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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알아이 경쟁력 

 2001 FIFA 한·일 월드컵 조추첨 
 2001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2002 FIFA 한·일 월드컵 (경호·안전부문 단독 수주) 
 2007 FIFA U-17 월드컵 (경호·안전부문 단독 수주) 

 대한축구협회 경호·안전부문 전담업체 
 한국프로축구연맹 경호 ·안전 ·자문 전담업체 
 축구, 배구, 핸드볼,  골프, 마라톤, 피겨스케이팅 등 

 경호·안전분야 65% 시장점유율 

 한국시큐리티연구원 
 한국안전기술교육협의회 

 1999 남북통일축구대회 
 2010 FIA 포뮬러1 월드챔피언쉽 
 2012 여수세계박람회 

 ASW(순간방출방탄벽) 특허보유 
 출입운영관리시스템(EEAMS) 특허보유 
 세계최초 구(球)의 이론 상호작용 관련  
    경호이론 저작권 



2. 회사소개 

회사명 ㈜ 티알아이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성태 

자본금 5억원 설립년도 1992년 

업종 

경호 시설경비 인재파견 

시설관리        행사운영기획 및 대행 

컨설팅        스포츠행사 및 시설운영 

본사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15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자매기관 
 한국시큐리티연구원 
 한국안전기술교육협의회 

특허보유 

 ASW 순간방출방탄벽 한국특허 및 미국특허 취득 
 출입운영관리시스템(EEAMS) 특허취득 
 세계최초 구(球)의 상호적용 관련 경호 이론저작권 등록 
 국내최초 장례 및 결혼관련 Business Model 특허출원 



3. 회사연혁 

“21년 무사고 달성, 국내유일 기업” 

2014 

05 
 

02 
02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안전 용역업체 1순위 선정 
 (아시아드주경기장, 선수촌 권역) 
대한축구협회 경호.안전 업체 입찰 1순위 선정 
 프로축구 5개구단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수원삼성, 강원FC, 수원FC, FC안양, 고양HiFC) 

2013 

10 
08 
07 
05 
02 
 

‘굿바이 패티김’ 콘서트 경호·안전 단독 수주 
‘슈퍼소닉 페스티벌 2013’ 경호·안전 단독 수주 
‘2013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경호·안전 단독 수주 
‘2013 World DJ Festival’ 경호·안전 단독 수주 
국내최다 프로축구 6개구단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수원삼성, 강원FC, 수원FC, FC안양, 충주험멜, 고양HiFC) 

2012 
06 
03 
 

02 

‘2012 여수세계박람회 팝페스티벌’ 안전부문 계약체결 
‘2012 여수세계박람회’ 회장안전부문 계약체결 
2012~2013 ‘대한축구협회’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수원삼성, 강원FC 2012 홈경기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2011  
02 

2011 ‘대한축구협회’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수원삼성, 강원FC 2011 홈경기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2010 

07 
06 
 

02 
 
 

‘2010 세계 여자 주니어 핸드볼대회’ 경호·안전 단독 수주 
국내최초 축구 국가대표팀 안전책임자 선정 및 파견 
(2010 남아공 월드컵 – 김성태 대표) 
FC서울, 수원삼성, 울산현대, 강원FC 2010 홈경기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지엔텍본사 시설경비 계약체결 
 

2009 05 
03 

‘서태지 전국투어 콘서트’ 경호·안전 단독 수주 
FC서울, 울산현대, 강원FC 2009 홈경기 경호·안전 연간계약 체결 

2008 01 

‘2008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션 유소년 축구대회’ 시큐리티 컨설팅 업체 선정 
국내최초 ‘국가가급시설’ 민간분야 융합보안 컨설팅 
(평택항만, 평택당진중앙부두, 평택국제자동차부두, 평택당진항만 외 보안
컨설팅, 골드만삭스 전산시설)  

2007 08 
07 

‘FiFA U-17 World Cup Korea 2007’ 국내최초 민간주도 경호·안전 단독 수주 
‘Peace Cup Korea 2007’ 경호·안전 단독 수주 

2006 

11 
05 
04 
 

03 

근무자파견업 신고 
대형행사 출입운영관리시스템(EEAMS) 특허출원 및 등록 
대통령 경호실장 표창장 수여 
DJ미디어 그룹과 경호·경비부문 연간계약 체결 
행사안전·경호·시설경비 1000회 돌파(국내최초, 국내최대) 

2015 
01-
02 
 

 대한축구협회 경호.안전 업체 입찰 1순위 선정 
 서태지밴드 전국투어 콘서트 / 앵콜콘서트 



3. 회사연혁 

“21년 무사고 달성, 국내유일 기업” 

2004 
09 
05 
02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일본 보안유력지 “시큐리티타임’  특집에 ‘2002 FIFA 한·일 월드컵 한국 민간
경호 대표기업’으로 소개 
순간방출 방탄벽 ASW(Aero Security Wall)사업진출 

2003 
12 
10 
05 
01 

순간방출 방탄방호벽(Aero Security Wall) 한국 및 미국 특허취득 
자매기관 한국시큐리티연구원 설립참여 
김성태 대표 ‘민간경호론’(도서출판 건기원) 출간 
문화부장관 및 월드컵 조직위원장 표창장,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 감사패 

2002 
06 
03 
01 

‘;2002 FIFA World Cup Korea & Japan’ 경호·안전부문 공식지정업체 
창립10주년 – 무사고 10년 달성 
한국무역협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식 경호·경비업체 선정 

2001 10 
07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일경제인협회 공식 경호·경비업체 선정 
세계최초 ‘구(球)의 상호적용 관련 경호경비이론’ 저작권 등록 

2000 08 
07 

한국프로축구연맹(K-League) 공식 경호·경비업체 선정 
신변보호 상표등록 출원 (Pax-TRI) 

1999 07 법인명 ‘㈜티알아이 인터내셔널’로 변경 

1998 03 국내최초 경호·경비업체 해외 신변보호 (1998 France World Cup)사업 수행 

1997 04 
01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경호·경비업체 선정 
국내외 유명 연예인행사 70%수주 

1993 09 
국내 민간 경호업체 최초로 공식 경호원투입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서태지컴퍼니 전속 경호계약 

1992 12 ‘트라이경호안전’ 회사설립 



4. 임원소개 

 석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보안 

 상훈 
    - 월드컵 조직위원장 감사패 및 표창장 
    - 과학기술처 장관상 
    - 대통령경호실장 표창장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표창 

 경력 
    - 한국경비협회 이사 (현) 
    - 대한축구협회 경호·안전담당자 (현) 
    - 한국프로축구연맹 안전자문위원 (현) 
    - 한국시큐리티연구원 상임이사 (현) 
    - 한국안전기술교육협의회 경호산업분과 위원장 (현) 
    - 한국무역포럼 정회원 (현) 

 저서 : 민간경호론 
 논문 : 구(球)의 경호이론 

대표이사 김성태 

 대졸 / 연세대 상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 6.25참전 대위 예편 
    - 범아공신㈜ 설립, 사장·회장 역임 
    - 한국경비협회 설립 발기인, 이사 
    - 연세데 총동문회 이사 
    - 제 10회 아시안게임 민간경비 총괄지휘 
    - 제 24회 서울올림픽 민간경비 총괄지휘 
    - 미국산업경비협회(ASIS)회원 
    - ㈜에스오케이 상임고문 역임 
    - 한국시큐리티연구원 이사장 (현) 

 저서 : 민간경비산업발전사 

상임고문 김정환 



5. 자매기관, 자매회사 

안전, 방재자문전담 

한국안전기술교육협의회 

한국안전기술교육협의회는 안전, 
방재분야 교수 80여명과 전문가, 
공무원 90명 등 170여명의 회원
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규모의 안
전 산학협력체입니다. 티알아이
인터내셔널의 안전 비즈니스와 
방재관련 서비스를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회장 권원기 
前 과학기술처차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경호경비자문전담 

한국시큐리티연구원 

한국시큐리티연구원은 국내 경
호, 경비관련 교수와 시큐리티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연
구기관입니다. 2004년도에 경비
지도사 교재 5종을 발간하여 업
계의 찬사속에 최고판매부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 경비업법개
론, 민간경비산업 발전사 등을 
발행했습니다. 티알아이인터내
셔널의 자문기관으로서 일익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원장 정진환 
前 인천대 부총장 
중부대 명예교수 

컨설팅 및 기획지원 

한국에스웨이㈜ 

한국에스웨이㈜ 는 보안, 방재관련 단체와 정부기관, 일반기업
의 보안, 안전컨설팅과 전문기술인력의 교육과 파견을 목적으
로 설립되었다. 한국안전기술교육협의회 소속교수들이 컨설턴
트를 맡고 있으며, 티알아이인터내셔널의 시큐리티 마케팅과 
기술관련 컨설팅과 신사업 기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주요거래처 

 공식지정업체 및 기관 

 클라이언트 



주요사업소개 

    Contents 

01 행사안전·경호서비스 

02 토탈시큐리티서비스 



주요사업① : 행사안전·경호서비스 

티알아이 인터내셔널은 고객의 생명과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시스템과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RI Force Team 
국내최초 민간경호팀으로 시작하여 21년간 축적된 수많은 실전경험과 지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티알아인터내셔널내의 최정예 보
디가드 그룹으로 대한축구협회, 국내 대기업 임직원, 정·제계 유명인사의 신변보
호를 전담하여 책임지고 있습니다. 

Security Guard 
㈜티알아이인터내셔널의 인력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되는 민간경호팀으로 일반인 
신변보호부터 행사경호 및 시설경비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경비 서비스 
㈜티알아이인터내셔널은 체계적인 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 고급전문인력을 육성
하고,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을 통해 시설 유형별, 관리특성별 경비체계를 계획하
고 실천합니다. 

 탁월한 경호, 확실한 실적 

㈜티알아이인터내셔널의 경호팀은 위해요소의 차단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업
무효율 증대와 정신적 안정까지 제공하는 Total Security Service를 표방하며, 수만명이 모이는 대
형행사의 안전업무를 21년간 2000회 이상 진행하였고,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하
였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서태지, 브리티니 스피어스, 국가대표 축구팀 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
의 신변보호를 당당하며, 품격있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주요사업② : 토탈시큐리티서비스 

분야 사업명 서비스상품 

시 
설 
경 
비 
· 
경 
호 
경 
비 

시설보안경비 
 시설상주인력경비 
 보안인력경비(백화점, 호텔 등) 
 안내, 리셉션리스트(남,여) 

시설(시스템)전자경비 

 주상복합 건물로컬전자경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큐리티 
 시설CCTV 및 출입관리시스템 
 산업시설 외곽감시 시스템 

전문경호 

 요인, 신변보호(연예인, 정·제계 유명인사 등) 
 행사혼잡안전경호 
 운전경호, 의전경호, 통역경호 
 컨벤션경호(국제회의장) 
 특수경호(대테러대응) 

행 
사 
운 
영 
관 
리 

문화행사 기획 및 운형대행 
 각종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대행 (콘서트 등) 
 대형스포츠행사 (축구대회 등) 
 행사안전기획 및 관리운영 (박람회 등) 

특수시설 및 SP대행 
 스포츠, 컨벤션 시설 운영대행 
 전문전시회 운영기획 대행 
 SP, 마케팅 행사기획 대행 



인·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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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증 

경비업 허가증 

출입운영관리 시스템 특허증 



인·허가사항① : 특허등록증 



인·허가사항② : 경비업 허가증 



인·허가사항③ : 출입운영관리시스템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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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련 실적 

경호관련 실적 

행사장별 실적 



스포츠관련 주요실적 : ① 축구 

제 4회 EAFF East Asian Cup 2013 
(총 12경기 경호·안전부문 전담 / 5개국 8개팀)  
※ 북한여자축구대표팀 별도수행 

2007 FIFA U-17 World Cup 
(국내 최초 민간주도 경호·안전부문 전담 / 24개국 24개팀) 

2006 ~ 2007 Peace  Queen Cup 
(2년 연속  경호·안전부문  전담 / 8개국 8개팀 참가) 

제 2회 EAFF EAST Asian Cup 2005 
(총 12 경기 경호·안전부문 전담 / 4개국 8개팀) 

A3 Nissan Champion Cup 2005 
(경호·안전부문 전담 / 3개국 4개팀) 

세계 유소년(U-13)축구대회 2005 
(경호·안전부문 전담 / 16개국 17개팀) 

2002 FIFA World Cup Korea & Japan  
(총 32경기 경호·안전부문 전담) 

2001 컨페더레이션스컵  
(경호·안전부문 전담 / 7개국 7개팀) 

대한축구협회 공식 시큐리티(1997~현재) 
(총 250여회 국제대회 경호·안전부문 전담) 

한국프로축구연맹 공식 시큐리티 (1998~현재) 

(총 50여회 올스타전·시상식 등 경호·안전부문 전담) 



스포츠관련 주요실적 : ① 축구 

수원삼성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10~현재) 
약 15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강원FC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09~현재) 
약 12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수원FC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13~현재) 
약 4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FC안양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13~현재) 
약 4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충주험멜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13~2014) 
약 2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고양HiFC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13~현재) 
약 4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FC서울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04~2010) 
약 12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울산현대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09~2010) 
약 5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포항스틸러스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03~2004) 
약 5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대전시티즌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02~2003) 
약 5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스포츠관련 주요실적 : ② 기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육상,마라톤,개.폐막식,선수촌   
 (아시아드주경기장, 구월동 선수촌) 

2010 FIA 포뮬러1 월드챔피업쉽 
‘Mercedes-benz Team’ 경호·수행 담당 

제 17회 세계 여자 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2010 
(총 15경기 경호·안전 담당 / 6개국 6개팀) 

GS칼텍스(배구) 홈경기 연간계약 체결 (2009) 
약 20회 홈경기 경호·안전 담당 

KCC Switzen Festa On Ice 연간계약 체결 (2009 ~ 2010)  
총 3회 경호·안전 담당  

남북통일농구대회  경호·안전 담당 (1999, 2003)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 국제 마라톤 등 경호·안전 담당 



경호실적① 

 해외 정·제계 인사(1)  

• KOTRA 월드컵 연계 글로벌CEO 초청 수행경호 
•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수행경호 
• 존F.케네디 2세 수행경호 
• Microsoft 빌 게이츠 회장 수행경호 
• Soft Bank 손정희 회장 수행경호 
• BMW 헬무트 판케 회장 수행경호 
• ALSTHOM 에티엔드 드 부사장 수행경호 
• 로얄더치 셀, 탄 액 키아 부회장 수행경호 
• 마쓰시타전기, 마쓰시타 마사유키 회장 수행경호 
• BP PIC 게리덕스 그룹, 부회장 수행경호 
• 네슬레S.A, 베르너 바우어 부회장 수행경호 
• 알리안츠, 헤닝 슐트놀르 회장 수행경호 
• S&P, 로버트 리처드 이사 수행경호 
• 텍사스 퍼시픽그룹, 데이비드 반더맨 CEO 수행경호 
• ASML, 홀딩 N.V 데이비드 사보우스티 부회장 수행경호 
• 엑손모빌, 론 빌링스 부사장 수행경호 
• 페어차일드, 케크폰드 회장 수행경호 
• 다우코닝, 게리 엔더슨 회장 수행경호 
•  ALSTOM, 에티엔느 드 부사장 수행경호 
• 클라크 머터리얼, 케빈 리어든 사장 수행경호 
• 컴팩, 폴 챈 수석 부사장 수행경호 
• 델파이 코퍼레이션, 데이비드 홀린 부사장 수행경호 
• 셔브론-텍사코, 글렌 틸튼 부회장 수행경호 
• 미란트, 프레드릭 쿠에스터 수석 부사장 수행경호 
• 에어프로텍트, 마크 바이 CEO 수행경호 
• 텍사스 페시픽 그룹, 데이비드 반더맨 CEO 수행경호 
• EDG, 월리엄 덴튼 사장 수행경호 
• 인포디스크 테크놀로지, SW팍 CEO 수행경호 
• 아마오&컴퍼니,  로버트 아마오 회장 수행경호 
• 컬럼비아 대학, 로버트 먼델 교슈 수행경호 
• 타이거 대브 Inc, 프랑수아 프레보스트 CEO 수행경호 
• 바친스키 리얼티, 리처드 바친스키 CEO 수행경호 
•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히라드 클라이스터레이 회장  
    수행경호 
• 악조 노벨, 프리츠 프롤리흐 부회장 수행경호 
• 비벤디 워터, 올리비에 바바로 CEO 수행경호 
• 방시, 앙투안 자키리아 회장 수행경호 
• 라파지, 미셜 로스 수석 부사장 수행경호 
• 이지스, 로베르 클라카뇨 CEO 수행경호 
• 인시아드 대학, 아르노 드 마이어 회장 수행경호 
• 유로체임버, 안토니 네그레 빌야베 부사장 수행경호 
• 스타빌루스, 미샤엘 그난 CEO 수행경호 
• 트락테벨, 디르크 베위사르트 CEO 수행경호 



경호실적② 

 해외 정·제계 인사(2)  

• 도레이, 마에다 가쓰노스케 회장 수행경호 
• 오드펠, 얀 함메르 수석 부사장 
• 도시바, 나카가와 다케시 회장 수행경호 
• 다이헤이요 시멘트, 이마무라 가쓰스케 회장 수행경호 
• 다이헤이요 시멘트, 하사유키 우치코바 이사 수행경호 
• 도레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이사 수행경호 
• 헤치슨 포트홀딩스, 존 메리디스 그룹 영업이사 수행경호 
• WTO, 수파차이 파니차팍디 차기 사무총장 수행경호 
• 거스 히딩크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수행경호 

 국내 정·제계 인사  

•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전회장 수행경호 
• 대한축구협회 조중연 전회장 수행경호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수행경호 
• 한나라당 이회장 전 총재 수행경호 
• 현대그룹 사장단 전속 수행경호 
• 동양그룹 서남 이양구 회장 수행경호 
• LG 벤처투자 의암 구자두 회장 수행경호 

 유명 스포츠스타 

• 체조요정 나디아 코마네치 수행경호 
• NBA 게리 페이튼 수행경호 
• NBA 매직존슨 수행경호 
• NBA 코비 브라이언트 수행경호 
• 김미현 골프선수 수행경호 
• 피겨퀸 김연아 수행경호 
• 하인즈워드 수행경호 
•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 수행경호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 전속 수행경호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행경호 
• Dream Theater 수행경호 
• 조수미 수행경호 
• 신영옥 수행경호 
• 호세 카레라스 수행경호 
• 호아킨 코르테스 수행경호 
• Luciano Pabarotti 수행경호 
• 장예모 감독 수행경호 



경호실적③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 전속 수행경호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행경호 
• Dream Theater 수행경호 
• 조수미 수행경호 
• 신영옥 수행경호 
• 호세 카레라스 수행경호 
• 호아킨 코르테스 수행경호 
• Luciano Pabarotti 수행경호 
• 장예모 감독 수행경호 

 해외 유명 아티스트 

• Britney Spears 수행경호 
• West Life 수행경호 
• Amuro Namie 전속 수행경호 
• ELTON JOHN 전속 수행경호 
• Avril Lavigne 수행경호 
• Licky Martin 수행경호 
• All 4 One 수행경호 
• Limp Bizkit 수행경호 
• Cliff Richard 수행경호 
• Marilyn Manson 수행경호 
• Halloween 수행경호 
• Linkin Park 수행경호 
• Rialto vanessa Mae 수행경호 
• Ozzy Osbourne 수행경호 
• Vanessa Mae 수행경호 
• X-JAPAN의 요시키 수행경호 
• Scorpions 수행경호 
• Pantera 수행경호 
• Larry Carlton & Steve Lukather 수행경호 
• Chage & Aska 수행경호 
• Metallica 수행경호 
• The Cranberries 수행경호 
• Air Supply 수행경호 
• Larc~en~Ciel 수행경호 
• Roger Waters 전속 수행경호 
• 고무로 데츠야 수행경호 
• Linkin Park 수행경호 



경호실적④ 

 국내 유명 연예인 

• 서태지 전속 수행경호 
• BOA 전속 수행경호 
• 비 전속 수행경호 
•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수행경호 
• GOOD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전속 수행경호 
• GOD 전속 수행경호 
• 김건모 전속 수행경호 
• 나훈아 전속 경호 



행사장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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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알아이는 국내 문화행사의 종합관리 1위 기업으로 기관단체와 각종 문화, 공연, 기획사, 단체 
 고객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대형행사의 안전업무를 단 한번의 실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행사횟수 누적 관중수 

월드컵경기장 262 19,830,000 

잠실종합운동장 191 13,229,800 

축구전용구장 187 7,445,000 

올림픽공원 203 4,876,900 

기타 체육시설 396 5,756,600 

문화시설 490 8,873,660 

계 1,729 60,011,690 



기타 

    Contents 

01 회사약도 및 연락처 



대표전화 : 02-3663-0707 
팩스번호 : 02-304-5110 
홈페이지 : http://www.tri.co.kr 
대표메일 : tri@tri.co.kr 

회사 약도  

교통편   

승용차 : 강변북로-성산대교지나 월드컵경기장진입로 우회전- 경기장4거리 직진-서문 
           (주차 :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시내(신촌) –성산동 /망원동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서문지하 
 
전   철 : 6호선 월드컵경기장(성산)역 2,3번 출구로 나오셔서 서쪽 월드컵경기장 사업단 
           출입구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버   스 : 171,271,7011,571,7714,7715,7013번 (월드컵경기장) 하차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