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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onomics: 
designing
for The 
principles of 
The modern 
workplace 수년간의 꾸준한 성과들로 축적된 노하우로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며, 

창조적인 공간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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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USTOMIZATION

작업공간 분석, 공간 플래닝, 세부기술 및 시방, 설치 조감 

렌더링 등 디자인 제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총괄 수행함으로

실시간 진행상황 공유

we offer full design services including: workplace strategy, typi-

cals development, 3d renderings, architectural & space planning, 

technicals specification, fabric and  finish selections, installation 

drawings, & field verific

our experienced, dependable, dedicated project managers pro-

vide you one point of contact for  all your needs. This team will 

work with you to custom tailor your project to your specific budget  

and schedule needs. here is what you can count on from the team 

- review and approvals process that includes: installation plans, 

product specifications and revisions. Product acknowledgements 

from all project vendors. coordination and scheduling amongst 

other trades. real time updating of  shipping/delivery schedules.

전담 프로젝트 팀이 디자인과 예산에 맞춰 고객에게 적합한 

토탈플랜과 제품을 제안

Between our creative design and experienced project manage-

ment teams we provide full floorplan product selection, budget 

pricing, and idea starters.  we partner with top environmentally 

friendly manufacturer’s to provide sustainable  offerings.  if you  

need furniture fast we have a quick ship program and can also 

provide pre-owned furniture.

맞춤가구를 전문적으로 제작 및 설치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및 색상 변경 가능

we offer a wide range of custom product applications. designed to 

order, the way you want it.

about  aUrUm

SPACE CREATOR, (주)오름은 모든 공간의 창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자

인 전문 회사 입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공간기획 초기단

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책임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유명 가구브랜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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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 RECONFIGURE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안정된 시공서비스

Installation and reconfiguration services are part of our menu of 

services we provide. full documentation, scheduling, and punch 

items are handled by the project management team. daily updates 

are provided with detailed call outs on specific items.

STORAGE & DISPOSAL
재고 운영으로 효율적인 A/S 사후관리 서비스

projects often require storage and warehousing services, we can 

do that. existing furniture you don’t know what to do with? recy-

cling and existing furniture removal is part of what we can provide.

DAY 7 SERVICES
빠른 대응, 7일 유지보수 서비스

What does Day 7 mean? After your office is fully furnished and shin-

ing bright; we maintain an updated inventory of your product on the 

current floor plan.   Adding workstations or need to reconfigure?   

no problem, you can contact the same team for any day to day 

work or future needs. we can provide ergonomic consulting for your 

employees to make sure they are working in a healthy way. we will 

continue to provide updates on future products that make the office 

more productive, efficient and a healthier place to work. An invest-

ment in office furniture, is also an investment in your people.



디자인하우스, MSD 코리아, IBM 63BD,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 BOEING 

이천 청소년수련관, 법무법인 신화, 알바코퍼레이션, 이에스건축사, 삼성의료원 VIP

SM 엔터테인먼트, TEC 코리아, 해외건설협회, 리하우스, 디자인포커스, 양평박물관     

2009.11 (주) 오름 설립,  TEKNION 한국공식 에이젼트, FURSYS 대리점체결

원익그룹 신사옥, 라마다호텔 인의동, 현대 블름비스타호텔, 전북 현대클럽하우스  

인텔코리아, 퀴아젠코리아, US ARMY, 삼성전자 서초사옥, 허쉬코리아, IBM, 대전,용산 

HP, 신라호텔, 삼주시스템, 횡성도서관, 양평도서관, 현대하이스코, 우리들교회, 신세계백화점 죽전

장신대 기숙사,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MC 미디어솔루션, 농식품 공무원교육원, 세경 하이테크

SK 홀딩스 CEO, 제일기획 CEO, 삼성엔지니어링 CEO    

블름버그코리아, BNYM 뉴욕뱅크멜론,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분당세무서

루이비통코리아, 인탑스 신사옥, 클리어리고클립 로펌오피스, 성남세무서

AVAGO 테크놀러지, 하나 PB센터, 캐나다대사관,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시스코 아셈타워, ADOBE, 바른세상병원, 파라다이스 카지노, 경기 이천시청, R&T 미디어 

KPX 그룹, 윈포시스, 동부팜한농, 태백 시립도서관, 영월 도서관, 용인도서관, 한국 남동발전

BMC 소프트웨어, 삼성화재, 동탄 문화복지센터, 블랙앤데커 코리아, 코스텔, SK PLANT CEO 

IBM 코리아, 마포 신라스테이 호텔, YTN 신사옥, 대한제강, 동양 E&P, 진학어플라이   

네이버 춘천연수원, 한국 코카콜라, 삼성 R&D 센터, 희림건축 신사옥, 한국건강관리협회    

EUKOR Car Carriers, 전경련 신사옥, 선도전기 신사옥, 삼성화재 연수원, 송도 OK센터

씨티뱅크 하우스, 덕동산업, 창원 창조경제 혁신센터, 진성기업, 신나는교회, 화성 상록골프장   

충북대학교 기숙사, 미래방사선 엔지니어링, 대방지엔지, 원익큐브, 동부스틸, 인하우즈  

한전 남부지사, 평택 상공회의소, 강원 창조경제 혁신센터, 아울칸, 노올스코리아, 성결교회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이천 효양도서관, SK D&D CEO, 동부그룹 회장실, 동일기계공업

Quadrifoglio 한국 공식 에이전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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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hisTorY

2009년 설립 이후, 오름의 플래닝 전문가들은 창조적인 공간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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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rTner

고객의 다향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유명브랜드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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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사람 그리고 환경의 접점을 

추구하는 TEKNION

TEKNION은 CANADA, TORONTO를 베이스로 설립된지 35년 되는 젊은 회사입니다. 디자인, 

사람 그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실용적이며 매력적인 사무용가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젊고 역동적인 

연구개발과 쳬계적인 통합시스템구축으로 현재 세계5위권 안에 드는 글로벌 오피스 리더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설립 : 1980년

본사 : CANADA TORONTO

지사 : MANHATTAN, NEW JERSEY, LONDON 

직원수 : 4,200여명

공식딜러 : 전세계 400명이 넘는 인증된 딜러

공장 : ONTARIO, QUEBEC, ALBERTA, STEWARTVILLE

       MINNESOTA, MALAYSIA 등 27개의 대규모 제조공장 운영 

       (ISO9001, 9002, ISO14001 등록) 

수상경력 : 100여 개가 넘는 국제기준 품질 & 디자인상 수상



1991년에 설립, 이태리 최대 생산규모와 안정된 시스템, 모던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가구 전문 

그룹입니다. 전문화된 5개의 브랜드로 나누어,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제품들로 이태리뿐만 

아니라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7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오피스퍼니처, QUADRIFOGLIO

설립 : 1991년

본사 : BASALGHELLE, ITALY

지사 : BRUCHAREST, ROMANIA

공장 : 20,000㎡ 

유럽, 아프리카, 중동, 죽미 등 세계 70여개국 수출

OFFICIT : 최고급 디자인 사무가구 브랜드

OFFSIT : 인체공학 의자 브랜드

KARBOXX : 기술력과 디자인이 결합된 조명기구 전문 브랜드

NYX BY KARBOXX : 새로운 모던 사무조명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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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50% 이상

대한민국 오피스가구 1위 브랜드, 퍼시스

설립 : 1983년

본사 : 서울 송파 오금동

직원수 : 336명

공장 : 안성, 평택 충주1/2, 음성 

쇼룸 & 센터 : 국내최대 오금동 쇼룸 & 전국 5개지역 센터

수상경력 : 세계 3대 디자인상 외 & 다양한 환경, 품질인증

ILOOM : 생활, 학생, 혼수가구 브랜드

SIDIZ: 인체공학 의자 브랜드

BAROS : 물류 및 서비스 브랜드

퍼시스는 국내최초 1989년 가구연구소를 설립하고 가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국내외 사무환경부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조직, 

공간, 환경에 관한 과학적인 진단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our 
SHOW     ROOM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기 위해 항상 변화하는 오름 쇼룸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에너지 가득한 클라이언트와의 작업공간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a hUman-
cenTered 
archiTecTUre 
and spaces 
ThaT enhance 
prodUcTiViTY 
and 
well-Being

오름 시공팀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보수는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INSTALLATION IMAGES



Client
Type
Location
 

heerim  archiTecTUre
loose fUrniTUre, cUsTomiZe
ferrUm Tower

clearY goTTlieB LAW FIRM OFFICE

design does matter aurum INSTALLATION IMAGES16 17



Client
Type

Location 

IBM KOREA
SYSTEM  FURNITURE
LOOSE FURNITURE
CUSTOMIZE
IFC 3

IB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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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ype
Location
 

loUis VUiTTon korea 
sTorage, cUsTomiZe
gangnam-daero

Client
Type
Location

pdm inTernaTional
sYsTem & loose fUrniTUre, cUsTomiZe
sfc Bd

SAUDI ARAMCO LOUIS VUITT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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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ype
Location
 

wonik
sYsTem & loose fUrniTUre
pangYo-ro, wonik Bd

Client
Type
Location

eUkor car carriers 
sYsTem fUrniTUre, cUsTomiZesfc Bd
gfc Bd

EUKOR CAR CARRIERS WONI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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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ype
Location
 

lrealYsgroUp 
sYsTem fUrniTUre & Task chair
cenTer 1 Bd

Client
Type
Location

hYUndai-asan
cUsTomiZe & loose fUrniTUre
YangpYeong

THE BLOOMVISTA HOTEL BLOOMBER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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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ype
Location
 

Jones lang lasalle
sYsTem & loose fUrniTUre
ifc 1 Bd

BANK OF NEW YORK ME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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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공간,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커뮤니티,

공간 그 이상의 행복, 오름이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