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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날 10주년기념
KBO SUMMER FEST
2018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롯데월드아이스링크

행사기획및운영대행, 행사장조성, 부대행사운영

2008년제정된야구의날 10주년을기념하여열린행사로
각종팝업스토어와야구관련체험을할수있는행사장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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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너지체험전
2018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대구: 14,640㎡,  김해 : 8,870㎡,  의왕: 7,980㎡

전시설계및체험물운영·제작설치대행

국민들에게에너지·자원을바로알리고체험행사를통해실질적인교육홍보
성과를도출하여국가적에너지·자원분야를홍보하고교육적인콘텐츠를
확립할수있는공간조성



대한민국에너지체험전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울산 : 3,420㎡, 전주 : 3,354㎡, 정읍 : 2,709㎡

전시설계및체험물운영·제작설치대행

국민들에게에너지·자원을바로알리고체험행사를통해실질적인교육홍보성과를도출하여
국가적에너지·자원분야를홍보하고교육적인콘텐츠를확립할수있는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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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너지체험전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울산 : 3,420㎡, 전주 : 3,354㎡, 정읍 : 2,709㎡

전시설계및체험물운영·제작설치대행

국민들에게에너지·자원을바로알리고체험행사를통해실질적인교육홍보
성과를도출하여국가적에너지·자원분야를홍보하고교육적인콘텐츠를
확립할수있는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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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국제종자박람회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일원(100,000㎡_전시포 30,000㎡포함)

박람회기획부터공식행사(개·폐회식, 학술대회등), 전시, 부대행사운영및홍보대행

국내유일의종자관련산업박람회로종자산업에 대한공감대형성과 종자수출확대
계기를마련하는행사장조성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제심포지엄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야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개원식및 국제심포지엄진행과수목원답사프로그램, 홍보확동진행

수목유전자원의보전및자원화등을위해설립된국립백두대간수목원개원식과국제심포지엄
「Role of BDNA & Seed Vault for Global Biodiversity Conservation」의 성공적인개최를
위한행사기획및준비·운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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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제심포지엄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야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개원식및 국제심포지엄진행과수목원답사프로그램, 홍보확동진행

수목유전자원의보전및자원화등을위해설립된국립백두대간수목원개원식과국제심포지엄
「Role of BDNA & Seed Vault for Global Biodiversity Conservation」의 성공적인개최를
위한행사기획및준비·운영대행



내나라여행박람회창조관광기업관
2016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COEX  3층 Hall C (창조관광기업관 : 1,053㎡/117부스)

창조관광기업관기획부터개막식(VIP 참석), 홍보,  이벤트와서비스구성 및부대프로그램까지전체대행

국내관광최대규모박람회참가를통해전시마케팅효과의시너지창출기회마련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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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여행박람회창조관광기업관
2016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COEX  3층 Hall C (창조관광기업관 : 1,053㎡/117부스)

창조관광기업관기획부터 개막식(VIP 참석), 홍보,  이벤트와서비스구성
및부대프로그램까지전체대행

국내관광최대규모박람회참가를통해전시마케팅효과의시너지창출
기회마련공간조성



K-FOOD FAIR _호치민, 방콕
2016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베트남호치민(9.8~11), 태국방콕(10.20~23)

행사기획, 홍보, 장소임차, 현장운영등박람회대행업무전반

수출확대를위한수출업체상품설명회, 수출상담회및수출업체및바이어간담회진행. 시식, 시연등
소비자체험농식품프로모션등통함마케팅으로현지시장개척및소비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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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데이
(KINTEX, 2017)

혁신소비재모의수출경진대회
(COEX, 2017)

대한민국공무원상시상식
(인사혁신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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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경진대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017)

대한민국우수제품박람회
(KINTEX, 2009~2011)

한일산업기술페어
(롯데호텔, 2016, 2017 / KINTE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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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회 듀오웨딩페어
2018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현대백화점판교점토파즈홀

웨딩페어디자인기획및시공

결혼을앞둔예비신랑, 신부에게결혼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박람회공간과컨설팅공간조성

세계드론엑스포
(청심평화월드센터, 2018)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COEX, 2018)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
(COE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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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세라믹페어
(2016,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aT센터 2전시장(4,814㎡, 194부스(3x3기준), 이벤트무대및부대시설조성)

박람회디자인기획 및시공

국내․외도자관련산업및문화계를아우르는비즈니스판매마케팅행사를통해도자산업
활성화기여하고, 생활속도자트랜드를제시하는공간조성

우리술대축제
(aT센터, 2016)

아시아 ·태평양 암학술대회
(COEX, 2017)

EU Gateway programme
(COEX, 2009~2017)



벤처창업페스티벌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COEX  3층 Hall C(10.348㎡)

행사디자인총괄및시공, 운영

벤처창업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창업분위기및벤처열기확산을통해창업생태계
활성화에기여하는교류의장(場) 구현

IMID
(COEX, 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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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산식품전시회
(COEX, 2017)

제26회듀오웨딩페어
(JW메리어트 동대문, 2017)



공직박람회
(2015,2016)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COEX C홀(8,010㎡, 기본 158부스와이벤트무대및부대시설조성)

행사디자인총괄및시공, 운영

공직진출을희망하는사람들에게채용정보를제공하는전시회공간조성

대한민국 할랄 수출상담회
(중소기업중앙회, 2017)

서울세계도로대회
(2015)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COEX, 20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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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총회
(CBD, 2014)

행사규모

과업범위

행사컨셉

평창알펜시아주변 9개동 11개회의시설및전시동구축(국내최초텐트형태) 

대회의실, 중회의실, 등록센터전시실등행사장조성

평창알펜시아주변공간의환경을고려한친환경적행사장조성및유지관리(환경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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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피부과학술대회
(COEX, 2011)

핵안보정상회의
(COEX, 2012)

G20 정상회의
(COE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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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심토스_헤믈레
(COEX, 2018)

행사규모

과업범위

디자인컨셉

킨텍스_10부스

헤믈레기업관디자인및시공

블럭부스에포인트로목재를활용한색다른느낌의부스디자인

TILOG LOGISTIX 2018_SFA
(태국방콕 BITEC, 2018)

바이오코리아_세브란스
(COEX, 2018)

IMID_셀코스
(COE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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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8_초이락컨텐츠팩토리
(COEX, 2018)

행사규모

과업범위

디자인컨셉

코엑스 28부스(252㎡)

초이락컨텐츠팩토리기업관디자인및시공

브랜드와로고컬러를활용하여친근함을표현한디자인

IMID 알파플러스
(COEX, 2018)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_ABS
(BEXCO, 2018)

SEDEX _에이디테크놀로지
(COE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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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7_초이락컨텐츠팩토리
(COEX,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디자인컨셉

코엑스 28부스(252㎡)

초이락컨텐츠팩토리기업관디자인및시공

브랜드와로고컬러를활용하여친근함을표현한디자인

스포엑스_온택
(COEX, 2017)

IMID_인피테크
(COEX, 2017)

한국국제낚시박람회_SHIMANO
(KINTEX, 2017)



36

리빙 앤라이프 스타일_키즈 스페이스
(KINTEX, 2017)

지역희망박람회_보건복지부
(송도, 2015)

지역희망박람회_행정자치부
(송도컨벤시아, 2015)

바이오코리아_한국보건산업진흥원
(COEX,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디자인컨셉

코엑스 40부스( 3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디자인및시공

각기관들의홍보와상담을용이하게독립적으로공간을구성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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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국제전시회_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EX,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디자인컨셉

코엑스 40부스( 357㎡)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디자인및시공

스마트시티와자연친화적인분위기를연출한디자인

ADEX 2017_ISRAEL
(서울공항, 2017)

에너지대전_신산업홍보관
(KINTEX , 2016)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SET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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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박람회_CJ제일제당
(2015)

행사규모

과업범위

디자인컨셉

EXCO 16부스(144㎡)

축산박람회에참가한 CJ제일재당기업관디자인및시공

곡선의고급스러움을강조하면서친환경적인컬러를포인트로활용하여이미지극대화

2017 한국기계전_대원강업
(KINTEX, 2017)

바이오코리아_연구중심병원
(COEX, 2017)

이비인후과학술대회_올림푸스
(COEX,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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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ICE EXPO 2017_COEX
(송도컨벤시아,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송도컨벤시아 6부스 (54㎡)

코엑스기업관디자인및시공

2개의공간을실용적으로활용한디자인

KOMAF 2017_하모닉드라이브
(KINTEX, 2016/2017)

Seoul ADEX
(서울공항, 2013/2015)

Powertech Korea_ZEON
(COEX, 2012/2013)

디자인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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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_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8)

행사규모

과업범위

KINTEX 6부스 (54㎡)

KES한국전자전_동양미래대학교
(COEX, 2018)

상설기부존_ G-STAR
(COEXMALL, 2018)

디자인컨셉

워터코리아_한국상하수도협회
(KINTEX, 2018)

KITECH 홍보관디자인및시공

로고k를형상화하여 KITECH의발전과상승의느낌을표현한디자인으로, 오픈형태로
관람객의유입이용이하도록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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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국제교복박람회_엘리트
(2018)

행사규모

과업범위

SNIEC 56부스 (504㎡)

KOREA MICE EXPO_경기관광공사
(KINTEX, 2015)

캐릭터라이선싱페어_경기도관
(COEX, 2015)

디자인컨셉

서울디자인페스티벌_경기콘텐츠진흥원
(COEX, 2017)

엘리트기업관디자인및시공

브랜드에맞는활동적이고역동성을표현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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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 CHINA_KOTRA
(2016,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SNIEC 22부스(198㎡)

SEMICON CHINA 한국관디자인및시공

관람이용이한오픈형태로디자인하였으며, 선진기술을보유하고있는한국의이미지를연출

상하이 모바일전시회(MWCS) _KOTRA
(2017)

두바이 건축기자재전_KOTRA
(2015)

독일 FIBO_한국스포츠개발원
(2015)

디자인컨셉



납세자의날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COEX 오디토리움

행사장조성환경디자인제작및설치

행사가열리는공간특성과행사주제가효과적으로보여질수있도록다양한시공방법과
깔끔한시공구현

한일산업기술협력포럼
(쉐라톤호텔, 2017)

한국전자산업대전
(KINTEX, 2017)

특허경영대상
(리츠칼튼호텔, 2016)

디자인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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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ateway Programme
(2017)

행사규모

과업범위

COEX Intercontinental 하모니볼룸전실업체부스및상담공간조성

행사장조성및환경디자인제작및설치

EU 연합에서주최한비즈니스상담회행사공간내에참여한 EU기업들을소개하는
Exhibitor Information Board 디자인

은하철도 999
(예술의 전당, 2017)

우리술대축제
(aT센터, 2016)

Business Center
(COEX, 2011)

디자인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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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포스터디자인

Poster Design

포스터는전시회의시작이며, 얼굴입니다.

Excom은정부인증부설디자인연구소를운영중에

있으며, 우수한디자인구성원이행사의성격과최근

전시트렌드분석을통해창의적이고남들과다른

디자인을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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