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MC2호선

경력

전)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외래교수

전)극동대학교 호텔 관광 경영학과 외래교수

전)KBS 6시내고향 ,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 리포터,MC

전)아시아경제TV  대국민부동산토크쇼 살까말까 MC

전)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MC

전)삼성전자 조직활성화 강사

골프대회MC 

(하나은행, KB카드,현대자동차,KDB산업은행,NH농협은행,한국경제TV)

유명인 팬미팅,팬사인회MC 

(김사랑,한가인,김사랑,송대관,장근석,하지원,유이,폴포츠,한효주, 인피니트

이승기 ,국가대표 홍명보,박주영,이청용 등)

파티,축제,레크리에이션MC

(삼성전자,sk텔레콤,맥쿼리,JP모건,ING,오리온,KFA,피델리티,

한화,삼성물산,서울대,코카콜라,하나은행,강동구청,서울시청,동아제약등)

미팅이벤트전문MC(듀오,닥스클럽,피어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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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투커뮤니케이션 대표MC

정화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언론학석사)

사단법인 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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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예인과 함께

하나투어 인순이 일본음악여행

박지성 축구교실 팬사인회

롯데백화점 심수봉 문화공연

국가대표 박주영, 이청용, 지동원 팬싸인회 

김사랑 락커룸습격사건 영상 시사회 

송종국,지소연 힐링토크 콘서트

웹드라마 6인실 시사회 (크레용팝,금미,성훈)

김수희디너쇼 (일본 뱃부) 

꽃보다남자 팬미팅 

송대관디너쇼 (하얏트호텔) 

올레이 하지원 팬미팅 

유이 팬싸인회 

장근석 팬싸인회 

폴포츠 쇼케이스  

한효주 팬싸인회 

홍명호 감독 축구교실 (오레오)

          김범수 콘서트 (롯데백화점 일산점

          롯데백화점  Vip초대회  (이용,박현빈,장윤정,박상민)

          롯데벡화점  Vip콘서트 (이은미,박미경,송대관,설운도)

삼성 지펠 아삭 이승기 일일 판매원 이벤트

삼성 버블샷 한가인 팬미팅

인피니트와 함께하는 갤럭시플레이어 일일판매사원

이천수, 차두리 팬미팅

후궁 팬싸인회(김민준,조여정,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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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송년의밤/화합의밤

서울 IB포럼 송년의밤

KFA 협력사 송년의밤 

UBS증권 Year Ending dinner

화웨이 송년의 밤

피델리티 10주년의 밤

고려대 정책대학원 송년의밤 

고세코리아 Year end party 

더클래식 500 year end party 

맥쿼리 Year end gathering 

맥쿼리 ELW Night 

맥쿼리 Year end party 

세무대학 총동문 송년의밤 

신세계 I&C 인의 밤 

아주캐피탈 화합의밤 

연세대 AMP 57기 송년회 

오리온 송년의밤 

우리자산운용 송년의밤 

테일즈런너 발렌타인데이 파티 

피델리티 Outing 

홍명보 자선축구대회 전야제 

BASF 송년의밤 

Canada's Night 

Credit swiss charity party 

ING화합의밤 

JP모간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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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업체/관공서 

청와대 MC

고용노동부 장관 SNS 토론회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광진구 찾아가는 패션쇼 

교보생명 고객초청행사 

니베아 화이트닝 런칭쇼 

담없는 소통 담소 (한국 산업단지공단)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모토로라 시스템 컨퍼런스 

강동구 도시농부 한마당

보쉬 딜러 이벤트 (제주) 

평택시 찾아가는 음악회

삼성물산 가족초청행사 

삼성전기 어린이날 행사 

서울메트로 가족의밤 

신한카드 치어걸 선발대회 

오뚜기 토마토요리 경진대회 

오리온 종합시상식 

제 2자유로 기공식 

제5회 동아시아 예술축제

프로스펙스 성장과학교실 

화이자 2nd half Meeting MC 

ASML 25주년 기념식 

BOSCH 옥토버페스트 

GS칼텍스 글쓰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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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콘서트/레크리에이션

강동구 광복절 기념 음악회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원 학위수여식 

고려대 77동기회 

고령자 고용강조주간 기념식 (고용노동부) 

넥슨 캐릭터페어 

더 클래식 500 패밀리 오락관 

더클래식500 Family party 

롯데백화점 강남점 VIP초대회 

롯데백화점 송년콘서트 건대점 

롯데백화점 송년콘서트 인천점 

메타폴리스 가정의달 이벤트 

서울대 임산공학 40주년 홈커밍데이 

스키점프대회 알펜시아 

오투젬 배틀 챌린지 

원자력 페스티발

국립세무대학 한마음축제

재경 경북대 정기총회

전국레크리에이션대회2010

중대부고 79주년 동창회

테일즈런너 대운동회

평택시 찾아가는 음악회

폐광지역 문화나눔콘서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 최고경영자과정 행사 

연세대학교 AMP송년의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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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나글로벌 액티비티

강동구 걷기대회 

경희대 MBA 체육대회 

월드컵응원전 

농심 전진대회 

덴츠코리아 체육대회 

동아제약 OTL사업부 전진대회 

삼영체육대회 

삼진제약 등반대회 

부라더 한마음 체육대회 

서울대학교 AMP 체육대회 

세무대 한마음축제 

아주그룹 한마음 체육대회 

영일고 총동문체육대회 

오뚜리라면 체육대회 

용인시 자전거축제 

인천항만공사 체육대회 

재경 전주고 어울림 한마당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이시형박사) 

코카콜라 체육대회 

코카콜라 Sports day 

삼성 바이오에피스패밀리데이

하나은행 테니스대회 

하니와 함께 그린웨이걷기대회 (강동구) 

한국경제신문 체육대회

05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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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교육/워크샵

하나은행 긍정캠프

하나은행 비전캠프

ING LION Workshop

담없는 소통 담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현대차 신입사원 연수 

국세청 팀 빌딩 

대림자동차 워크샵 

문화관광형시장 활성 워크샵

삼성전자 강의 (리더십센타) 

삼성전자 메모리 조직활성화 

삼성전자 TP사업부 조직활성화 

신한카드 노조 워크샵 

이벤트MC 강의 (인천평생학습관) 

인천대교 주식회사 워크샵 

장안대 레크리에이션 특강 

극동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강의

평택상공 회의소 워크샵

청담러닝 워크샵 

페이지플린 워크샵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워크샵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워크샵 

한화 손해보험 도전골든벨

율전중 진로특강

홈플러스 붕어빵캠프

네이버 창업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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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골프대회

현대자동차 VIP초청 골프대회 

현대자동차 에쿠우스 골프대회 

한국경제 TV 아마추어 골프대회

하나은행 골프대회

산업은행 CFO초청 골프대회

골프리더 골프쇼 

골프의학 샷건대회 

광주방송 아마추어 골프대회 

대한골프의학회 골프대회 

산업은행 CFO 초청 골프대회 

연세대 AMP57기 골프대회 

볼보 자동차 고객초청 골프대회

헝그리골퍼 골프대회

2012 하나은행 WinWin클럽 골프대회

2013 하나은행 WinWin클럽 골프대회

2014 하나은행 WinWin클럽 골프대회

2015 하나은행 WinWin클럽 골프대회

2016 하나은행 WinWin클럽 골프대회

2017 하나은행 WinWin클럽 골프대회

KB카드 대리점주초청 골프대회

현대차 고객사랑 아마추어 골프대회

NH농협은행 골프대회

한국석유공업 VIP초청 골프대회

그외 동호회 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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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ine2.co.kr

02.6052.7379 010.6254.8209 mc@line2.co.kr02.6052.7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