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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5070/photos-of-high-quality-cosplays-at-playx4-where-you-could-meet-your-favorite-game-characters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5373/please-remember-that-this-isnt-the-end-madlife-says-his-farewell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5166/cloud9-a-day-in-the-life-of-a-professional-player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2763/the-sad-homage-to-volibear-and-the-unpopular-champions
https://www.invenglobal.com/blackdesertonline/articles/5171/changes-made-to-maximum-prices-for-boss-geartop-accessories-on-kr-50-more-expensive-than-naeu-at-the-top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2207/durango-wants-to-put-an-end-to-theme-park-mmos




그러나인벤글로벌과의인터뷰에서그들이언급한것은리그의다른모든
팀들과의격차를한층더벌릴예정이라고했다

“

”
인용기사: The London Spitfire: Ambitious Goals and the Upcoming Meta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4320/the-london-spitfire-ambitious-goals-and-the-upcoming-meta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4320/the-london-spitfire-ambitious-goals-and-the-upcoming-meta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CNN, TIME, USA Today, BBC, Forbes, Reuters 등
전세계주요매체가인벤글로벌의기사를인용하여보도

기사원문: Hong Kong player Blitzchung calls for liberation of his country in post-game interview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9242/hong-kong-player-blitzchung-calls-for-liberation-of-his-country-in-post-game-interview

https://www.invenglobal.com/articles/9242/hong-kong-player-blitzchung-calls-for-liberation-of-his-country-in-post-game-interview


https://www.reddit.com/r/leagueoflegends/comments/8lk20k/faker_currently_im_a_midlaner_ranked_at_about_4th/
https://www.reddit.com/r/blackdesertonline/comments/6om1qg/invenglobal_is_holding_an_ama_about_mystic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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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광고

영상 광고

기사 내 특별
광고



• Association of Gamers at UCI, The
• Board Game Club- BGC
• Diamond Crew at UCI
• Entertainment and Sports Law Society
• Fighting Gamers at UCI
• Hot Takes Sports Club
• Irvine Chess Club
• Magic The Gathering Club at UCI
• Men's Club Water Polo
• Merage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 Pokemon Fan Club at UCI
• Rocket League at UCI - RL@UCI
• Sword at UCI - Belegarth Medieval Combat Society

• TAG Blizzard @ UCI
• TAG League of Legends At UCI
• TAG Smash Melee
• Tabletop Games Club
• UCI Go Club
• UCI Women's Rugby Club
• Video Game Development Club at UC Irvine - VGDC
• Weiss Schwarz Club at UCI
• Women's Ultimate Frisbee
• Yugioh Club at UCI
• osu! UCI



























데스티니 차일드 코스프레 경연

게임 홍보를 위한 이벤트 부스학생 및 현지인들을 위한 페스티벌

한국vs미국 대학교 LoL 대회

하이퍼 유니버스 토너먼트

와글와글 하스스톤



E스포츠전문가, 교수진, 학생등다양한청중들이참여

총 3,500여명의 참가자들이 IGEC2019 방문 101명의 강연자가 31개의 강연 진행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 디렉터 키노트 강연 모습

제1회 IGEC의 성공을 기반으로 ,

올해 UCI에서 열린 IGEC2019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작년 대비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

( 총 101명의강연자, 누적 참관객 수 총 3,522명기록)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대회에 참여한 관람객들

‘헌드레드 소울’ FGT 부스에서 게임 설명을 듣고 있는 참여자 IGEC2019 강연 모습

IGEC2019 행사장에 마련된 프리스타일 시연 부스

E스포츠전문가들의강연과더불어 FGT 및다양한게임행사가 IGEC 현장에서동시에개최



양일간 현장에서 대회 진행 및 현장 생중계 송출

참석자들을 위한 시연 부스 동시 운영 현장에서 판매된 각종 기념품 및 팬아트

UCI에서 개최된 ‘아크레보’ 북미 지역 결승전 토너먼트

일본격투게임개발사 ‘아크시스템웍스‘ 가개최하는글로벌 e스포츠토너먼트 ‘아크레볼루션’

북미지역결승전대회를인벤글로벌과함께개최



패널 토론, 강연, 피칭 콘테스트 등으로 구성

키노트를 진행한 SK Telecom의이재신 팀장 E스포츠 업계 경영진, 투자자, 금융권 종사자들이 참석

초청받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UCI에서 서밋 진행

총 13명의 e스포츠및투자업계전문가가패널로참석, 137여명의초청인원이서밋에등록



키노트 강연자로 T1 ‘조 마쉬‘ CEO가 참여

총 36개의 e스포츠 기업 및 구단이 파트너사로 참여총 20개 강연, 68명의 패널리스트 참여

온라인 플랫폼 ‘Brella’로 개최된 IGEC2020

코로나로인해최초온라인컨퍼런스로개최

총 301명이티켓을등록하여참석,  1:1 미팅을포함해총 1천건이상의커뮤니케이션발생



IGEC2020에 참석했던 대학교 e스포츠 리그 관계자, 구단, 조직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

▪ IGEAS2020는 북미 대학교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 북미 유력 대학교의 학생과 교수진들을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컨퍼런스

▪ 기간: 2020년 9월 17일~9월 20일 (4일)

▪ 해리스버그대학교에서연례행사로개최하는 e스포츠대회 ‘HUE 2020 인비테이셔널을 IGEAS와함께진행

▪ 대학교 e스포츠관련강연과더불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킹 가능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venglobal.com/ig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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