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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선정
2020 코리아 유니크베뉴

MICE 산업은 4차 산업 시대의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ICE 산업의 성장과 함께 행사 개최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컨벤션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최근에는 보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체험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유니크베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만의 매력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유니크베뉴 30곳을 선정했습니다.

행사의 목적과 규모,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고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다양한 테마를 갖춘 장소들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의 매력적인 유니크베뉴를 면밀히 검토하고 MICE 관련 종사자들의 정직한 추천과

꼼꼼한 현장답사를 통해 선정된 30곳의 유니크베뉴는 행사 그 이상의 체험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국의 매력적인 유니크베뉴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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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20세기 근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12만 점이 넘는 유물이 전시된 6개

의 상설전시관과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관, 어린이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쾌적한 관람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

관 외부에는 석탑과 석불 등 석조유물이 전시된 석조물정원과 전통염료 식물원, 

연못, 폭포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강당과 소강당,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 크고 작은 학술 

대회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부의 레스토랑은 프레젠테

이션시설을 갖추고 있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야외 열린마

당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대표번호 02-2077-9000

홈페이지 www.museum.go.kr
대관 문의 02-2077-9070 / ksj71@korea.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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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외국어 전시해설(영·중·일)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 도자기, 한국화, 서예 등 

  한국 전통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전문의 및 예약 : arahan10@korea.kr)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600대 이상 버스 : 78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등

케이터링 일부 시설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휴게 공간, 레스토랑, 카페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응대 가능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60분(60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5분(23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70분(43km)

  이촌역(4호선·경의중앙선)에서 도보로 약 8분(560m)

주변 시설

  
[3km이내]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해밀톤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용산 호텔

 명동, 해방촌, 경리단길

  용산 아이파크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이태원시장

  
국립한글박물관, N서울타워, 삼성미술관 리움, 
전쟁기념관, 이촌한강공원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Theater  

대강당 1층 1,750m² - 416

소강당 1층 301m² - 214

강의실1, 2 1층 250m² - 100

열린마당 실외 4,752m² 3,000 -

주요 행사
2010  서울 G20 리셉션 및 만찬
2014  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2014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만찬
2018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문재인 대통령 방문)
2018  제10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2019  ICOM 정기총회

KOREA UNIQUE VENUE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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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는 41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던 석유비축기지를 재활용해 

만든 문화공간입니다. 과거 서울시민이 한 달간 소비할 수 있을 양의 석유를 보

관하던 이곳은 이제 석유가 아닌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

간이 되었습니다. 5개의 석유탱크 중 4개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과 강의실 등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탱크들에서 해체한 내외장재를 재활용해 신축한 한 

개의 탱크는 카페테리아와 원형회의실, 다목적강의실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의 공간들은 강연회, 공연, 전시 등 행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 22개와 맞먹는 넓이의 문화마당에서는 대규모 행

사 및 워크숍,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Oil Tank Culture Park
문화비축기지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대표번호 02-376-8410

홈페이지 parks.seoul.go.kr/template/sub/culturetank.do
대관 문의 02-376-8410 / taewon1106@seoul.g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문화비축기지

KOREA UNIQUE VENUE  /  서울현대복합시설



1312

수상 내역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2019  서울건축문화제 '서울시건축상'대상

주요 행사
서울서커스페스티벌
BTS ARMY PEDIA
건축문화제
서울거리예술축제
국제문화예술교육주간
메이커페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비건페스티벌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46대 버스 : 주차 불가
(인근 월드컵경기장에 주차 가능)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화이트보드,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케이터링 일부 시설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카페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문화마당 실외 33,000m² 20,000 - - - -

T2 야외무대 T2 PF / 실외 608m² 700 - - 400 -

T2 공연장 1층 실내 608m² 300 150 150 200 200

T6 원형회의실 T6 커뮤니티센터 B2 164m² 50 - - 30 3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1분(53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24분(15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45분(43km)

  월드컵경기장역(6호선)에서 도보로 약 10분(1km)

주변 시설

  
[5km 이내] 스탠포드호텔, 라이즈호텔, 메리골드호텔, 
아만티호텔 서울, 롯데호텔 L7홍대

  홍대거리, 메세나폴리스몰

  망원시장,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노을공원, 하늘공원)

KOREA UNIQUE VENUE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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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은 한국전통문화의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 복합공간입

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의 만찬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

소이자 한식당, 공연장, 전통차 카페, 전통문화 체험공간 등을 갖춘 국제적인 관

광명소로 유명합니다.

총 6채의 크고 작은 한옥으로 구성된 삼청각은 국제행사, 기업행사, 소규모 세

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

하는 일화당은 실내공연장과 넓은 앞마당을 갖추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

화당 앞마당에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북악산의 수려한 풍경 속에서 정갈한 

한정식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amcheonggak
삼청각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3

대표번호 02-765-3700

홈페이지 www.samcheonggak.or.kr
대관 문의 02-740-3201 / khk74@sejongpac.or.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문의 → 대관신청서 작성 → 계약서 작성

KOREA UNIQUE VENUE  /  서울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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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맞춤형 연회, 맞춤형 공연 가능

수상 내역
2013  한류관광명소 지정
2014  서울시 서울미래유산 지정
2014  한국관광공사 궁중음식체험인증식당 지정
트립어드바이져 EXCELLENCE 업체

주요 행사
한·중·일 식품첨가물포럼 만찬
서울국제안전포럼
한국자원공학회 행사
말레이시아관광청 행사
대한가임력보존학회
벤츠코리아 행사
UN공조 세미나
해외건설협회 행사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20대 버스 : 6대

제공장비 음향, 조명(기본 무료운영), 빔 프로젝터(유료운영)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할랄메뉴 제공 가능)

부대시설 카페, 한식당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일화당 422m² 150 150 150 150 - - -

유하정 171m² 40 40 40 40 40 24 -

청천당 171m² 60 60 60 60 - 20 -

천추당 280m² 60 60 60 60 - 20 -

취한당 136m² 20 20 20 20 - - 20

동백헌 138m² 20 20 20 20 - - 2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80분(62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5분(32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85분(49km)

  한성대입구역(4호선)에서 차로 약 5분(2.6km)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 / 10:00~22:30까지, 40분~1시간 간격
*셔틀버스 시간 및 탑승장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주변 시설

  
[5km 이내] 포시즌스호텔 서울, 서머셋팰리스 서울, 
더 플라자 호텔, 롯데호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북촌한옥마을, 삼청동카페거리, 인사동문화의거리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SM면세점

  경복궁, 광화문광장, 창덕궁, 창경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KOREA UNIQUE VENUE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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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옛돌박물관은 국내외로 흩어져 있던 한국의 석조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건

립한 석조전문박물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의 가치와 선인들의 지혜

가 담긴 1,300여 점의 석조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규방 문화의 결정체인 전

통 자수 작품 300여 점, 한국 근현대 회화작품 150여 점도 함께 전시하고 있

습니다. 또한, 거대한 석조유물과 야생화로 꾸며진 야외 전시관도 조성되어 있

습니다.

우리옛돌박물관은 박물관 내외부의 다양한 공간들을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

습니다. 특히 4층에 마련된 루프탑은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화려

한 야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Korean Stone Art Museum
우리옛돌박물관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3길 66

대표번호 02-986-1001

홈페이지 www.koreanstonemuseum.com
대관 문의 02-986-1001 / kosa@ksmuseum.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서울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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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16  월드뱅크 Korea Green Innovation Days 2016, Seoul
2016  부산 신항국제터미널 외국 선사 초청 만찬
2017  두산엔진 주최 ITV 트라이애슬론 국제연맹 이사회
2017  제16회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
2018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2018  38th congress of the Societe international d’Urologie  Korea Night

              (대한비뇨기과학회)
2019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AACC(헌법재판소)
2019  한국문학번역원 행사
2019  The 10th ASIASPINE 2019 Presidential Dinner(대한척추신경학회)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9대 버스 : 2대(40인승 버스 기준)

제공장비 음향시설(앰프, 스피커2개), 빔 프로젝터, 의자, 
테이블(원형, 사각), 연단(대/소), Wi-Fi

케이터링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주방시설(취사가능)

외국어 응대 영어, 일본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Banquet

1F 필로티 1F 야외 258m² 150 100

교육실 2F 44m² - 30

자수관 2F 116m² 60 50

2F 테라스 2F 야외 - 60 50

기획전시관 3F 288m² 150 100

3F 테라스 3F 야외 - 50 30

루프탑 4F 야외 496m² 300 200

야외전시장(오감만족) 야외 110m² 70 5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75분(63.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5분(30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85분(55km)

  
한성대입구역(4호선)에서 차로 약 5분, 
마을버스(성북02)로 약 15분(2km)

주변 시설

  

[5km 이내] 포시즌스호텔 서울, 서머셋팰리스 서울, 
신라스테이 광화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10km 이내] 더 플라자 호텔, 롯데호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북촌한옥마을, 삼청동카페거리, 인사동문화의거리, 대학로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동화면세점, SM면세점

  
경복궁, 광화문광장, 창덕궁, 창경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KOREA UNIQUE VENUE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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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크루즈는 1986년 첫 취항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

억을 선사하고 있는 한강유람선입니다. 다수의 한류드라마와 영화, 예능프로그

램의 촬영장소로 활용되며 '서울 10대 한류명소'에 선정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이랜드크루즈는 일반 관광선 이외에도 선상 연회가 가능한 식음선 등 총 6척

의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람선 단독대선을 통해 VIP 행사, 기업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합니다. 유람선 위에서 낮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

의 풍경을, 밤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만끽하며 연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고품격 연회 음식을 자체 조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할랄푸드도 

준비 가능합니다.

ELAND CRUISE
이랜드크루즈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여의도 선착장)

대표번호 02-6291-6900

홈페이지 www.elandcruise.com
대관 문의 010-3977-1244 / lee_ho@eland.c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지참 필수

KOREA UNIQUE VENUE  /  서울레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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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9  서울시 시장 표창

주요 행사
중국 완다그룹 VIP 만찬
삼성전자 글로벌 파트너스 초청 행사 
현대중공업 딜러단 초청 행사
현대자동차 팬파크
두산공작기계 유럽 파트너스 초청 행사
서울 세계불꽃축제 VIP 초청 만찬
세계변호사협회(IBA) 만찬
ConsAsia 2019 만찬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200대 버스 : 20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앰프

케이터링 자체 케이터링 가능(할랄메뉴 제공 가능)

부대시설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면적
자리배치

시설특징
Standing Reception Banquet Board

아라호 698m² 300 150 150 150 Triple Decker Ship / F&B

트리타니아호 627m² 236 236 236 236 Double Decker Ship / F&B

브리타니아호 333m² 197 197 197 197 Double Decker Ship / F&B

에비타니아호 627m² 539 - - - Double Decker Ship / Sightseeing

시티호 342m² 249 - - - Double Decker Ship / Sightseeing

우바호 203m² 177 - - - Double Decker Ship / Sightseeing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60분(58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0분(21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70분(40km)

  여의나루역(5호선)에서 도보로 약 7분(600m)

주변 시설

  
[3km 이내] 콘래드 서울 호텔, 켄싱턴 호텔 여의도, 
글래드 여의도 호텔,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IFC몰, 타임스퀘어

  63빌딩(아쿠아플라넷63, 63아트), 여의도 한강공원, 선유도공원

KOREA UNIQUE VENUE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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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케이팝은 다양한 장르의 KPOP공연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콘서

트 다이닝'입니다. 낮에는 석촌호수를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길 수 있

으며, 매일 저녁에는 락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신나는 공연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특별한 컨셉과 250석의 넓은 공간, 창밖으

로 보이는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저스트케이팝은 기업과 단체

의 행사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첨단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

어 화려한 공연 연출이 가능하며 프로페셔널한 셰프들이 만드는 다양한 음식의 

맛 또한 훌륭합니다. 다국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어 응대가 가능해 인

센티브 갈라 디너, 기업행사, 쇼케이스, 런칭파티 등 국제적인 행사에 적합합니

다. 또한, 서울의 랜드마크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몰에 위치해 있어 교통과 접근

성이 편리하고 호텔, 쇼핑, 관광 등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저스트케이팝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5층(롯데월드타워&몰)  

대표번호 02-1644-9996

홈페이지 www.justkpop.co.kr
대관 문의 010-6334-6752 / sophie.j@justkpop.c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서울현대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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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19  말레이시아 총리 방문 Malaysian Diaspora Dinner
한미 청소년 교류 협회 환영 만찬 및 트럼프 대통령 봉사 대상 시상식
국가보훈처 2019 Peace Camp 환영만찬
해외 인센티브 행사 다수 진행 :

   2019  말레이시아 코웨이 Teambuilding Workshop
   2019  후지필름 Incentive Gala Dinner
   2019  토요타 필리핀 Incentive Gala Dinner
기업행사 다수 진행 :

   2019  미쉐린코리아 Year-End Party
   2019  현대자동차 Hyundai CX University
   2019  기아자동차 Lucky Drive to Seoul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2,734대 
(쇼핑몰 내 지하주차장 이용)

버스 : 200대 
(쇼핑몰 건너편 지상주차장 이용) 

제공장비 기본 무대, 음향 및 조명 시스템, 무대 LED 배경, 
빔 프로젝터, 입구 대형 LED TV, 스크린, Wi-Fi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부대시설 대기실, 클락룸, 오픈키친, 엔지니어실

외국어 응대 영어, 일본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다이닝 홀 5층 728m² 450 400 250

VIP 실 1 6층 14m² - - 12

VIP 실 2 6층 10m² - - 8

VIP 실 3 6층 10m² - - 8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80분(74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5분(36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70분(55km)

  잠실역(2·8호선)에서 도보로 약 3분(200m) 

주변 시설

  

[3km 이내] 시그니엘서울, 롯데호텔월드
[5km 이내] 파크하얏트 서울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강남, 롯데호텔 L7강남

 송리단길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잠실한강공원, 코엑스 아쿠아리움

KOREA UNIQUE VENUE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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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은 한강의 랜드마크이자 인공섬인 세빛섬에 위치한 국

내 유일의 수상 컨벤션 시설입니다. 천장 높이가 13m에 달하는 돔 형태의 컨벤

션홀과 중세 유럽풍으로 꾸며진 연회장인 빌라드 노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테

라스 온 더 베이 등 7개의 연회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회의, 비즈니스 행사, 문

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벤션홀은 550석의 연회

석을 마련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으로, 고해상도 와이드 스크린과 첨단 조명시

설을 갖추고 있어 대형 행사 개최에 적합합니다.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을 포함한 세빛섬은 서울 최고의 야경 명소로 유명합니

다. 저녁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LED조명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야경과 함께하

는 특별한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Floating Island Convention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대표번호 02-537-2440

홈페이지 www.ficonvention.com
대관 문의 02-537-2440 / ficonvention@gmail.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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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행사 진행 시 세빛섬과 연결된 도교에 웰컴배너 설치 가능하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행사와 관련된 영상이나 환영 메시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수상 내역
2018  서울시 우수 유니크베뉴선정
2019  Best Promotion –Bronze

주요 행사
2016  주한 미국대사관 독립기념일 파티
2016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2017  IFAWPCA 세계건설협회
2018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대회 만찬
2018  구글 Bootcamp
2019  트위터 #4Brands Marketing Event
2016-2019  한독상공회의소 행사
2019  Kirec세계재생에너지총회
2019  IEEE MEMS 2019 Banquet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900대 버스 : 100대

제공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특수조명, 테이블&의자, 연단, Wi-Fi, 카 리프트 시스템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부대시설 레스토랑, 카페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응대 가능, 동시통역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컨벤션홀 2층 762m² 1,500 - 550 1,000 - - -

빌라드 노체 2층(실내외 혼합) 621m² 300 200 200 - 100 50 -

비스타 3층 419m² 300 - 200 - 100 - -

리브고쉬 3층 254m² 150 - 110 - 100 - -

테라스룸 3층(실내외 혼합) 150m² 70 - - - - - 34

메디치 3층 50m² - - 20 - - - -

테라스 온더베이 4-5층(실외) 1,950m² 1,500 1,000 450 - - - -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70분(63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0분(27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60분(47km)

  고속버스터미널역(3·7·9호선)에서 도보로 약 25분(1.5km)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11:00~22:30까지, 15분 간격)

주변 시설

  
[3km 이내] JW메리어트호텔 서울,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 르 메르디앙 서울

 서래마을,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고투몰(강남터미널지하쇼핑센터)

  반포한강공원, 반포대교 무지개분수, 세빛섬, 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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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구박물관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전통 목가구를 재료별, 종류별, 지역 특

성별로 분류해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약 15년간 전국에서 옛 가옥 10채를 옮

겨와 고재(古材)를 수작업으로 재조립해 만든 이 특별한 박물관은 ‘우리가 이렇

게 살았습니다’라는 물음에 답하는 공간이자, 한국의 전통 주(住) 생활문화를 보

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011년 CNN에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중국 주석 내외, 독일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 벨기에 국

왕 내외, 스웨덴 국왕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방문해 한국 전통가옥과 전

통 목가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품격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20명 규모의 

연회를 열 수 있는 공간부터 최대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한옥 공간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오찬 또는 만찬이 진행되기 전 박물관 관람을 하거나, 외부 공간을 

이용하여 리셉션이나 공연을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Korea Furniture Museum
한국가구박물관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대표번호 02-745-0181

홈페이지 www.kofum.com
대관 문의 02-745-0181 / info.kofum@gmail.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 대관신청서 작성 → 
대관 가능 일시 확인 후 연락 → 현장 답사 및 대관 비용 안내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한국가구박물관의 한옥은 행사 전용 공간이 아닌 전시와 관람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 전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해 공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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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0  G20 서울정상회의 유공 기관표창

  (대통령직속 201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13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전통건축 부문) 

주요 행사
2010  서울 G20정상회의 VIP 리셉션 및 오찬
2011  GUCCI와의 특별전시
2013  싱가포르 총리 내외 관람 및 만찬
2013  IMF 총재 만찬
2014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내외 특별오찬
2015  샤넬크루즈 컬렉션 갈라 디너
2017  루이비통 특별전시
2019  Philippe Leopold Louis Marie(필리프) 

  벨기에 국왕 내외 방문 및 차담 
2019  LG생활건강 The history of whoo 전시 및 이벤트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35대 버스 : 3대

제공장비 마이크

케이터링 외부 호텔 케이터링 가능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Banquet

궁채 1층 240m² 60

곳간채 1층 139.6m² 20

부엌채 1층 139.6m² 20

특별전시관 1층 350m² 60~7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75분(63.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5분(30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85분(55km)

  
한성대입구역(4호선)에서 차로 약 5분, 
마을버스(성북02)로 약 15분(2km)

주변 시설

  

[5km 이내] 포시즌스호텔 서울, 서머셋팰리스 서울, 
신라스테이 광화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10km 이내] 더 플라자 호텔, 롯데호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북촌한옥마을, 삼청동카페거리, 인사동문화의거리, 대학로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동화면세점, SM면세점

  
경복궁, 광화문광장, 창덕궁, 창경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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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개관한 한국의집은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입니다. 조선왕조의 궁중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 전통음악과 춤, 의상이 어우러진 멋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한식만들기와 전통공예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해 내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집이 자랑하는 한옥은 경복궁의 자경전(대비의 침전)을 본떠 설계한 것

으로, 한국 전통가옥의 우아한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한옥 내부에는 소규모 연

회장부터 대규모 연회장, 민속극장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

어 있습니다. 또한, 한옥건물 사이에 마련된 중정마당에서 식사와 전통공연을 

결합한 전통연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다목적 공간인 

취선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비즈니스 미팅, 연회 등이 가능합니다.

Korea House
한국의집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10

대표번호 02-2266-9101

홈페이지 www.koreahouse.or.kr
대관 문의 02-2266-9101 / khm@chf.or.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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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2  한국관광공사 선정, ‘기업회의하기 좋은 곳’ 부문 
2015  한국관광공사 선정, ‘궁중음식체험식당’ 부문
2016  우수문화상품, ‘한국의집-해린정식’ 한식 부문
2017, 2019  블루리본서베이 선정, '서울의 맛집' 부문

주요 행사
2017  ICEF GmbH
2017  HTOC ‘Meeting in Seoul’
2017  전(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만찬
2017  제4회 AAS-in-ASIA 국제학술대회
201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독일 슈뢰더 전(前) 총리 만찬
2019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리셉션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60대 버스 : 2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Wi-Fi, 음향시설, 조명시설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부대시설 한식당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취선관 3층 283m² 100 70 70 100 100 30

민속극장 1층 264m² - - - 128 - -

중정마당 실외 354m² 120 100 130 70 70 -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70분(62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0분(25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85분(46km)

  충무로역(3·4호선)에서 도보로 약 1분(80m)

주변 시설

  
[3km 이내] 서울신라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그랜드앰버서더 서울, 포시즌스호텔 서울, 서머셋팰리스 서울

  남대문시장,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SM면세점

  남산골한옥마을, 남산서울타워, 서울로701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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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381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전등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입

니다. 강화도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풍경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

으며 특히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사찰에

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체험인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 힐링여행지로

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등사에서는 사찰 내 다양한 공간을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선

불장과 월송요에서는 좌식형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등각과 식당에는 

의자와 테이블 세팅이 가능해 세미나를 열기 좋습니다. 일부 공간에는 음향시설

과 빔 프로젝터가 마련되어 있어 회의는 물론 공연도 가능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과 함께 향긋한 차를 마시며 다과 시간을 즐기거나 사찰 주변의 아

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JEONDEUNGSA

Jeondeungsa Temple
전등사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대표번호 032-937-0152

홈페이지 www.jeondeungsa.org
대관 문의 010-3789-0152 / 9370125@hanmail.net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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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19  한·중·일 관광정책 장관회의
삼랑성역사문화축제 18회 진행
이주민 문화축제 14회 진행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대회 14회 진행
연말 타종식 진행
사찰음식 행사 6회 진행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다양한 음악회 및 미술 전시 진행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300대 버스 : 주차 가능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외부 케이터링 가능

자체 숙박시설 11개 객실(단독건물 5채, 수용인원 40명)

부대시설 산책로, 카페 등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면적
자리배치

시설 특징
Reception Banquet Classroom U-Shape Board

전등각 82m²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선불장 165m²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좌식

월송요 66m²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좌식

공양관 165m²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사찰음식체험관 165m² 30~150 30~150 30~150 30~150 30~15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5분(47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0분(38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50분(39km)

  검암역(공항철도·인천2호선)에서 차로 약 35분(26km)

주변 시설

  
[5km 이내] 그레이스힐SCG강화수련원
[10km 이내] 라르고빌리조트

  초지인삼센터

  
강화씨사이드리조트(루지), 동막해수욕장, 해든뮤지엄,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KOREA UNIQUE VENUE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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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40은 화학 공장단지의 정제시설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

화공간입니다. 기존 폐공장 건물의 독특한 매력을 보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공

간들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이 폐공장 안으

로 관입(貫入)하여 들어갔다 나오는 고리와 같은 형상을 취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이는 ‘경계 없는 영감의 공간’을 지향하는 코스모40의 가치가 담긴 것으

로, 방문자들에게 경계 없이 자유롭게 공간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대한 기계로 가득 차 있던 공장 내부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

간이 되었습니다. 1층과 2층이 연결된 메인홀은 천고가 8m에 달하는 대공간으

로, 대규모 전시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층 호이스트홀은 12m의 높은 

층고를 가졌으며, 독립된 행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호이스트홀과 연결된 

4층 커튼룸은 강의 및 회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COSMO 40
코스모40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길 9

대표번호 032-575-2319

홈페이지 cosmo40.com
대관 문의 032-575-2319 / admin@cosmo40.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인천현대복합시설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상시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관 시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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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18  Rundown 인천(일렉트로닉 페스티벌)
2018  West Groove(크리에이티브 마켓) 
2018  인천상륙작전(스케이트 보드 행사)
2018-2019  신경섭 작가 개인전 “Cosmos”
2019  BOUND 기획전 <TIME, THINKING>
2019  오디오비주얼 전시 <No Live>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45대 버스 : 주차 가능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필룩스조명, 기본 무대, Wi-Fi, 
음향시설(1000W 스피커, 유-무선마이크, 믹서)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베이커리, 피자, 커피, 맥주 등)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카페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메인홀 1~2층 1,653m² 1,000 300 300 500 500 300 300

호이스트홀 3층 700m² 300 100 100 300 150 100 100

커튼룸 4층 - 150 80 80 100 100 100 80

수상 내역
2019  인천광역시 건축대상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5분(37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5분(24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25분(11km)

  가좌역(인천2호선)에서 도보 10분(730m)

주변 시설

  

[10km 이내] 베니키아프리미어 센트럴프라자호텔,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20km 이내]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라마다송도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차이나타운, 개항장문화지구, 월미문화의거리,
구월동로데오거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송도센트럴파크, 월미공원&전망대

KOREA UNIQUE VENUE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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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믹65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 65층에 위치한 한국 최고 높이의 

바&다이닝입니다. 65층에서 파노라믹으로 펼쳐지는 멋진 전경을 자랑하며, 각 

꼭짓점마다 특징을 살려 다양한 스타일로 공간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메인 바를 

비롯하여 오션뷰와 시티뷰로 구성된 부스형태의 세미 프라이빗 테이블, 6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멀티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칵테일 리셉션, 소규모 파

티, 기업 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주류리스트와 함

께 마리아주를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다이닝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이닝

과 함께 황금빛으로 물드는 서해와 송도국제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믹65가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은 격조 있는 서비스와 특

급호텔 수준의 시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소규모 세미나부

터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연회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Oakwood Premier Incheon Panoramic 65
파노라믹65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오크우드 프리미어인천 65층

대표번호 032-726-0065

홈페이지 www.oakwoodpremier.co.kr/opi/
대관 문의 032-726-2215 / pr.incheon@oakwoodpremier.c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인천현대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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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TripAdvisor Certificate of Excellence 2017 Award
Hotels.com Guest Review Award 2017
TripAdvisor Travelers' Choice Awards 2018: 

  Top Hotels in South Korea
TripAdvisor Certificate of Excellence 2018 Award
Hotels.com Guest Review Award 2018
TripAdvisor Travelers' Choice Awards 2019: 

  Best service hotel in South Korea, Top 25
TripAdvisor Travelers' Choice Awards 2019: 

  Top Hotels Winner in South Korea
Hotels.com Guest Review Award 2019 

주요 행사
2018  셀트리온 만찬
201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칵테일리셉션
2018  아삽스틸코리아 만찬
2018  아시아부동산학회 칵테일리셉션
2019  POSCO 신입 만찬
2019  하나은행 경인지역 칵테일리셉션
2019  GCF 칵테일리셉션
2019  한국지식산업협회 칵테일리셉션
2019  세계유방암학회 칵테일리셉션
2019  APSS 칵테일리셉션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00대 이상 버스 : 주차 가능

제공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자체 숙박시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423개 객실)
*반려견 동반 가능 Pet Friendly 호텔
*레지던스 호텔(객실 내 주방 및 세탁시설 보유)

부대시설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 어린이 놀이방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응대 가능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0분(30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0분(33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20분(11km)

  인천대입구역(인천1호선)에서 도보 약 7분(450m)

주변 시설

  
[3km 이내]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차이나타운, 개항장문화지구, 월미문화의거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송도센트럴파크, 월미공원&전망대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면적 위치 공간
자리배치

Standing Banquet

파노라믹65 1,062m² 65층
Bar 120~150 110

Dining - 50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 내에 세미나 및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11개의 연회장 있음

KOREA UNIQUE VENUE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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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은 폐광을 관광지로 개발한 동굴 테마파크입니다. 1972년까지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굴하던 폐광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리모델링과 함께 다

양한 문화컨텐츠를 추가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굴이라는 공간적 차별성과 희귀성에 문화예술 콘텐츠

를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는 동굴카페, 아쿠아월드, 공포체험관, 와인동굴 등 이색적인 공간으

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일한 동굴 속 공연장인 광명동굴 예술의 

전당은 350석의 객석과 음향, 조명설비를 갖추고 있어 공연은 물론 패션쇼, 

기업행사 등이 가능합니다. 동굴 외부에 위치한 빛의 광장은 최대 1,500여 명

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좋습니다. 또한, 세

계적인 수준의 3D입체영상과 인터렉티브 미디어 체험이 가능한 국내 최고 높

이의 미디어 타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해 보다 특별하고 창의적인 행

사 기획이 가능합니다. 

Gwangmyeong Cave
광명동굴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대표번호 070-4277-8902

홈페이지 www.gm.go.kr/cv/index.do
대관 문의 02-2610-2010 / rlawnsghkr@gmuc.c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문의 →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허가통보 및 사용료 납부

KOREA UNIQUE VENUE  /  경기도레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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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수상
2015  착한브랜드 대상 수상
2015  경인히트상품 종합대상 수상
2016  소비자선정 스타브랜드 대상 수상 
2017-2018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 선정
2017  한국관광의 별 수상
2018  경기도 10대 관광명소 선정
2019-2020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 선정

주요 행사
2019  KOPIST 실무급 연수단 회의 

  (개발도상국 관광부처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중국 화장품관련 기업체 임직원 워크숍 
폴포츠 송년 콘서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주한 23개국 대사 부인 회의 
제2회 패션 컬렉션 
각종 드라마 및 방송 촬영

  (런닝맨, 남남북녀, 우리결혼했어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735대 버스 : 20대

제공장비 음향, 빔 프로젝터, 조명, 의자

케이터링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푸드코트, 동굴 카페, 노천카페, 업사이클 아트센터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광명동굴 
예술의 전당 동굴 내부 무대115m² 200 70 70 350 70 70 70

빛의 광장 
(LED미디어타워) 동굴 외부 771m²

(무대136m²) 1,5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0분(52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0분(22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35분(29km)

  광명역(1호선·KTX)에서 차로 약 8분(3.8km)

주변 시설

  [5km 이내] 라까사 광명호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 이케아 광명점, 코스트코 광명점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KOREA UNIQUE VENUE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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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전통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옮겨와 복원한 전통한옥들로 이

루어져 있으며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조선시대 마을과 당시의 생활상을 생

생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또한, 매일 펼쳐지는 전통공연과 민속퍼레이드, 계

절에 따라 달라지는 다채로운 문화 축제, 기업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한국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한국민속촌에는 기업과 단체를 위한 행사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실내 대강당인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에서, 연회는 한식당

인 한국관에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 앞 넓은 마당에서 전통공연과 함께

하는 갈라 디너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Korean Folk Village
한국민속촌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대표번호 031-288-0000

홈페이지 www.koreanfolk.co.kr
대관 문의 031-288-1710 / yongwoo29@naver.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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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F&B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식당 ‘Terrace Green’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따라 메뉴를 조정하거나 
  무슬림 고객을 위한 맞춤형 음식 제공 가능.
한지공예, 인절미 만들기, 단소만들기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사전 예약제)

주요 행사
2017  AM제너럴 인센티브 갈라 디너
2018  MCI 인도네시아 투어 및 오찬
2018  삼성전자 글로벌 리테일 컨퍼런스 만찬
2018  Be-Int'l 말레이시아 만찬
2019  씨티은행 싱가포르 투어 및 오찬
2019  알리안츠 인도네시아 투어 및 오찬
2019  파이낸셜 얼라이언스 싱가포르 만찬
2019  델 일렉트로닉스 싱가포르 팀빌딩 및 만찬
2019  허벌라이프 말레이시아 투어 및 오찬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900대 버스 : 150대

제공장비 실외: 간이 무대,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실내: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할랄 인증 식당 ‘Terrace Green’ 보유(무슬림 고객 응대가능)

부대시설 무슬림 기도실 운영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Banquet

한국관(앞마당) 실외 1,100m² 50~350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 1층 520m² 50~35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90분(81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75분(59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75분(61km)

  
상갈역(분당선)에서 차로 약 10분(2km)
동탄역(SRT)에서 차로 약 20분(10km)
수원역(1호선·KTX)에서 차로 약 30분(15km)

주변 시설

  
[10km 이내] 엠스테이호텔 기흥, 용인센트럴코업 호텔,
코트야드메리어트 수원 호텔,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AK몰 기흥점 

  백남준아트센터, 에버랜드, 수원화성

KOREA UNIQUE VENUE  /  경기도



63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2017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83만 명 이상이 다녀간 

국내 최대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자동차를 의미하는 ‘Motor’와 새로

운 문화를 창조하는 ‘Studio’를 결합한 공간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

의 동반자로 거듭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동차 전문가

인 ‘구루’의 가이드 투어를 통해 자동차의 탄생과정부터 첨단 기술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최신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을 직접 시승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최대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초대형 

LED 영상으로 다이나믹한 연출이 가능한 쇼케이스, 이색적인 야외 공연 및 연

회를 열 수 있는 루프테라스 등 MICE행사에 적합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이미 신차발표회, 콘서트, 글로벌 딜러쉽 대회 등 다양한 대형 행사를 성공

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Hyundai Motor Studio Goyang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대표번호 1899-6611

홈페이지 motorstudio.hyundai.com/goyang/
대관 문의 1899-6611(4번) / younghee.kim@ethan-alice.com
대관 신청 방법 1899-6611 대표번호로 통화 → 4번 선택 →  대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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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7  경기도 건축문화상 금상 수상
2017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분’ 최우수상 수상
2018  IF 디자인 어워드 ‘실내 건축 부분’ 전시디자인 금상
2018  교육부 진로체험 ‘꿈길’ 인증 
2019  고양교육지원청 8대 분야(진로체험) 체험처 선정
2019  대한민국 안전대상 서비스 부문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소방청장상)
2019  한국관광공사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선정

주요 행사
2017  현대자동차 ‘코나’ 글로벌 신차 발표회
2018  케니지 쇼케이스 라이브 콘서트
2018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애프터파티
2018  현대자동차 글로벌 CX 챔피언십
2018  현대자동차 글로벌 딜러대회 및 콘서트
2019  현대자동차 CS 이노베이션위크
2019  STAGEX 콘서트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421대 버스 : 주차 불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화이트보드,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동시통역기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150명 이내)
외부 케이터링 가능(200명 이상)

부대시설 대기실 2개, 동시통역실 1개(수신기 200개 보유) 
카페, 키친, 기념품샵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Banquet Theater  Classroom 

다목적홀 3층 442m² 400 200 300 200

쇼케이스* L층 800m² 1,000 400 750 -

루프테라스 4층 250m² 450 100 300 -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0분(50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8분(17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45분(43.4km)

  
대화역(3호선)에서 차로 약 4분(1.6km)
일산역(경의중앙선)에서 차로 약 10분(3km)

주변 시설

  [3km 이내] 소노캄 고양 호텔(구 엠블호텔 고양)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라페스타 쇼핑몰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원마운트,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

*쇼케이스 대관은 행사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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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람선은 한국 최초의 인공 운하인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관광 유람선입

니다. 35년간 약 1,2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한 수도권 최고의 관

광자원 중 하나로, 유람선을 타고 선상 공연과 식사를 즐기며 아라뱃길의 수향

8경(아라뱃길의 명소 8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현대유람선의 선박인 현대크루즈호는 약 1,000명이 탑승 가능한 4층 규모의 

대형 유람선으로, 2개의 연회장과 2개의 개방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행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0명 이상 300명 이하 단체는 연회장 1개 층

을, 300명 이상의 단체는 선박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독 대선인 

경우 운항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협의할 수 있습니다. 

Hyundai Cruise
현대유람선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4

대표번호 032-882-5555

홈페이지 www.aracruise.co.kr
대관 문의 032-882-5555 / sangukkang@gmail.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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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08-2015  해양경찰청, ‘모범선박’ 지정 
2017  인천시, ‘재난 대응 안전훈련’ 표창
2018  인천 마이스 유치포상 3위
2019  인천 마이스 유치포상 2위
2019  서울관광대상 특별상

주요 행사
2019  CJ엠디원 우수직원 시상 및 갈라디너
2019  중국 지다그룹 인센티브 갈라디너
2019  서울대병원 임직원 포상행사 및 갈라디너
2019  SK케미칼 해외바이어 초청 갈라디너
2019  드라마 컨퍼런스 갈라디너
2019  중국 글로벌 로펌 인센티브 갈라디너
2019  할로윈 선상 클럽파티
2019  중국 웨이나그룹 인센티브 갈라디너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300대 버스 : 30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케이터링 외부업체 및 계약업체 케이터링 가능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다이아몬드홀 1층 550m² 500 350 300 400 250 70 150

사파이어홀 2층 550m² 500 350 300 400 250 70 150

바다정원 3층(실내외 혼합) 550m² 350 200 80 250 50 - 100

오픈 데크 4층(실외) 500m² 600 300 200 350 200 50 100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5분(31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3분(9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40분(32km)

  개화역(9호선)에서 차로 약 10분(7.5km)

주변 시설

  [3km 이내]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라마다앙코르 김포한강호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경인아라뱃길, 행주산성, 서울식물원,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 원마운트

KOREA UNIQUE VENUE  /  경기도



71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명

소입니다. 과거에는 모래뿐이던 황무지였지만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섬을 

개발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섬을 꾸미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

해 환경과 예술의 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벚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야생화로 가득해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름다

운 풍경을 자랑하며 다수의 한류드라마와 영화, CF가 촬영된 한류관광지이기

도 합니다.

남이섬은 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공간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무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세계

의 동화작가와 동화책이 한데 모이는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매

년 주한 대사관과 각종 국제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Nami Island
남이섬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1

대표번호 031-580-8114

홈페이지 www.namisum.com

대관 문의
한/영 : 031-580-8120 / na478@naminara.com
한/중 : 031-580-8117 / na402@naminara.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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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개최 제 41회 관광의 날 산업포장 시상
2016  유니세프 후원 공로 감사패 수상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선정
2017  한국관광평가연구원 ‘대한민국문화관광진흥대상’ 수상
201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의 별’ 선정
2018  스콜(SKÅL) 아시아 환경상 수상
2018  트래블아이 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2019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100선’ 4회 연속 선정

주요 행사
2010  국가고용전략회의
2011  한·중·일 장관회의
2013  한·태 국회의장 공식만찬
2016  한국컨시어지협회 워크숍
2017  문화산업상생포럼 발족식
2019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000대 버스 : 100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Wi-Fi, 음향시설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자체 숙박시설 호텔 정관루(본관 44객실, 별관 13동)

부대시설 이슬람 기도실, 수유실, 환전소, 탈의실, 공연장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응대 가능, 동시통역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매직홀 1층 400m² - - - 250 - - -

명강홀 1층 132m² 160 160 70 100 80 50 50

별천지 1층 99m² 40 40 20 - 20 20 20

안데르센그림책센터 1층 99m² 40 40 20 - 20 20 20

공심원 2층 165m² 200 200 100 - 80 60 60 

공심원 테라스 실외 117m² 100 100 40 - - - -

유니세프 에코스테이지 실외 650m² 500 500 200 300 - - -

오스테이지 실외 9,700m² 1,500 1,500 200 1,000 - - -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20분(130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05분(94km)

 인천항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120분(123km)

  가평역(경춘선)에서 차로 약 5분(1.8km)

주변 시설

  [10km 이내]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자라섬, 제이드가든,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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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박물관은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립한 DMZ전문 박물관으

로 분단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 최북단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

물관 내부에는 한국전쟁 전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

되어 있으며 특히 휴전협정으로 탄생한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박물관 외부에는 휴전선 철책과 탱

크, 자주포, 대북심리전 장비, 평화를 테마로 한 조각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책로와 쉼터 등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부대시설인 다목적센터는 4개의 소회의실과 대강당으로 구성되어 있

어 각종 세미나와 학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인 

상징성으로 인해 평화, 통일, 생태환경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행사가 자주 개최

되고 있습니다.

DMZ Museum
DMZ박물관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대표번호 033-681-0625

홈페이지 www.dmzmuseum.com
대관 문의 033-634-8553 / dmzman@korea.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박물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 위치해 있어 회의장 이용 시 사전 
  출입신청 및 승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절기 18시, 동절기 17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늦은 오후시간대의 

  대관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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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14  강원도 정보통신 업무 연찬회
2016  통일염원 금식 기도회
2016  아름다운 병영콘서트
2017  철도기술연구원 공동연구 워크숍
2017  접경지역 안보체험현장 워크숍
2019  평화경제 전략회의
2019  평화울림 아리랑 대공연
2019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평화회의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200대 버스 : 36대

제공장비 음향, 빔 프로젝터, 기본 조명

케이터링 외부업체 케이터링 가능(금강산콘도)

부대시설 박물관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다목적 홀 1층 1,169m² 500 300 300 400 300 100 200

교통편

양양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75분(70km)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55분(50km)

  강릉역(KTX)에서 차로 약 100분(123km)

주변 시설

  [10km 이내] 금강산콘도

  통일전망대, 화진포해변, 화진포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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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리조트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

는 종합리조트입니다. 호텔과 콘도, 컨벤션을 중심으로 스키와 골프 등 문화관광

레저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컨벤션센터는 회의 및 행사 규모

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간은 물론 최첨단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무대 등을 갖

추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규모 행사 및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

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랜드마크인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는 국내 및 국제 스키점프 

대회가 열리는 시설입니다. 모노레일을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의 스키점프

대 라운지에서는 알펜시아와 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며 행사를 개

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키점프센터 앞 넓은 잔디구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

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lpensia Ski Jumping Centre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대표번호 033-339-0000

홈페이지 www.alpensia.com

대관 문의
스키점프센터 : 033-339-0411 / dkkim@gdco.co.kr
컨벤션센터 : 033-339-1033 / changsoo.moon2@ihg.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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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한국색채대상 최우수상 수상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즈 201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안전경영인증 KSPO45001 인증
2013  월드스키어워즈 베스트 스키호텔 선정
2013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호텔부문 조리팀 금메달

주요 행사
<스키점프센터>
2017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페럴림픽
2019  라이나 TM 페스티벌

<컨벤션센터>
2019  블록체인 컨퍼런스
2019  한국장애포럼
2019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9  대한자기공명학회
2019  국제고체이온학회
2019  제2회 대한민국탄소포럼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스키점프센터 150대 
               컨벤션센터 280대 버스 : 50대 이상 

제공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동시통역시설
*위 제공 장비는 컨벤션센터 이용 시에만 해당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외부 케이터링 가능

자체 숙박시설 리조트 & 호텔 871개 객실(수용인원 2,200인 내외)

부대시설 워터파크, 스키장, 골프장, 영화관 등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알펜시아 컨벤션센터 한정)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Classroom U-Shape Board

스키점프대 
라운지* 지상 4층 261m² 150 - 50 - - -

스키점프센터 
잔디구장* 지상 1층 6,000m² 10,000++ - 5,000++ - - -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지하 1층-
지상 4층

총 3,655m²
(각 25~1446m²)

총 3,592
(각 20~2,000)

총 3,300
(각 20~2,000)

총 1,800
(각 20~1,100)

총 1,840
(각 18~1,100)

총 549
(각 12~250)

총 690
(각 12~250)

*스키점프대라운지와 스키점프센터 잔디구장에서 행사 시 알펜시아 연계 케이터링 필요.
*알펜시아 컨벤션센터는 총 15개의 회의실 보유. 회의실은 각 실별 수용 형태 및 인원 다름.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80분(239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70분(212km)
양양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5분(69km)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90분(99km)

  진부역(KTX)에서 차로 약 20분(12km)

주변 시설

  
[5km 이내] 용평리조트, 풍림아이원리조트 용평
[10km 이내] 라마다호텔앤스위트 평창

  양떼목장, 삼양목장,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전나무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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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와 'Stadium'의 의미를 지닌 인제 스피디움은 자동차 레이싱 문화의 정

착과 대중화를 위해 조성된 국내 최초의 오토&레이싱 테마파크입니다. 전 세계 

30여 개의 서킷을 디자인한 알란 윌슨(Alan Wilson)이 설계한 세계적인 수준

의 서킷을 보유하고 있어 다이나믹한 레이싱을 즐길 수 있으며, 초보부터 베테

랑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터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최초의 4성급 호텔과 콘도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클래식카 박

물관과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은 대규모 연회 및 전시,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

드 볼룸(Grand Ballroom)은 2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가능해 행사의 목적과 인

원에 따라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호텔 7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설

악산의 풍광을 감상하며 연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Inje Speedium
인제 스피디움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대표번호 1644-3366

홈페이지 www.speedium.co.kr
대관 문의 033-480-9923 / bsj0410@speedium.c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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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13  르망24 아시안 시리즈
2013  투어링 카 시리즈 인 아시아
2013  포뮬러 마스터즈 시리즈
2013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
2018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 방남
2018  아리스포츠컵 북한 선수단 방남
2018  현대자동차 글로벌 
2018  람보르기니 세계 딜러단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3,400대 버스 : 주차 가능

제공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자체 숙박시설 호텔 134개 객실, 콘도 118개 객실

부대시설 클래식카박물관, 타임갤러리, atv체험, 레저카트, 서킷택시, 서킷사파리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GRAND BALLROOM A,B 호텔 2F 507m² 300 240 350 250 80

SKY LOUNGE 호텔 7F 42m² 20 30 40 20 20

SEMINAR ROOM 콘도 2F 150m² 50 50 80 120 50

W라운지 I 피트동 2F 840m² 150 150 170 180 -

W라운지 II 피트동 2F 840m² 150 150 170 180 -

VIP라운지 I 컨트롤타워 4F 372m² 100 100 100 60 -

VIP라운지 II 컨트롤타워 4F 189m² 40 50 70 50 -

VIP라운지 III 컨트롤타워 4F 189m² 40 50 70 50 -

VIP라운지 IV 컨트롤타워 4F 189m² 40 50 70 50 -
교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80분(220km)
김포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50분(187km)
양양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70분(64km)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70분(67km)

  
강릉역(KTX)에서 차로 약 85분(105km)
춘천역(경춘선)에서 차로 약 90분(94km)

주변 시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속삭이는 자작나무 숲)

KOREA UNIQUE VENUE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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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옆 동백섬에 위치한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2005년에 개최된 제13

차 APEC 정상회담을 위해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누리마루라는 명칭은 세상을 

뜻하는 ‘누리’와 꼭대기라는 뜻의 ‘마루’를 합친 순수 우리말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 APEC 회의를 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인 정

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건축물 남쪽에는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북쪽에는 동

백나무와 소나무 숲이 있어 전통과 현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국

제회의장입니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는 정상회담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했

으며, 2019년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첨단 시설을 갖춘 2층 회의실은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연회 

등을 열기 좋으며 야외의 자유마당은 야외전시 및 공연, 대규모 연회를 개최하

기 좋습니다.

Nurimaru APEC House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116

대표번호 051-744-3140

홈페이지 www.busan.go.kr/nurimaru
대관 문의 051-740-7369 / shlee@bexco.c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부산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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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05  APEC 정상회의
2006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201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2014  방송정보통신 장관회의
2017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정상 오찬,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39대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가능)

버스 : 주차 불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유·무선 마이크 등 기본 회의 장비

케이터링 계약업체 이용 가능(㈜부산롯데호텔)

부대시설 카페, 2005 APEC 정상회담 기념관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회의실 2층 355m² 200 200 120 200 120 38 54

교통편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5분(28km)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30분(15km)

  동백역(부산2호선)에서 도보로 약 15분(900m)

주변 시설

  
[3km 이내]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시타딘 해운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해운대 영화의거리, 달맞이길(문탠로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 센텀시티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해운대해수욕장,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더베이101, 
벡스코, 영화의전당

KOREA UNIQUE VENUE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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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은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해양레저 문

화예술 공간입니다. 최고급 요트를 타고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를 유람할 수 있

는 요트클럽과 50년 전통의 한우 등심 한식전문점, 바다를 보며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식음료 시설,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편집숍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와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컨

퍼런스룸인 마린홀, 전시와 행사를 열기 좋은 갤러리홀,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루프101과 클럽101이 있어 행사의 특성이나 인원에 맞춰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베이101은 부산 최고의 야경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해질녘에

는 황금빛 일몰로 반짝이는 바다와 함께, 밤에는 마린시티의 마천루가 만드는 화

려한 야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The Bay 101
더베이101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52

대표번호 051-726-8888

홈페이지 www.thebay101.com
대관 문의 051-726-8880 / thebay101.busan@gmail.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부산현대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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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4  부산관광공사, ‘마이스얼라이언스 뉴플레이스상’ 수상 
2014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해양레저 특화사업장
2015  글로벌 트레이드 리더스 클럽, 

  국제호텔 & 외식업 어워드 국내 최초 수상 
2016  한국마이스협회 유니크베뉴 선정
2017  부산관광공사 유니크베뉴 선정
2019  부산관광공사 유니크베뉴 선정

주요 행사
2017  The 7th KOICA Club Conference
2018  뉴질랜드의 밤(부산국제단편영화제 관련 행사)
2018  코아펙의 밤 국제행사 외부 만찬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2018  WACS 세계조리경연대회 스탠딩 리셉션
2018  부산국제의료관광 바이어 환영리셉션
2018  K-ICT WEEK in Busan Networking Reception
2018  창업진흥원 벤처창업페스티벌
2018  원스토어 네트워킹 파티 ‘ONEstore NIGHT BAR’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30대 버스 : 3대

제공장비
스테이지,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작품 전시 시설, 
행사 홍보 멀티비전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부대시설 해양 레저시설, 카페, 레스토랑, 편집숍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컨퍼런스룸 지하 1층 56m² 20 30 - - 30 17 20

마린홀* 지하 1층 231m² 180 180 120 200 150 30 36

갤러리홀 1층 397m² 250 250 200 300 200 78 84

루프101 3층 루프탑 397m² 200 200 160 250 180 78 84
*마린홀은 복도 형식이므로 Board 형태로 진행 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음.

교통편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0분(27km)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35분(16km)

  동백역(부산2호선)에서 도보로 약 10분(685m)

주변 시설

  
[3km 이내]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시타딘 해운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해운대 영화의거리, 달맞이길(문탠로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 센텀시티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벡스코, 
영화의 전당

KOREA UNIQUE VENUE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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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은 영화,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영

상 문화공간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필름 페스티벌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평소에는 예술영화, 고전영화, 대중영화 등 

여러 장르의 영화 상영과 다양한 공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의전당 건물은 뛰어난 조형성과 건축 미학을 자랑합니다. 비프힐, 더블콘, 

시네마운틴 등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네마운틴과 비프힐 사이에

는 거대한 지붕인 빅루프와 그 아래로 주요 행사장인 야외극장이 자리하고 있습

니다. 야외극장은 최대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거대한 스크린과 5.1채

널을 지원하는 스테레오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

습니다. 밤이면 빅루프에 설치된 LED조명이 만들어내는 무지개색의 화려한 야

경과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대표번호 051-780-6000

홈페이지 www.dureraum.org
대관 문의 051-780-6033 / arik2@dureraum.org

대관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대관 공고 확인 →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접수

KOREA UNIQUE VENUE  /  부산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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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2  세계 최대 캔틸레버(Cantilever) 지붕으로 기네스북 등재
2014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선정
2018  소비자중심경영 인증(CCM)

주요 행사
2011-2019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2013-2018  국제게임전시회(G-STAR) 문화 행사
2014  암웨이 차이나 한류 콘서트
2014  ITU 전권회의 환영 만찬
2012, 2016, 2018  부산국제모터쇼 GM 갈라 나이트
2019  뉴스킨 뉴페스타 썸머(NU SKIN NU FESTA SUMMER)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501대 버스 : 주차 불가(필요 시 사전문의)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Wi-Fi, 음향시설, 조명시설

케이터링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리허설 룸, 분장실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야외극장 실외 2,364m² 6,000 3,000 1,200 4,000

교통편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5분(27km)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17분(12km)

  센텀시티역(부산2호선)에서 도보로 약 7분(685m)

주변 시설

  

[3km 이내] 해운대센텀호텔, 센텀프리미어호텔
[5km 이내] 해운대 그랜드호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 영화의거리, 민락동 횟집거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 센텀시티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벡스코, 더베이101, 
부산시립미술관

KOREA UNIQUE VENUE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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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휴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황룡원은 현재는 소실된 신라의 황

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해 만들어진 연수원입니다. 웅장한 규모와 우아하고 아름

다운 외관으로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룡원은 경주 시내를 내려다보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중도타워, 객실과 연

회장이 마련된 연수동, 야외 행사가 가능한 잔디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조성된 시설답게 회의와 연회, 단체활동에 필요한 시

설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며, 명상이나 다도 등의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5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장기간의 행사를 개최하기 적

합하며 경주의 주요 관광지들과 가까워 행사와 숙박, 관광을 연계하는 것도 가

능합니다.

Hwangnyongwon
황룡원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0

대표번호 054-760-0500

홈페이지 www.hwangnyongwon.com
대관 문의 010-8928-8133 / lyh8133@dkpia.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경상북도역사 ·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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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5  경주시, ‘제6회 경주시건축상’ 대상 수상
2017  한국수력원자력, ‘운영능력평가 감사패’ 수상

주요 행사
2016  제15차 한독포럼 문화교류 행사
2017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 총회(WANO BGM) 만찬
2017  건설원전 토건분야 기술교류회 행사
2017  세계한식요리 경연대회
2017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회의
2018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제 2회 춘계학술대회(KOSESS 2018)
2019  ICIC&ISAAR 2019 Opening Ceremony&Welcome Reception
2019  15th IAEA/COG Technical Committee Meeting(with KHNP)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60대 버스 : 3대(인근 주차장 이용 가능)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화이트보드,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계약업체 이용 가능

자체 숙박시설 45개 객실(2인-최대 8인, 온돌&침실)

부대시설 카페

외국어 응대 영어, 일본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m²)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대연회장 연수동 1층 660m² 300 250 200 250 180 50

강당 연수동 3층 181.5m² 80 60 50 60 70 24

금강홀 중도타워 3층 313m² 150 100 120 120 100 60

화랑홀 중도타워 4층 290.4m² 120 80 100 100 80 40

화백홀 중도타워 5층
100m² 50 40 40 40 40 20
200m² 50 40 40 40 40 20

잔디광장 실외 990m² 500 400 200 500 300 90

교통편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80분(93km)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85분(99km)

  신경주역(KTX)에서 차로 30분(21km)

주변 시설

  
[1km 이내] 코모도 호텔 경주, 베니키아 스위스로젠 호텔, 
더케이호텔 경주, 힐튼호텔 경주, 한옥호텔 라궁

  보문관광단지, 경주엑스포공원, 경주월드, 불국사, 석굴암

KOREA UNIQUE VENUE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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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침소를 뜻하는 왕의지밀(至藌)은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고품격 한

옥 호텔입니다. 6,000여 평의 넓은 대지에 11개 동 총 64개의 한옥객실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한옥의 멋은 살리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 객실이 현

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채의 한옥이 처마를 잇대고 늘어선 장관

을 자랑하며, 특히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는 한옥의 우아한 자태는 감

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한옥 호텔 맞은편에는 행사 및 연회를 위한 컨벤션 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6개의 크고 작은 컨벤션 공간과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

모 학술회의부터 중대형 세미나와 기업 연수까지 행사 인원과 성격에 따라 다양

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한식당, 퓨전음식점, 카페와 편의점 등 다양

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Royal Room of King
왕의지밀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18-20

대표번호 063-284-1004

홈페이지 royalroom.co.kr
대관 문의 010-9767-7724 / j-bnb@hanmail.net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전라북도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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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주요 행사
2018  비바체 실내악 페스티벌
201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협의회
2018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
2018  2회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2019  3회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2019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
제 5차 교과서 개선포럼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200대 버스 : 30대

제공장비 음향&조명시설, 빔 프로젝터,  노트북&포인터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외부 케이터링 가능

자체 숙박시설 한옥호텔 64개 객실(최대 242명 수용 가능)

부대시설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편의점

외국어 응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훈민정음 컨벤션센터 4층 310m² 400 144 160 300 200 100 120

충무공 컨벤션센터 3층 173m² 200 70 80 140 100 60 60

사임당 컨벤션센터 3층 130m² 100 60 60 100 80 40 50

훈민관 별관 153m² 80 50 50 80 60 30 40

정음관 별관 50m² 30 - - 30 26 24 20

대장금 컨벤션센터 2층 280m² - - 160 - - - -

교통편

무안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10분(146km)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130분(170km)

  전주역(KTX)에서 차로 약 10분(8km)

주변 시설

  [5km 이내] 라마다호텔 전주, 베니키아 전주한성호텔 

 전주 객리단길(전주객사길)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전주향교, 전주남부시장, 
국립무형유산원

KOREA UNIQUE VENUE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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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라북도의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

입니다. 2,037석 규모의 모악당을 비롯하여 666석 규모의 연지홀, 206석 규모

의 명인홀, 6,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 등 다양한 공연장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실내 공연장인 모악당은 최첨단 극장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통창극부터 오페라,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대중콘서

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는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회의

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50석 규모의 대회의장에는 원활한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6개 국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중회의장과 세미나실

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Sori Arts Center of jeollabuk-do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대표번호 063-270-8000

홈페이지 www.sori21.co.kr
대관 문의 063-270-8000 / kosac2334@naver.com
대관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대관신청

KOREA UNIQUE VENUE  /  전라북도문화예술



109108

주요 행사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201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8  전라북도 국제교류페스티벌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698대 버스 : 주차 가능

제공장비 유·무선마이크, 빔 프로젝터, 조명

케이터링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카페, 식당, 중앙광장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Classroom Board

대회의장 국제회의장 2층 466.43m² 250 -

중회의장 국제회의장 1층 98.87m² 72 -

세미나실 국제회의장 1층 53.46m² - 16

교통편

무안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10분(142km)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130분(165km)

  전주역(KTX)에서 차로 약 6분(4km)

주변 시설

  [5km 이내] 라마다호텔 전주, 베니키아 전주한성호텔

 전주 객리단길(전주객사길)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전주향교, 전주남부시장, 
국립무형유산원

KOREA UNIQUE VENUE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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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 기관입니다. 매일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의 시설은 각 공간이 지향하는 목적성에 따라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이라는 5개 공간을 주축으로 구성됩니다. 연

면적 156,817㎡에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시설이지만 대부분

의 시설을 지하에 조성하였으며 건물 옥상을 거대한 옥상정원으로 이용하고 있

어 도시와 시설의 경계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문화정보원 지하 2층에 마련된 콘퍼런스홀에서는 최대 500명을 수용하여 세

미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퍼런스홀과 바로 연결된 리셉션홀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회의와 연회 장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밖

에도 공간을 3분할 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대표번호 1899-5566

홈페이지 www.acc.go.kr
대관 문의 062-601-4620 / rent@aci-k.kr

대관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대관공고 확인 → 대관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 → 대관심의 → 승인통보 → 계약체결

KOREA UNIQUE VENUE  /  광주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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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2016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
2016-2017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2016-2017  ACC국제심포지엄
2017-2018  ACC아시아문학페스티벌
2018  제12회 광주비엔날레
2018-2019  ACC ROUND TABLE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2015-2019  ACC월드뮤직페스티벌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문화관광포럼, 

  주한아시아대사관 협력회의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081대 버스 : 45대

제공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등

케이터링 외부 케이터링 가능(지정업체 이용)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콘퍼런스홀 문화정보원 B2층 510m² - - - - 500 - -

리셉션홀 문화정보원 B2층 316m² - 150 150 - - - -

다목적홀* 어린이문화원 B2층 1,555m² 380 380 380 380 380 380 380

대강의실 문화정보원 B1-2층 364m² - - - - 117 - -
*가변형(다목적 A,B,C 3분할 가능)

교통편

무안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55분(56km)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80분(80km)

  광주송정역(광주1호선·KTX)에서 지하철로 약 30분(16km)

주변 시설

  
[1km 이내] A.C.C디자인호텔
[10km 이내]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충장로

  충장로 패션스트리트, 롯데백화점 광주점, NC백화점 광주역점

  양림동 펭귄마을, 광주향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KOREA UNIQUE VENUE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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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의 명산 중 하

나인 제암산 중턱에 위치한 종합 휴양시설입니다. 1일 최대 50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야영장, 물놀이장, 짚라인, 에코어드벤처 등 다양한 레저시설

을 갖추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자

랑하는 ‘더늠길'은 한국에서 가장 긴 무장애 데크로드로, 계단이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5.8km의 숲길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는 단체행사와 단체활동, 숙박을 한 자리에서 모두 진행

할 수 있어 기업 및 단체의 워크숍에 적합합니다.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 가능

한 다목적 교육관과 소단위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5,000여 명이 야외 행사

를 할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도 있습니다. 

Jeamsan Recreational Forest
제암산자연휴양림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330

대표번호 061-852-4434

홈페이지 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90
대관 문의 061-850-8701 / jh4492@korea.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문의 후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

KOREA UNIQUE VENUE  /  전라남도레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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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8  한국관광의 별
2019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선정

주요 행사
2018  임업인 한마음대회
2019  전국 여행사 팸투어
2019  재난안전대응 한국훈련
2019  민원행정우수사례 발표회
2019  자매결연도시와 함께하는 장애인 행복충전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300대 버스 : 30대

제공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등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자체 숙박시설 55개 객실

부대시설 5.8km 무장애 데크길, 수변데크 야간 조명길, 
에코어드벤처 등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숲속교육관 숲속교육관 401m² 300 200 200 200 200 50 200

숲속휴양관 
소회의실 숲속휴양관 68m² 30 25 25 25 25 15 25

전남권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세미나실

전남권환경성질환예
방관리센터 80m² 70 40 40 40 40 40 40

교통편

무안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90분(107km)

 목포항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60분(82km)

  보성역(경전선)에서 차로 약 15분(13km)

주변 시설

  [15km 이내] 보성다비치콘도, 보성녹차리조트

  
대한다원, 율포해수욕장(솔밭해변), 율포해수녹차센터, 
한국차박물관, 득량추억의거리

KOREA UNIQUE VENUE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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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형태(本態)’라는 뜻의 본태박물관은 그 이름처럼 인류 본연의 아름다움

을 탐구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입니다.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아름다운 섬, 제

주도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과 건축, 전통과 현대, 세계와 한국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본태박물관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1995)을 수상한 세계적

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Ando Tadao)가 설계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대리석을 

연상케 하는 노출콘크리트와 건축 요소로 차용된 빛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본태박물관은 안도 타다오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태박물관의 제2전시관 외부에 마련된 우아한 야외정원에서 제주의 햇살과 바

람을 느끼며 연회와 세미나를 열 수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위치한 뮤직홀에

서는 소규모 세미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태박물관
bonte museum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69

대표번호 064-792-8108

홈페이지 www.bontemuseum.com
대관 문의 064-792-8108 / hrlim@bontemuseum.com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제주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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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사패 수상
201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박물관 선정

주요 행사
2013  제1회 본태문화포럼
2014  제2회 본태문화포럼
2016-매년 5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
2017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20대 버스 : 주차 가능

제공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등

케이터링 자체 조리 가능, 외부 케이터링 가능

부대시설 카페, 기프트샵

외국어 응대 영어 응대 가능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본태정원 본태박물관 
제2전시관 외부 819m² 400 300 200 - -

뮤직홀 본태박물관 
내부 별도 공간 70m² - - - 50 60

교통편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약50분(32km)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55분(36km)

주변 시설

  [1km 이내] 디아넥스호텔  /  [3km 이내] 포도호텔

  
신라면세점 제주점, 제주관광공사 신화월드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중문관광단지, 중문색달해수욕장, 제주신화월드, 카멜리아힐

KOREA UNIQUE VENUE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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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촌은 제주의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민속박물

관입니다. 조선말기인 1890년대를 기준으로 오랜 연구와 조사,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당시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실제 

제주 사람들이 거주했던 전통가옥 100여 채를 산촌, 중산간촌, 어촌마을로 구

분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 

제주도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민속장터, 드라마세트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

며 매일 3차례 전통공연이 열립니다. 또한, 157,100m²에 달하는 넓은 대지는 제

주의 나무와 꽃으로 아름답게 조경되어 있어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제주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제주민속촌은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한 이력

이 있습니다. 민속촌 중앙에 자리한 옛 관아건물인 제주영문의 넓은 앞마당에서 

국빈초청, 국제회의, 기업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Jeju Folk Village
제주민속촌

업체 정보 및 대관 신청 방법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대표번호 064-787-4501

홈페이지 www.jejufolk.com
대관 문의 064-787-4501 / sesong@kas.co.kr
대관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 문의

KOREA UNIQUE VENUE  /  제주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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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8  중국 국가여유국 품질인증 관광(QSC) 취득
2019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우수관광사업체 선정(6회 연속)

주요 행사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영부인 공식방문 행사
2009  대한항공 갈라 행사
2011  제주초가 및 테우레이싱 마이스 행사
2011  중국 바오젠 그룹 행사
2015  국제영역분할법학술대회 참가자 행사
2016  첼린지제주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레이스 Finish 및 폐막식
2018  제주국제트레이러닝대회 Finish행사
2018  AAPA 웰컴 리셉션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주차시설 자동차 : 157대 버스 : 27대

제공장비 없음

케이터링 외부 케이터링 가능(지정업체 이용)

부대시설 공연장, 대식당(500석)

대관시설 정보

시설명 위치 면적
자리배치

Standing Reception Banquet

제주영문(관아) 일원 야외 2,900~7,000m² 200~400 200~400 200~400

교통편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60분(43km)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차로 약 45분(40km)

주변 시설

  
[1km 이내] 해비치호텔앤리조트
[10km 이내] 소노캄 제주호텔

  쇠소깍,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KOREA UNIQUE VENUE  /  제주



업체명 지역 시설유형 수용인원
(대표공간 기준)

케이터링
숙박 홈페이지 대관 문의 페이지

자체 외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문화예술 Theater 416 - O - www.museum.go.kr 02-2077-9070 / ksj71@korea.kr 06

문화비축기지 서울  현대복합시설 Standing 700, Theater 400 - O - parks.seoul.go.kr/template/sub/culturetank.do 02-376-8410 / taewon1106@seoul.go.kr 10

삼청각 서울  문화예술 Banquet & Theater 150 O - - www.samcheonggak.or.kr 02-740-3201 / khk74@sejongpac.or.kr 14

우리옛돌박물관 서울  문화예술 Standing 300, Banquet 200 - O - www.koreanstonemuseum.com 02-986-1001 / kosa@ksmuseum.com 18

이랜드크루즈 서울  레저스포츠 Banquet & Reception 236 O - - www.elandcruise.com 010-3977-1244 / lee_ho@eland.co.kr 22

저스트케이팝 서울  현대복합시설 Banquet 250, Reception 400 O - - www.justkpop.co.kr 010-6334-6752 / sophie.j@justkpop.co.kr 26

플로팅아일랜드컨벤션 서울  현대복합시설 Banquet 550, Theater 1,000 O - - www.ficonvention.com 02-537-2440 / ficonvention@gmail.com 30

한국가구박물관 서울  문화예술 Banquet 60~70 - O - www.kofum.com 02-745-0181 / info.kofum@gmail.com 34

한국의집 서울  문화예술 Reception 100, Banquet 130 O - - www.koreahouse.or.kr 02-2266-9101 / hyojin@chf.or.kr 38

전등사 인천  역사 · 전통 Banquet & Classroom 30~150 O O O www.jeondeungsa.org 010-3789-0152 / 9370125@hanmail.net 42

코스모40 인천  현대복합시설 Standing 1,000, Banquet 300 O O - cosmo40.com 032-575-2319 / admin@cosmo40.com 46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파노라믹65 인천  현대복합시설 Standing 150, Banquet 110 O - O www.oakwoodpremier.co.kr/opi/ 032-726-2215 / pr.incheon@oakwoodpremier.co.kr 50

광명동굴 경기(광명)  레저스포츠 Banquet 70, Theater 350 - O - www.gm.go.kr/cv/index.do 02-2610-2010 / rlawnsghkr@gmuc.co.kr 54

한국민속촌 경기(용인)  문화예술 Banquet 50~350 O - - www.koreanfolk.co.kr 031-288-1710 / yongwoo29@naver.com 58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경기(고양)  레저스포츠 Banquet & Classroom 200 O O - motorstudio.hyundai.com/goyang/ 1899-6611(4번) / younghee.kim@ethan-alice.com 62

현대유람선 경기(김포)  레저스포츠 Banquet 300, Classroom 250 - O - www.aracruise.co.kr 032-882-5555 / sangukkang@gmail.com 66

남이섬 강원(춘천)  레저스포츠 Banquet 200, Theater 1,000 O - O www.namisum.com 한/영 : 031-580-8120 / na478@naminara.com 70

DMZ박물관 강원(고성)  문화예술 Banquet & Classroom 300 - O - www.dmzmuseum.com 033-634-8553 / dmzman@korea.kr 74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강원(평창)  레저스포츠 Standing 150, Banquet 50 O O O www.alpensia.com 스키점프센터 : 033-339-0411 / dkkim@gdco.co.kr 
컨벤션센터 : 033-339-1033 / changsoo.moon2@ihg.com 78

인제 스피디움 강원(인제)  레저스포츠 Banquet 240, Classroom 250 O - O www.speedium.co.kr 033-480-9923 / bsj0410@speedium.co.kr 82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부산  문화예술 Banquet & Classroom 120 - O - www.busan.go.kr/nurimaru 051-740-7369 / shlee@bexco.co.kr 86

더베이101 부산  현대복합시설 Banquet 160, Classroom 180 O - - www.thebay101.com 051-726-8880 / thebay101.busan@gmail.com 90

영화의전당 부산  문화예술 Banquet 1,200, Theater 4,000 - O - www.dureraum.org 051-780-6033 / arik2@dureraum.org 94

황룡원 경북(경주)  역사 · 전통 Banquet 200, Classroom 180 O O O www.hwangnyongwon.com 010-8928-8133 / lyh8133@dkpia.com 98

왕의지밀 전북(전주)  문화예술 Banquet 160, Classroom 200 O O O royalroom.co.kr 010-9767-7724 / j-bnb@hanmail.net 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전주)  문화예술 Classroom 250 - O - www.sori21.co.kr 063-270-8000 / kosac2334@naver.com 10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문화예술 Classroom 500 - O - www.acc.go.kr 062-601-4620 / rent@aci-k.kr 110

제암산자연휴양림 전남(보성)  레저스포츠 Banquet & Classroom 200 O - O 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90 061-850-8701 / jh4492@korea.kr 114

본태박물관 제주  문화예술 Reception 300, Banquet 200 O O - www.bontemuseum.com 064-792-8108 / hrlim@bontemuseum.com 118

제주민속촌 제주  문화예술 Reception & Banquet 200~400 - O - www.jejufolk.com 064-787-4501 / sesong@kas.co.kr 122

Index

Standing
테이블 없이 서서 진행 

가능한 인원수

Reception 
원형 커피 테이블을 놓고 
서서 진행 가능한 인원수

Banquet 
런치, 디너 등 원형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앉아서 진행 가능한 인원수

Theater 
극장 형태로 의자를 배열하여 
앉아서 진행 가능한 인원수

Classroom 
교실 수업 방식으로 테이블 및 의자를 

놓고 앉아서 진행 가능한 인원수

U-Shape 
U 형태의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진행 가능한 인원수

Board 
회의형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진행 가능한 인원수

자리
배치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제도

지원대상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 150명 이상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유치 지원

•유치 PT 클리닉
•KTO 공동 현장 유치활동

해외홍보 지원

•방한답사 지원 등

개최 지원

•국제공항 입국장 환영광고
•한국문화관광홍보관 운영

•관광 프로그램 지원 등

중대형 국제회의 특별지원 (외국인 참가자 수 500명 이상)

유치 지원

•방한실사
•유치 제안서 제작
•현장 유치활동 등

해외홍보 지원

•행사홍보 부스, 
     Korea Night 운영

•홍보물, 기념품 제작 등

개최 지원

•공식 오만찬
•문화예술공연

•관광프로그램 등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 지원 항목

* 세부사항 홈페이지 내 안내 (k-mice.visitkorea.or.kr, QR코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