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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UN FAC

| 회사 일반현황 | 조직도

업 체 명 (주)펀팩 ｜ FUN FAC (FUNTENTIAL FACTORY)

사업분야 전시,컨벤션,이벤트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47길9-6,타운프라자602호

전화번호 02-3445-1553 FAX 02-6007-1455

홈페이지 www.funfac.co.kr E-mail info@funfac.co.kr

설립연도 2011년6월 직원 수 8명

대표이사 (1)

사내이사 (1)

지원팀해외 MICE 사업팀국내 MICE 사업팀

1명2명3명

FUN FAC은 전시∙컨벤션∙이벤트 분야 전문가들의 회사입니다.

고객을 위한 성공 시나리오 작성은 우리의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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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UN FAC

| 주요연혁

연월 내용 비고

2011년6월 회사창립_ (주)펀팩 대표이사 김지애

7월-9월 사진동호회부대방문촬영대회및전시 대한민국국방부 (㈜온컬처인발주)

9월 G Food Show 2011 경기도/경기농림진흥재단 (케이피커뮤니케이션㈜발주)

11월 2011 산학연협력EXPO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外 (㈜코엑스발주)

2012년1월 2012 전북방문의해 전라북도/전라북도관광협회 (㈜코엑스外발주)

1월 G Food Market 2012 경기도/경기농림진흥재단 (케이피커뮤니케이션㈜ 발주)

6월 제2회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外(케이피커뮤니케이션㈜발주)

8월 2012 나노코리아 -10주년기념특별관 지식경제부/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外 (㈜스토리앤플랜발주)

8월 2012 원자력연구성과전시회 교육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연구원 (㈜코엑스발주)

7월-10월 제4회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발주)

11월
스마트에너지/Zigbee기술및

적용사례컨퍼런스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外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발주)

12월 2012 대한민국중소기업히트상품전 중소기업청/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발주)

2013년2월

2013 내나라여행박람회

- 주제관 (행사운영)

- 섬기획관 : 아름다운우리의섬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발주外)

6월 2013 튼튼쑥쑥베이비·키즈페어 국민일보/쿠키미디어㈜ (쿠키미디어㈜발주)

7월 2013 나노코리아–T2B 특별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外(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발주)

7월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3 한국콘텐츠진흥원/코엑스 (㈜코엑스발주)

연월 내용 비고

2013년10월 2013 식생활교육박람회
농림축산식품부/(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케이피커뮤니케이션㈜발주)

10월 2013 산학협력엑스포[LINC페스티벌] 교육부/한국연구재단(㈜코엑스발주)

11월 G FOOD SHOW 2013 경기도/경기농림진흥재단(케이피커뮤니케이션㈜발주)

11월 ZigBee/WPAN 컨퍼런스 미래창조과학부/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발주)

2014년2월 2014 내나라여행박람회-주제관(행사운영)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협회중앙회㈜동인앤컴발주

2월 2014 맘앤베이비엑스포-맘베파티 ㈜유아림(㈜유아림발주)

5월 2014 튼튼쑥쑥어린이안전건강박람회 안전행정부/국민일보/쿠키미디어㈜ (쿠키미디어㈜발주)

7월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4 한국콘텐츠진흥원/㈜코엑스(㈜코엑스발주)

9월 제13차세계한상대회기업전시회–행사운영 중소기업유통센터/재외동포재단(㈜마이비트발주)

10월 2014 산학연협력엑스포[LINC 페스티벌] 교육부/한국연구재단(㈜코엑스발주)

2015년2월

2015 내나라여행박람회

- 주제관(총괄운영)

- 섬기획관: 해양여행관

- 파주시홍보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협회중앙회/해양수산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해양수산부, 파주시발주)

2월 찾아가는경기관광박람회–파주시홍보관 경기관광공사/경기도관광협회(파주시청문화관광과발주)

5월 제5회튼튼쑥쑥어린이안전·건강박람회 ㈜쿠키뉴스(㈜쿠키뉴스발주)

5월 2015 C-Festival  -서울시홍보관 무역센터MICE클러스터위원회(㈜코엑스발주)

5월 2015 C-Festival  -이우시홍보관 무역센터MICE클러스터위원회(중국이우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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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UN FAC

| 주요연혁

연월 내용 비고

11월 2015 미얀마한국우수상품특별전 ㈜펀팩/ Logic Myanmar Co.,Ltd

12월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5 한국콘텐츠진흥원/㈜코엑스(㈜코엑스발주)

2016년3월

내나라여행박람회

-한국관광100선 홍보관

-문화관광축제홍보관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4월 2016주한외교관초청정책설명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5월 2016 C-Festival  -아랍특별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주한아랍외교단/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5월 2016 C-Festival  -강남구홍보관 무역센터MICE클러스터위원회(서울특별시강남구발주)

6월 G  Food아울렛2016 경기농림진흥재단,경기일보/ 경기도

7월 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6 한국콘텐츠진흥원/㈜코엑스(㈜코엑스발주)

10월 건축도시산업페어 대한건축학회

10월 2016 행복교육박람회LINC페스티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11월 2016미얀마한국상품전 ㈜펀팩

12월 2017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대국민홍보 환경부/ ㈜코엑스

2017년2월 내나라여행박람회-공식주제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4월 튼튼쑥쑥어린이박람회 국민일보/쿠키뉴스

5월 2016 C-Festival  -강남구홍보관 무역센터MICE클러스터위원회(서울특별시강남구발주)

6월 G Food 아웃렛2017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

연월 내용 비고

2017년08월 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7 한국콘텐츠진흥원/㈜코엑스(㈜코엑스발주)

10월 2017 미얀마한국상품& 소싱페어(예정) ㈜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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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UN FAC′s 6 Values

FUN Attitude

성공을 꿈꾸는 행사에는 항상 좋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펀팩의 6 Values’를 통해
좋은 기억으로 가슴속에 남는 행사를 약속 드립니다.

Passion

Expertise Honor Responsibility

1

2

3 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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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방송매체 호보

• 온라인 매체 홍보

• SNS 활용 홍보

• 유관기관 홍보

Canvas 5

• 최적화된 부스 연출

• 컨셉에 맞는 장치물 조성

• 참가기업 마케팅

• 참관객 마케팅

• 바이어 마케팅

• 스폰서 유치

• 행사 분석 결과보고

• 발전방향 및 장기비전 제시

• 행사 현장 운영

• 공식/부대 행사 운영

• 현장 인력 지원

• 고객 지원 프로그램

• 사업 및 시장분석

– 행사전략기획 및 컨설팅

• 마케팅 홍보 전략 컨설팅

– 행사 포지셔닝

Our factory business canvasⅢ

Canvas 1 Canvas 2 Canvas 4Canvas 3

On-line,
Off-line PR

Planning
&

Consulting

Creating
&

Marketing

Management 
&

Supporting

Reporting
&

Vision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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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주최”
- 해외 전시회를 주최하여 기획/홍보/운영합니다! -

<2017.10>
2017 미얀마한국상품& 소싱페어 (미얀마양곤Myanmar Convention Centre) / 예정

<2016.11>
2016 미얀마한국상품전 (미얀마양곤TatmadawHall)

<2015.11>
2015 미얀마한국상품전 (미얀마양곤TatmadawHall)

- 주최/주관 : ㈜펀팩
- Our Fun : 전시전체기획, 참가업체 (유치)마케팅/관리, 홍보, 전시장조성/운영. 이벤트外

미얀마 한국상품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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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체 기획·컨설팅 및 행사장 운영/홍보”
- 기업 및 단체·기관의 전시회 전체를 기획하고 행사장 운영/홍보까지 함께합니다! -

식생활교육박람회G FOOD SHOW튼튼쑥쑥어린이박람회

<2017.4> 제7회튼튼쑥쑥어린이박람회(일산KINTEX)
<2015.5> 제5회튼튼쑥쑥어린이안전·건강박람
회(일산KINTEX)
<2014.5> 2014 튼튼쑥쑥어린이안전·건강박람회
(일산KINTEX)
<2013.5> 2013 튼튼쑥쑥베이비·키즈페어(서울
SETEC)

- 주최/주관: 국민일보, 쿠키뉴스/ 쿠키뉴스
- Our Fun : 전시전체기획, 참가업체(유치)마케팅/관리, 홍
보, 전시장조성/운영. 이벤트外

<2012.09> 
2012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서울aT센터)
<2013.10>
2013 식생활교육박람회(서울aT센터)

- 주최/주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With KP Communication

- Our Fun : 전시전체기획, 참가업체마케팅/관리, 홍보, 전
시장조성/운영,개막식및이벤트

<2011.09> 
G FOOD SHOW 2011 (경기남양주체육문화센터)
<2013.11>
G FOOD SHOW 2013(서울COEX)

- 주최/주관: 경기도, 경기농림진흥재단
- Our Fun : 참가업체(유치)마케팅/관리, 홍보/광고, 전시장
조성/운영, 개막식및이벤트

<2014.09>
제13차세계한상대회기업전시회(부산BEXCO)

- 주최: 재외동포경제단체
- 주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재외동포재단
- Our Fun : 참가업체(유치)마케팅/관리, 홍보/광고, 전시장
조성/운영, 개막식및이벤트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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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체 기획·컨설팅 및 행사장 운영/홍보”
- 기업 및 단체·기관의 전시회 전체를 기획하고 행사장 운영/홍보까지 함께합니다! -

전북방문의 해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대한민국우수중소기업히트상품전

<2012.12>
2012 대한민국우수중소기업히트상품전
(서울KBS 88체육관)

- 주최: 중소기업청
- 주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Our Fun : 전시전체기획, 참가업체관리, 홍보, 
전시장조성/운영, 구매상담회운영

<2012.8>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서울COEX)

- 주최: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역학원
- Our Fun : 전시전체기획, 참가기관컨설팅/관리, 
홍보, 전시장조성/운영, 개막식및이벤트

<2012.2>
2012 전북방문의해(서울COEX)

- 주최: 전라북도
- 주관: 전라북도관광협회
- Our Fun : 전시전체기획, 참가업체컨설팅/관리, 
전시장조성/운영, 개막식및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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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전시 및 이벤트 기획, 행사 운영 및 홍보”
- 기업 및 단체의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행사장 운영까지 함께합니다! -

<2017.02>  2017 내나라여행박람회: 주제관(서울COEX)
<2016.03>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 한국관광100선홍보관(서울COEX)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 문화관광축제홍보관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     올해의관광도시홍보관
<2015.02>  2015 내나라여행박람회: 공식기획관(서울COEX)
015 내나 라여행박 람회 : 공식해양여행기획관

<2014.02>  2014 내나라여행박람회: 공식기획관(서울COEX)
<2013.02>  2013 내나라여행박람회: 주제관(서울COEX)
2013.2 _ 2  여 행박람 회 : 아름다운우리의섬기획관(서울COEX)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Our Fun : 기획관전체기획, 참여시/군마케팅및관리, 전시장조성및운영, 이벤트外

내나라여행박람회

<201.7.07> 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7 (서울COEX)
<2016.07>  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6(서울COEX)
<2015.12>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5 (서울COEX)
<2014.07>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4(서울COEX)
<2013.07>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3 (서울COEX)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Our Fun : 국내바이어유치(비즈매칭현장운영, 바이어참가업체비즈매칭) 비즈니스
프로그램운영(라이선싱마스터클래스, 우수콘텐츠품평회, 스타트업오디션, LIMA 
Licensing)홍보(행사동영상광고진행관리, 홍보대사운영지원) , 기타(개막식업무지원
부대행사업무외) , 무대프로그램(참가사이벤트등) , 홍보대사위촉식, 개막컨퍼런스(연출, 의
전外),  환영리셉션, 홍보대사사인회, 코엑스몰이벤트 (캐릭터퍼레이드, 집객이벤트外)

캐릭터·라이선싱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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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전시 및 이벤트 기획, 행사 운영 및 홍보”
- 기업 및 단체의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행사장 운영까지 함께합니다! -

<2017.05>  C-Festival : 강남구홍보관(서울COEX)
<2016.05>  C-Festival : 아랍특별관(서울COEX)

-Festival : 강남구홍보관

- 주최: 외교부, 환경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마이스클러스터위원회
- 주관: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 Our Fun : 홍보관기획및조성, 부스디자인및콘텐츠기획, 현장운영

<2015.05>  C-Festival : 서울시홍보관(서울COEX)
2015.05 _ C                     중국이우시홍보관

- Our Fun : 홍보관기획및조성, 부스디자인및콘텐츠기획, 현장운영

C-Festival

<2016.10>  2016 행복교육박람회: 2016 LINC페스티벌(일산KINTEX)
<2015.10>  2015 산학협력EXPO: LINC페스티벌(서울COEX)
<2014.10>  2014 산학협력EXPO: LINC페스티벌(서울COEX)
<2013.10>  2013 산학협력EXPO: LINC페스티벌(서울COEX)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연구재단外
- Our Fun : LINC 우수성과전시회(참가업체관리/지원, 전시장조성, 행사장운영)

무대프로그램 (개막식및시상식, 창인발굴오디션外) 

<2015.10>  2015 산학협력EXPO: 한국연구재단성과관(서울COEX)
- Our Fun : 홍보관기획및조성, 부스콘텐츠기획및디자인연출
행사기간현장운영 (도우미/진행요원선발관리, 체험프로그램, 현장이벤트진행外)

산학협력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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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지원 및 전시장 조성”
- 전시회 참가업체를 지원하고, 전시장 전체 조성 및 운영을 책임집니다. -

<2011.11>
2011 산학협력EXPO (서울 COEX)

- 주최 : 교육부
- 주괸 : 한국연구재단 外
- Our Fun : 참가업체 지원, 전시장 조성, 행사장 운영

산학협력EXPO

<2012.02>
G Food Market 2012 (서울 COEX)

- 주최 : 경기도
- 주괸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Our Fun : 참가업체 지원, 전시장 조성, 행사장 운영

G Food Marke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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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홍보/마케팅 계획 및 운영 ”
- 체계적으로 홍보/마케팅 방안 및 일정 등을 계획하고, 운영합니다. -

<2016.12 ~ 2017.6>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대국민 홍보

- 주최 : 한국환경공단
- 주괸 : 한국환경공단
- 발주처 : ㈜코엑스
- Our Fun : 방송, 온라인, 전시회, 이벤트 등 계획 및 운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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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경기농림진흥재단, 전라북도관광협회, 인천광역시관광협회, 나노융

합산업연구조합, 한국관광공사, 한국폴리텍대학 外

정부 및 단체(기관)

경기도, 전라북도, 서울시,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군,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강남구 외

지자체

코엑스, 킨텍스, KP communication, 서울마케팅주식회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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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Our Lights (Clients)
고객의성공을위한그림자가되겠습니다.

하지만우리의그림자는
그어느밝은빛보다더환하게빛날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약속

펀팩은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파트너로서
끊임없는 ‘창조와 도전’ 그리고
`완벽한 행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객의 행사를
성공이란 이름으로,
가슴에서 느끼는 웃음으로
더 크게 돌려드리겠습니다.

FUNFAC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9-6, 타운프라자 602호

Tel. +82-2-3445-1553     Fax. +82-2-6007-1455    E-mail. info@funfa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