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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한민국 웰니스산업 가족 여러분!
웰니스산업은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일상 생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는
건강한 신체, 정신, 사회활동을 추구하는 유소년부터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범국민적 아젠다입니다.

특히, 웰니스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미 정부는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웰니스산업의 육성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웰니스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웰니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웰니스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회원의 이익 창출과 민관 상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주관 국제 컨벤션인 ‘K-웰니스 도시’, ‘K-웰니스 리더’, ‘K-웰니스 100선’,
‘K-웰니스 브랜드 대상’ 등 K-웰니스 인증 및 마케팅,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 개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회원사 네트워크 및 판로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웰니스 산업 저널 발행 등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키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갈 웰니스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웰니스산업협회장 김 미 자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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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회원의 성공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웰니스산업 발전에 기여함

주요사업

비

전

회원 네트워크 및 판로지원 사업

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K-웰니스 인증 및 마케팅

“K-웰니스 뉴스” 발행

대정부 정책 사업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웰니스강국 대한민국

협회구성

지역별협회

총회
감사

회장

고문

이사회

서울웰니스산업협회

강원웰니스산업협회

부산웰니스산업협회

충북웰니스산업협회

대구웰니스산업협회

충남웰니스산업협회

인천웰니스산업협회

전북웰니스산업협회

광주웰니스산업협회

전남웰니스산업협회

대전웰니스산업협회

경북웰니스산업협회

울산웰니스산업협회

경남웰니스산업협회

세종웰니스산업협회

제주웰니스산업협회

경기웰니스산업협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부회장단

상근부회장
사무국장

총무국

회원관리국

전시기획국
특별회원

인증사업팀

교육사업팀

기획운영팀

홍보마케팅팀

해외지부

식품건강분과위원회

산림치유분과위원회

해양치유분과위원회

치유농업분과위원회

관광숙박분과위원회

자연숲캠핑분과위원회

맞춤형헬스케어분과위원회

푸드테크분과위원회

힐링명상분과위원회

뷰티테라피분과위원회

의료한방항노화분과위원회

전시컨벤션분과위원회

여행항공분과위원회

레저스포츠분과위원회

친환경모빌리티분과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고양시웰니스산업협회

보령시웰니스산업협회

베트남

태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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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최이력
행사 개최 이력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진행(’22)

●전국 지자체 농정과 및 관광과 참가
● 국내 최초 식품/관광 분야 비대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
● 영상베이스 홍보전
*초청된 VIP와 관계자 현장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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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 이력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 5회 개최

2018

2019

2021

2020

2022

K-웰니스인 신년인사회 3회 개최

2018

2019

2020

참석 내빈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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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 이력
K-웰니스 e-모빌리티 국내 전시회 3회 개최

2017 로보유니버스 쇼인쇼

2017 크리스마스페어 쇼인쇼

2018 로보유니버스 쇼인쇼

전주시장 전동차 시연

SMART E-Mobility WORLD 해외 전시회 2회 개최(베트남)

2019 베트남

베트남 사이공 오토테크 개막식
(SMART E-Mobility WORLD 쇼인쇼)

Korea-Vietnam online business
matching event 2020

Korea-Vietnam online B2B
Event&Exhibition of Autote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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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 인증 및 마케팅
인증 및 마케팅

o ‘K-웰니스 도시’ , ‘K-웰니스 100선’ 선정
o ‘K-웰니스 리더(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의원)’
o 대한민국이 뽑은 ‘K-웰니스 브랜드’ 대상

o 웰니스 우수 회원사 인증 및 보증서 발행
o 웰니스산업 전문가 교육
o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
o 웰니스산업 취업 연계 일자리 창출
o K-웰니스 플랫폼 ‘웰라’
08

K-웰니스 인증 및 마케팅
ㅁ

2022년 K-웰니스 도시
순천시, 의성군, 강진군
광명시, 포항시, 진안군

2021년 K-웰니스 도시
합천군, 순창군
김포시, 보령시
※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인증사업 임시중단

2021년 K-웰니스 도시
익산시,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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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 인증 및 마케팅

K-웰니스 플랫폼 ‘웰라’를 활용한 마케팅
챗봇기반 맞춤형 웰니스 여행 및 식품 플랫폼 ‘웰라(웰니스 라이프)’를 통한 토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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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협회 주관 전시회 개최 및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o ‘K-웰니스 브랜드 대상’ 시상

o K-웰니스산업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o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 협회공동관 참가 및 보조금지원
o 해외전시회 ‘K-웰니스 한국관’ 참가 및 보조금지원

o KOTRA 및 지자체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비 지원정보 제공
o 최신 웰니스산업 신기술 발표회 및 세미나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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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네트워크 및 판로사업

회원 네트워크 및 판로지원 사업
o K-웰니스 데이
o 회원사 소개 및 홍보

▲2022 K-웰니스 데이 및 팸투어(장소: 성남,순천,인천)

o 지역 간담회 및 워크샵 개최
o 국내·외 웰니스산업 시장 정보제공 및 사업화 가능한 제품 공동개발지원
o 국내 우수 웰니스기업과 해외 글로벌기업 기술제휴 및 벤처케피탈 투자 상담 지원
o 특허지원, 통관, 법률, 컨설팅 등 회원사 대상 전문 자문가 사업지원
o 정부지원 웰니스산업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술동향/시장규모제공
o 웰니스 상품 시장성 평가 및 컨설팅 지원(기술,가격 등)
o 웰니스타운(가칭) 건설을 통한 창업컨설팅, 입주공간,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2021 K-웰니스 데이 및 팸투어(장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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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정책 사업

2022.10.27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국회의원

2022.03.22 K-웰니스 국회 심포지엄

2022.01.20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간담회

2021.10.05 이채익 국회 문광위원장 간담회

대정부 정책 사업
o 웰니스산업 정책건의
예시) K-웰니스 비즈니스 모델 제안

o 국고지원사업 수행

o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o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o 정부 저금리 대출 사업 지원 및 청년취업 구직 연계

<K-웰니스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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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 뉴스 발행

웰니스 산업 저널 발행
o 월간

발행

o 국내외 웰니스산업 현황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자료 송부
o 웰니스 우수제품 마케팅 정보제공
o 우수 웰니스 인증 회원사 소개 및 상품 홍보

o 신규 회원사 소개 및 인터뷰 기사화
o 전국 시도웰니스협회 및 업종별위원회 소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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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김포운양역
4번 출구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0, 김포운양역 현대센트럴스퀘어 920호

전

화

02-3443-4030

팩

스

02-6203-2534

이메일

k-wellness@naver.com

홈페이지

http://www.k-wellness.or.kr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4번출구 앞
버스 이용시 : 운양역, M6117, G6000, M6427, 6427, 8601, 8601A, 9000, 이음1, 이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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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무국 총괄
상근부회장 이 우 람
Tel : 02-3443-4030
E-mail : k-well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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