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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의 리더

ࢲद١ನҳ١ನ۽ഐ ZIP 07291
Rm. 302, 122, Yeongdeungpo-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91
TEL +822-841-0017 / FAX +822-841-0584

A leading innovative company with smart and universal point of view

스마트, 유니버설 관점에서 현재를 모니터링하여
늘 새로운 길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실한
배려

장벽없는
소통

평화로운
공존

SMART & COMPANY AIMS

to be a member of the world supporting coexistence in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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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밀레니엄의 꿈을 가지고
탄생한 인터비즈 전문회사입니다. 2003년에는 전기부문 최대
인터비즈의 장이 된 국제전기전력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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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동차전장 전문지인“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창간,
2012년에는 국내전자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인 “월간 전자과학”을

ઁಿࣗय

합병하였으며, 2014년에는 공인 원격평생교육원인 “전기
인강”설립, 2015년에는 유통 소싱 및 정책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에도 셀수 없이 많은 혁신기술, 정책,
서비스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비즈니스를 상호 연결
하는 인터비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인터비즈 전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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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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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한 전기산업 국내 최고 전시회
국제전기전력전

국내전자산업의 산역사
전자과학

전기/에너지산업 최초
전문-실무 연계교육 프로그램

초연결로 하나되는 세상,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를 미래,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가슴 설레기도 하는 미래
하지만 지금의 모습도 과거의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미래였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누구나 꿈꾸는 세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국내유일의 자동차전장매거진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제품/유통 소싱과
전문 마케팅 컨설팅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간절히 원하고 행한다면,
미래도 그런 모습으로 열릴 겁니다.
당사도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분야 최다이벤트 기획
전자, 전기, 자동차전장 컨퍼런스/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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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산업 유일의 전문원격평생교육원
전기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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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전자, 전기, 자동차 분야 프런티어 매거진 발행. 프린트판과 온라인판 동시 발행.

이론으로만 진행되던 전문 및 실무교육을, 현장설비 및 실무기술을 직접 현장에서 동영상 또는

전자과학(Since 1959),

실습으로 보완하는 실질적인 기술교육으로 발전시킨 교육프로그램.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Since 2007),
온라인전기평론(Since 2013)
출판: 전문엔지니어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서적 발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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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자격대비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하는 스트리밍 교육.

2003년부터 매년 5월 코엑스에서 개최

2014. 8월 시작한 이래 현재는 매월 20~30명이 신규로 참여하고 있음.

오프라인의 장점까지 가미한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온라인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구현해가고 있음.

전시규모: 4개홀 550여부스

Automotive Innov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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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를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 사업으로 정책 매장의

대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세미나. 업계의 깊은 관심 속에서 매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 전시 및

입점을 위한 OEM제조 및 관련 아이템의 제품 소싱을 통해 유기적인 유통 지원사업을 시행.

데모를 겸한 컨퍼런스로 진행(2013. 7월부터 매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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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6262/AUTOSAR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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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로 급격히 늘고있는 자동차 안전사고. 토요타 급발진사고로 그 심각성이 제고되면서 이를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로 2012년부터 시작한 세미나. 올해는

R&D개발사업/ 마케팅지원사업/ 정책간담회 및 컨퍼런스를 대행.

3월 개최.

협회/단체 및 산하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정책 발의체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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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승자독식의 세상이라 합니다.
승자독식의 세상은 승자나 패자나 모두 행복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공존의 세계는 서로 배려하는 세계입니다.
배려하는 세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동경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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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설레게 하는 신실 한 동반자
스마트앤컴퍼니
信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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