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KANG LIM

MC / RECREATION / EDUCATION

KANG LIM

이름) 강림
경력) 12년
진행횟수) 약 2000회

학력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수석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편입학
고려대학교 펀강사과정 수료

자격증
레크리에이션 1급 자격증

웃음치료사 1급 자격증
유아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
펀리더십지도사 1급 자격증
체육 교원 자격증
성인/청소년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방송
KBS1 ‘도전 골든벨’
KBS2 ‘스펀지’
KBS2 ‘VJ 특공대‘
SBS ‘미운우리새끼＇
MBC ‘경제매거진M’
KTV ‘혁신을 혁신하라＇

MC / RECREATION / EDUCATION

약력
현. 대한민국 NO.1 이벤트종합대행사 ‘더피플’ 대표
현. 유니크한 기업교육 컨설팅 ‘더팀컴퍼니’ 실장

현. 빛나는 MC, 스피치 전속 레크리에이션 강사
현. 티몬 TVON, 삼성 모바일 홈쇼핑 VOGO 쇼호스트
전. 국제웃음치료협회 강사
전. 서울랜드, 대명 비발디파크, 성남 잡월드 전속MC

행사횟수
기업 레크리에이션, 송년회 등 500회 이상

기업 워크샵, 팀빌딩, 기업교육 등 500회 이상
기업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등 500회 이상
유아, 청소년, 대학 행사 등 300회 이상
기타 축제 및 프로모션 행사 300회 이상
※ 약 2000회 이상의 MC.레크리에이션 경력 있습니다.

주요이력
2019 HRD 어워즈 ‘올해의 MC’ 선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홍보관 MC
YBM 리더십아카데미 기업교육 강사
한국강사공제회 강사
서울/경기 청소년 직업 진로체험 소속강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레크동아리 ‘웃음메아리’ 강사
대한민국 해군 소말리아 청해부대 MC병 전역
전국 레크리에이션 경진대회 대상

KANG LIM

여흥행사

레크리에이션 ｜ 송년회 ｜ 동문회 ｜ 파티 등

기업행사

워크샵 ｜ 팀빌딩 ｜ 조직활성화 ｜ 역량강화 등

체육 행사

체육대회 ｜ 명랑운동회 ｜ 올림픽 ｜ 야유회 등

공식행사

아나운서 ｜ 리포터 ｜ 시상식 ｜ 기념식 등

유아행사

가족행사 ｜ 체육대회 ｜ 재롱발표회 ｜ 캠프 등

청소년,대학행사 수학여행 ｜ O,MT ｜ 축제 ｜ 네트워킹 등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행사를

지역행사

만드는 카멜레온같은 MC

연예인행사
렌탈

문화축제 ｜ 문화공연 ｜ 음악회 ｜ 가요제 등

콘서트 ｜ 팬미팅 ｜ 프로모션 등
음향장비 ｜ 조명장비 ｜ 게임도구 ｜ 공연팀섭외 등

MC / RECREATION / EDUCATION

KANG LIM
대한민국 해군
소말리아 청해부대
MC병

MC / RECREATION / EDUCATION

셀트리온 송년회 레크리에이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송년의 밤 ‘아라비안나이트’

KANG LIM

네이버 웹소설 작가 송년의 밤

경기지속발전가능협의회 연합 레크리에이션

온투이노베이션 신년회 레크리에이션

루나소프트 루프탑 워크샵 레크리에이션

메리츠화재 노래자랑 레크리에이션

한국미쓰도요 애프터파티

휘닉스파크 전직원 오리엔테이션

라스베가스관광청 고객초청 송년의 밤

대구 칠성야시장 DJ파티 레크리에이션

한국 화이자제약 송년회 레크리에이션

신성반도체 신성인의 밤 레크리에이션

삼성웰스토리 수원지부 신년회 레크리에이션

선데이토즈 송년회 선토 퀴즈쇼

삼천리그룹 송년의 밤 파티

이천오비맥주 송년회 레크리에이션

㈜일신석재 신년회 레크리에이션

룩소티카코리아 연말파티

SK브로드밴드 워크샵 레크리에이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송년의 밤

IBK기업은행 VIP 네트워킹 레크리에이션

대한체육회 연합 송년의 밤

중앙일보 최고경영자회의 워크샵 레크리에이션

한솔교육 리딩충전 송년회 레크리에이션

네스프레소 신년회 레크리에이션

분당서울대병원 신년회 레크리에이션

삼성전자 P기술팀 솔년회 조직활성화

신승회계법인 송년회 레크리에이션

연수구청 민원담당 워크샵 레크리에이션

노트성형외과 송년회 레크리에이션

외 500회 이상 기업행사 경력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송(신)년회
파티

MC / RECREATION / EDUCATION

삼성화재애니카손사 신입사원 입문교육

울산교육청 행정실장 조직활성화 팀빌딩

KANG LIM

현대자동차 임원진 연합워크샵 팀빌딩

한화생명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S-OIL 다이나믹 루키 팀빌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워크샵 팀빌딩

SBS 미디어넷 팀빌딩

경상북도정신복지센터 이색 팀빌딩

한국전력 신입사원 입문교육

한화생명 13차월 워크샵

㈜만도 신입사원 입문교육

삼성화재 사무직군 전환 과정 팀빌딩

(주)네모커머스 워크샵 팀빌딩

크리스찬 디올 팀빌딩 레크리에이션

인천부동산포럼 조직활성화

SECO 신입사원 입문교육,캠프파이어

디스커버리 역량강화 팀빌딩

신세계 신입사원 입문교육

우리은행 신입사원 이색팀빌딩

풀무원 서울지부 마케팅부서 팀빌딩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조직활성화

LG유플러스 FM10주년 워크숍

호리바코리아㈜ 연합워크샵 팀빌딩

강원도사회복지공무원 연합 워크샵 팀빌딩

주식회사 쏘카 워크샵 팀빌딩

삼성전자 FAB2팀 조직활성화 워크샵

제주항공 승진자 REFRESH 기업교육

SK머티리얼즈 조직활성화 팀빌딩

신성이엔에스 팀빌딩 조직활성화

대곤코퍼레이션 이색 팀빌딩 프로그램

충남4H연합 워크샵 조직활성화

외 500회 이상 기업행사 경력이 있습니다.

워크샵

팀빌딩
기업교육
조직활성화

MC / RECREATION / EDUCATION

KANG LIM
연예인
프로모션

지역행사(축제)

2019 프리마인 프로모션 ‘위대한유산’

하이네켄 길거리 시음이벤트 MC

신촌 축구국가대표 이승우 팬사인회 MC

강남 갤럭시 노트10 프로모션

배우 이연희 팬사인회 MC

하이서울페스티벌 청계광장 MC

배우 김혜윤 2020 소원의 벽

롯데칠성 비타1000C+ 프로모션

배우 이규형, 박호산 팬사인회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심장 론칭

청량리현대백화점 박상철,박구윤 콘서트 MC

남북청년페스티발 이벤트 프로모션

보령머드축제 홍진영 콘서트 MC

양주시 사회복지회 러브에스코트 MC

강원도 사회복지공무원 축전 VOS 콘서트

7080태평로 문화축제의 장 MC

포천 대진대축제 해쉬스완, 창모 콘서트

설악 델피노리조트 썸머페스티벌 MC

경농페스티발 미스,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주 국제 관함식 사전 MC

우생순 임순례감독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신촌 유플렉스 미니콘서트 청춘예찬

다나와 아카데미페스티발 프로모션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MC

강남CGV 커플이벤트MC

장한평 자동차 페스티발 MC

드림파크 국화 축제 이벤트 프로모션

강원웰리힐리파크 가을 애 콘서트 MC

검단 먹거리 타운축제 프로모션

2019 지스타 구글게임즈 프로모션

지스타 이마트게임즈 프로모션

외 300회 이상 관련행사경력이 있습니다.

MC / RECREATION / EDUCATION

KANG LIM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야유회

라이온스클럽 한마음 체육대회

LG전자 이색 명랑운동회

OK저축은행 전진대회

삼성전자 E기술팀 실내 명랑운동회

사람인HR 실내 올림픽

GSK KOREA 올림픽 프로그램

넷마블 전직원 체육대회

한국 파스퇴르 한마음체육대회

현대 자동차 신입사원 하계 수련대회

청주SK하이닉스 연합체육대회

㈜잇츠어스 실내 이색체육대회

스타비전 한마음 체육대회

웅진코웨이 전 직원 명랑운동회

세종손해사정㈜ 실내 이색체육대회

한국야쿠르트 평택공장 명랑운동회

연세대학교 겨울 스키캠프

KC그룹 실내 이색체육대회

니코메디칼 한마음 체육대회

드림파크 휠마라톤 대회

SK피에스엔마케팅 이색체육대회

하이닉스 신입사원 수련대회

서울경제인협회 한마음 체육대회

오리온 한마음 체육대회

볼보트럭코리아 실내 이색체육대회

포천, 양주, 동두천 장애인 체육대회

서울시환경직공무원 명랑운동회

인천하나센터 탈북민 한마음 체육대회

태광그룹 직급별 이색운동회

삼성바이오로지스 이색 명랑운동회

메리츠화재 실내 이색체육대회

기상청 연합 한마음 체육대회

외 500회 이상의 기업체육대회 경력이 있습니다.

MC / RECREATION / EDUCATION

KANG LIM
유아
초등
가족행사
캠프

잉글리시 킹덤 초등 캠프 레크리에이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가족초청행사

신한은행가족한마당 축제

바라산휴양림 숲안애캠프 가족 레크리에이션

홍천 구송초 졸업행사

서울 숭의초등학교 진로탐색강의

시티문화재단 가족 레크리에이션

과천시 공원마을 어린이집 한마음 명랑운동회

광명시 가족 글램핑캠프 레크리에이션

해병대810기 동기회 가족 레크리에이션

SPC 가족초청행사 레크리에이션

천안 쌍정, 불당초등학교 뒤뜰 야영 MC

성북구 어린이날 대축제

수유영어마을 리더십캠프 레크리에이션

서초구민회관 어린이 레크리에이션

포항세계엑스포 아동 콘서트 MC

계성건설 가족초청 레크리에이션

LH주관 에덴그리닝 MC

군포 둔대초등학교 명랑운동회

광화문 갤럭시노트 그림 그리기 대회 MC

서울삼성병원 장애인 가족 레크리에이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가족캠프 MC

롯데백화점 키즈파크 MC

청운어린이집 가족 대운동회

부산 센텀시티 터닝메카드 유아대회 MC

다름법무사 가족초청 명랑운동회

건국대학교 부설 유치원 재롱잔치 MC

서울시 연합청소년의회 독서골든벨 MC

겸제 정선 기념관 어린이날 기념 퀴즈대회MC

의왕 레솔레파크 가족인문학캠프

일영유원지 봄소풍 레크리에이션

외 300회 이상의 관련행사 경력이 있습니다.

MC / RECREATION / EDUCATION

KANG LIM
청소년
대학행사

축제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네트워킹 데이

대진대학교 왕방체전 축제MC

EBS스토리기자단 13, 14기 워크샵

서일대학교 용마체전 축제MC

서울지역 청소년 연합평가회의

충남대학교 충대충전 축제MC

안양 신안중학교 리더십프로그램

경복대학교 멘토멘티 팀빌딩 레크리에이션

삼성전자 주소창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이티원 대학금융신용캠프 워크샵 레크리에이션

광명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유니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신입생 OT

송파구청 청소년 동아리 공연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신입생 OT

아산중학교 명랑운동회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신입생 OT

장안대학교 창의력향상 프로그램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OT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클럽파티

부산영재과학고(KSA) 리더십 레크리에이션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연합MT

한대부고 수련회 레크리에이션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신입생 OT

경남대학 연합학생회 워크샵 레크리에이션

수유영어마을 청소년리더십캠프 레크

의왕레솔레 파크 LETS PLAY 청소년 공연

과천외고, 성남외고 리더십캠프 레크

경북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워크샵 레크리에이션

서종중학교 수학여행 레크리에이션

시흥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위원회 워크샵

안산 선부고등학교 학생회 레크리에이션

외 300회 이상의 관련행사 경력이 있습니다.

MC / RECREATION / EDUCATION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식홍보관 MC

와사비 로지스틱스 개소식

KANG LIM

안성문화예술회관 고3강연 공식행사

서민금융진흥원 비전선포식

2019 제주핸드볼페스티발 공식행사

프리마인 제품 리뷰 리포터

수원역전시장 저잣거리축제 공식행사

ADT캡스 우수사원 시상식

팔달문 한복맵시축제 공식행사

노원미래과학축제 공식행사

대명 비발디파크 가을 애 콘서트 MC

문산 문화인의 밤 공식행사

충주 세계무술축제 공식행사

두산 따뜻한 가구이야기 공식행사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공식행사

결핵 예방의 날 기념행사

석촌호수 어울마당 공식행사

대명 비발디파크 벚꽃축제 공식행사

고양시 드론경진대회 공식행사

평창 세계도시축전 공식행사

군포 청소년진로박람회 공식행사

인천스퀘어 원 문화축제 공식행사

한국 미쓰도요 비전선포식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콘서트 MC

2019리더십콘서트 공식행사

의정부 청소년 락 페스티발 공식행사

혜화 청소년 길거리 리포터

대한민국 MICE 컨퍼런스 공식행사

안면도 세계 꽃 박람회 공식행사

한화주최 한강 불꽃축제 공식행사

석촌호수 어울마당 공식행사

외 300회 이상의 관련행사 경력이 있습니다.

공식행사
아나운서

리포터

MC / RECREATION / EDUCATION

KANG LIM
음향조명
게임도구 렌탈
공연팀 섭외

MC ｜ RECREATION ｜EDUCATION

KANG LIM

12년, 2000회 이상 진행의 품격,
MC는 진행으로 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