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 사업 소개서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77-9번지  성원빌딩 4층       (042)536-5520          (042)536-5529 

월드투어크루즈&이벤트㈜ 



            사업분야 

  S/P Event 

Public Event 

전시 컨벤션 Event 

Recreation  

System   

OPEN.기공식 

준공식.기업홍보 

신제품발표회 

전시회 

모델하우스 오픈이벤
트/분양도우미파견 

지역문화축제
(1,000개) 

문화예술축제 

청소년문화축제 

기업문화행사 

예술문화축제 

꽃문화축제 

대학교축제(국공립.
사립/200개) 

전시부스 

국제회의 

국제포럼 

기획전시 박람회 

 

무대,조명,특수효과 

음향,영상,레이저 

D/P,전문인력지원 

행사소품 

체육대회,야유회 

전진대회 

사원연수교육 

송년행사 



1.09 스카이 라이프 서부지사 개소식 

1.19 대전 남부소방서 개청 준공식 

2.07 주)매일유업 공장동 준공식(아산) 

2.23 주)신우산업 공장동 준공 기념식 

3.22 계룡시 엄사면사무소 개청 행사 

 4.15 서구청 시민 체육센타(정림동)준공 

4.22 교차로 신사옥 이전 및 창간17주년 기념 행사 

4,25 정보통신 봉사상 시상식 

5.02 계룡시 도서관 개관 행사 

5.03 계룡시 보건소 이전 기념행사 

5.09 물류사업설명회(아드리아 호텔) 

5.18 주)CKF 사료공장 준공행사(옥천) 

6.05 월드컵 4강기원 행사  (대전 세이백화점 상설 무대) 우편영업과 

6.08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홍보관 개관 행사 

6.10 어린이 사생대회 (교통안전 관리공단) 

6.29 IT 농어촌어린이 캠프(정보통신과) 

6.30 대전 대덕 연구단지 사이언스빌 개관 행사 

7,12 대전 KBS와 함께 기획한  7월 한여름  숲속의 작은 음악회     장소:아주미술관 뒷뜰 

7.28  KBS와 함께 기획한  영 콘서트장소:아주미술관 뒷뜰 

8.10 둔산우체국 호프데이 

8.22 충청체신청 호프데이 

9,09 육군3사관학교 임관25주년 기념행사 

9.10 충청체신청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천안 정보 통신 교육원) 

9.25 주)하기소닉 준공식 

9,26 서구청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 

10.20 주)대한이연 사내 체육대회 

10.21 대전,충청지역 중학생 도전골든벨 (정보통신과) 

2006 



 

 

 

 

 

 

 

 

 

2006 

11.04 충청체신청 체육대회 

11.05 농수산시장 청과 연합 체육대회(오정동/노은동) 

11.09 주)진합 대덕공장 준공식 

11.10 계룡시청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11.15 계룡시 관군 병영체험 

12.01 사랑의 체감온도탑 제막식 

12.11 우체국 신규 보험사 워크샵(대천한화 콘도) 

12.14 라틴댄스 충남·북 동아리 댄스파티(리베라호텔) 

12.23 주)이택산업 송년행사 

12.21 FC KHT 스포츠 그룹 스포츠센터 및 축구장 준공식(경기도 포천) 

12.27 대전둔산우체국 송년행사 

12.29 대전우체국 송년행사 

 

 

 

 

 

 

 

2007 

 

1.1 계룡시청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2007 해맞이행사 

1.5 서대전 우체국 신년 행사 

2,13~18 정보통신 우체국 농특산물 할인 대잔치 (정부청사) 

2.23 정보통신 어린이집 개원 행사 

3.17 용문동지역 재건축 주민총회 

3.22 용문동 주민 화합 잔치 

4.13 주)목림상사 창립20주년 기념행사(리베라호텔) 

4.18       멘토 멘티 결연식(오페라웨딩홀)인력개발과 

4.21 대명광학 오창공장 준공식 

4.24 정보통신 봉사상 시상식 

4.25 충청체신청 물류사업 설명회(유성호텔) 

5.11 교통안전공사 그림그리기 대회(엑스포 과학공원) 

5.18 대전식약청 준공행사 

5.21 서청주우체국 우표전시회 

IT열린세상 장애인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서청주) 

2006 
2007 
 



 

 

 

 

 

 

 

 

 

 

 

 

2007 

 

6.7~9  충청우표전시회(대전우체국) 

6.08 IT열린세상 장애인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천안) 

6.16 충청체신청 멘티.멘토링 결연대회(서천 춘장대) 

6.19 IT열린세상 장애인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서대전) 

6.25 어린이 편지글 수상자 시상식(대전시교육청) 

6.28 통신재난 재해대비 통신망 상호 접촉 훈련 행사(정보통신부) 

7.2~7.6  둔산우체국 개국 5주년 기념 행사 

7.30 한라공조 직원 가족 한마음 대잔치(서천 춘장대) 

8,14 아산 현충사 우표전시회 

8.23 2007국가위기 대응통신분야 통합훈련/정보통신 

8.24 대전우체국 호프&작은음악회 

10,10 IT 벤쳐타운 준공행사 

10.18 위생문화 신기술 발명회(서구청) 

11.21 청천우체국 개국 행사 

12,13 오창과학단지우체국 개국  

12,21~25 아산 산타우체국 개국 

12,22 보령우체국 신청사 이전 준공행사 

12.23 주)이텍산업 가족과 함께 송연행사 

12.26 대전 특허법원 송년행사 

2007 
 



 

 

 

 

 

 

 

 

 

 

 

 

  

 

2010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협약식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협약식 

2011   대전 서구청 써피아 박람회 

   대전 라이온스 클럽 사랑의 자선 바자회 

   대전 3680지구 로타리 지구대회 

   대전 서구청장 후보/유성구청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 

   충남 대학교 암센타 기공/준공식 

   대우프르지오 오픈이벤트 /도우미 행사 

   경남기업 목포점 행사  

    

    

    

    

    

    

    

    

    

    

2007 
 



2008.10.11 
 

2008금산칠백의사 추모문화제 

Client: 금산군,칠백회-금산 칠백의사총 

2008 
 



2009.4.25 
 

계룡시 엄사도서관 개관기념식 

Client: 계룡시청 – 계룡시 엄사리 

2009 
 



2009.11.19 
 

대전국제학교 건립 기공식 

Client: TCIS 



2010.1.1 
 

2010 계룡시 해맞이 행사 

Client: 계룡시-새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