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는 인트윈입니다
We are INTWEEN that connects people and people.
Special Growth Maker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고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하는 서포터입니다.
기업정보

회사명 ㅣ (주)인트윈

직원수 ㅣ 40명

대표자 ㅣ 최세헌

소재지 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V1 센터 E동 1706-7호

설립일 ㅣ 2014년 07월 10일
(2018년 법인전환)

대표업종

각 사업부가 고객의 성장을 밀착하여 지원합니다.

ㅣ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ㅣ 국제회의기획업
ㅣ 광고 및 프로모션 대행

ㅣ 디자인제작

ㅣ 학술연구용역

ㅣ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ㅣ 영상 촬영 및 제작

ㅣ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자문위원

인트윈벤처스

경영본부

미래전략사업팀
개발팀

5가지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행사 운영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EDUCATION

CROWD FUNDING

SPACE

BRANDING

인트윈
_

강사인포
_

크라우드인
_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_

브랜드 로켓단
_

행사 /
창업교육 / 컨설팅

교육 강사 에이전시
취업 / 기업 / 인문학 교육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제품 및 강의 촬영 장비
및 공간 대여 서비스

브랜드 컨셉팅 및
사업계획서,
IR자료 컨설팅

브랜드로켓단

경영지원실
전략기획팀

사업분야

대표이사

MICE사업 본부

마케팅 본부

창업지원 본부

콘텐츠사업 본부

MICE 기획팀

커뮤니케이션팀

지식플랫폼팀

콘텐츠기획팀

국제회의, 세미나, 전시,
프로모션 등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연출·개최

바이럴 및 키워드 광고,
커뮤니티 운영

스타트업 멘토링 플랫폼,
강사인포 등

브랜드 콘텐츠 캠페인 기획·운영

마케팅팀

액셀러레이팅팀

퍼포먼스 마케팅,
뉴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등

창업 보육, 교육,
컨설팅, 투자 연계,
크라우드펀딩

영상콘텐츠팀
바이럴 영상, 예능 영상,
라이브 커머스, 비대면 송출

디자인팀
온/오프라인 2D 그래픽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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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사업본부 소개

VISION
& VALUE
More UNIQUE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행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01. 맞춤기획
보다 유니크하고 트렌디한 행사를 제안하고,
클라이언트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기획을 제안하겠습니다.

보다 유니크하고

02. 가치있는 행사

More TRENDY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만 추구하기보다는
컨셉과 테마, 감동과 의미가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More BEST

03. 한번에 해결

보다 트렌디하며

보다 최선을 다하여

02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트윈에서
한번에 논스톱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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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사업본부 구성

본부장

팀장

매니저

매니저

MICE + PROMOTION +
EVENT 퍼포먼스 연출자

컨벤션기획사 2급,
국제전시기획사 2급

예술경영전공
(*문화 기획) 석사

호텔경영 전공

· 2022 PlayX4 개막식
· MICE 글로벌 전문가–발대식,멘토링콘서트
· 과학의 날 기념강연 4월애(愛)과학
· 2021 경기국제웹툰페어 부대행사
·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 2021 Artprize Gangnam 개/폐막식
· 2020 Artprize Gangnam 부대행사
· 2020 ‘도전! 금연 골든벨’ 온라인
· 2019 경기도 소공인 활성화 세미나 및
용인 전자부품 소공인 IF
· 2018년 GGC 송년회
· 보건복지부 12기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발대식/해단식
· 제21~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 2016~2018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톤
· 2018 ICT 디바이스랩 데모데이
· 제9회 경기게임오디션
· 중국 크라우드펀딩 징동 입점 상담회
· 일본 크라우드펀딩 마쿠아케 입점 상담회
· 경기과학멘토사업 멘투멘 경진대회
· PAN Food Market
· 이마트 입점 품평회
· 김포공항 FRESH AIR-PORT 금연캠페인
·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 제1~2회 경기도 스포츠 산-UP 창조오디션
· 제19~23회 SW Quality Insight
· 무궁무진 포천 농축산물 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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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구매상담회
· NANO KOREA 2022 개막식
· 2022 PlayX4 개막식
· MICE 글로벌 전문가–발대식,멘토링콘서트
· 2021 G-Food Show 온라인 요리토크쇼
· 2021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시상식
· 장학증서 수여식 및 역량강화 캠프 (2018-21)
· 서울국제관광박람회 경기관광공사 홍보관
· 공작기계 온라인 수출상담회
· 온라인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 2020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구매상담회
·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 2020)
· 제33회 세계 에이즈의 날 : 온에어 캠페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FACTORY 개관식
·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 수원 유니크 투어
· 경기국제웹툰페어 부대행사
· ASIA-EU 카툰커넥션 2019
·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 외국인투자주간(IKW 2018)
· Auto-Week 2018 수출상담회
· 다나와 하반기 아카데미 페스티벌
· 2018 다나와 상반기 히트브랜드
· 2018 PlayX4 SPACE-X 특별관
· 2018 세계웹툰포럼
· SIMTOS 2018 개막식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구매상담회
· NANO KOREA 2022 개막식
· 2022 PlayX4 개막식
· MICE 글로벌 전문가–발대식,멘토링콘서트
· 유유제약 OPEN SYMPOSIUM (13회)
· YMBA BUSINESS WELCOME FORUM
· Merck Display Insight 2021
· Web Symposium
(한국 릴리, 한국 알콘 등 / 약 40회 이상)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구매상담회
· NANO KOREA 2022 개막식
· 2022 PlayX4 개막식
· MICE 글로벌 전문가–발대식,멘토링콘서트
· MICE 글로벌 전문가–참가자 모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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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특장점

01.

MICE 기획팀 ·
마케팅팀 ·
영상콘텐츠팀 ·
디자인팀 보유

타 행사대행사와 다르게
마케팅 · 영상 · 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
외부 협력업체와 협업했을 때 보다
좋은 시너지 창출

MICE 기획팀

4명

영상콘텐츠팀

5명

마케팅팀

5명
디자인팀

5명

최근 MICE 기획팀 진행사업
협업 사례 (2022년)
구분

행사명

내부 협업부서

1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구매상담회

디자인팀

2

NANO KOREA 2022 개막식

영상콘텐츠팀, 디자인팀

3

2022 PlayX4 개막식

디자인팀

4

2022 MICE 글로벌 전문가

마케팅팀, 디자인팀

· 외부 협력업체보다 총괄PM의 통제 및 관리가 편리
· 투입인력 주간회의, 상시회의를 통해 업무 공유 가능
· 발주처의 요청사항에 신속한 피드백 가능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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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사 에이전시
플랫폼 운영 중

강사 에이전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분야별 교육 전문가 약 300명 보유
전문성을 입증한 강사진 제안 가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가능

주제별 섭외가능 연사 인원
구분

강연주제

대표 연사

인원

1

창업/경영

송길영, 김태원(구글), 홍석천

52

2

홍보/마케팅

한명수(배민), 노가영, 이상훈

30

3

자기계발/동기부여

강성태(공부의 신), 홍진호, 타일러

80

4

스피치

양재규, 서정훈, 조찬우

19

5

리더십

김미경, 황재근

13

6

심리학/비언어

최설민(유튜버 60만명), 곽정은

7

7

인문학/글쓰기

강원국, 임진모

18

8

건강/의학

이혜정

3

9

투자/재테크

김태우, 박상일

6

· 분야별 전문성을 입증한 강사진 제안 가능

10

조직활성화/소통

김창옥, 오인화

36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사 관리 가능

11

유머/웃음치료

한광일, 정승호

8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체 연사 제안 가능

12

사회/문화/예술

하림, 김난도

5

합계
0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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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체 영상 스튜디오
보유

스튜디오

3개 룸
클라이언트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자체
영상 스튜디오 보유
사전 녹화, 실시간 방송 등 영상 제작을
위한 고가의 카메라, 음향 장비 보유

촬영장비

영상콘텐츠 제작

70가지 100편
제휴 매체

C룸 ㅣ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크로마키, 유튜브 촬영

B룸 ㅣ 브릿지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 팟캐스트 촬영

협력 크리에이터

45개 사 10개 사 30명
· 비용 할인으로 절감 가능 (스튜디오 임대비, 카메라·음향 촬영 장비 등)

S룸 ㅣ 스타 스튜디오
다목적 촬영, 온라인 행사

· 타 장소에 비해 스튜디오에 대한 이해도 높음
· 긴급한 일정 조율 편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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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A·C ! 하게

일하는 사람들

1

주체적으로 일하는 인재들을
채용하는 회사
전 직원 갤럽 강점조사를 통해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갤럽 Gallup
강점 테스트를 통한
직원의 강점 극대화

2

커리어데이를 통한
팀 역량 개발
ex) MICE 기획팀 :
전시회/행사/팝업부스 관람,
안전교육 이수, 기획안 작성 교육 등

제안사의 인재상

Passionative
Partner 열정적인 파트너
고객의 성장이 곧 인트윈의 성장이라는 신념아래
고객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성공 파트너입니다.

Achieve
Maker 성취를 만드는 전문가

차별화된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객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연구합니다.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성취의 과정을 함께 합니다.

·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불가능한 일을 현실 가능한 일로 실현 가능

Challenger 도전을 응원하는 지지자

· 점점 성장하는 인력

열정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도전가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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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사업영역

Meeting
사업설명회, 제품설명회, 심포지엄,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비즈니스 매칭 등 강의/회의를 위한 장소 섭외와 일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행사의 기획 및 실행·운영을 합니다.

Incentive travel
포상관광과 협회 및 단체(기업) 워크샵, 팸투어, 우수기업 방문 및
견학, 리더쉽 캠프 등의 기획과 실행·운영을 합니다.

Convention
국제회의, 포럼, 세미나, 학회, 학술제 등을 위한 장소 섭외와
일정관리와 연사 섭외·관리, 자료 취합과 자료집 제작 등
전체적인 기획과 실행·운영을 합니다.

Exhibition
국내·외 주요 전시장에서 이뤄지는 전시 및 박람회의 개최·주최와
참여 기업(기관) 의 부스 제작·설치·운영 등, 전시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실행·운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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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2022

2022 MICE 글로벌 전문가

발대식·멘토링콘서트·취업피칭데이·해단식

2022 PlayX4 개막식
NANO KOREA 2022 개막식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구매상담회

2021

2021 인천 MICE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021 테크비즈콘서트 플러스 프로그램
강점기반 팀빌딩파티
21년 The GS Challenge 데모데이
2021 영등포 열린공론장
2021 YDP 미래평생학습관 개관식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2021 영등포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실용화지원사업 혁신성과 창출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21년 상반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사업설명회 및 밋업데이
디지털트랜스모테이션 리더세미나
농림수산식품경영체1차 수시 온라인 사업설명회
The GS 챌린지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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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2020

2020 대학생 교육기부자 온라인 연수 운영
2020 서원대학교 창업 캠프

2019

동계대학 창업 전문가 연수
창원대학교 창업 교육

2020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인천대학교 실전창업강좌

2020 용스네(스타트업네트워킹)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

B-Grow 데모데이

기업가적 대학 아젠다워크숍

구리시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대회

CSR 드림플러스 오프라인 프로그램

국민대학교 창업캠프

2019년 대학생 교육기부 연수 기획 및 운영

부산 액센트리벤처스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소셜벤처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블루포인트파트너스& GS데모데이

크라우딩펀딩캠프

스타벅스 창업카페 시즌 7

스마트시티 부산 컨퍼런스/해커톤

스타트업캠프제작물 지원

스타벅스 창업카페 시즌 6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

스타트업 둥지 동문회 워크숍

하이바이협치, 2020협치공유회

예비창업 패키지 심화교육

한국장학재단 IR피칭 교육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한성 과학상 시상식 및 취임식

콘텐츠 스타트업 데모데이

한솔 온라인 캠프

이화여자대학교 스타트업 포럼

B-Grow 온라인 캠프

2019 멘토링플랫폼 아이디어 부트캠프

B-Grow 시상식제작물 지원
농식품경영체 온라인 사업설명회
문장으로 배우는 스타트업 용어
한국관광공사 이러닝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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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2018

2018 대학생 교육가부 연수 기획 및 운영
스타벅스 창업카페 시즌 5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아이디어 발굴캠프
두드림 취업캠프운영
창업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행사
2018 과학중점학교장 워크숍

2017
2015

일감 네트워크 행사 운영
시너지톤 행사 운영
2017 전국 창업교육 포럼
크라우드펀딩캠프 운영
2017 하계대학 창업교육 전문가 연수
스타트업 우먼크러쉬 포럼
기업 체육대회 및 워크숍
스타트업 토크콘서트 기획 운영
창업토크콘서트 트랜드왓쳐
창조경제박람회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토크콘서트 기획 운영
아웃턴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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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을 만듭니다
Growth Together
“ 창의 · 도전 · 성취 ”
인트윈 MICE 사업본부는 고객과 함께 성장합니다

Creativity

Challenge

Achievement

유기적인 조합과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끈기있게 노력하고
도전하는 마인드 !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내는
프로근성 !

Special Growth Maker

CONTACT US
E. miceinfo@intw.co.kr
T. 070-508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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