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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아이시글로벌 (ICGLOBAL)

설립일

2005년 5월

대표자

남경선

사업분야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 / 전문 통역 및 번역

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1402

소

홈페이지

www.icglobal.co.kr

연락처

032) 219-6624

Overview
CEO
경영지원부

MICE사업부

번역사업부

디자인사업부

컨벤션 기획

전문 번역

MICE 디자인

수출/전시상담회

전문 감수

비즈니스 디자인

비즈니스 통역

AI데이터팀

Our History
2019-2021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업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한국 MICE 협회 회원사
한국 PCO협회 회원사
인천 MICE Alliance 회원사
경기 MICE Alliance 회원사
전북 SMART MICE Alliance 회원사
(사)전북 MICE 협회 회원사
(사)한국 MICE 관광컨텐츠 협회 회원사

· 2019-2020 인천 지역 특화 컨벤션 지원사업 선정기업
· 전국 희망 MICE포럼 공모전 인천지역 선정기업
· 대구 테크노파크 통번역 지원사업 연간계약
· 경기 MICE Alliance 회원사
· 전북 SMART MICE Alliance 회원사

2016-2018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통·번역 지원사업 연간계약 (-현재)
·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통·번역 지원사업 지정업체 (-현재)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통·번역 지원사업 연간계약 (-현재)
· EU Gateway to Korea 통역수행 지정업체 (2016-2020)

2013-2015
· 한국MICE협회 정식회원사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 인천MICE Alliance 정식회원사 등록
· 인천대학교 가족회사 인증
· (주)아이시글로벌 전북(전주)지사 설립
· (주)아이시글로벌 경북(안동)지사 설립

2005-2012
· (주)아이시글로벌 법인설립
· (주)아이시글로벌 부천지사 설립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번역지식 DB구축사업 참여기관 (2011-2020)

icglobal@daum.net

Our Service

070-4895-4554~5

MICE 사업부

Convention
국제회의·이벤트 기획 및 운영

MICE

Design

Convention

Exhibition

Exhibition
전시회 통역 (B2B, 동시통역)

Design
광고 및 홍보 디자인 지원

Our Service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각종 국제회의, 컨퍼런스, 포럼 등 기획 및 대행하는 업무

행사 운영
· 프로그램 및 컨텐츠 기획
· 연사 섭외 및 초청
· 참가자 홍보 및 등록 운영
·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무대 및 행사장 조성
· 회의용 장비 세팅
·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
· 인력 섭외 (의전도우미, 전문MC)
· F&B 운영
· 방역 운영 및 관리

웨비나 (Webinar)
· 온라인 방송용 장비 세팅
· 영상/음향/조명/중계 시스템
· 영상 촬영 및 편집
· 사전영상 및 홍보영상 녹화
· 온라인 송출 플렛폼 관리
· 온라인 이벤트 운영
· 전문 인력 상주
(촬영감독, 테크니션)
▲황해평화포럼공식홈페이지

▲실제YouTube송출화면

Portfolio
PCO I 주요실적 (최소 3년)
2021
· 인천 희망 MICE 포럼
· 황해 평화 포럼 (2020-2021)
·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2016-2021)
· 인천 국제 트래블마트
· 휴머니튜드 온라인 국제 화상 세미나

2020

PCO 행사 사진

· 인천 미래 정책 포럼
· 4차산업혁명의 제조·서비스
ICT혁신 컨퍼런스 (2019-2020)
· 인천스타트업파크 SPARK 컨퍼런스
· 수원 마이스터즈 2기 발대식

2019
· 제 1회 인천 MICE Fiesta
· 인천 MICE 환대 서비스
· 한중 미건 가족 건강 문화 교류회
· 국제 치매 워크숍
· 전북 1, 2차 테마 답사
· GCF의 날
-우리동네 외국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 경기도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시화전 시상식
· 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Our Service
통역 (Interpretation)
동시 통역

수행 통역

순차 통역

비즈니스 통역

발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역

이동이 잦은 경우
전담 수행하는 통역

발제 후 순차로
이루어지는 통역

비즈니스 상담 및
수출상담회 통역

· 국제회의 / 컨퍼런스
· 세미나 / 포럼
· 학술회의 / 화상회의

· 현장 시찰 / 시설견학
· 관광 가이드
· VIP 및 연사 수행

· 기자 간담회 / 인터뷰
· 강연 / 교육 / PT
· 리셉션

·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 비즈니스 미팅
· 출장통역(국내외 파견)

Portfolio
통역 주요 실적
2021

· 한국-동경 상품전 수출 상담회
· OPEN KES 한국전자전 개별 상담회
· 유기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수출지원사업 상담회 (2020-2021)

· GBSA Video Conference 상담회
· K-BUSINESS DAY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
· 말레이시아 의료미용전 온라인 전시회

2020

· 국제콘텐츠마켓 SPP 수출 상담회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
· 전기 자율차산업 온라인 전시 및 수출 상담회
· 출판저작권 온라인 화상 상담회

· OFB (Organice Food & Beverage)
전시 상담회 (2018-2020)
· CED (Contemporary European Design)
전시 상담회 (2019-2020)
· GET(Green Energy Technologies)
전시 상담회 (2019-2020)

2019~2017

·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016-2020)
·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컨퍼런스 (2019-2020)
· EWT (ENVIRONMENT & WATER Technologies)
전시 상담회 (2017-2019)
· HMT (Health Care & Medical Technologies)
전시 상담회 (2018-2019)

·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수출상담회 (2019)
· 초기 창업 패키지 해외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 (2019)
· 온라인 전시회 글로벌 바이어 매칭 상담회 (2019)
· SPOEX FALL (2019)
· 스마트테크코리아 수출 상담회 (2019)
· 인터참 뷰티 엑스포 코리아 (2017-2019)

2016~2014

· 남동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2016)
· GTI EXPO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2016)
· 대한민국 전시산업전 (2016)
· 서울 커피 엑스포 (2016)

·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2016)
· 인천시-광저우시 합작 교류 상담회 (2015)
· 글로벌 유통망 소싱페어
해외 유통망 빅바이어 수출 상담회 (2015)

2013~2010

· 국제 만화 축제 (2013)
· Fashion KODE MC (2013)
· MU:CON 서울국제뮤직페어 (2013)
· 아시아 태평양 청소년 물포럼 (2012)

· ICOTEC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MC (2012)
· 해외 우수기술 교류 협력 설명회 (2011)
· 부천 국제만화축제 글로벌디지털만화페어 (2011)
· ICLEI Executive Committee (2010)

micelab2021@daum.net

Our Service

070-4895-3000

디자인 (Design)
01

디자인 사업부
MICE디자인/비즈니스 디자인

MICE 디자인
국제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학술회의, 화상회의

02

비즈니스 디자인
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명함, 홍보대행, SNS마케팅

Portfolio
디자인 사업부_비즈니스 디자인

Portfolio
디자인 사업부_비즈니스 디자인

BOYS24

BOYS24
LIVE CONCERT

BOYS24 LIVE CONCERT

50

Portfolio
디자인 사업부_MICE 디자인

Portfolio
디자인 사업부_MICE 디자인

ic2005@daum.net

Our Service

070-4895-4556

번역 (Translation)

일반 번역

01

개인서신, 비즈니스 서신, 이력서, 자기소개서
일반서식(각종 등본 및 증명서), 일반 에세이
스피치 원고 등

02

학술 및 논문 번역
의/약학, 생물학, 경영/경제, 공학/기술
인문/어학, 생활/환경, 사회과학, 자연과학
농/수산학, 예체능, 법학, 교육학 등

번역 사업부
약 40개 언어 수행 수행 가능

전문 비즈니스 번역
IT산업, 영상 및 콘텐츠 번역,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고서, 메뉴얼,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재무제표, PPT문서, 기술자료
연구서, 광고카피, S/W현지화, 각종 도면 등

03

04

법률 번역
계약서, 협약서, 제안서, 양해각서
정관 및 약관, 특허문서, 소장, 입찰서류
각종 법률집 등

Our Service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여 차별화된 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번역팀 및 원어민 감수팀의 노하우로 각 분야별 신속하고 품질 높은 번역을 실현합니다.

비즈니스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 제안서, 브로슈어, 홍보자료
· 비즈니스 서신 등

IT/공학
· IT, 반도체, 소프트웨어
·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
· 인터넷, 네트워크

출판 및 영상
· 영상 홍보물
· 영화, 드라마, 게임
· 만화, 잡지 등

누리집

환경/의학

관광/문화

· 기업 및 개인 홈페이지
· 국제 행사 다국어 홈페이지

· 의학, 제약, 의료기기
· 바이오, 생물학, 생명공학
· 환경, 에너지

· 관광 가이드북, 홍보 리플릿
· 스포츠, 디자인, 뷰티

일반

산업/기술

법률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에세이, 발표자료
· 유학, 이민서류, 비자관련서류

· 토목, 건설, 건축, 설비, 기술
· 선박, 항공, 자동차
· 기계, 장비, 전기, 전자

· 계약서 및 협약서
· 기업정관
· 특허 관련 문서 등

Portfolio
번역 주요 실적
2022

· 안산시청_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번역 (2010~2022) 지정업체
· 인천상공회의소_회원사 통·번역지원 사업 (2008~2022) 지정업체
· 인천시 부평구청_중소기업 번역지원 사업 (2013~2022) 지정업체
· 인천시 서구청_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2017~2022) 지정업체
· 인천시 남동구청_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2021~2022) 지정업체
· (재)대구테크노파크_수출기업 역량강화 통번역사업 (2017~2022) 지정업체
· 한국인터넷진흥원_IDC 분석 보고서, SecaaS 구현지침서, ICT_통합과정 외 웹진 소개자료 (2013~2022) 출입업체
· 한국기술벤처재단_시장조사 보고서, 기술소개자료, 상담일지 등 다수 (2013~2022)
· 한국만화영상진흥원_부천국제만화축제 관련 홈페이지 외 다수 번역 (2013~2022)
· 국립현대미술관_미술관 홈페이지 영·중·일 (2014~2022)
· 더존비즈온_ERP 사용자 메뉴얼 영문화, 베트남/스페인어화(2018~2019, 2022)
· 한국가스안전공사_학술발표회 논문초록, 캠핑용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연구 국외자료, 정밀안전 검사연구 국외자료,
홍보영상 시나리오 등 (2015~2022)

2021

· 경상북도경제진흥원_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2008~2021) 지정업체
· 해양경찰청_시험문제지 영문화 (2018~2021)
· 인천연구원_기후환경보고서 영문화, 2020~2021 황해평화포럼 관련 번역 다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_2021년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진입 안내자료 제작 (번역 및 디자인)
· 군산대학교 농생명융합기술센터_아시아 태평양 농생명유전체 심포지엄 발표자료 영상번역 (영한/중한) (2020~2021)
· 쌍용자동차_기술표준문서 영문화 (2017~2021)
· (주)시스원_튀니지 입찰 제안서 번역 (불한/한불) (2021)

2020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_중소기업 번역지원 사업 (2013~2020) 지정업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_지식증강형 실시간 동시통역 원천기술개발-프랑스어/영어/중어 번역지식 DB 구축 (2016~2020)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_WHO 2019 보고서, FAO 2020 식품안전 관련 보고서 (영한)
· 더존비즈온_K사 프로젝트 ERP 영문화/메뉴얼 영문화/다이킨코리아 계약서, 가격제안서 일문화 (2020)
· 이씨이십일_2016~2020 EU GATEWAY 행사 관련 지정 번역

Portfolio
번역 주요 실적
2019~2017

· 인천시청_정기 간행물 [인천나우] (2010~2011, 2016~2017)
· 인천시청_정기 간행물 인천지창 [니하오인천] (2015~2019)
· 부천산업진흥재단_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2016~2017) 지정업체
· 한국만화영상진흥원_외국어 전문 통·번역 용역 단가 계약 (2013~201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2017년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미디어 자료 제작 번역 용역 (16개국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2018년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문진표 번역 용역 (16개국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_EFSA 2016 보고서, FAO 2020 식품안전 관련 보고서 (영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_만화등록문화재 3편 영문화 (2016~2017)
· 인천대학교 공자학원_공자 아카데미 총회 자료 외 (2012~2018)
· 서울관광마케팅_2017~2018 서울썸머세일 영문/중문화
· (주)블루스포츠(데카트론)_Transit NXT 프로그램 사용 한글화 번역 (2018~2019)

2016~2014

· 인천시청_정기 간행물 [굿모닝 인천] (2010~2014)
· 인천시청_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 준비 메뉴얼/가이드라인
· 인천시청_[인천관광가이드북] (2012~2014), [맛으로 행복한 시간] (2012) 외
· 안산시청_[2014 안산시관광지도] (2014)
· 수원시청_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보도자료 번역 (2008~2014) 지정업체
· 부천시청_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2010~2015) 지정업체
· 인천경제통상진흥원_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2008~2015) 지정업체
· 인천시 연수구청_업무현황/구청장 인사말, <연수한마당> (월간지 2013~2014)
· UN-ISDR_2015~2030년 센다이 재해경감 전략계획, 재해경감보고서
· UNDRR_계약서 및 센다이 재난복원 보고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_지식학습 기반의 다국어 확장이 용이한 관광/국제행사 통역률 90%급 자동 통·번역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_다국어 대화체 DB 지식 구축
· 인천정보산업진흥원_인천N방송 소개자료 (2014)
· 유비누리_Cathplus_서비스이용약관 외 다수 (다국어 번역) 다국어 게임앱 번역 (2014~2015 지정)

Portfolio
번역 주요 실적
2013~2010

· 인천시청_인터넷신문 [Incheon@news] (2010~2012)
· 인천시청_관광책자 [인천관광 20선], [인천여행] (2011)
· 인천시청_인천시티투어 리플렛, 인천관광안내책자, 인천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3)
· 인천시청_홈페이지 월간 영문 뉴스 [인터넷 뉴스] (2010~2012)
· 대한지적공사_키르키즈공화국 관련 입찰문서/투르크메니스탄_착수보고서 (2011)
· 소프트웨어 용역 및 라이선스 계약서 (2012)/각종 정관 및 증명서, 칠레보고서 외 (2013)
· 한국산업안전공단_영문 브로슈어 번역 (2012)
· 인천관광공사_홈페이지 및 관광안내 홍보 브로슈어, 관광가이드북 (2012), MICE 문서
· 인천항만공사_홍보영상 시나리오 (2010~2011)/항만공사 관광가이드북 (2014)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_한중/중한 기업문서 병렬 번역 지식 구축 (2009~201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_번역 메모리 기반 컴퓨터 지원도구 시스템 개발 사업 코퍼스 DB 구축 (201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_지식학습 기반의 다국어 확장이 용이한 관광/국제행사 통역률 90%급 자동 통·번역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_한중/중한 대화체 DB 지식 구축 (2012~2013)
· 한국기술벤처재단_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계획서, 글로벌 기술사업화 건설팅 지원사업 선정기업자료 번역 (2011)
· 한국기술벤처재단_국제기후환경산업전 관련 기업소개 자료 (2012)
· KCC정보통신_파견계획서 (2009)/브로슈어 (2010)
· 인천환경보전협회_HDC업체 연례보고서 (2012)
· 인천의료관광재단_인천의료관광가이드북-영·중·러 번역 (2012)
· 한국영화제작가협회_제5회 APN 총회 및 제1회 피칭 행사 관련 (2010)
· 한국영화제작가협회_상사부일체 배급계약서 (2011)
· 한국산업기술대학교_녹색기술 기반구축 교육사업 결과보고서 번역 (2012)
· 판도라TV_SAMSUNG IFA 스크립트 번역 (2010)
· 판도라TV_SAMSUNG CES 스크립트 번역 (2011)
· 판도라TV_SAMSUNG MOBILE UNPACKED (2012)

Client
번역 주요 Client
전국 다수의 공공기관 연간계약 체결 및 각 기업별 맞춤 프리이엄 번역 서비스를 제공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