
2016년 9월 13일 화요일제20329호�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난해 6월 취임해 취임 15개월째를 맞

는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포부

는 당찼다

올해 경영 목표를 국내 최고 수준의 마

이스(MICE)산업 선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수익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 사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센터는 앞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한 글로벌 광주의 이미지 제고

향상과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

형 행사 유치 브랜드 전시회 개발 및 육

성 국제인증 전시회 6건 획득 국제회의

30건 학술회의 40건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또한 새로운 10년 도약

을 위해 사업 중심의 조직체계 친환경 전

시장 조성 선진 고객시스템 경영정보 구

축 등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조성에도 힘쓰

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센터 전시장 가동률이 국내

최고 수준인데

다 국제전시

연합 인증 획

득 등 국내외

경쟁력이 높아

져 가고 있다

면서 올해로

개관 11년째를

맞은 센터가

명실공히 호남

의 랜드마크로

우뚝 섰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사장은 올해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일부 지자체들의 뒤

늦은 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마이스업계

도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다고 전망한 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국제회의

와 정책 전시회 유치 등을 통한 전시회 국

제화 등을 통해 실실적 성과를 내는 데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설전시장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즐길거리를 만들어 지역

민들과 소통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16 광주 ACE Fair가 최신 트랜드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

고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

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2일부터 25

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37개국 430개사

가 참여해 690부스가 개설된다 해외에

서는 중국 광저우애니메이션협회 튀니

지 CREATEC 인도 MEAI 등 문화콘

텐츠 기업들이 공동관 형태로 대거 참여

한다

광주 지역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동관에서는 애

니메이션 게임 등 광주시의 우수 콘텐

츠 기업 25개사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광주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11개사와 창투사

가 참여하는 광주 콘텐츠 투자 피칭 및

상담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기업들

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해외 유력 바이어 200여명이 행사 기

간 동안국내외 참가업체와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가질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

국 최대 공영방송 애니메이션 채널

CCTV Animation Channel 중국검

색 포털 SOHUcom 중국 글로벌 콘

텐츠 그룹 IIE STAR 중국 대표교육

채널 CCTV DREAM CHANNEL

등 중국 빅(big)바이어들과 유럽 최대

온라인게임 업체 Bigpoint GmbH 등

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KBS N MBC+ Media

SBS Medianet CJ E&M등 주요 방송

사와 최대 모바일 통신사인 SK텔레콤

뽀로로 제작사 오콘 두다다쿵 제작

사 아이스크림스튜디오 등캐릭터애니

메이션 제작사와 게임커뮤니티 분야 대

표기업 헝그리앱 등 200여개 업체가 참

가한다

참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올해 새로 꾸민 게

임&VR 체험관에는 국내 최대 게임 커

뮤니티사이트를 운영하는 헝그리앱과

한국중소ICT교류협회 소속 모바일 게

임 제작사 등이 참가하여 신작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동신대학교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모션테크

놀로지 메가마인드 등도 VRAR 콘텐

츠 및 신기술 체험부스를 마련한다

전시장에 설치된 스타BJ스튜디오에

서는 아프리카TV 대표 MC BJ최군게

임부문 최고스타인 BJ로이조와 대정령

이현장에서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와 한국만

화가협회 소속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웹툰&만화특별전 뽀로로 라바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퍼레이드 & 포

토존 코스프레 페스티벌 키덜트&

보드게임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다양한 세미나도 동시 개최된다 미

래의 아이콘 콘텐츠라는 주제로 열리

는 2016 ICON Forum 특강에는 구글

코리아 김태원 글로벌비즈니스 상무가

글로벌 콘텐츠산업 동향 및 창의적 콘

텐츠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한국케이

블TV방송협회 주관 저작권세미나 등

다양한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신환섭 사장은 올

해 광주 ACE Fair는 트랜드를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로품목을 구성하였고 그

어느해 보다 구매력 높은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국내외 기업간의 판로 및비즈

니스 교류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며 VR 1인 미디어웹툰 모바일게임

키덜트 보드게임 등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

램도풍성하게준비하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의 마이스(MICE)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신환섭이

하 센터)가 개관 11년째를 맞으면서 본격

적인 성장가도를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3000명 수용 규모의 다목

적홀을 비롯한 19개 중소회의실을 갖춘

제2센터를 완공한 뒤 국내 최고의 센터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등 호남의 랜드마

크로 우뚝 섰다

전시장 가동률 70% 상회김대중컨

벤션센터는 국내외 상품기술문화교류

를 위해 광주시가 100% 출자한 호남권유

일의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다

직원 수는 사장을 포함해 정규직원 39

명 기간제근로자 73명 등 112여명이근무

중이다

지난 2005년 9월6일 문을 연 후 올해로

개관 11년째를 맞았다 매년 전시회와 이

벤트 70여회 국제회의 30여건을비롯 각

종 크고작은 회의 1500여건을 유치 및 개

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연속 전시장 가동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어 운영효율성측면에

서 전국 탑(TOP) 3 전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센터는 광주시의 전략산업과 관련

있는 9개 주관 전시회 개최 및 전시장 회의

실 임대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괄목할 만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관이래 처음으로 1억

4200만원의흑자경영에 이어 올해에도 공

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지개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정 공사공단 14개 기관중 4위로

나등급을 획득했다

이때문에 최근앞다퉈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울산수원오송평택

전주 등 다른지자체들이 김대중컨벤션센

터를 주요 벤치마킹대상으로꼽고 있다

이는 센터가 수도권이나영남권에비해

규모는작지만 호남 유일의 전시컨벤션시

설로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중추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광주 경제 활성화도시 브랜드 국제

화기여센터 전시회의 국제화와 대형화

가 두드러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광

주 도시 브랜드 국제화도 크게 이바지하

고 있다는평가다

지난해 신규 개최한 국제뿌리산업전시

회를 비롯한 센터가 주관하는 9개 전시회

역시 고도화를 통해 해외업체 340개사 해

외바이어 1060명을 유치해 수출 상담액 8

억66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지역 전

략산업 발전과 지역업체의 국내외 시장 개

척에도큰도움이됐다

이어 지난해만 국제회의와각종 중소회

의를 1350여건을 개최해 광주 도시 브랜

드의 국제화에도 크게기여했다 지난해 6

월 극심했던 메르스 여파에도 147만명을

집객해 전시컨벤션센터의 성공 모델이됐

다는평가도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기간 중 전시장은 펜싱장으

로 다목적홀 및 컨벤션홀은 국내외 기자

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메인 미디어센

터와프레스센터로 활용돼국내외매스컴

의 주목을받기도 했다

국내컨벤션시장현황통계에따르

면 전시회 및 국제회의 학술대회 등

MICE 참가자 1인당 소비액이 일반 관광

객보다 17배가 높다 MICE산업은 그만

큼경제적파급효과가 크기때문에각국에

서도 신성장동력으로집중 육성하고 있다

광주지역도 최근들어 해마다 마이스

(MICE) 관련 행사가 100여건 개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파

급효과와 수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

고 있다

현재 MICE산업은 서울 잠실운동장 전

시장 경기도킨텍스 제3전시장 대전시 다

목적전시장 전북도 수원시평택시 등 10

여개 지자체에서 건립을추진중으로무한

경쟁 체제에 진입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에 대응하기 위

해 2020 경영전략을 마련 지역 주요사업

과 연계한 MICE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

무기반 구축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

한 신뢰받는 공기업 등을 기반으로갈수록

치열해 지는 MICE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환섭 사장은 올해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경영혁신과 공격적인 마

케팅으로흑자경영의 기조를 이어나가겠

다고말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문화콘텐츠최신흐름 ACE Fair에 총집합

컨벤션시장 중추 역할광주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김대중컨벤션센터전경 <광주일보자료사진>

제2 센터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

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머리

글자를딴것이다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각종 전시박람회 등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생겨난 개념이

다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

마이스(MICE)산업

2225일 김대중센터

중국인도등 37개국 참여

가상현실모바일게임체험

인기 BJ 생방송웹툰전시도

전시장70%가동지난해첫흑자

주관전시회수출상담8억달러

일자리창출효과지역경제상생

대형 국제회의유치로수익성높일것

신환섭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시아문화콘텐츠대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