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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보고서 소개 

1  지속가능한 MICE 보고서

1. 발간 배경 및 목적

□  세계 MICE 시장은 지속가능한 MICE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 되

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MICE 경쟁국은 지

속가능한 MICE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속가능한 

MICE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자 국제표준에 적합하고 한

국 시장 특성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모델(2014, 한국

관광공사)을 개발하였음

□  본 보고서는 지난해 개발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모델”을 실

제 MICE행사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MICE 산업

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간함

2. 보고기간 및 대상

□ 보고기간 : 2015. 2. 12 ~ 2015. 4. 17 

□ 보고대상 :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3. 보고서 작성 원칙

□ 본 보고서는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모델에 근거하여 제7

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 실시한 지속가능한 MICE 사례를  

경제, 사회, 환경 성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세부내용 “부록” 참조

□ 보고대상별에게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Check list”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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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여 응답케 하였음.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Check list” 

자가진단에 관한 내용은 본 보고서 ‘지속가능한 MICE 추진기반’에

서 확인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각 실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쳤으며, 

대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현장모니터링·지속가능성 측정 및 결과 

분석을 의뢰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ㅇ 지속가능한 MICE사업 추진 체계

선정 실행준비 개최 평가

(공사)
지속가능한 MICE
사업 대상 선정

(조직위/엑스코/대구CVB)
지속가능한 MICE
행사 계획 수립
(공사)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교육 실시 및
지속가능한 MICE
행사 지원

(조직위/엑스코/대구CVB)
행사운영

(공사/표준협회)
지속가능한 MICE 행사

모니터링

(조직위/엑스코/대구CVB)
지속가능한MICE 행사
결과보고서제출
(표준협회)

제7차세계 물포럼
지속가능성측정및보고서작성

(공사)
지속가능한 MICE 보고서

발행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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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행사개요

1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1. 행사개요

□ 2015 대구 ‧ 경북 세계물포럼 (7th World Water Forum 2015)

 ㅇ 행사기간 : 2015년 4월 12일(일) ~ 4월 17일(금) / 6일간   

 ㅇ 행사주제 : Water for Our Future

 ㅇ 행사장소 : 대구 EXCO, 경주 HICO

 ㅇ 주    최 :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

 ㅇ 주    관 :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World Water Council (세계물위원회)
   

 ㅇ 참석대상 : 전 세계 200여 개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학계, 언론, 기업 등

 ㅇ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등

2. 운영조직 

□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ㅇ 명칭

   - 국문 :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 영문 :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2015 World Water Forum Korea 
   

 ㅇ 목적

   - 조직위원회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여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 간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물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물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범

지구적 인식 제고, 수자원 및 물 관리에 개선에 이바지하고 물과 관

련된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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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연혁

    

- 2008년 9월 :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를 위한 국토부 장관방침 확정

- 2009년 3월
: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의사 표명
 * 5차 터키 World Water Forum, 한승수 前총리)

- 2008년 10월
: 한국의 4개기관이 세계물위원회 이사회 진출성공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6명)에 박은경 한국물포럼 총재 피선

- 2010년 1월 :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승인 완료

- 2010년 3월 :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 Action Plan수립(장관방침)

- 2010년 5월
: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추진위원회 발족(국토부 훈령 제593호) 
  및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구성

- 2010년 6월
: 유치제안서 접수 및 개최도시 평가/발표
 * 대구/경북(1위), 서울,인천(공동2위), 대전(4위)

- 2010년 10월 : 개최국/개최도시 1차 선정 통과 

- 2011년 4월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유치제안서 확정/제출

- 2011년 7월 : 제7차 세계물포럼 실사단 현지 실사(대구/경북) 

- 2011년 11월 : 한국 최종 개최지 선정 (제43차 세계물위원회 이사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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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직현황

   - 위원 및 임원 : 조직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1명

   

구 분 소 속 이 름 직 위
위원장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이정무

부위원장 영남대학교 이순탁 석좌교수
부위원장 세계에너지협의회 김영훈 공동회장
감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재술 대표이사

   - 집행위원 22명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당연직 집행위원 당연직 집행위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외교부 장관 국제운영위원회(ISC)집행위원
안전행정부장관 국제운영위원회(ISC)과정별 위원장

농립축산식품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환경부장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대구광역시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경상북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 위원 59명 (집행위원 포함)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중앙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외교부 장관 윤병세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환경부 장관 윤성규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국무조정실 실장 추경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안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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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지자체

지방의회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경상북도 지사 김관용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기춘
간사 김성태
간사 정성호

유관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이태식
국토연구원 원장 김경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재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김용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광국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유관단체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윤병만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해외건설협회 회장 최재덕
한국하천협회 회장 하수용
대한토목학회 회장 김문겸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박규홍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서규태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최용철

ISC위원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이성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前 원장 우효섭

K-Water연구원 원장 최병만
공주대학교 교수 정상만
단국대학교 교수 현인환
연세대학교 교수 허준행

국회
새누리당(대구 달서 병) 국회의원 조원진
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산업계
두산중공업 회장 박용성
LS그룹 회장 구자열



9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학계

서울대학교 前 총장 선우중호
성균관대학교 前 총장 김준영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송재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용남

언론계 한국방송협회 회장 안광한
문화계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우남익

전문가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김창세

고려대 교수 윤주환
유관단체 한국물포럼 사무총장 고덕구

지역

경북대학교 前 총장 함인석
영남대학교 총장 노석균

대구상공회의소 前 회장 김동구
영남대학교 교수 지홍기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김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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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지속가능한 MICE 사업추진기반

1 지속가능한 MICE 사업 추진 체계

1. 비전 및 체계

□ 지속가능한 MICE 사업 추진 비전 및 과제

* 지속가능한 MICE 사업 추진체계

비전 Global Sustainable MICE City 로서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

추진
전략

지속가능한 MICE
운영시스템 구축

지역 MICE
이해관계자 인식제고

지속가능한 MICE
행사 운영

주요
과제

고객
파트너

(정부/지자체,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

- 고객 만족도 제고

- 도시이미지 개선

- 개최지 매력도 극대화

- 지속가능 도시위한
방향성 의견조율

- 지역 업계 활성화
지역 생산품 활용

- 지역 탄소상쇄

활동 지원

- MICE 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인식 제고

- 저탄소 친환경적

행사 운영

- 참가자 친환경

캠페인 전개

- 친환경 이벤트

개최

2. 지속가능한 MICE 사업 추진 조직

□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ㅇ 친환경 행사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회의장 내 편의시설 재활용 가능 자재 사용 : 블록부스 자재 활용

   - 회의장 안내 배너류 최소화 : 배너 인쇄물 대신 DID를 활용함 

   - 전시장 내, 환경장식물(파이텍스 등) 최소화 및 재활용 자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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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엑스코

 ㅇ 친환경 자재 활용을 통한 전시장 운영

   - 전시장내 재활용 가능한 조립부스(알루미늄) 제작: 총 78개 업체

   - 전시장 외부 아치게이트, 휴게라운지 등 환경제작물 재활용 소재 활용

     : 블록부스 및 친환경 페이퍼 자재 사용

 ㅇ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컨벤션 시설 운영

   - 단일 건물로는 최대인 502.34kw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 전시장 신관지역의 자연채광을 활용한 집광시스템을 설치하여 전체

     내부조명 없이 전시회 개최함

   - 지열을 통한 냉난방설비 도입 통해 시설 일부분 냉난방을 지열을 통해 

      공급하고, 태양열급탕설비,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자체 운영함

      : 행사기간동안 약 5,500만원 이상의 전력, 냉·난방비를 절감

        ※ 엑스코 연간 절감비용(2억원)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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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컨벤션관광뷰로

 ㅇ 지속가능한 MICE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 개최

   - 친환경 캠페인(Be a Green Man) 실시

가. 일    시 : 2015년 4월 12일 ~ 17일 / 09:00 ~ 18:00

나. 장    소 : 대구 EXCO 1층 로비

다. 내    용 : 물포럼 참가자 대상 친환경 컨벤션 실천서약을 받고, 실천 서약자

                      이름으로 지역 초등학교에 나무를 심어, 이를 ‘제7차 세계물포럼 

                      탄소상쇄 숲’으로 조성함.

라. 운영목적 : 저탄소 세계물포럼 실현을 위한 참가자의 친환경 활동 실천을 

                     독려하고, 전 세계 참가자 대상 지속가능한 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

   - 어린이 탄소탐정단 운영

가. 일    시 : 2015년 4월 13일 15:00 ~ 17:00

                             4월 15일 14:00 ~ 16:00 / 총 2회 실시

나. 장    소 : 대구 EXCO 1층 전시장

다. 내    용 : 지역 초등학교 20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물포럼 전시 참가부스별 

                      탄소 발생량을 모니터링하고, 총 300여개 업체에서 친환경 실천

                      사항을 홍보하고, 서약을 받음.

라. 운영목적 : 친환경 컨벤션을 위한 개최지의 노력과 전시부스별 탄소절감 독려

                    지역 어린이의 글로벌 인식 함양과 친환경 교육의 기회 제공

   - 지역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Daegu Sprouts) 운영

가. 일    시 : 2015년 4월 14일, 15일 / 10:00 ~ 12:00

나. 장    소 : 대구대청초등학교 텃밭

다. 내    용 : 물포럼 해외참가자 8명과 지역의 저소득층 초등학생 20명과 함께 

                      학교의 텃밭에 농작물을 심고, 친환경 행사 실천의 가치를 공유함

라. 운영목적 :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지역민과의 교류 촉진

 ㅇ 지속가능한 MICE 이벤트 운영 결과

   - 환경적 성과 

    가. 친환경 컨벤션 캠페인 : 총 782명 참가

    나. 탄소상쇄효과 : 나무 400그루 식목, 연간 4,160t CO2 절감

     ※ 탄소발생량의 정확한 측정의 한계로 인해, 국립삼림원 자료 참조.

        (활엽수의 단위면적(1ha)당 연간 CO2 흡수량 평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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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성과

     가. 전 세계 참가자 대상 지속가능한 MICE 도시, 대구의 홍보효과

     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MICE 행사 위한 선도적 실천사례 마련

     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지역 내 MICE 산업 인식 제고

        : 제7차 세계물포럼 탄소상쇄숲 조성, 지역초등학교 텃밭가꾸기, 

           지역 학생 대상 친환경 컨벤션 활동 기회 제공 등

2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1.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체크리스 진단 프로세스

□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속가능한 

MICE 체크리스트(2015)는 한국 MICE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

회적 책임, 친환경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최기관, 기획사 및 

MICE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지속가능성 이행 수준을 점검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 개발됨

□ 체크리스트는 PDCA 사이클에 의거 구성되어 있음. 계획단계인 P는 조

직이 계획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파

악하는 단계로 “예/아니오” 중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도록함

□ 실행단계인 D는 “지속가능성 운영시스템의 활동단계”로 9가지 업무영

역 중 조직이 해당하는 부분을 스스로 선정하여 8가지 실천항목에 충

족정도(부족/충족/초과)를 체크하도록함

□ C에 해당하는 부분인 “지속가능성 운영시스템의 검토(성과평가)”는 4

가지 요건의 세부사항 이행 정도를 예/아니오로 체크하도록함

□ A에 해당하는 “지속가능성 운영시스템의 실행(향상)”은 PDC관점에서 

체크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이 지속가능한 MICE 행사 운영 시 부족

하다고 판정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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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 평가 수행 목적

□ 2015년 제 7차 세계 물 포럼 운영 조직 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운영 방

침을 확인하기 위함.

□ 대구컨벤션 관광 뷰로의 지속가능한 MICE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 개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함.

□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체크리스트 조사 결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

3. 조직 운영위원회 지속가능성 활동 확인

□ 의지 표명(Commitment)

 ㅇ 지속가능한 포럼 개최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함.
“조직위원회는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을 효율적으로 준비하

여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 간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물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물문제의 중요성에 대

한 범지구적 인식 제고, 수자원 및 물 관리에 개선에 이바지하고 물

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거버넌스(Goverance)

 ㅇ 지속가능한 포럼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함.

“조직위원회는 포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책무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운영관리 통제(management controls), 측정

(measurement), 보고(reporting), 외부 확인(external verification)을 기

본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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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달성(Achievement) 방향을 제시함.

  ㅇ 기후 중립 포럼(climate neutral forum)

     - 제7차 세계 물 포럼를 통하여 발생되는 탄소를 상쇄할  ‘탄소 

상쇄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ㅇ 지속가능 가치 관리(sustainable value chain management)

     - 모든 스폰서 및 공급업체 관련 조직들은 운영과정에서 국제 규격

에서 요구하는 인권, 노동 권리, 반부패, 환경보호를 준수할 것을 

계약 당 시 서로 합의할 것을 제안함.

ㅇ 지역 교통(local transportation)

    - 대표자 및 빙문 객들이 자가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및 제공되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장함

ㅇ 투자 유치(investment promotion)

    - 포럼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통상이 활성화되도록 주

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시함. 

 ㅇ 지속가능한 포럼 개최  평가(Evaluation of Sustainabl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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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체크리스트(Korean Sustainable MICE 

Checklist) 진단을 통하여 MICE 행사의 선도적 실천사례를 제공함. 

    - 행사 관련 전 조직체가 관련되는 공급망 사슬 환경 경영(supplier 

eco-management)을 실현함.

    -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MICE 산업 발전 방향 사례를 실현 함.  

  

4. 대구컨벤션관광뷰로 지속가능성 활동 확인

□ 기후 변화 실천

 ㅇ 탄소 상쇄 프로그램(Carbon offset program)실천

    물 포럼 참가자 대상으로 하여 친 환경 컨벤션 실천 서약을 받고 실

천 서약자 이름으로 지역 초등학교에 420 그루 나무를 심어, 제7차 

세계물 포럼 탄소상쇄프로그램을 실천함.

   - 참가 인원: 782명

   - 일시: 2015년 4월 12일 - 17일 / 09:00 - 18:00

   - 장소: 대구 EXCO 1층 로비

▲ 탄소 상쇄 프로그램 안내 부스 ▲ 친환경 컨벤션 캠페인 안내

▲ 친환경 컨벤션 실천 서약(1) ▲ 친환경 컨벤션 실천 서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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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탄소 탐정단 운영 프로그램(Carbon monitoring program)실천

   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20명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포럼 전시 참가

부스별 탄소 발생량을 모니터링하고 총 300여개 업체에서 친환경실천

사항을 홍보하고 서약을 받음.

   - 참가 인원: 20명

   - 일시: 2015년 4월 13일 15:00 - 17:00

          2015년 4월 15일 14:00 - 16:00

   - 장소: 대구 EXCO 1층 전시장

▲ 탄소탐정단 활동(1) ▲ 탄소탐정단 활동(2)

▲ 탄소탐정단 설문조사(1) ▲ 탄소탐정단 설문조사(2)

 ㅇ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

   - 502.34kw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 자연채광을 활용

   - 지열을 통한 냉난방설비 도입 



18

□ 에코 가치 홍보(Eco-value promotion)실천

 ㅇ 지역 텃밭 가꾸기(일명 Daegu Sprouts) 프로그램 운영

    물포럼 해외 참가자 8명과 지역 저소득층 초등학교 20명과 함께 학

교 텃밭에 농작물을 심고, 친 환경 행사 실천의 에코 가치를 공유하

고 홍보함. 

   - 참가 인원: 28명

   - 일시: 2015년 4월 14일, 15일 / 10:00 - 12:00

   - 장소: 대구 대청 초등학교 텃밭

▲ 물포럼 참가자와 지역초등학생(1) ▲ 물포럼 참가자와 지역초등학생(2)

▲ 지역 초등학교 텃밭 가꾸기 체험 ▲ 탄소상쇄 나무 식목체험

□ 성과 평가

 ㅇ 환경적 성과

    - 나무 식수에 따른 4,160t 탄소상쇄 성과가 있음.

      정확한 탄소 상쇄 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무 식수에 관한 정확

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행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나무가 

자연림이 아닌 이식된 것이고 녹지 공간 개념으로 형성된 것이므

로 국립삼림원 계산은 추정치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수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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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고 직경을 기준으로 흉고형수를 이용한 재적을 각 수목별로 산

정하여 탄소 저장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참가자의 환경 친화적 활동 고취 성과가 있음

      참가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 서약을 받고, 일부는 직접 탄소 발

생을 모니터링하는 등 포럼 진행 동안 친환경 홍보를 통하여 참가

자들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게하는 환경적 성과가 있음. 

  ㅇ 사회적 성과

     - 홍보 효과

       전 세계 참가자 및 지역 인들에게 대구가 지속가능한 MICE도시

임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MICE산업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는 계

기가 마련됨.

     - 제 7차 세계 물 포럼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MICE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실천 사례를 마련함. 

  ㅇ 경제적 성과

     - 비록 산림에 따른 정확한 탄소 상쇄 량이 결정되지 못하여 배출

거래에 따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경제적 성과를 밝히지는 못하나 

분면 산림화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존재함. 

     -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따른 약 5,500만 원 효과가 추정됨

     - 참가자 및 지역 인들에게 대구 도시가 지속가능한 MICE 도시임

을 홍보함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함. 이는 헤도닉 가

격(Hedonic pricing)을 산출하여 분석함이 바람직 함.         

4.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체크리스트 종합평가

□ 계획 단계 평가

 ㅇ리더십 접근방식(leadership approach)을 채택함 

    

    -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 실행을 위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이에 따른 원리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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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하는 리더십 접근방식을 적용함.

 ㅇ 이해 관계자 구분에 따른 진단이 계획됨.

     - 목적지 영역 이해 관계자

     - 전시․이벤트 영역 이해 관계자

     - 수송 영역 이해 관계자

     - 개최 시설 영역 이해 관계자 등

 ㅇ 지속가능성 운영 통제 범위가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음.

    - 전담  교통 제공업체

    - 참가자 및 봉사자 안전, 보건

    - 의사소통 및 관련 관계 활동

    - 폐기물 /에너지 /공기 질 관리 

    - 식/음료, 특히 물 사용 통제

    - 친 환경 구매

 ㅇ 체계적 운영 계획(systematic operation planning)이 계획되어 추진되

었으나 일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

    - 조직은 이벤트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실

행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조직의 최고경영자는 이벤트 지속가능경영시스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시스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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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성과 및 정량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조직은 이벤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

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토대로 문서화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

음

    - 조직의 최고경영진은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과 관련된 역할, 책임 

및 권한을 지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문서화하여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이벤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실행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문서

화하여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행단계
     

 ㅇ 목적지(CVB) 영역

    - MICE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의 실행단계 기준 총 8개 분야 24개 항

목 중 8개 항목 충족, 16개 항목 부족하다고 응답함.

    - 전담인력 보유, 지속가능성 관련 노력과 프로그램을 이해관계자에

게 제공, 지속가능에너지 프로그램 적용, 걷기 가능한 컨벤션관련,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에서 충족한다고 응답함
     

 ㅇ 전시·이벤트(뷰로 Green Mice 이벤트) 영역 

    - MICE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의 실행단계 기준 총 8개 분야 25개 항

목 중 13개 항목 충족, 12개 항목 부족하다고 응답함

    - 사후이벤트 리포트 작성, 전담인력 배치, 지속가능 실천 사례 및 

노력 공유, 의사소통 시 IT 수단의 활용, 에너지 관련 사항, 요구

사항에 대한 공급망 의사소통, 친환경 구매 등 항목에서 충족한다

고 응답함
     

   

 ㅇ 전시·이벤트(물포럼 전체) 영역

    - MICE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의 실행단계 기준 총 8개 분야 25개 항

목 중 5개 항목 충족, 20개 항목 부족하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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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관리, 의사소통 시 IT 수단의 활용, 

재활용 노력, 에너지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관리, 운영시간 후 공간

조명의 관리 항목에서 충족한다고 응답함
     

  

 ㅇ 수송 영역

    - MICE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의 실행단계 기준 총 8개 분야 21개 항

목 중 3개 항목 충족, 18개 항목 부족하다고 응답함

    - 공회전 금지 프로그램 보유, 공회전 금지 프로그램의 의사소통에서 

충족한다고 응답함
     

  

ㅇ 개최시설(Venue) 영역

    - MICE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의 실행단계 기준 총 8개 분야 22개 항

목 중 7개 항목 충족, 14개 항목 부족, 1개 항목에서 초과한다고  

응답함

    - 기획자의 환경적 노력에 대한 이해관계자 열람, 자원수거장소 제

공, 조명, 냉난방, 에스켈레이터의 효과적 일정 사용, 공회전 발생

금지, 기획자의 물사용 감소 및 수질목표 충족에서 충족한다고 응

답하였으며, 공급자의 시설내 내열 연소에 의해 동력을 얻는 동력

장비 및 차량 사용 불가에서 초과한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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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경제적 성과

1  물 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

□ 참가자 증가를 통한 물산업 이미지 개선
     

 ㅇ 총 참가자는 166개국 46,382명(외국인 5,000 명)으로 이는 목표 대비 

133%증가한 상황이며, 제6차 세계 물포럼(프랑스 마르세유)의 참가

지 26,844명 대비 173%긍가한 수치임.

    - 포럼등록 14,853명, 전시참가자 31,529 명

 ㅇ 해외 유명 인사 및 많은 전문가 참가로 세계 물포럼 및 물산업에 대

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우리나라  및 대구 도시의 물산업 경제

적 경쟁력이 높아짐. 

  

□ EXPO 및 Fair를 통한 산업 협력
 

 ㅇ 39개국 294개사 1,025부스를 통하여 물 관련 국가정책, 기업 제품과 

기술이 소개되고, 세계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물 산

업의 경제적 활성화 및 산업 협력 경제적 성과가 창출됨 

 2  투자 유치 및 수출 상담 성과

□ 비즈니스 미팅 및 CEO 패널을 통한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투자 유치 

성과

 ㅇ Danfoss(덴마크), Veolia 및 SUEZ(프랑스), Abengoa(스페인), 이싱시 

및 기업(중국)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및 CEO 패널을 

통하여 MOU 체결 8건, 대구시 밀워커 시, 한국 물산 업 협회, 미국

물 위원회와의 4자간 협병약정이 성사됨.

 ㅇ 대구시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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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담회를 통한 경제적 성과

 ㅇ 해외바이어 20개사 및 지역기업 70개사가 참여한 수출 상담을 통한 

경제적 성과 달성

    - 수출상담 추진 금액 1,200 만 달러, 현장 계약액 30만 달러

     

3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

□ 포럼 개최 동안 발생한 지역 경제적 부가가치는 총 9,982,684,285 원이

며, 이중 대구  지역  부가가치 창출은 2,864,704,623 원임.

항 목 부가가 액 지역 구분

초청 관련 가치 717,190,805 대구외

회의장 조성관련 가치 1,617,869,761 대구외 

통번역 활동 가치 822,199,430 대구외

시설 조성으로 인한 가치 738,965,072 대구외

행사장 조성으로 인한 가치 422,189,550 대구외

행사 자체관련 가치 681,923,914 대구

Hospitality 가치 388,625,158 대구

등록 및 안내 활동에 따른 가치 599,724,608 대구외

교통 및 관광 관련 가치 941,008,714 대구

인쇄물 관련 가치 365,190,746 대구외

보안 활동 가치 248,229,890 대구외

인력 고용 가치 753,146,837 대구

운영에 따른 가치 135,684,658 대구 & 대구외

정산 활동에 따른 가치 40,000,000 대구외

전문 인력 창출 가치 521,460,123 대구 & 대구외

대행사 활용에 기인한 가치 989,275,019 대구외

총 부가가치 9,982,684,285

대구지역 가치 2,864,704,623

 

□ 숙박으로 인한 경제성과는 2,737,975,560 원 임.
     

 ㅇ 숙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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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호텔  그린스텔

블록 객실수 47개소, 2015실 17개소, 1,359실 30개소, 676실

숙박 객실수
(이용율)

47개소, 
1749실(85.9%)

17개소, 1,250실
(92%)

30개소, 499실
(73.8%)

총인원 10,406명 7,019명 3,387명

  
ㅇ 숙박 비용은 호텔스닷컴에서 발표한 2014년도 대구 지역 가격지수 

140,718원/1박을 기준으로, 그린스텔은 이의 80%을 기준으로 추정함. 

단 2박 체류하는 것으로 가정함. 

    - 7,019 명 X 140,718 원 X 2 박 = 1,975,399,284 원

    - 3,387 명 X 112,574 원 X 2 박 = 762,576,276 

□ 식/음료 경제 성과는 약 59억 3천만 원 임.
     

 ㅇ 식/음료 경제성과는 운영 요원 용 구입비용과 숙박 참가자의 비용으

로 구분하고 비용은 서울 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도 서울 지역 

식/음료 지출 비용 가격지수 280,000원/1일을 기준으로 추정함 (단, 

행사 오만찬 관련 식/음료 비용은 총괄 정산 부가가치에 포함됨)

    - 숙박 참가자: 10,406 명 X 280,000원/1일X 2일

    - 운영 요원 용 3,400인분/일 X 5,000원 X 6일

  

□ 관광 경제성과는 유로 인원이 미미한 관계로 지역 경제 발생 부가가치 

내용 중 교통/관광으로 통합되어 추정됨.
     

     

4  지속가능활동관련 경제  성과

□ 산림 화에 따른 탄소 상쇄 경제 성과가 발생함. 

 ㅇ 포럼 기간 동안 진행된 400 그루 산림화에 따른 탄소 상쇄 경제 성과

는 우리나라 탄소상쇄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한 탄소 

흡수량 자료가 없어 배출거래에 따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경제적 성

과를 추정하지는 못하나 분명 산림화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존재함.



26

□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제성과가 발생함. 

 ㅇ 포럼 기간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약 5,500만 원으로 

추정됨. (Exco 신 재생 에너지 설치 효과 세부내역 자료 참조)

□ 대구 도시 어메니티(Amenity) 경제성과가 발생함. 

ㅇ 참가자 및 지역 인들에게 대구 도시가 지속가능한 MICE 도시임을 

홍보함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함. 이는 헤도닉 가격

(Hedonic pricing)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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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사회적 성과

1  물 정책 및 실천 관련 성과

 

□ 다차원 접근방식(multidisciplinary approach)운영으로 물 관련 정책 및 

실천에 관한 여러 성과를 도출함.
     

 ㅇ 과정별 세션 현황

구분 세션 현황

주제별 135

정치적 30

지역별 27

과학기술 38

시민포럼 70

동시행사 100

     

ㅇ 성과 도출

    - 대구경북 실행 확약(DGIC) 채택 및 AWC(아시아물위원회) 출범

    -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장관급과정)

    - 대구·경북 물행동 전략 채택(지방정부과정)

    -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선언(국회의원과정)

    - 대구경북Water Prize 시상(Water Showcase & Water Challenge)

    - 역대 최다 세션(400개) 운영, 다양한 물 문제 해결방안 도출

2  지속가능한 대구시 이미지 창조 성과

□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문화 도시로서의 대구시 이미지를 창

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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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엑스코 광장에서의 문화 행사

    - 물 사진전 및 문화공연(관악, 퓨전국악, 비보이, 오고무 국악, 

계명대태권도시범, 치어리더)

 ㅇ 시민 체험행사 

    -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솜사탕, 수돗물 선호도 조사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대구 이미지를 창출함. 

 ◦ 초등학교 고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탄소 탐정단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전 세계 참가자 및 지역 인들에게 대구 도시가 지속가

능한 MICE도시임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MICE 산업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됨.

 ◦ 제7차 세계 물 포럼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MICE행사를 유치

할 수 있다는 실천 사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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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 환경적 성과

1  탄소 감소

□ 나무 식수에 따른 탄소상쇄 성과가 있음.

 ◦ 물 포럼 참가자 대상으로 하여 친 환경 컨벤션 실천 서약을 받고 실

천 서약자 이름으로 지역 초등학교에 나무를 심어, 제7차 세계 물 

포럼 탄소상쇄프로그램을 실천한 결과 탄소상쇄 성과가 발생함.

- 계량적 탄소 상쇄 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무 식수에 관한 정확

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행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나무가 

자연림이 아닌 이식된 것이고 녹지 공간 개념으로 형성된 것이므

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산림과학원 계산 방식 자료는 무의미함.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수고 및 흉고 직경을 기준으로 흉고형수를 

이용한 재적을 각 수목별로 산정하여 탄소 저장량을 계산하는 방

식이 바람직함.

 □ 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감소 성과가 있음.

◦ 행사장에 제공되는 일부 전기 에너지를 EXCO 상단부에 설치된 

태양열 집광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함으로 포럼 관

련 탄소 발생량을 절감함.

2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 저감

□ 친환경 자재 사용 권장을 통하여 환경적 성과를 달성함.

 ◦ 재활용 가능한 블록부스  운영 및 알마늄 자재 사용을 통한 환경

성과

 ◦ 회의장 안내 배너 최소화를 통한 자원 절감 성과

 ◦ 친환경 종이 신문 및 종이 도시락 사용을 통한 유해물질 최소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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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를 통한 폐기물 최소화 성과

구분 주요 활동 환경적 효과

재활용 가능한 
블록부스

전시장 게이트 등에 아치 자재를 목재 
대신 재활용 가능한 블록부스를 사용
함.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 저감

인터넷 라운지, 프리뷰 룸, 휴게실 등
에 목재 대신 재활용 가능한 블록부스
를 사용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 저감

회의장 안내 배너 
최소화

행사장 3층, 5층 복도 및 회의장 등에 
기존 X,Y 배너류 대신 DID를 통해 회
의장 안내 배너류 최소화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저감

친환경 종이 신문
등록데스크 및 인포데스크에 행사기간 
배포된 일간신문을 친환경종이로 재작
함(4월 13일 ~ 17일까지 5일간 배포함)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 
및 재활용 촉진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

행사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2개)를  
전시장 입구에 설치하여 행사기간 발
생되는 페트병, 캔 등 자동회수하고, 
탄소 발생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함

폐기물최소화 및 
재활용

재활용 가능 
알미늄 자재

전시장(1층, 3층) 등에 기본부스 자재
의 목재 아닌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자재 사용함 

자원저감, 폐기물 
최소화

친환경 종이 
도시락

행사참가자(11,800개), 전문요원(2,800
개) 종이 도시락을 제공하여 행사기간 
도시락 사용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최
소화를 위해 종이도시락을 활용함

폐기물 최소화

     

3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통한 에너지 절감 성과를 달성함.

 ◦ LED설치 및 자연 채관 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성과

 ◦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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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활동 환경적 효과

LED 설치
전시장 및 행사장 주변 가로등 등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등 설치

에너지 사용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연채광 시설
전시장(신관) 등에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 채광 시설 

에너지 사용저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태양광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

행사장에 제공되는 일부 전기 에너지
를 Exco 상단부에 설치된 태양열    
집광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함.

에너지 사용저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4  재 사용 성과

□ 자원의 재 사용을 통한 환경성과를 달성함.

 ◦ 운영원 유니폼을 지역업체 (쉬메릭)에서 일괄 제작하여 지역 경제

적 효과 창출함과 아울러 유니폼의 마크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

록 하여 평상복으로 재사용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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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부록 1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모델 소개

□ 개발목적

 ㅇ 지속가능한 MICE 산업 국가 위상 포지셔닝과 국내 MICE 산업의 지

속가능한 MICE 안정적 보급을 위해 MICE 산업의 대표적인 국제표

준인 ISO20121와 APEX/ASTM을기반으로한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모델(2014)을 개발함

□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 구성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모델 = ISO20121 + APEX/ASTM

 ㅇ ISO20121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속가능 표준(2012)

- MICE 조직의 활동 시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및 과정에 대한 조건들을 제공

- 행사 기획 및 실행에 있어 Venue 선택, 운영절차, 협력업체 관리 및 조달,

커뮤니케이션, 수송 등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 확인 및 문서화를 요구

 ㅇ APEX/ASTM

- APEX(Accepted practice Exchange)계획은 Green Meetings Industry

Council(GMIC)와 미국환경보호청(United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제적인 표준화기구인 ASTM

International에 의해 공인됨(2012)

- APEX/ASTM 표준은 MICE 운영의 9가지 업무영역(개최지, 전시, 수송, 음

향,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현장사무국, 숙박, 식음료, 개최시설) 에 대해 8

개의 세부 성과평과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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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구성

□ 표준 적용 대상

  ㅇ 국내 MICE 산업 범위가 포함하는 행사주최조직, 기획사 및 

MICE 이해관계자 모든 조직을 포괄 함

  ㅇ MICE 조직의 업무영역은 APEX/ASTM 국제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영역인 (1) 개최지 (2) 전시 (3) 수송 (4) 음향 (5) 마케

팅/커뮤니케이션 (6) 현장사무국 (7) 숙박 (8) 식음료 (9) 개최시

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도 포괄함

  ㅇ 각 업무영역마다 8개의 세부 성과평가 분야로 구성함 (1) 직원운

영방침 (2) 커뮤니케이션 (3) 쓰레기 관리 (4) 에너지 (5) 공기

질 (6) 물 (7) 조달 (8) 커뮤니티

  ㅇ 이러한 분야 외에도 MICE 조직의 활동 중 사회적, 경제적, 환경

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분야를 유연하게 포괄 가능함 

*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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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 특성

 ㅇ 적용에 있어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

- 조직이 MICE 행사의 계획단계부터 실행, 성과측정 및 향상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국제표준의 기준을 활용하였으나 국내 MICE 조직에 맞는 실천항

목을 제시함으로써 각 조직의 성격에 맞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ㅇ MICE 산업의 다양한 업무 범위 포함

- 조직의 업무 영역을 고려하여 여러개의 분류영역 중 조직에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함

- MICE 행사 유치단계 과정에서부터, 기획사 선정 과정, 행사 

준비 및 운영, MICE 조직 평가, 사업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 가능

  ㅇ 국제화 표준 도입

- 국제 선도 표준인 ISO20121과 APEX/ASTM을 채택함으로써 

조직이 한국형지속가능한 MICE 표준 모델의 요구사항을 따를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향후 ISO20121와 APEX/ASTM 인

증 취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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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부록 2  한국형 지속가능한 Check list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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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부록 3  제7차 세계물포럼 지속가능한 MICE 사업 언론 보도자료

ㅇ보도일자 : 2015년 4월 10일자

ㅇ보도매체 : NEWSIS

ㅇ기사제목 : 대구컨벤션관광뷰로, 친환경 행사

              실천 캠페인

ㅇ보도일자 : 2015년 4월 12일자

ㅇ보도매체 : 대구신문

ㅇ기사제목 : 컨벤션관광뷰로,

          “탄소발생 절감 앞장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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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도일자 : 2015년 4월 14일자

ㅇ보도매체 : 대구일보

ㅇ기사제목 :“다양한 전시체험으로 지루할 틈 

              없어요”

ㅇ보도일자 : 2015년 4월 14일자

ㅇ보도매체 : 대구신문

ㅇ기사제목 : 물포럼 해외참가자-지역 초교생

             텃밭교실 프로그램 호응

ㅇ보도일자 : 2015년 4월 16일자

ㅇ보도매체 : 대구 KBS 9시 뉴스

ㅇ기사제목 : 체험행사 풍성, 일상 속‘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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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 2015년 4월 25일자

보도매체 : NEWSIS

기사제목 : 대구컨벤션관광뷰로‘세계물포럼 
           탄소 상쇄숲 조성’

보도일자 : 2015년 4월 27일자

보도매체 : 노컷뉴스

기사제목 : 제7차 세계물포럼 참가자
          ‘그린 컨벤션 캠페인’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