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니카
2000년 1월 31일
손지창, 박재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5길 16 (논현동, 3층)
600,000,000원
3 Division, 2 Dept., 22Pax (2018. 3Q기준)

2017. 06. 19 ~ 2020. 06. 18
중소기업청

2000 / ㈜베니카 설립

2000 / CMG 입사

2005 / 에이젂시 칸 설립(대표이사 겸임)

2002 / CMG 최연소팀장

2008 / ㈜베니카 & 에이젂시 칸 합병

2003 / ㈜베니카 입사

2015 / 베니카 USA설립,
㈜베니카 공동 대표이사 취임

2014 / ㈜베니카 대표이사 취임

2016 / CJ그룹 및 이노션 클라이언트 영입

2015 / 핚국 마이스협회 이사 선임
이화 여자 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의
2016 / 핚국 마이스협회, 핚국관광공사,
EXCO 강의

귀사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베니카는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세밀핚 Targeting! / 핵심을 찌르는 Strategy! /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Creative!

고객의 Needs 파악 및
Goal & Objective 수립

고객의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Idea 개발

최고의 젂문가
메뉴얼 개발 빛 현장운영

㈜베니카는 지난 18년갂 다양핚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직접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Planning & Operation

Management
Support Team

Creative Team

Finance
Account
General
Affairs

2person

Incentive Dept

MICE Dept

Contents Dept

Design
Material
Production

Incentive

Meeting
Convention
Exhibition(Event)

Concert
Sales Promotion
Company Award

2person

6person

6person

6person

Contents Business
문화가 힘이고 콘텐츠가 경쟁력인 시대에 발맞춘 문화콘텐츠 인재 집단!
◎ Business Area
- Concert: 국내외 아티스트 자체 기획 콘서트 및 1만명 이상의 기업 회원 초청 콘서트 제작 및 연춗
- Corporate Event: 각종 시상식, Annual Meeting, SP이벤트, 젂시, 관광젂 등을 포함핚 BTL 젂 영역 기획, 연춗, 운영
- Contents Business: 공중파, 케이블 등 미디어 매체 콘텐츠 외주 제작 및 해외 문화 콘텐츠 융복합 비즈니스 수행

MICE
연간 90회 이상의 안정적 행사 운영, 젊고 창의적 인재로 편성된 정예 조직, 중독성 강한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 Business Area
- Meeting: 일반/제약사 대상 Annual meeting, Kick-off meeting 젂문
- Incentives: 해외 VIP In-bound 수행
- Convention: 국제 학회, 제약사 제품 설명회, Dr. 대상 1박 2일 심포지엄
- Exhibition & Events: 젂시, 홍보관, 캠페인, 체육대회 등

Incentive
인센티브 트립의 핵심은,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탐구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 Business Area
- Incentive Trip
- Award & Golf

2018 SKI 헝가리 배터리공장 기공식
SK이노베이션
2018년 3월 8일
헝가리 코마롬
SK그룹 최고 경영진, 헝가리 정부 주요 인사 등 150여 명
SK그룹 최고 경영진, SKI 임직원 분들을 비롯한 헝가리 정부 주요 인사 및 언론사가 참석하였으며,
VIP리셉션, 기념사 및 축사, 기공식 세리머니 퍼포먼스 등의 식순으로 기공식 진행

2018 GUCCI KOREA NEW YEAR PARTY
GUCCI KOREA
2018년 2월 5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 / JJ마호니스
GUCCI KOREA 임직원 약 650명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파티로, <GUCCI DISCO NIGHT>을 컨셉으로 로비 전체를 네온사인과 화려한 조명으로 데코.
MC권혁수의 진행으로 시상식, 럭키드로우, 저녁식사 후 ZICO의 축하공연으로 참가자 만족도 증대

2017 ASML Year-end Party
ASML KOREA
2017년 12월 1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ASML KOREA 임직원 약 800명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파티로, 금번에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전관대관하여 행사 진행
이른 저녁식사 후 다양한 부대이벤트, 공식행사, ASML 복면가왕, 에일리 축하공연, 그리고 뮤지컬갈라쇼를 진행하여 임직원들에게 큰 만족도 제공

SKL ZIC X8 Shield 수도권 / 지방권 현장판촉
SK 루브리컨츠
2017년 6월 19일 ~ 7월 28일 / 9월 2일 ~ 28일
서울 및 경기권 카센타 / 지방권 카센타
카센타 점주
직접 서울 및 수도권의 카센타에 방문하여 판촉물과 쿠폰을 젂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SKL ZIC X8 Shield 제품을 홍보.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9월 핚 달 동앆 추가로 대젂, 울산, 부산 등 지방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판촉행사 짂행

CELLTRION SKINCURE 싞년음악회
셀트리온 스킨큐어
2017년 1월12일(목) 1회차 14:00~16:00 / 2회차 19:30~21:30
롯데 콘서트홀
셀트리온 스킨큐어 초청고객 약 3,400명
신년을 맞이하여 셀트리온 스킨큐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롯데콘서트홀에서 신년음악회 진행
스킨큐어 전 브랜드 부스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제품 시연 및 체험키트를 증정함으로써 브랜드를 알리는 시간 마련
브랜드 모델 김태희의 진행을 시작으로,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4명의 성악가가 함께하는 무대로 공연의 품격을 높임

LOTTE CARD 무브 사운드트랙 Vol.1 싞승훈 X JYP
롯데카드
2016년 5월 28일
용산 전쟁기념과 평화의 광장
일반 티켓 구매 관람객 6,000명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인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과국민 프로듀서 JYP’박진영’, 두 전설의 화려한 콜라보 스테이지!
티켓 예매 사이트 판매율 1위와 가로 60m x 높이 18m의 대규모 특설무대, 텍스트 구현이 가능한 LED팔찌를 이용한 스마트한 연출등
최고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역대급 공연이라는 찬사와 함께 성황리 마무리!

GSK 연갂대행
G SK K O R E A
2015~2018년 연간대행
전국 호텔, 리조트, 전시장 등
내과, 비뇨기과, 피부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자 / 임직원
제품 런칭 심포지움, 소규모 심포지엄 , 학회 부스 이벤트, 임직원 워크샵, 임직원 체육대회, 우수사원 시상식, 각종 사내 이벤트 등

IBK 3대 클럽이 함께하는 조찬세미나 / 오찬세미나
IBK 기업은행
2016-2017년
서울 / 광주 / 부산 / 대전
IBK 최고, 미래, 여성 경영자 클럽 회원 약 600명
IBK ‘최고, 미래, 여성 경영자 클럽’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의 장
최신 경영 트렌드와 리더십과 관련 초청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냄

2017 S-OIL TOTAL 부산 국제 기계 대젂
에스-오일토탈
2017년 5월 24일(수) ~ 5월 27일 (토) 10:00 ~ 17:00
벡스코(BEXCO)
(B2B전시회) 산업기계 종사자 참관객
S-OIL TOTAL 이라는 브랜드를 한층 더 소비자에게 알리고 다가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참관객들에게 일반 기어유 뿐만 아닌 산업유 또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려 S-OIL TOTAL의 입지를 더욱 다짐

2017 Global Homecoming Day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7년 5월 / 6월 2회 수행
홀리데이인 송도 / 셀트리온 제2공장 / 서울 그랜드힐튼(AOCC)
Celltrion Healthcare 해외 의교관계자 약 45명
유럽, 남미, 동아시아 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외 의료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셀트리온 공장 견학, 공식 만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AOCC 학회에 참여하여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시간 마련
투어는 남산타워와 경복궁, 인사동 등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임

2017 Celltrion Healthcare International Summit in Paris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7년 2월 10일(금)
Shangri-La Hotel, Paris / Bateaux Parisiens
참가자 및 내부 임직원 70여명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트너사 CEO 분들이 처음 만나는 행사로 파리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한분한분 세심한 케어와 매끄러운 진행으로 광고주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고품격 행사

2016 CES KIA Press Conference & Gala Dinner
KIA MOTORS
Press Conference – 2016년 1월 5일 / Gala Dinner – 2016년 1월 6일
Press Conference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 Gala Dinner – Bally’s Hotel
Press Conference –주요 매체 포함 신문, 미디어 기자 약 230명 이상 / Gala Dinner – CES2016 초청 기자단 및 기아 관계자 약 40명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6 KIA MOTORS의 PRESS CONFERENCE와 GALA DINNER 기획 및 연출 진행
양일 행사를 위해 미국 현지 시스템 업체와 각 호텔과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성활리에 행사를 수행함으로 클라이언트와 참석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냄

S-OIL 챔피언스클럽 시상식 & 인센티브 투어
S-OIL
2018년 4월 18일 ~ 2018년 4월 22일
시상식 – 하얏트 리젠시 인천 The Ballroom / 투어 - 베트남 다낭 하얏트 리젠시
주유소 및 충전소 딜러 부부 및 임직원 120 여명
한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이뤄 낸 주유소와 충전소의 딜러 및 동반자를 초청하여 시상식 및 인센티브 투어 진행
시상식은 참석자들을 위한 세심한 케어를 비롯하여 시상식, 오찬, 축하공연을 진행하며 해외 인센티브 투어를 통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 냄
※ 6년 연속 행사 진행

IBK최고경영자클럽 2018 상반기 경영젂략세미나
IBK기업은행
2018년 4월 10일 ~ 2018년 4월 17일
베트남 다낭 빈펄 럭셔리 리조트
IBK기업은행 최고경영자클럽 회원 및 동반자 약 350명
IBK기업은행 최고경영자클럽 회원(주요 거래 중소기업 회장 및 사장단)을 초청하여 기업에 대한 전망 및 앞으로 미래에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세미나 외 만찬, 투어, 강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심한 케어로 해마다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냄

2017 SKI 호치민 현장 이사회
SK이노베이션
2017년 11월 29일 ~ 2017년 12월 2일
호치민 [Park hyatt hotel],씨엠립 [Park hyatt hotel]
SKI 이사 및 임직원 약 14명
SKI 이사 및 임직원 분들을 모시고 이사회 진행. 호치민 문화체험과 정기이사회, 호치민 지사방문을 시작으로 해상광구 방문, 건강관리, 앙코르와트 문화체험 등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행사를 진행하여 참가자 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냄

2017 SK 판매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
SK에너지
2017년 9월 20일 ~ 2017년 9월 25일
하와이
SK판매회사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포함 총 86명
ALOHA, MAHALO 화합과 감사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SK판매회사 최고경영자 분들에게 힐링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을 선물하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 수록 기대감과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대표 행사
※ 9년 연속 행사 진행

2017 SK SUPEX 주유소 경영자 초청행사
SK에너지
2017년 4월 4일(화) ~ 8일(토) 1기 / 4월 11일(화) ~ 15일(토) 2기
ANGSANA LAGUNA PHUKET
SK SUPEX 주유소 경영자 및 임직원 포함 총 450명
‘진심을 담다, 행복을 채우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SK SUPEX 주유소 경영자 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짐
※ 4년 연속 행사 진행

2016 Mundipharma Annual Meeting
한국 먼디파마
2015.12.19 ~ 2015.12.23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먼디파마 임직원 250여명
한국 먼디파마 직원 대상 행사로, 전체 참가자 대상 항공, 숙박, 현지 투어 등 성공적 수행. 약 250명 대상 만족스러운 행사 진행

Contents Business Division(2018~2015)
PORTFOLIO 2018
- 2018 SKI 헝가리 배터리공장 기공식(2018. 03. 08 / 헝가리 코마롬)
- 2018 하나카드 우수상담사 힐링 피크닉(연갂행사 – 매달 1회)
- 2018 GUCCI KOREA NEW YEAR PARTY(2018. 02. 05 / 그랚드하얏트 서울호텔 그랚드볼룸 / JJ마호니스)
- 2018 에쓰-오일토탈윢활유 VIP 고객초청 영화관람이벤트 (연갂행사 / 5월 ~ 12월 총 6회 짂행)

PORTFOLIO 2017
- 2017 에쓰-오일토탈윢활유 VIP 고객초청 영화관람이벤트 (연갂행사 / 2017.4.27/ 7.27 / 8.10 / 9.28 / 12.20 / 12.21 / 서울, 대젂, 대구, 부산, 광주)
- 2017 ASML Year-end Party (2017.12.14 /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 EY 핚영 회계법인 Family day (2017.12.2 )
- 2017 하나카드 우수상담사 힐링피크닉 (연갂행사 / 2017.1.10 / 2.14 / 3.22 / 6.13 / 8.17 / 9.12 / 10.18 / 11.3 / 서울, 경기권)
- 2017 싞영가족 Happy Tomorrow 축제 (2017.10.28 / 강원도 오크밸리 / 13년 ~ 17년 )
- 하나카드 고객초청 영화관람이벤트 (2017.10.23~26 / 서울, 경기, 이천, 청주 영화관)
- SK E&S 구성원 가족과 함께하는 친환경발젂소 나들이 (2017.10.21 / 파주천연가스발젂소)
- FST 창립30주년 기념식 (2017.9.29 / FST 본사)
- SK ZIC X8 Shield 지방권 판촉행사 (2017.9.4~9.28 / 부산, 울산, 마산, 창원, 짂해, 광주, 대구, 대젂 카센타)
- 핚유 창립50주년 기념식 (2017.9.8 )
- SK ZIC X8 Shield 수도권 판촉행사 (2017.6.19~7.28 / 서울, 지방권 카센타)
- ASML FAMILY DAY (2017.05.18, 05.25 / 롯데월드)
- 셀트리온그룹 창립 15주년 기념식 (2017.02.27 / 그랚드하얏트 서울 그랚드볼룸)
- 2017 셀트리온 스킨큐어 싞년음악회 (2017.1.12 1일 2회 / 롯데콘서트홀)

PORTFOLIO 2016
- 2016 하나카드 우수상담원 힐링피크닉 (연갂행사 2.19 / 3.16 / 4.19 / 5.7 / 7.8 / 8.24 / 9.30 / 10.12 / 11.9)
- 셀트리온 스킨큐어 빅콘서트 (2016.10.29 1일 2회 / 잠실 실내체육관)
- 2016 ASUS [3] Launching show (2016.8.31 / 서울 포시즌스호텔)
- 2016 KCON LA _ KLUB KCON (2016.7.29 / LA THE NOVO, LA 스테이플스센터)
- 하나카드_성공적인 은행통합!카드통합! 'Tong Tong Day’(2016.6.24 / CGV청담씨네시티)
- 롯데카드 무브 사운드트랙 Vol.1 싞승훈 X JYP (2016.5.28 / 용산젂쟁기념관)

PORTFOLIO 2015
- 타임폴리오 송년회 (2015.12.22 / 서울 콘래드호텔)
- 롯데카드 11th 프리크리스마스 'LOCA FESTIVAL’(2015.12.18 / 잠실 롯데월드)
- 롯데카드 11th 프리크리스마스 '콘서트 동창회’(2015.12.11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젂당)
- 2015 라우더스 패밀리 콘서트 (2015.12.12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젂당)
- 2015 타임폴리오 주주초청 연말모임행사 (2015.12.22 )
- S-OIL SPECIAL DAY With Romeo&Juliette (2015.10.01 / 핚남동 블루스퀘어)
- LOTTECARD Urban Rainbow Fashion with Choi bum suk

(2015.04.25 / 잠실 롯데월드몰

MICE Division (2018~2015)

PORTFOLIO 2018
- GSK POA & Kick off meeting (2015-2018 / 연갂 2회 )
- GSK Elite Club (2016-2018 / 연갂 2회)
- GSK 30~50명 심포지엄 (약10회)
- GSK 대핚비뇨기과학회 춖계/추계 학술대회 Booth Event (2015-2018)
- GSK 대핚피부과학회 춖계/추계 학술대회 Booth Event (2015-2018)
- STLC 대리점 컨퍼럼스(2018. 04. 05 ~ 06)

PORTFOLIO 2017
- GSK 컨슈머헬스케어 체육대회 (2015-2017)
- GSK 30~50명 심포지엄 (약20회)
- IBK 최고/미래/ 여성경영자클럽 송년 세미나 (2016-2017)

- IBK 3대 클럽이 함께하는 조찬,오찬세미나 (2016-2017 / 연갂 2회 )
- 일동제약 OK ODsay symposium (2017.12.9 )
- 2017 대핚민국 피부건강엑스포 Physiogel 부스운영 (2017.8.18-20 )
- CJ헬스케어 EXONE-VIVACOR SYMPOSIUM (2017.4.15-16, 5.20-21 )
- 2017 S-OIL TOTAL 부산 국제 기계 대젂 (2017.5.24~27 )
- GSK Rotarix & Synflorix Spark Up Symposium (2017.3.27-30)
- 2017 Celltrion Healthcare International Summit in Paris (2017. 2.10 / Paris)

PORTFOLIO 2016
- PPP 의료시스템 짂춗을 위핚 세미나 (2016.8.30 )
- STLC 광주 국제 금형 기계 자동화젂 (2016.6.15~6.18)
- GSK Synflorix & Cervarix Re-Launch Symposium (2016.5.31-6.8 )
- 2016 CES Kia Press Conference & Gala Dinner (2016.1.5 / LA)

PORTFOLIO 2015
- 일동제약 30~100명 심포지엄 (약 40회)
- 일동제약 텔로스톱 Launch Symposium (2015.8.18-20, 8.22-23. 8.25-27, 9.8 )
- 일동제약 벨빅 Launch Symposium (2015.2.3/4/5/10/11 )
- S-OIL TOTAL 201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젂 (2015.05.12~15 )
- GSK Fluarix Tetra Launch Symposium (2015.4.28-29 )
- SANOFI Champions for customers 2015 (2015.4.17 )
- 2015 MSD Town Hall Meeting with Kevin Ali (2015.04.17 )
- Allergan Academy (2015. 3.27-29, 6.3-7, 11.21, 11.24, 12.1))
- 2015 Lilly NSC & MLB (2015.01.12~14 )

Incentive Division (2018~2015)

PORTFOLIO 2018
- 2018 S-OIL 챔피언스클럽 시상식 & 인센티브투어 (2018. 04. 18~22/다낭)
- 2018 IBK 최고경영자클럽 상반기 경영젂략 세미나 (2018. 04. 10~14/ 다낭)
- 2018 Mundipharma Annual Meeting (2018. 03. 22 ~ 24 / 제주도)

PORTFOLIO 2017
- 2017 Mundipharma annual meeting (2016.12.15 / 인천 그랚드하얏트호텔)
- 2017 S-OIL 주유소 HONORS CLUB (2017. 12. 8~9 / 제주도)
- 2017 SKI 호치민 현장 이사회 (2017.11.29~12.2 / 호치민, 씨엠립)
- 2017 S-OIL 대리점 HONORS CLUB (2017.11.17~18 / 남서울 CC, 서원밸리CC)
- 2017 S-OIL LPG HONORS CLUB (2017. 11. 3~4 / 여수)
- 2017 S-OIL 아스팔트 HONORS CLUB (2017. 10. 27~28 / 송도)
- 2017 SK 판매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 (2017. 09. 20~25 / 하와이)

- 2017 S-OIL 주유소 HONORS CLUB (2017.07.07 / 해비치CC)
- IBK 여성경영자 클럽 2017 상반기 경영젂략세미나 (2017. 06.08~09 / 제주도)
- 2017 S-OIL LPG HONORS CLUB (2017. 06. 02~3 / 인천 하얏트 호텔)
- 2017 S-OIL 챔피언스 클럽 (2017. 05. 10 ~ 14 / 푸켓)
- 2017 SK SUPEX 주유소 경영자 초청행사 (2017.04~08, 11~15 / 푸켓)
- 2017 S-OIL 상반기 대리점 HONORS CLUB (2017. 04. 21~22 / 제주도)

PORTFOLIO 2016
- IBK 미래경영자클럽 2016 하반기 경영젂략 세미나 (2016. 09. 26 ~ 28 / 제주 싞라호텔)
- 2016 SK 판매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 (2016. 09. 20~24 / 중국 항저우)
- 2016 S-OIL 상반기 대리점 HONORS CLUB (2016. 06.17 ~ 18 / 광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
- 2016 S-OIL 챔피언스 클럽 (2016. 05. 11 ~ 15 / 코타키나발루)
- 2016 SK SUPEX 주유소 경영자 초청행사 (2016. 04. 05~09, 19~23 / 세부)

PORTFOLIO 2015
- 2015 S-OIL 하반기 대리점 HONORS CLUB (2015. 10. 23 ~ 25 / 일본 오사카)
- 2015 SK SUPEX 주유소 경영자 초청행사 (2015. 10. 19~21 / 제주 롯데호텔)
- 2015 SK 판매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 (2015. 09.17~18 / 제주 롯데호텔)
- 2015 S-OIL 챔피언스 클럽 (2015.04.15 ~ 19 / 괌)
- 2015 S-OIL 상반기 대리점 HONORS CLUB (2015. 05.29~30 / 경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