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PORTFOLIO

Event Theme Communications



1 경영이념 MANAGEMENT
PHILOSOPHY 3

Contents

2 사업내용 ETCOM
BUSINESS

4

3 사업목표 OBJECTIVES OF
ETCOM 5

4 행사실적 ETCOM
PORTFOLIO

9



MANAGEMENT PHILOSOPHY
ETCOM은 1996년 창사 이래 업계 리더로서 종합 이벤트 기획사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큰 미래로의 도전
꿈을 현실로

더 확실한, 더 독창적인.
더 완벽한

VISION MISSION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풍부한 경험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승부, 

열린 사고와 정보공유를 통한

新지식경영

최고를 향한

끊임 없는 도전과 노력

창의적 경영 마인드의

新완벽주의 고객만족의

21C 경영

ETCOM은 독특한 창의력에서부터 완벽한 기획, 연출, 진행까지

미래지향적인 이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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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ORGANIZATION CHART

경영지원팀
Management
Support Team

시스템지원팀
System

Support Team

기업문화팀
Enterprise

Culture Team

디자인팀
Design Team

전략기획팀
Strategy Making Team

기획총괄팀
Planning and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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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R 및 프로모션 사업설명회, 신제품 발표회, 판촉 행사, 시사회, 쇼케이스, Image-up 행사 등

Opening Ceremony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기념식, 완공식, 개관식, 개장식, 개청식, 각종 의전행사 등

문화, 예술 행사 지역축제, 청소년 축제, 도 ·시 ·구민의 날 행사, 청소년 문화존, 전통문화행사, 예술제 등

기업행사 창립기념행사, 비전선포식, 워크샵, 체육대회, 단합대회, 시상식 등

각종 캠프 과학·환경·체험 캠프, 기업캠프, 직원자녀 캠프, 극기·수련 캠프 등

스포츠 체육대회, 걷기대회, 마라톤, E-sports 대회 각종 레포츠 대회 등

공연 행사 콘서트, 공개방송, 패션쇼, 디너쇼, 무용제, 연극제, 가요제 등

전시 이벤트 전시회, 박람회, 컨퍼런스, 컨벤션, 심포지움, 체험전 등

홍보 마케팅 미디어 PR, SNS 마케팅, 매체 광고, 바이럴 광고, 언론홍보, 영상제작, 디자인

시스템지원 무대 제작, 음향장비, 조명장비, LED스크린, 중계 시스템, 특수효과, 트러스, 발전차 등

FIELD OF BUSINESS
도전, 개척, 모험, 창조의 정신!

21세기를 뜨겁게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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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BJECTIVES
DIRECTION OF PROGRESS

ETCOM은 행사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치 추구
새로운 느낌과

확실한 감동을 추구

창조적인 기업문화 추구참신한 아이디어

완벽한 연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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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ful Happy Energtic Memorable Enjoyable
재치 있는
프로그램

행복이 가득한
프로그램

활기가 넘치는
프로그램

기억에 남을만한
프로그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BUSINESS OBJECTIVES
DIRECTION OF PROGRESS

EVENT THEME
행사의 완벽을 추구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형 이벤트 기업 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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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BJECTIVES
PROGRESS OVERVIEW

I . Issue 담당 PM 배정

II . OT 마케팅 담당자와 함께 OT 참석 (담당 PD 선택 동행)

III . 컨셉회의 전체 방향성 및 컨셉도출

IV . 마케팅 전략 시장, 경쟁사 자료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V .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케팅 전략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VI . 크리에이티브 전략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수집 및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

VII . 실행계획 프로그램 기획 예산 및 인력 계획 네트워크 섭외

VIII . 시뮬레이션 내부 시뮬레이션 진행, 기획 수정 및 보완

IX . 제안서 제안서 작성, 총괄기획실 검토, 프레젠테이션 진행

X . 실행 예산 협의, 제작 및 섭외, 체크리스트 작성, 실행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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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뜨거운 열정, 참신한 아이디어, 환상의 팀워크로 무장하여

세계화, 다변화, 정보화의 물결을 대비하겠습니다.

ETCOM은 행사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PORTFOLIO
CULTURE AN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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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등포구 별별유희 청소년 축제

03 양천구 창의교육축제 04 광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축제

01 하트비트 한강 EDM 페스티벌



PORTFOLIO
CULTURE AN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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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원 팔당성안 축제 06 강화군 청소년 페스티벌

07 양구 국토 정중앙 배꼽축제 08 성남 열린 음악회



PORTFOLIO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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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택고덕 삼성저자산업단지 기공식 02 근로복지공단 새청사 개청식

03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착공식 04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



PORTFOLIO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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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06 전기안전공사 신사옥 착공식

07 AIA Life Korea Annual Awards 08 대우건설 전사 결의대회



PORTFOLIO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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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02 제9회 강남구민 체육대회

0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어울림 한마당 04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한마음 체육대회



PORTFOLIO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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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한병원협회 걷기대회 06 국민건강보험공단 걷기대회

07 국방일보 전우 마라톤대회 08 대림코퍼레이션 체육대회



PORTFOLIO
DISPLAY / CONVENTION / PROMOTION

16P

01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02 양천구 교육콘텐츠 박람회

03 하나은행 주먹밥 콘서트 04 광주 AEC FAIR FRESH TV SHOWS



PORTFOLIO
DISPLAY / CONVENTION / PROMOTION

17P

05 어린이 철강캠프 06 LG화학 어깨동무 캠프

07 POSCO와 함께하는 예술마루 08 경인지방통계청 워크숍



PLANNING
정확한 기획과 분석을 바탕으로 완벽한 마케팅 전략 수립

MARKETING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획안 전략 제안

PRESENTATION
수집된 정보와 기획안을 기초로 설명, 수정

PERFORM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연출 진행

MAINTENANCE
행사전, 행사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운영관리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ETCOM은 행사의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THANK YOU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한 열정!
ETCOM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책임감

성장의 원천, 노력

동반성장, 상생

기획, 실행, 결과보고까지의 PM 책임제

행사의 완벽을 추구하는 ETCOM 전 직원의 마인드

28년간 다져온 전 직원의 열정과 노력의 성장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도전과 아이템을 위한 기본 실전 운영베이스를 구축하는 직원 교육 시스템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경쟁력 있는 행사 연출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내는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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