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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개요
- 회사개요, 재정구조 

- 연혁

- 대표자 소개

- 주요 인력

- 조직도

- 주요 인증 및 자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 팩 스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설립연도

종 사 기 간

글로벌비즈익시비션이벤트㈜

이승훈

전시회 주최, 행사 및 이벤트 대행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SKV1, E동 208호 

02-6671-6005 / 02-6671-0748

142-81-82800

2015년 1월

2015년 1월 – 현재

기업개요 -  회사개요, 재정구조01

자 본 금

주 요 주 주

연 매 출

당 기 순 이 익

주 거 래 은 행

기 업 신 용 도

1억 1500만원

㈜이상네트웍스, 이승훈 등

20억원 (2018)

4년 연속 흑자

기업은행

B +   

우리는 가치있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시산업 발전과 국제 무역

증진에 공헌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창의와 협력으로

한국 전시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OPENING THE FUTURE OF

KOREA EXHIBITION INDUSTRY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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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실적 –  해외전시회 주관02

01 0302 04
헝가리 ITU 텔레콤 월드
(창업진흥원 공동관)

인도네시아 IMBEX 박람회
(무역협회 한국관 )

미국 IBS 전시회

(KOTRA 한국관)

프랑스 파리 BATIMAT 
(조달청 한국관 )

KOTRA 무역협회 조달청 창업진흥원 한국관 운영 



사업 수행실적 –  국내전시회  주최 및 주관02

18년간 주최 및 주관사업 진행으로 축적된 노하우

04
한경리얼티엑스포

01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02
초등교육박람회(Eduplus)

03
교육대전



사업 수행실적 –  MICE 행사 주관 및 운영02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러시아가스트로위크서울

2018년 4월 19 - 20일

그랜드하얏트 그랜드볼룸

러시아수출센터 (Russia Export Center) 

글로벌비즈익시비션㈜

무역상담전시회, 세미나, 식품유통사 시찰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2019년 7~9월

SETEC, DCC,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라북도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개장식, 귀농귀촌정책홍보관, 귀농귀촌상담홍보관, 
시군별 귀농귀촌 정책강의관

Russian Gastro Week
2018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MICE 행사운영



사업 수행실적 –  해외전시회02

해외전시회 개최실적 (최근 3개년)

연도 전시회명 개최 기간 개최국가 참가면적(㎡)
업체수
(개사)

발주기관

2019 헝가리 부다페스트 ITU 텔레콤 월드 09.09-09.12 헝가리 90 10 창업진흥원

2019 미국 국제건축박람회 (IBS) 02.19-.2.21 미국 144 15 KOTRA

2018 인도네시아 유아용품박람회 (IMBEX) 11.30-12.02 인도네시아 54 5 -

2018 러시아 광고산업박람회 (REKLAMA) 09.25-09.28 러시아 44 4 -

2017 인도네시아 유아용품박람회 (IMBEX) 12.01-12.03 인도네시아 180 22 무역협회

2017 프랑스 인테리어박람회 (BATIMAT) 11.06-11.10 프랑스 128 13 조달청,개별

2017 싱가포르 건설기술박람회 (BuildTech Asia) 10.24-10.26 싱가포르 72 6 무역협회

2017 중국 북경 알루미늄차이나 (Aluminium China) 07.19-07.21 중국 45 3 -

2017 일본 선물용품박람회 (GIFTEX) 07.05-07.07 일본 36 4 -

2016 중국 상하이 국제아동도서전 (CCBF) 11.18-11.20 중국 62 10 무역협회

2016 중국 상하이 국제건축박람회 (CMID) 07.05-07.07 중국 108 12 KOTRA



사업 수행실적 –  국내전시회02

국내전시회 개최실적(최근 3개년)

연도 전시회명 개최 기간 장소 개최규모(㎡)
참가기업수

(개사)
방문객수

(명)

2019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190927-190928 김대중컨벤션센터 519 13 350

2019 2019 초등교육박람회 190815-190818 COEX 7,281 142 49,476

2019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190726-190727 DCC 580 13 500

2019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190621-190622 SETEC 1,684 13 600

2019 2019 초등교육박람회 신학기특집 190208-190210 SETEC 4,814 90 26,000

2018 2018 교육대전 181018-181020 KINTEX 13,238 70 12,040

2018 2018 리얼티엑스포코리아 180919-180921 COEX 10,368 148 29,899

2018 2018 초등교육박람회 180726-180729 SETEC 6,264 132 35,098

2018 2018 경향하우징페어 180222-180225 KINTEX 60,000 816 180,729

2017 2017 초등교육박람회 170810-170813 COEX 5,164 127 46,988

2017 2017 경향하우징페어 서울 170629-170702 COEX 18,378 340 89,702

2017 2017 경향하우징페어 170222-170226 KINTEX 53,541 800 1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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