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닷 플 래 너
MICE 토탈솔루션

고객의 생각을 무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국내 정부, 협회, 학회,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의 생각들을 연결하고 실현해 내겠습니다.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합니다.

경력 많은 경력 많은 PCO(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로 

구성된 플래너들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시 합니다. 

본사의 깐깐한 스크리닝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고객의 대리인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각 행사의 특이점과 주최자의 업무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고 

최신 행사 트렌드, 비상대책 사례들을 연구합니다. 

플래너들의 축적된 노하우로 시간, 지출, 플래너들의 축적된 노하우로 시간, 지출, 

심리적 비용을 낮추므로  직접 하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를 섭외하는 이유입니다.

www.dotplanner.kr

...

info@dotplanner.kr



국내 ∙ 외 회의 기획 및 운영

WHO?

국제 또는 국내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 기업 ∙ 전문가단체(협회,학회 등) ∙ 비영리단체

WHAT?

#토탈 서비스(1~4단계)  #컨설팅 서비스(1단계) 

#현장집중 서비스(2~3단계) 맞춤 솔루션 선택 

●  사전미팅 컨설팅
●  예산 및 추진일정 
●  체크리스트
●  장소 선정 
●  사교행사 기획
●  프로그램 기획
●●  로고 및 메인 디자인 

MICE 컨설팅1단계

●  초청/항공/숙박
●  등록/비자지원
●  학술/회의
●  공식/사교행사
●  홍보/전시/후원
●  홈페이지/APP 
●●  인쇄제작사인물
●  관광 프로그램 등

사전 행사 준비2단계

●  현장 행사 운영
●  프레스 관리
●  공항영접 및 영송
●  VIP의전
●  현장 사무국 운영
●  사진 및 동영상
●●  통역
●  인력 관리 등

현장 행사 운영3단계

●  결과보고
●  행사지출정산
●  사진 및 영상 관리
●  참가자 감사편지 등

행사 사후 관리4단계

Q. 다른 형태 서비스도 있나요?

닷플래너는 해외로 직접 나가는 국제회의 유치/홍보, 

해외 기관이 국내에서 행사를 하고 싶을 때 찾는 DMC,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VIP 의전·관광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회의(컨퍼런스,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 성격 행사 외에도 

기념식, 입학식 등의 이벤트 행사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Q. 견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시, 장소, 전체 예산, 주요 프로그램이 포함된 행사 개요를 

보내주시면 담당 플래너가 연락을 드립니다. 

또는 홈페이지(www.dotplanner.kr)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셀프 체크리스트’로 직접 행사 준비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도 해보실 수 있고, 이를 닷플래너에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