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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회� � � 사� � � 명� �:� �J� �w�e�l�l� �D�e�s�i�g�n� �L�a�b

본� � � � � � � � � 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3�-�1�4� � �4층

물� 류� 센� 터�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6�4�5번길� �8�2�-�1�6

대� 표� 전� 화� �:� �0�2�-�5�1�6�-�7�4�9�0

홈� 페� 이� 지� �:� �w�w�w�.�j�a�y�w�e�l�l�.�c�o�.�k�r



�C�o�m�p�a�n�y� �I�n�t�r�o�d�u�c�t�i�o�n

�P�o�r�t�f�o�l�i�o

�(주�)제이웰디자인랩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는� 각종� 전시회의� 전시디자인� 기획� 및� 설계�,� 제작�,� 전시장� 부스� 공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로써� 

경력� 위주의� 인력� 구성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기획� 및�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시� 서비스가� 가능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공해드리는� 것� 또한� �(주�)제이웰디자인랩의�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항상�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생각과� 

끊임없는� 노력을� 더해� 최고의� 서비스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저희� �(주�)제이웰디자인랩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 � � 이재린



�C�o�m�p�a�n�y� �I�n�t�r�o�d�u�c�t�i�o�n

�P�o�r�t�f�o�l�i�o

경영지원부

경력직� 위주의� 인력구성

고객� 요구에� 따른� 디자인� 및� 기획

국내� 모든� 전시장� 시공가능

시공� 및� 사후관리� 고객� 맞춤� 서비스

홍보기획부 영업부

디자인부 시공개발부



�W�o�r�k� �/� �C�o�n�s�t�r�u�c�t�i�o�n

Work / Construction
�2�0�1�6

�F�I�S�T�A� �_� 엔시스

이러닝코리아� �_� 제노글로벌�,� �K�B�S미디어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 �_� 도드람푸드�,� 울산축협�,� 대구축협

자동화정밀기기전� �_� 정우�,� 구로다정공

가멕스� �_� 마이크로엔엑스�,� 오스코텍�,� 굿닥터스

케이프린트위크� �_� 딜리

�M�B�C건축박람회� �_� 온정이엔지

한국실험동물학회� �_� 우정비에스씨

국제접착코팅필름산업전� �_� 이즈소프트

국제가구및인테리어산업전� �_� 스미스에스쓰리�,� 타이니로보

키덜트페어� �_� 헬셀

키타스� �_� 스미스에스쓰리�,� 시앤에스파워

국제그린카전시회� �_� 이즈소프트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_� 정명라인�(에뽕버거�)

�E�N�V�A�X� �_� 동인캔바스엔지니어링

코바쇼� �_� 디브이인사이드

창원자동화정밀기기전� �_� 한국�P�M�E�,� 만희기전�,� 정우

한국싸인엑스포� �_� 타이니로보

월드아이티쇼� �_� 퓨전데아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_� 끄레몽

서울국제사진영상기가재전� �_� 포토베이반도카메라

팻산업박람회� �_� 펫트코리아

�K�O�R�E�A� �C�H�E�M� �_� 나노인텍

�K�O�R�E�A� �L�A�B� �_� 씨엔에스

디옵스� �_� 화성산업사�,� 신일광학

시덱스� �_� 씨원덴탈�,� 오스코

커피엑스포� �_� 나이스커피�,� 기정인터내셔널

심토스� �_� 쿠카로보틱스�,� 성신인스트루먼트�,� 

� � � � � � � � � 웹스시스템�,� 엔씨웍스�,� 엘브이디

유아교육전� �_� 오르다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_� 진명�,� 헵시바

바이오코리아� �_�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워터코리아� �_� 젠트로�,� 플로우테크

키메스� �_� 조아�,� 케이엠텍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_� 아이윈�,� 유후�,� 에뽕버거

�2�0�1�5

어플리케이션박람회� �_� 헬셀

국제유아교육전� �_� 몰펀

대구국제로봇산업대전� �_� 헬셀

맘앤베이비엑스포� �_� 제이엠산업�,� 코튼리퍼블릭

카페쇼� �_� 기정�,� �P�N�S�,� 펠리치타

�G�-�F�a�i�r� �_� 여성능력개발센터

피앤아이프로� �_� 헬셀

한국기계전� �_� 헬셀�,� 만희기전�,� �L�V�D코리아�,� 구로다정공

국제공구전� �_� 에이치엠텍

코마린� �_� 삼부금속

코아쇼� �_� 오토크로바

에너지플러스전� �_� 한국싸우스코

국제사인디자인전� �_� 딜리

전자전� �_� �B�M�W�,� 전자전턴키

문구전� �_� 금홍팬시�,� 동기바르네

�G�A�M�E�X� �_� �C�1덴탈�,� 씨지코리아

워터코리아� �_� 젠트로

�I�T�C�E� �_� 헬셀

미베베이비엑스포� �_� 코튼리퍼블릭

자동차경량화기술산업전� �_� 씨에이텍�,� 케이씨엘인스트루먼트

오토메이션월드� �_� 다래로직�,� 한국케이엔에스�,� 정우에프엔비

경향하우징페어� �_� 딜리�,� 일신산업�,� 월드와이즈월

안경광학대전� �_� 인터로조�,� 신일광학

스포엑스� �_� 개선스포츠�,� 대원그린

맘앤베이비� �_� 청호나이스�,� 코튼리퍼블릭

세미콘� �_� �J�W테크놀러지�,� 한국�A�T�I�,� 덕산유엠티�,� 서플러스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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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B�o�o�t�h� �D�e�s�i�g�n

�E�x�h�i�b�i�t�i�o�n

현재� 전시부스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블록� 시스템은� 목공구조�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미적요소와�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이웰디자인랩에서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공팀의� 책임시공을� 보장드립니다�.� 모든� 공정은� 구사의� 전시성향�,� 마케팅� 전략� 및� 전시품�,� 

회사� 이미지�,� 시장성�,� 판매제품�,� 박람회를� 통한� 이익� 창출기대� 등�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B�l�o�c�k



�B�l�o�c�k� �B�o�o�t�h� �D�e�s�i�g�n

�E�x�h�i�b�i�t�i�o�n

�2�0�1�6� �G�-�F�a�i�r� �_�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B�l�o�c�k� �B�o�o�t�h� �D�e�s�i�g�n

�E�x�h�i�b�i�t�i�o�n

창원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_� 만희기전�` �2�0�1�6� �G�A�M�E�X� �_� 마이크로엔엑스 �2�0�1�6� �A�F�I�C� �_� 밸런시스

�2�0�1�6� �G�A�M�E�X� �_� 굿닥터스 �2�0�1�6� �G�A�M�E�X� �_� 마이크로엔엑스 국제접착코팅필름산업전� �_� 이즈소프트



�B�l�o�c�k� �B�o�o�t�h� �D�e�s�i�g�n

�E�x�h�i�b�i�t�i�o�n

�2�0�1�6� 카페쇼� �_� 티코리아

�2�0�1�6� �K�I�T�A�S� �_� 스미스에스쓰리

케이프린트위크� �_� 딜리

서울국제유아교육전� �_� 오르다코리아

그린에너지엑스포� �_� 헵시바

이러닝코리아� �_� �K�B�S미디어



�W�o�o�d� �B�o�o�t�h� �D�e�s�i�g�n

�E�x�h�i�b�i�t�i�o�n

정형화되지� 않아�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한� 목공구조는� 

블록� 시스템으로는� 표현이� 어려운� 구조의� 구현이� 가능하고�,�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 시스템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W�o�o�d



�W�o�o�d� �B�o�o�t�h� �D�e�s�i�g�n

�E�x�h�i�b�i�t�i�o�n

�2�0�1�6� 카페쇼� �_� 기정인터네셔널



�W�o�o�d� �B�o�o�t�h� �D�e�s�i�g�n

�E�x�h�i�b�i�t�i�o�n

�2�0�1�6� 대한민국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
� �_� 도드람양돈농협

창원자동화정밀기기전� �_� 정우 �2�0�1�6� �K�O�F�A�S� �_� 한국구로다정공



�W�o�o�d� �B�o�o�t�h� �D�e�s�i�g�n

�E�x�h�i�b�i�t�i�o�n

�2�0�1�6� 세미콘� �_� 서플러스글로벌 �2�0�1�6� 세미콘� �_� 에이티아이코리아 �2�0�1�6� 세미콘� �_덕산유엠티



�B�l�o�c�k� �+� �W�o�o�d� �B�o�o�t�h� �D�e�s�i�g�n

�E�x�h�i�b�i�t�i�o�n

커피엑스포� �_� 기정인터네셔널

�2�0�1�6� 카페쇼� �_� 티테라

코바쇼� �_� 디브이인사이드

키타스� �_� 씨앤에스파워



�(주�)제이웰디자인랩에서는� 전문화된� 인력과� 참신한� 디자인을� 통한
최고의� 전시계획� 및� 서비스를� 최상의�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견적� 및� 디자인� 문의� � 오상준� 과장� �(�0�1�0�.� �7�4�2�2�.� �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