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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란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Overview

Overview

믿을수있는

열정이가득한

프로의책임과업무
수행력

믿음, 전문성,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기업세미나운영

“아이엠파트너 만의 기업 세미나 운영 노하우”



IMPARTNER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운영관련 컨설팅, 전문인력 섭외, 각종 장비 및 물자 렌탈 등 보다 편하게 업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사운영컨설팅

저희 IMPARTNER에서는 무료로운영관련컨설팅을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축제, 프로모션, 캠페인 등 새롭게 시작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인력 컨설팅과 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IMPARTNER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의전및모델

모델
MODEL

의전행사
EVENT

프로모터
PROMOTER

언론 보도, 광고, 홍보 등 다양한 전문 모델 및 프로모터 약 200여명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분의 요청사항에 맞게 사전 프로필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필 컨텍 후 불만족 시 몇 번이고 다시 프로필을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PROCESS

행사 관련
문의 사전 미팅 견적서

작성
사전

프로필 면접
요청 시

실물 면접 진행 행사 운영



아이엠파트너강점

Overview





IBM 세미나 연간 운영 대행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에 약 50~60건 IBM 세미나 운영 대행



기업 세미나 운영
2020 미래에셋 OCID 포럼, 2020 호반건설 공모전 시상식



2019 다시 쓰는 영등포 행사
현장 운영 및 인력대행



2021,2022 여의도 봄꽃길 운영 및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일평균 64명씩 8일간 투입 , 2022년 일평균 40명씩 6일간 투입



2022 영등포 문화도시 선포식
전체 행사 기획 및 운영



2022 영등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위촉식
행사장 전체 조성 및 운영 지원



2022 희망디딤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워크숍
전체 행사 기획 및 운영 / 퍼실리테이션 운영



2021,2022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운영
현장 운영 및 인력대행



2022 체육인이 바란다
현장 운영 및 인력대행



2022 하나은행 무비투나잇 임직원 초청행사
전체 행사 기획 및 운영 대행



포켓몬 멘토링 스쿨 연간 운영대행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주 전국 8~12개 지점 행사 운영



2021 나인피크 마라톤
현장 운영 및 인력대행



2021 제1회 웰니스 페스티벌
현장 운영 및 인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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