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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미래 먹거리 MICE산업 이끌 2기 서포터즈 15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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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미래 먹거리 MICE산업 이끌 2기 서포터즈 15명 양성
2021.11.25 조회수 472 담당부서 투자박람회과 담당자 신은정 연락처 061-659-3465

26일 서포터즈 기획행사 ‘너와 함께 걷고 싶은, 알고 싶은 여수 : 섬’ 진행

여수MICE 서포터즈 2기 수료생 15명 최종 선발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략적 국제 MICE 유치를 위해 국제해양관광 컨벤션 도시에 걸맞은

MICE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제2기 여수MICE 서포터즈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오는 26일 최종 15

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MICE 전문 이론과 실무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구성해 총 8회차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80%

이상 이수자 중에서 최종 서포터즈를 선발해 26일 수료증을 수여한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2층 엑스포홀 로비에서는 실무교육의 최종과정인 서포

터즈가 직접 만들어보는 기획행사 ‘너와 함께 걷고 싶은, 알고 싶은 여수 : 섬’ 전시행사를 진행한다.

섬 특징 및 투어코스 소개, 특산품 안내, 스탬프투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서포터즈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

해보며 MICE 행사운영 능력을 증진시킨다.

시 관계자는 “서포터즈로 임명된 전문 인력들은 각종 MICE 행사 지원과 여수 MICE 서포터즈 블로그 등 SNS 홍보마

케팅 활동으로 여수 MICE산업 전문화와 차별화된 여수 MICE자원의 강점을 홍보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여수MICE 서포터즈 1기’ 수료생 29명을 배출해, 여수MICE 블로그와 MICE행사 운영요

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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