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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는 캠퍼스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CAMPUS DNA 올에프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설립년도 

직원수 

자본금

|주| 올에프 

한성일 

광고기획, S/W, 국제회의, 웹사이트 개발, 출판/인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남부순환로 2736 GnG빌딩 3층(지번:411-19) 
전화번호 02-529-3017 / 팩스번호 : 02-529-3016 
2001년 3월 마케팅 기업 설립 

30명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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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캠퍼스에서 탄생하여 최고의 대학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

 CAMPUS DNA 올에프

2001
마케팅 컨설팅 기업
㈜올에프 설립

2003
대학생 대상
광고매체 개발, 운영

2010
2010년 남아공 월드컵
KT 총괄대행사 선정

2013
2013 한국광고대상 대상 수상
(통합미디어 부문) 2014

대학생 교육할인
온라인 스토어  설립자격 및 증명사항

HISTORY

ㆍ 국제회의업  등록 

ㆍ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 시각디자인 부문                                                                                                                   
ㆍ웹 개발 연구소 설립 : 웹사이트 및 솔루션 개발 부문  
ㆍ직접생산 증명 : 출판, 인쇄, 광고물 부문 

ㆍ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확장 : 디지털 콘텐츠 개발  부문 

ㆍ디자인 연구소 설립 : 광고디자인 부문

2015
애플코리아 공식 AOC대행

2017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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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캠퍼스 DNA  
젊음과 역동성으로 똘똘뭉친 올에프는 단단한 조직력을 갖추고있습니다

 CAMPUS DNA 올에프

조직도

대표이사

BTL 사업부 온라인 사업부

디자인 실 전략기획 실 웹 개발 팀전략기획실 

전략 기획 디자인 영상 콘텐츠 실행 확산
ALLF
One Stop System 

[주] 올에프

디자인 기획
그래픽디자인

기획 팀

공모전 팀
홍보 팀

운영 팀

웹 개발 기획

웹 개발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 지원실

전략기획 1팀

전략기획 2팀

전략기획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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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캠퍼스 DNA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CAMPUS DNA 올에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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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PORTFOLIO - 대학생 서포터즈 분야

대학생 미소국가대표 K-Water 대학생 서포터즈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LH 대학생 생태환경 탐사대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 K-water 대학생 서포터즈 /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한국장학재단 지구별 꿈 도전단 / 한류산업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 `아우르기` / 이베이코리아 지마켓&옥션 SNS 투어단 

코웨이 그린메이커 /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 LH 대학생 생태환경 탐사대 / 한국장학재단 장학앰배서더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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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PORTFOLIO - 캠퍼스 프로모션 분야

대학생 교육 할인 스토어(AOC) / 레노버 캠퍼스 터치게임 빅매치 시즌1,2 / 네이버 스트롱에그 캠퍼스 페스티벌  

대학생은 무료배송 `웃어라 대학생!` / 비오템 캠퍼스 프로모션 / KT WARP 캠퍼스 프로모션 

X-BOX 캠퍼스 게임대전 / Play Station 찾아가는 캠퍼스 차량 부스 / 남아공 월드컵 캠퍼스 응원 페스티벌 (연고전)

KT WARP 스피드 게임대회 레노버 캠퍼스 터치게임 빅매치 X-BOX 캠퍼스 게임대전

남아공 월드컵 캠퍼스 응원 페스티벌_고려대학교 옥션 대학생은 무료배송_성균관대학교 비오템 캠퍼스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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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PORTFOLIO - 대학생 공모전 분야

한국관광공사 관광기념품 공모전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서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 서울로 7017블로그,사진 공모전 / 2017 안보사랑 콘테스트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대학생 지식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 고용노동부 소셜벤처 경진대회 / 2030세대 귀농귀촌 창업계획서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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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PORTFOLIO - 사회공헌(CSR) 마케팅 분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옐로우 카펫` / 옥션 나눔박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성밥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문화공연나눔 `꿈 같은 하루` / KBE하나은행 하나통일원정대 / 교원 바른인성 캠프 

삼성화재 임직원 드림 프로젝트 / IBK 사랑의 선물꾸러미 만들기 / 롯데하이마트 `사랑나눔` 캠프 / 삼성 희망나래 캠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옐로카펫 옥션 희망하우스_희망브리지 IBK 사랑의 선물꾸러미 만들기

롯데하이마트 `사랑나눔` 캠프 삼성화재 임직원 드림 프로젝트 교원 바른인성 캠프 옥션 사랑의 트랜스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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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코웨이 그랑블루 페스티벌 / 코웨이 의류청정기 론칭행사 / 코웨이 동치미 축제 / 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 데이  / CJ CUP골프대회 / CJ 비비고스테이션 

2018 코리아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 CJ제일제당 비비고 테이스티로드 / 2018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 / 애플 코리아 AOC / 코웨이 에코런 

YTN 서울타워 플라자 개관식 / 코웨이 우수고객 초청행사 / 코웨이 물쉼표 시간 대국민 캠페인 / 레노버 캠퍼스 터치게임 빅매치 시즌 1.2 / 2010 남아공월드컵 KT 

YTN 서울타워 플라자 개관식

2010 남아공 월드컵_KT 동치미 축제_코웨이 ECO RUN_코웨이

CJ CUP 골프대회_CJ제일제당 빅스마일데이_옥션, G마켓

PORTFOLIO - 브랜드 마케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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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PORTFOLIO - 무대 및 연출 분야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 / 코웨이 신년식(시무식) / 하나금융나눔재단 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 글로벌 기업가 정신 KOREA CAMP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 정책포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 1,000개 인증 기념식 / 한국관광기념품 시상식 / 이베이 수출스타 시상식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육성 멘토링 발대식 / LH 어린이날 기념 행사 / LH 신입사원 입사식 / 2010 남아공 월드컵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TED@Seoul 코웨이 신년식(시무식)

이베이코리아 수출스타 시상식유시민 작가 북콘서트_이베이코리아2010 남아공 월드컵_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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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PORTFOLIO - 전시 마케팅 분야

제주항공 항공시뮬레이터 부스 / 서울리빙디자인페어_코웨이 / 베이비페어_코웨이  

애견박람회_이베이코리아 옥션 / 베이비페어_옥션 / 스타일쉐어_G마켓  

로보월드_SKT / VOIP&IPTV WORLD_스카이프 / 스타일쉐어_쏘카 / 북경공항 KT 로밍센터_KT

제주항공 항공시뮬레이터 부스 서울리빙디자인페어_코웨이

베이비페어_코웨이 스타일쉐어_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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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개요  CAMPUS DNA 올에프

PORTFOLIO - 해외봉사/기업행사 분야

YTN 캐릭터 걷기대회 / LH 창립 3주년 어울림 한마당 / 한국장학재단 장학앰버서더 명량운동회 / LH 열린 노사 한마당 / 옥션 IAC BU 체육대회 

한국장학재단 장학앰버서더 해외봉사활동 : 캄보디아(씨엠립) / 코웨이 그린메이커 글로벌 탐방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로) 

KT 캠퍼스 프론티어 해외캠프 : 홍콩, 마카오 / 경기도 피클 PCC&UJ 글로벌 탐방 : 중국(베이징)

코웨이 그린메이커 글로벌 탐방 : 말레이시아 한국 장학앰버서 해외봉사활동 : 캄보디아

LH 열린 노사 한마당 YTN 캐릭터 걷기 대회 LH 창립 3주년 어울림 한마당

PORTFOLIO - 해외봉사/기업행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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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의 천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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