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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BEYOND

어려운 단어, 복잡한 기획이 아닌 담백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그리다.

마케팅 기획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로 구성된

보고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옴니오 에서는 간결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합니다.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다양한 아이디어 기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창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옴니오의 열정을 가미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옴니오는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 기획력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광대역규모의 전국 유통망을 이용하여

Omni Balance Strategy를 구현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집단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Social Media를 넘나들며 고객들에게 최적의 On/Off-line Marcomm Solution을 제공하는

“Crossover Marketing Partner” 입니다.



ABOUT

CORPORATION

“남다른 생각의 또 다른 실천”이라는 회사 모토로 하여, 

복잡한 마케팅 기획/절차를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업무 향상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명
Company Name

설립일

Establishment

사업분야

Business Field

직원

Employee

주소

Address

전화번호/팩스

Official Tel./Fax.

웹사이트
Official Website

서비스 브랜드
Serviced Brand

주식회사 옴니오
OMNIOGROUP Co,. Ltd.

2015년 7월 15일

15.Jul.2015

마케팅, 마케팅기획, 홍보, 전시 컨벤션 기획, 브랜드매니지먼트

Marketing, Business Consulting, MICE, Convention, Brand Management

10명

Employee of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길 56, 3층 ㈜옴니오

3F,56, 7Gil Yangwha-Ro, Mapo-Gu, Seoul, South Korea

070-8821-7058 / 070-7966-0203

+82.70.8821.7058 / +82.70.7966.0203

http://www.omnioinc.com
http://www.omniogroup.com

더와이제이, 래보드, 더블에이전시, 스튜디오에잇, 브라이트문아이앤씨
the YJ inc. the LABODE inc, Double Agency inc, Studio Eight inc, Brightmoon I&C inc.



ABOUT

DEPARTMENT

“남다른 생각의 또 다른 실천”

㈜옴니오는 사업부별로 구성된 4개의 부서를 기준으로

행사 및 마케팅 기획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상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이사

C.E.O

Marcomm

Dept.

Licensing

Dept.

Design

Dept.

Finance

Dept.

마컴
사업부

경영관리
&재경부

라이센싱
사업부

디자인
사업부



MARKETING

ACTIVITY

“Satisfaction beyond Valued Expectation”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옴니오의 PM들은 10년 이상의 현업 경력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그리는 핵심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Branding

C.I / B.I / E.I

캐릭터

CMS Website

모션그래픽

영상제작

CM SONG 제작

Client
Management

고객분류(예상/가망)

리워드 프로그램

북 클럽

파트너 포털

모바일 설문조사

Event

세미나/컨퍼런스/전시

워크샵/체육대회

인센티브 투어

하계 휴양소

온라인 세미나

송년의 밤

Materials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모바일 카탈로그

Edm / mdm

홍보노트

기념품

Promotion

월별/업종별/계절별 프로모션

윈백 프로모션

리베이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모션

채널 결제 다양화 프로그램

직원 성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PR

뉴스레터 발송

S,N.S 노출

키워드 광고

전문지/광고

홍보 기사 배포

Planning

연간 마케팅

플랜 세우기

마케팅

실행 캘린더



OMNIO

GROUP BUSINESS

Creative Design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Corporation Event

기업행사, 이벤트

Business Gift

비즈니스 기프트

Marketing Planning

& Solution
마케팅 기획 & 솔루션

- 세미나

- 신제품발표회

- 컨퍼런스

- 송년의 밤

- 워크샵

- 해외 인센티브 투어

- 체육대회

- 골프행사 등

- 행사컨셉 디자인

- 웹사이트

- 브로셔/카탈로그

- E-DM

- CI / BI / EI

- 일러스트레이션

- 대내외 프로모션 판촉물

- 특판 판촉물

- IT 인프라 전략 구축

- Mobility Brand Marketing

- 온라인 마케팅 툴 개발

- 연간 마케팅 전략기획

“옴니 밸랜스 마케팅 서비스 기획하다”

㈜옴니오은 사업부별로 구성된 4개의 부서를 기준으로

행사 및 마케팅 기획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상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RPORATION EVENT

“남다른 생각의 또 다른 실천”

기업에서는 핵심역량 외 나머지 마케팅업무는 전문화된 에이전시에

아웃소싱하여 위험요소를 분산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드릴 수 있도록,

㈜옴니오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은 기획 및 전략을 인하우스부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 시켜 드립니다. 

업무
분야

• 세미나

• 신제품 발표회

• 컨퍼런스

• 송년의 밤

• 워크샵

• 해외 인센티브 투어

• 체육대회

• 골프 행사 등

01.

강점

• 예산에 맞는 행사기획 및 제안

• 장소 섭외, 행사운영, 전문적인 디자인

• 행사 경험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 기획운영

02.



CREATIVE DESIGN

“남다른 생각의 또 다른 실천”

마케팅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비즈니스 스타일이 제시되는 미래에는, 특히

변화가 빠르고 뚜렷하게 전개될 시점에서는 디자인커뮤니케이션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컨셉, 스타일, 캐릭터, 그리고 컬러 등 스토리를 풍부하게 설정하여

한 단계 앞서 있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 드립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그 디자인에

필요한 컨설팅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기획이라면, OMNI DESIGN BALANCE,

㈜옴니오와 함께 하세요. 

업무
분야

• 행사 컨셉 디자인

• 기업 블로그, 웹사이트

• CI, BI, EI

• 브로셔, 카탈로그

• e-DM

• 일러스트레이션

01.

강점

•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직관적인 디자인 기획

02.



BUSINESS GIFT

“남다른 생각의 또 다른 실천”

㈜옴니오는 비즈니스 기프트 업무만 담당하는 상품 기획 전문가

(MD)를 운영하여, 최고의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 MD들은 비즈니스 트랜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회를 주기적으로 다니며,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생산공장과 협력관계를 맺어, 직영방식으로

ShopsAt 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기업 로고가 인쇄된 전용 포장지로 정성을 담아 포장해 드립니다.

업무
분야

• 전문 MD의 관리

• 업종 및 사용목적에

맞는 상품 제안

• 합리적인 가격

• 트렌디한 상품 제안

01.

강점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인 상품공급

• 공장 현지 운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 우수

02.



MARKETING SOLUTION
“남다른 생각의 또 다른 실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Chief Project Manager 중심으로,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플랫폼들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마케팅

정보를 전달, 행사 관리, 모바일 시스템, 자동 설문 기능 등

마케팅에 꼭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All-in-One Service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유용한 마케팅 툴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업무
분야

• 이메일링 시스템

(초청 e-DM 및 대량 발송)

• 스마트폰 참석확인

• 컨퍼런스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

• 참석자 기념품 보상 시스템

• 행사결과 분석 시스템

• M.I.C.E에 특화된 웹사이트 제작

01.



PROJECT

RECORDS

“Think About Philosophy – 맞추다. 그리고 그리다.“

지난 6년 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핵심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커스터마이즈 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 보다, 클라이언트가 그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남다른 철학이 수 많은 성공 프로젝트로 나타났습니다. 

More Experience, Value
더 많은 경험, 그리고 가치

프리미엄 스피커 론칭 문화마케팅 진행
서울 홍대 클럽 “롤링홀”

2015 ADEX 서울 에어쇼
성남 서울공항

2015



PROJECT
RECORDS

2016

Extravaganza 인력 및 행사지원
일산 킨텍스 홀

니폰이치소프트웨어 유저/기자간담회
인트라게임즈 행사 진행 | 우나&쿠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법인공시담당자 워크숍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외국기업협회 2016 외국기업의 날 행사운영
리츠칼튼호텔

한-아세안센터 제 4회 연계성포럼
여의도 전경련회관

2017

BenQ wit LED Stand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체험단 운영, SEM&SEO

2017 U-League 행사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일체
대회 전 일정 제작물

“Think About Philosophy – 맞추다. 그리고 그리다.＂

지난 6년 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핵심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커스터마이즈 된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 보다, 클라이언트가 그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남다른 철학이 수 많은 성공 프로젝트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경험, 그리고 가치

More Experience, Value



PROJECT
RECORDS

2017

몬스터헌터 월드 기자간담회
게임피아 행사 진행 | 리츠칼튼호텔

Assassin’s Creed Origins 배송 이벤트
특별 한정판 브랜딩 프로모션 이벤트

STEEP-Road to the Olympics 이벤트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 및 영상촬영 진행

컨텐츠마케팅서밋 2017 행사운영 진행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JUST DANCE 2018 G-STAR용 기념품 제작
Special Giveaway Package 구성, 제작

P-Counter 피칭영상 제작
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브랜딩 대행

“Think About Philosophy – 맞추다. 그리고 그리다.＂

지난 6년 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핵심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커스터마이즈 된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 보다, 클라이언트가 그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남다른 철학이 수 많은 성공 프로젝트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경험, 그리고 가치

2017 외국기업인의 날
행사운영 | 리츠칼튼호텔

B2B 포럼 2017 키 디자인 및 운영 진행
전경련회관

서래마을 빛축제
행사운영 | 서초구 서래마을

More Experience, Value



PROJECT
RECORDS

2018

“Think About Philosophy – 맞추다. 그리고 그리다.＂

지난 6년 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핵심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커스터마이즈 된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 보다, 클라이언트가 그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남다른 철학이 수 많은 성공 프로젝트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경험, 그리고 가치

메디큐브 브랜드 런칭쇼 행사 운영
웨스틴 조선 호텔

Digital Marketing Summit 2018 운영진행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More Experience, Value

대명 라이프웨이 메이 온 호스 행사 운영진행
대명 비발디 파크

Just Dance 2019 홍대 프로모션 이벤트
홍익대학교 거리 버스킹 이벤트

Bio Hazard RE:2 기자간담회
코엑스 오크우드 호텔 오크룸



PROJECT
RECORDS

2019

“Think About Philosophy – 맞추다. 그리고 그리다.＂

지난 6년 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핵심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커스터마이즈 된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 보다, 클라이언트가 그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남다른 철학이 수 많은 성공 프로젝트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경험, 그리고 가치

More Experience, Value

Devil May Cry 5 기자간담회
코엑스 오크우드 호텔 오크룸

Playstation Festa
유비소프트, 게임피아 부스 운영

DDP 산림 1터

The Division 2 Brand Day 운영 진행
게임이너스

Farcry : New Dawn 기자간담회
IBIS 프리미어 PDR

Our 
Journey 
Continues



GLOBAL

NETWORKS
옴니오 월드와이드는 대한민국 서울 본사, 싱가포르,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포틀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브랜치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HEAD OFFICE

In Seoul

NEW ZEALAND

In Auckland

US BRANCH

In Portland

ITALIA OFFICE

In Milan

ASIA OFFICE

In Singapore

JAPAN OFFICE

In Tokyo





VOLVO TRUCK KOREA

VOLVO World Golf Challenge 2016
DATE : 2016. 10. 18   Venue :  Benest Anasung C.C Attendees : VIP 60



GARMIN KOREA

Fenix 5 Brand Launching Showcase 2017 
DATE : 2017. 04. 18   Venue :  Plaza Seoul Hotel Attendees : VIP 50, Press 10



APR Corporation

“MEDICUBE” Brand Launching Showcase 
DATE : 2018. 10. 26   Venue :  Western Chosun Hotel Seoul Attendees : VIP 500, Press 100



CAPCOM

Biohazard Re 2, Devil May Cry 5 Media Showcase
DATE : 2018. 11. 05 / 2019.01.10     Venue :  Oakwood Premier Seoul Attendees : VIP 20, Press 50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KOREA

PS Festa: GAMEPIA, UBISOFT Booth
DATE : 2019. 03. 09     Venue :  DDP Art-Hall 1 Attendees : Approx. 10,000+



CAPCOM ASIA

Monster Hunter World Ice-borne Media Showcase
DATE : 2019. 06. 25     Venue :  Chungdan CGV Attendees : VIP 30, Media 60



UBISOFT ENTERTAINMENT S.A

UBIDAY KOREA 2019
DATE : 2019. 08. 03     Venue :  COEX Grand Ball-room Attendees : Approx. 6000+



Discovering The Key To Suc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