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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 Point

우리는 감동을 실현합니다.

우리는 한국 최고의 전망과 위치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매일 고객만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피벗포인트 입니다.



EVERYTHING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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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포인트의 서비스드 오피스는 별도의 공사나 가구 준비 없이도 

즉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비 되어 있는 

사무환경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드 오피스
Serviced Office

- 1인부터 원하는 인원이 입주 가능한 170개의 다양한 사무실

- 사용 목적에 따라 Hourly, Daily, Monthly 등 단기 임대 가능

- 기능적이고 편안한 최고급 수입 가구 완비

- 사무실 관리 및 유지 (일 1회 청소, 조명, 중앙 냉난방, 보조 전력)

- 개인 전용 전화선, 디지털/IP 전화기 및 전화번호 (전화요금 별도)

- 24시간 출입 가능

사무실 Office

- 최첨단 프레젠테이션 설비를 갖춘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및 강의실

회의실 및 강의실 Conference Room & Training Room

- 모든 방문객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응대 및 안내

- 고객의 회사명으로 응대하는 전문 비서진의 외국어 응대 서비스

- 고객 부재 시 메시지 전달 (전화, 메일, SMS)

- 우편, 퀵서비스, 택배 및 해외 우편물 등을 수신/발신

-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각종 예약 서비스 (호텔, 항공권, 식당 등)

- 그 외 플라워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무업무지원 서비스

비서 서비스 Secretarial Service

– 고객사 별 우편 분류 및 전달 서비스, 문자 전송 서비스

우편함 Mailbox

– 고객사 명판 제작 및 등재

– 전문 비서로 구성된 리셉션에서의 내방객 안내 서비스 제공

–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는 신문과 잡지

리셉션 및 로비 Reception & Lobby

–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전동 의자가 구비된 편안한 수면실

수면실 Nap Room

– 개인 통화를 위한 프라이빗한 전화 통화 공간

폰부스 Phone Booth 

– 멋진 한강 전망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객 전용 라운지

– 매일 제공되는 조식 및 고급 커피, 각종 티와 음료

– 다양한 사무기기 비치 (복사기, 제본기, 코팅기, 문서분쇄기 등)

카페와 라운지 Café & Lounges

- 초고속 인터넷 라인 제공 (1Gbps)

- 공인 IP 주소 제공

- 고객사 별 독립적 Network 구성

- 서버, 라우터, 스위치 및 IT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IDC 이용

- 방화벽 구성으로 바이러스 차단 및 안정적인 인터넷 관리

- 대외, 대내 보완 유지 강화된 카드키 시스템

- 센터 출입구 및 복도에 설치된 CCTV로 철저한 보안관리

IT 서비스 및 보안 IT Service & Security System

– 주차 및 아셈타워 창고 사용

– 센터 내 개인 락커

주차, 보관창고 및 락커 Parking, Storage Space & Locker

- 업무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고 폭 넓게 제공

- 사무용품 주문, 명함, 브로셔 등 사무 관련 인쇄물 협력업체 연계

- 다양한 사무기기 구비

- 법인설립, 리로케이션, 회계업무 등을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대행

- 그 외 번역, 통역, 통관 등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원 업무 협력

업체 연계

- 고객과 방문객에게 최상의 커피, 티 또는 음료 제공

- 제휴업체 (호텔, 피트니스 센터, 이사 등) 를 통한 프로모션 및 서비스 제공

부가 서비스 Additional Service



사업설명회, 기자간담회, 사내교육 등 다양한 고객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하여 여러 규모의 회의실 및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숙련된 비서진이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EVERYTHING 
YOU NEED TO RUN A

SUCCESSFU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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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Training Room

- 중소규모 강의에 적합한 강의실 (20인까지 수용 가능)

- 최첨단 프레젠테이션 설비 (빔 프로젝터, 초고속 인터넷)

-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연단

부가서비스  Additional Service

- 리셉션 공간과 숙련된 비서의 안내 서비스

- 센터 입구에 위치한 회의 안내 화면

- 대회의실 사용 VIP 고객들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 다양한 케이터링 서비스

- 업무지원 서비스 (복사, 제본, 스캔, 프린트 등)

회의실 및 화상회의
Conference Room

대회의실  Boardroom

- 간담회, 사업설명회, 임원회의, 워크샵 및 교육 진행에 적합한 회의실

(최대 30인 수용 가능)

- 최첨단 프레젠테이션 설비

(72인치 LED모니터, 빔 프로젝터, 초고속 인터넷)

- 장시간 회의에도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Eames

의자 구비

- Conference call 기능이 내장된 전화기 제공

- 음향시설과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연단

중소회의실  Mid-small Conference Rooms

- 중소규모 회의에 적합한 회의실 (4인~10인 수용 가능)

- 최첨단 프레젠테이션 설비 (55인치 LCD모니터, 빔 프로젝터, 초고속 인터넷)

- 다양한 회의 목적에 맞는 수입가구 완비

- Conference call 기능이 내장된 전화기 제공

화상회의 Video Conference

- LCD화면으로 내장 MCU를 통한 최대 4개국과의 다자간 회의 및

문서 파일 공유가 가능한 최첨단 화상회의 장비

- 최첨단 고화질, 음향을 갖춘 화상 회의 시스템

- 본사와 자사 간의 정기회의, 글로벌 기업의 인터뷰 등에 적합한 시스템



가상오피스란 사무실은 필요하지 않으나 전화응대 및

비서 업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피벗포인트의 서비스입니다.

NO NEED FOR
PHYSICAL WORK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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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오피스
Virtual Office

가상오피스  Virtual Office

- 주소서비스: 아셈타워 주소제공

- 전용 우편함 및 전화번호 제공

- 전화 응대 서비스: 고객의 회사명으로 전화 응대

- 우편물 송, 수신 서비스를 대행하는 메신저 서비스

(송신 서비스 비용 별도)

- 고객 전용 락커 구비 (이용요금 별도) 

- 한강 조망의 카페 라운지에서의 커피, 각종 음료 이용

- Daily, Weekly, Monthly로 이용 가능한 라운지 멤버쉽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중심지, 삼성동 아셈타워 30층과 37층에 위치한 

피벗포인트는 프라이빗한 공간,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최고급 사무 가구가 

완비된 다양한 스타일의 170여 개 사무실을 보유 하고 있으며, 귀사가 원하는 

사무 환경에 맞추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전문 비서진과 IT매니저가 

신속한 업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첨단 설비를 갖춘 11개의 고품격 회의실,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특급호텔 

수준의 쾌적한 편의 시설 및 최첨단 통신시설은 비즈니스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리며 COEX, 도심공항터미널, 특급 호텔 등과 근접한 입지적 이점은

피벗포인트 고객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벗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이는 많은 고객분들이 피벗포인트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시는 길
Directions

QR 코드를 스캔하면
구글 지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Scan the QR code to connect 
directly to Google Maps.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0층, 37층(삼성동, 아셈타워) 06164

30F, 37F ASEM Tower,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Korea

Tel. 02 - 6001 - 3000   Fax. 02 - 6001 - 3003   

www.pivot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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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삼성역
Samseong Station Line 2

스타필드 코엑스몰

Starfeild COEXMall

코엑스

COEX

아셈타워 ASEM Tower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021년예정)

GBC (Scheduled for 2021)

9호선 봉은사역
Bongeunsa Station Line 9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InterContinental

Grand Seoul Parn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