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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소통EVENT SERVICE
각종 행사 맞춤 전문

'알뜰 소통EVENT SERVICE' 란

워크샵, 단합대회, 간담회, 동호회 행사 등 각종 소통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행사 맞춤 전문 서비스입니다.

소모임 행사
●간담회
●동호회 행사 등

기념 행사
●창립기념식
●시무식 등

연수성 행사
●워크샵, 팀파워
●세미나 등

단합행사
●체육대회
●야유회 등

결혼식
●피로연
●예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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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사를 저렴한 가격에 
ONE-STOP으로...

특별 서비스

One-Stop 서비스

행사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전문 상담사를 통해  
One-Stop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찾아가는 배송 서비스

고객님의 중요한 순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형 : 파리바게뜨 축하케익 + 샴페인 : 3만원~
●맞춤형 : 케익, 꽃다발, 다과, 간식 등 맞춤형 제공
●진행 단계:  상담을 통한 제품 결정 계약 

→ 월단위 배송정보리스트 접수  
→ 대금청구 및 결제

기념일 관리 서비스

임직원 및 가족의 기념일을 챙겨드립니다.

식사
(행사용 식사, 도시락, 뷔페)

단체용품
(기념품, 단체복·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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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054-220-7454 / 광양 061-790-1573

One-Stop Service

Economical Service 

대표전화  1661-8517(바로일처리)대표전화  1661-8517(바로일처리)

포항 054-220-7454 / 광양 061-790-1573



식사 Catering 다과 및 간식 단체용품 행사용품

결혼식 컨설팅 서비스

다양한 행사에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요리사와  

숙련된 서비스 요원들이 한 팀이 되어 완벽한 연회 연출을 책임지며,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은 기본으로 아시안 요리에서 즉석 바비큐 요리

를 망라하는 차별화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저희의 정성과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전문영양사

와 메뉴운영팀이 재료의 신선도 및 레시피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고객님께서 믿고 드실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장소

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식재료와 맛깔스러운 식단으로 만나보세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 컨셉과 규모, 예산에 맞춰  

다양하고 품격 있는 메뉴를 제안해 드립니다.

웨딩분야 최고의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에 웨딩촬영, 신
혼여행, 한복, 예물, 남성정장, 폐백 준비를 한자리에서 준비하실 수 있
습니다. (포항지역에 한함, 시중 대비 20~30% 저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인력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없이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과 
고품격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단체용품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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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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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야유회 등 행사 유형에 맞는 간식 상품 및 매장과 동일한  

퀄리티로 제공되는 베이커리&커피 등 단체 조식 및 간식의 배달, 세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사 식사(야외행사 지원)

도시락 (소통형,알뜰형, 프리미엄형)

뷔페

평범함을 거부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립기념식, 세미나, 시무식/

종무식 등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 케이터링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프로모션 리셉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의 행사에서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포스웰만의 Trendy하고 감각적인 무드의 파티 Style

을 연출해 드립니다.

다과 Catering

창립기념식, 정년퇴임식,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 행사 특성과 예산

에 맞춰 최적의 기념품을 제안해 드립니다. 

기념품 제작

기업행사, 체육대회, 야유회, 각종모임시 

필요한 행사용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렌탈해 드립니다.

행사용품 렌탈 서비스

현수막, 초청장, 안내문 등 행사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을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 서비스

단체행사시 직원들간의 단합을 위한 단체복, 회사의 화합 및 통일감 

있는 서비스를 위한 유니폼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작해 드립니다.

※각종 브랜드 주문 가능

단체용품(단체복 등)간식 Catering

원규스튜디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