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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KOREA 유니크베뉴 
20곳 선정 

MICE 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국뿐만 아니라 개최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만을 할 수 있는 곳보다는 

개최지의 특징이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유니크베뉴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참가자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7년, 한국적인 대표성과 지역의 

특색을 갖춘 국제회의 장소로서 한국의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KOREA 유니크베뉴' 2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유니크베뉴는 MICE 관련 

종사자들의 추천과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행사에 

활용 가능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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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20세기 근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조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으로, 메인 전시 공간인 6개의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주제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기획 전시관, 다양한 석조 유물을 전시한 야외 열린마당,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야외 열린마당이 

적합하며, 강의나 학술 대회 진행을 위해서는 세미나실이 좋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부의 레스토랑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Theater

대강당 1층 1,931 - 416

열린마당 실외 2,376 3,000 -

소강당 1층 301 - 20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862대, 버스 78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등

• 부대 시설: 휴게 공간, 레스토랑, 카페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보유

주요 행사

•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리셉션 및 만찬

• 2014 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 2014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만찬

• 2014 ICOM 정기총회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회의 #박물관 #세미나 #강의 #학술대회 #열린마당

전시 관람 시 외국어 해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자기, 한국화, 서예 체험 등 별도의 유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 2개월 전에는 이메일(sywoo@korea.kr)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호선·경의중앙선 이촌역에서 도보 8분(560m)

 

주변 시설

•  숙박: 그랜드 하얏트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임피리얼  
 팰리스부티크호텔, 호텔 캐피탈  

•  거리: 이태원관광특구, 해방촌, 경리단길 

•  쇼핑: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이태원시장

•  관광지: 국립한글박물관, 남산서울타워, 삼성미술관 

 리움, 전쟁기념관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번호 02-2077-9227
이메일 kayounglee@korea.kr
팩스 02-2077-9937
홈페이지 www.museum.go.kr

TIP

인천항

국립중앙박물관
인천

경기도

서울

59.5k
m

43km

20km

김포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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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현대 #동대문 #전시 #패션쇼 #국제회의장 #동시통역실 #자하하디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패션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 상권에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동대문의 역동성을 형상화한 

건축물입니다. 주로 공연, 컨벤션, 패션쇼 등이 개최되는 이곳은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총 7층 

규모의 공간입니다. 주요 행사나 전시가 열리는 알림터는 알림 1관과 2관, 국제회의장으로 구분되며, 

기둥과 문턱이 없는 건축 설계로 전시 동선이나 무대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국제회의장은 6개의 동시통역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에 위치한 어울림광장 및 디자인거리에서도 행사 개최가 가능합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알림 1관 지하 1층-2층 2,992 1,500 1,300 1,200

알림 2관 지하 1층-2층 1,547 700 600 500

국제회의장 지하 2층 414 150 90 70

* 국제회의장은 단독대관이 불가함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359대, 버스 주차 불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동시통역 부스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보유, 동시통역 가능

주요 행사

• 2014~현재 상설전시 ‘간송 문화전’

• 2015 전시 ‘에스프리 디올, 디올 정신’

• 2014~2016 서울디지털포럼

• 2017 전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루이 비통’

• 연중 지속 패션쇼 서울패션위크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5분 
  (340m)

 

주변 시설

•  숙박: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서울신라호텔,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동대문

•  거리: 대학로, 명동

•  쇼핑: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패션타운

• 관광지: 동대문성곽공원, 광장시장, 청계천, 
 흥인지문(동대문)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계약 업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전화번호 02-2153-0059
이메일 jjkim@seouldesign.or.kr
팩스 02-2153-0010
홈페이지 www.ddp.or.kr

ⓒ박해욱
ⓒ정주하

인천항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DDP)

인천

경기도

66.8
km

47.3
km

29.9km김포국제공항

서울

인천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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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은 수려한 자연 풍광과 한옥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1972년 개최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 적십자 대표단 만찬 장소로 지어졌으나 2001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는 공연장과 

한식당, 와인 바, 문화 체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총 6채의 한옥으로 구성된 삼청각은 행사 목적에 

따라 각종 연회와 세미나, 워크숍, 소규모 모임을 개최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한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일화당은 앞마당과 실내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일화당 1층(실내외 혼합) 422 150 200 -

유하정 2층 171 100 70 50

청천당 1층(실내외 혼합) 171 100 90 60

천추당 1층 208 120 90 60

동백헌 1층 138 35 30 20

취한당 1층 136 35 30 2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100대, 버스 5대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 부대 시설: 카페, 한식당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보유

• 수상 내역: 2013 서울시, ‘한류관광명소’ 선정 / 2014 서울시,  
 ‘서울미래유산’ 선정 / 2014 한국관광공사, ‘궁중음식체험’ 
 선정    

주요 행사

• 2014 국제교류재단, 한중교류협회 VIP 행사

• 2015 싱가포르 MICE 로드쇼

• 2017 문화체육관광부,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 행사

•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 각종 드라마 및 방송 촬영

   (런닝맨, 왔다 장보리, 식객, 신들의 만찬 등)

삼청각
#전통 #한옥 #공연장 #전통음식 #세미나 #소규모모임 #리셉션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3
전화번호 02-765-3700
이메일 khk74@sejongpac.or.kr
팩스 02-3676-3464
홈페이지 www.samcheonggak.or.kr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도보 40분(2.6km)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 / 10:00~22:30까지, 
  40분~1시간 간격)

 

주변 시설

•  숙박: 더플라자호텔, 롯데호텔 서울, 코리아나호텔

•  거리: 삼청동, 인사동

•  쇼핑: 동화면세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  관광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채식 및 할랄 메뉴의 경우 사전 요청 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TIP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자체 조리 가능, 외부 업체 가능

ⓒ삼청각ⓒ삼청각

ⓒ삼청각

삼청각

인천

경기도

62k
m

46.3
km

26.1
km김포국제공항

서울

인천항

인천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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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한강조망 #인공섬 #야경 #국제회의 #비즈니스행사 #이벤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전화번호 02-537-2440
이메일 ficonvention@gmail.com
팩스 02-537-2499
홈페이지 www.ficonvention.com

한강에 조성된 인공섬인 세빛섬에 위치한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은 국제회의나 비즈니스 행사에 

적합한 컨벤션 시설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수상 컨벤션 공간으로, 높이 13m에 이르는 돔 형태의 홀을 

비롯해 총 7개의 연회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 시 세빛섬과 연결되는 도교에 웰컴 배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형 스크린 시설을 통해 연회 관련 영상 및 환영 메시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이 LED 

조명으로 꾸며져 저녁이면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서울의 도심 풍경과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컨벤션홀 2층 762 1,500 - 550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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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타 3층 419 300 - 200 - 100 - -

리브고쉬 3층 254 150 - 110 - 100 - -

테라스룸 3층(실내외 혼합) 150 70 - - - - - 34 

메디치 3층 50 - - 20 - - - -

테라스 온더베이 4층-5층 1,950 1,500 1,000 450 - - - -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900대, 버스 100대

• 제공 장비: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특수 조명,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카 리프트 시스템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보유, 
 동시통역 가능

주요 행사 

• 2014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 2015 세계여성경제포럼

• 2016 주한 미국대사관 독립기념일 파티

• 2016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 2017 IFAWPCA 세계건설협회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도보 25분(1.5km)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 / 11:00~22:30까지, 
  15분 간격)

 

주변 시설

•  숙박: JW메리어트호텔 서울, 르메르디앙 서울,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

•  거리: 서래마을, 신사동 가로수길

•  쇼핑: 고투몰(강남터미널지하쇼핑센터),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신세계백화점

• 관광지: 반포한강공원, 예술의전당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자체 조리 가능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인천

경기도

63.5k
m

47km

25.5km
김포국제공항 서울

인천항

인천
국제공항

ⓒ Laurier ⓒ Laurierⓒ Lau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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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개관한 한국의집은 전통을 테마로 음식, 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경복궁 내의 전각인 자경전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된 공간인 해린관을 비롯해 문향루와 취선관, 야외 행사장인 중정마당 등에서는 궁중음식은 물론 전통

공연도 즐길 수 있어 소규모 미팅부터 스탠딩 리셉션까지 여러 모임에 적합합니다. 특히, 공연으로는 한국 

전통음악인 판소리 ‘심청가’의 줄거리와 무용을 결합한 판소리 드라마 ‘KOREA 심청’을 선보여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취선관 3층 283 100 70 70 100 100 30 

민속극장 1층 264 - - - 128 - -

중정마당 실외 354 120 100 130 70 70 -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60대, 버스 2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Wi-Fi, 음향 시설, 조명 시설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보유

• 수상 내역: 2012 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하기 좋은 곳 
   100선’ 선정 / 2015 한국관광공사, ‘궁중음식체험’ 선정 /
   2016 우수문화상품, ‘한국의 집-해린정식’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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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10
전화번호 02-2266-9101
이메일 hyojin@chf.or.kr
팩스 02-2264-0979
홈페이지 www.koreahouse.or.kr

  3·4호선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230m)
 

주변 시설

•  숙박: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명동, 서울신라호텔,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로얄 호텔 서울

• 거리: 명동 

• 쇼핑: 남대문시장,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 관광지: 남산골한옥마을, 남산서울타워, 국립극장

한국의집
#전통 #한옥 #전통음식 #전통문화 #전통예술공연 #소규모미팅 #스탠딩리셉션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한국의집
인천

경기도

69k
m

46km

32.6km김포국제공항

서울

인천항

인천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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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문화원은 중남미에서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이복형 전(前) 대사 부부가 설립한 문화의 

장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립된 공간으로, 외교단, 교육기관, 학회 등 

단체에서 주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내부는 박물관과 미술관, 종교전시관, 조각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남미 대표 문화인 마야, 잉카의 유물을 포함해 중남미 대표 작가의 그림과 조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남미문화원에서 직접 조리한 파에야(Paella)나 타코(Taco)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Reception

세미나실 지하 1층 105 5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30대(공용 주차장 이용 가능), 
 버스 사전 문의 필요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테이블 & 의자

• 부대 시설: 전시관, 레스토랑, 카페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가능 직원 보유

• 수상 내역: 1995, 2001 경기도, ‘우수박물관’ 선정 /  
   2005 ‘문화훈장 보관장’ 서훈 / 2014 경기도박물관협회, 
   ‘경기도 박물관인상’ 수상 / 2015 한국박물관협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

주요 행사 

• 2017 ‘Sabor de Mexico’(멕시코의 맛) 

• 2017 ‘콜롬비아 사진전’ 개막식

• 2017 서울가든클럽 정기 모임

• 2017 한·중남미협회 정기 세미나

• 2017 중남미 신임 대사 초청 오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 
 285번길 33-15
전화번호 031-962-9291, 7171
이메일 latinamuseum@gmail.com
팩스 031-964-8218
홈페이지 www.latina.or.kr

  3호선 삼송역에서 차량 15분(8.3km)
 

주변 시설

• 숙박: 엠블호텔 고양

• 쇼핑: 스타필드 고양

• 관광지: 서삼릉, 일산호수공원, 킨텍스

중남미문화원
#이국적 #중남미 #박물관 #조각공원 #미술관 #학회 #소규모행사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인천항

중남미문화원인천

경기도

강원도

김포국제공항
서울

인천
국제공항

59
km 26km

52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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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은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전통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여러 지방에서 이건(移建) 및 복원한 실물 가옥을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조선시대 

마을과 당시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한 공간입니다. 한국민속촌에서는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와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한식당 한국관 외부의 앞마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인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에서는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 적합하고, 야외에 위치한 한국관 앞마당에서는 갈라 디너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는 퓨전 마당극과 농악단의 전통 농악 놀이도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Banquet

한국관(앞마당) 실외 1,100 50~350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 1층 520 50~35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1,900대, 버스 150대

• 제공 장비:

   실외: 간이 무대,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실내: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주요 행사 

• 2015 AIA Malaysia 투어 및 오찬

• 2015 ICP 세계보철학회 포스트 투어 및 만찬

• 2016 Prudential Malaysia 투어 및 오찬

• 2017 E.Excel 투어 및 오찬

• 2017 AmGeneral Incentive Group 갈라 디너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전화번호 031-288-1710
이메일 sortacool@ikfv.co.kr
팩스 031-697-2336
홈페이지 www.koreanfolk.co.kr

  분당선 상갈역에서 차량 10분(1.8km)
 

주변 시설

• 숙박: 라마다 플라자 수원

• 관광지: 백남준아트센터, 에버랜드, 수원 화성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역사 #야외 #갈라디너 #이벤트 #인센티브단체행사 #팀빌딩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F&B팀이 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랄 인증 식당이 있어 고객 요청에 따라 메뉴 조정이 가능하며, 
무슬림 고객을 위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자체 조리 가능

인천항

한국민속촌 

인천

경기도

강원도

62.3km

김포국제공항
서울

61.2km
81.1km

인천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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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람선은 한국 최초의 인공 운하인 경인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관광 유람선으로, 35년 동안 1,2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한 선박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의 대표 볼거리를 포함하는 ‘수향 8경’을 관광할 

수 있으며, 선상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진 

현대유람선은 2개의 연회장과 2개의 개방 공간으로 분리되어 행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진행 시 150명 이상 300명 이하 규모인 경우 연회장 1개 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300명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선박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 시간 및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다이아몬드홀 1층 425 500 350 300 400 250 70 150

사파이어홀 2층 425 500 350 300 400 250 70 150

바다정원 3층 (실내외 혼합) 425 350 200 80 250 50 - 100

오픈 데크 4층 (실외) 425 600 300 200 350 200 50 10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300대, 버스 30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가능 직원 보유

• 수상 내역: 2008~2015 해양경찰청, ‘모범선박’ 지정 / 

 2017 인천시, ‘재난 대응 안전훈련’ 표창

   

주요 행사

• 2017 META Conference 갈라 디너

• 2017 하나투어여행박람회 중국글로벌사업본부 갈라 디너

• 2017 Badan Kebajikan Kakitangan Ibu Pejabat UMNO

• 2018 YG-1 글로벌 세미나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4

전화번호 032-882-5555
이메일 sangukkang@gmail.com
팩스 032-885-6161
홈페이지 www.aracruise.co.kr

  9호선 개화역에서 차량 10분(7.5km)
 

주변 시설

•  숙박: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라마다 앙코르 서울 마곡 호텔

•  쇼핑: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몰 

•  관광지: 경인 아라뱃길, 행주산성

현대유람선 
#경인아라뱃길 #관광유람선 #대형단체 #선상행사 #라이브공연 #리버뷰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외부 업체 가능, 계약 업체 가능

인천항

현대유람선

인천

경기도

강원도

김포국제공항
서울

인천
국제공항

41k
m

35km

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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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1
전화번호 031-580-8114
이메일 namitour@naminara.com
팩스 031-580-8118
홈페이지 www.namisum.com

  경춘선 가평역에서 차량 5분(1.8km)
 

주변 시설

•  숙박: 엘리시안강촌

•  관광지: 자라섬, 제이드가든,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남이섬 
#드라마촬영지 #야외무대 #국제회의 #세계책나라축제 #인센티브행사 #팀빌딩

남이섬 내에 호텔정관루가 있어 숙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리 공예 체험, 천연 염색으로 손수건이나 스카프 등을 
만들어보는 유료 체험 프로그램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

남이섬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한 춘천의 관광 명소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으며, 유리병이나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섬 전체를 꾸미고 있는 

이색적인 공간입니다. 남이섬은 첨단 음향 시설을 갖춘 매직홀과 야외 무대 등 행사 진행에 적합한 공간이 

많아 국제회의나 비즈니스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좋습니다. 해마다 주한 대사관과 각종 국제 단체가 주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며, 2년에 한 번씩 세계 동화 작가와 동화책이 한데 모이는 ‘남이섬세계책나라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매직홀 1층 400 - - - 300 - - -

명강홀 1층 132 160 - 70 100 80 80 80

별천지 1층 99 - - - - 15 20 20

안데르센그림책센터 1층 99 40 - - - - - 20 

공심원 2층 165 200 450 500 - - - -

유니세프에코스테이지 실외 650 500 - 200 300 - - -

오스테이지 실외 9,700 1,000 - - 1,000 - - -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2,000대, 버스 80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Wi-Fi, 음향 시설

•  부대 시설: 호텔, 이슬람 기도실, 수유실, 환전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가능 직원 보유, 동시통역 가능

•  수상 내역: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선정 / 2017 한국관광평가연구원 ‘대한민국문화관광진흥

 대상’ 수상

주요 행사 
• 2011 한중일장관회의

• 2016 한국컨시어지협회 워크숍

• 2017 문화산업상생포럼 발족식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자체 조리 가능

ⓒ2015 나미포토스타

ⓒ2016 네이버 카페 ‘선명한사진’

ⓒ2015 네이버 카페 ‘사진동행’

인천항

남이섬

인천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국제공항

130k
m

95.8
km

127.
5km

김포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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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옆 동백섬에 위치한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2005년 제13차 APEC 정상회담과 2010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누리마루라는 명칭은 세상을 뜻하는 ‘누리’와 

꼭대기라는 뜻의 ‘마루’를 합친 순수 우리말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 APEC 회의를 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고유의 건축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로, 

특히 동백섬의 능선을 형상화한 둥근 지붕은 멀리서도 눈길을 끕니다. 울창한 동백나무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자연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국제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회의실 2층 355 200 200 120 240 120 38 54

자유마당(정자, 필로티) 1층 730 600 600 300 - - - -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139대(공영 주차장 이용 가능), 
 버스 주차 불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유·무선 마이크 등 기본 회의 장비

• 부대 시설: 카페, 2005 APEC 정상회담 기념관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가능 직원 보유

주요 행사 
• 2005 APEC 정상회의

• 2006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 201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 2014 방송정보통신장관회의

• 2017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116
전화번호 051-740-7368
이메일 bgkang@bexco.co.kr
팩스 051-740-7367
홈페이지 www.busan.go.kr/nurimaru

  2호선 동백역에서 도보 15분(900m)
 

주변 시설

•  숙박: 노보텔엠배서더 부산, 시타딘 해운대 부산, 
 씨클라우드 호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 거리: 달맞이길(문탠로드), 해운대 영화의거리, 
 민락동 횟집거리

• 쇼핑: 롯데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몰, 신세계백화점 

•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 더베이101, 벡스코, 수영만  
 요트경기장, 영화의전당,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누리마루 APEC 하우스 
#APEC정상회담 #동백섬 #기념관 #국제회의장 #학술회의 #만찬행사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계약 업체 가능

부산항부산역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경상남도 부산

김해국제공항

27km

19k
m
16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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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베이101은 2014년에 문을 연 부산 최고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낮에는 요트를 포함한 각종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자 저녁이면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고층 빌딩의 화려한 외관이 어우러지는 

손꼽히는 야경 명소입니다. 이곳은 대형 컨퍼런스룸인 마린홀, 새롭게 조성된 갤러리홀, 우수한 시설과 

장비로 구성된 클럽101 등 다양한 시설을 고루 갖추어 행사의 특성이나 인원에 맞춰 회의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식당 및 카페도 마련되어 있고 기념품점인 동백잡화점에서는 부산 지역만의 

특징을 살린 캔버스 백과 건조식품 등을 판매해 기념품을 구입하기에도 좋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컨퍼런스룸 지하 1층 56 - - 20 30 30 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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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홀 1층 397 250 250 200 300 200 78 84

* 마린홀은 복도 형식이므로 Board 형태로 진행 시 수용 인원이 적음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130대, 버스 3대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작품 전시 시설, 입구 외부 
 멀티 비전

•  부대 시설: 요트, 제트스키 등 해양 레저 시설

•  수상 내역: 2014 부산관광공사, ‘마이스얼라이언스 뉴플레이스 
 상’ 수상 / 2014 해양레저 특화사업장,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  
 2015 글로벌 트레이드 리더스 클럽, 국제호텔 & 외식업 어워드 
 국내 최초 수상 / 2016 한국마이스협회, ‘유니크베뉴’ 선정 /
 2017 부산관광공사, 수변·전경 시설 부문 ‘유니크베뉴’ 선정

주요 행사 
• 2017 바운스부산 ‘Startup Networking Night’

• 2017 부산시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애프터 파티

• 2017 아디다스, 제11회 세계해양포럼 행사 
 ‘Run for the Oceans’

• 2017 부산국제영화제 ‘kth 땡큐파티’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52
전화번호 051-726-8880
이메일 mahj3971@naver.com
팩스 051-726-8854
홈페이지 www.thebay101.com

  2호선 동백역에서 도보 10분(685m)
 

주변 시설

•  숙박: 노보텔엠배서더 부산, 시타딘 해운대 부산, 
 씨클라우드호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  거리: 달맞이길(문탠로드), 해운대 영화의거리, 
 민락동 횟집거리

•  쇼핑: 롯데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몰, 신세계백화점 

•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동백섬, 벡스코, 수영만 요트경기장, 영화의전당,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더베이101 
#해양레저 #요트 #일몰 #야경명소 #세미나실 #연회 #캐주얼다이닝파티

할랄과 같은 종교식이나 특이 식성을 고려한 맞춤형 음식 제공도 가능합니다.
TIP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자체 조리 가능

더베이101
27km

19k
m
16k
m

부산항부산역

경상남도 부산

김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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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25.5km

13.
8km

13
km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전화번호 051-780-6023
이메일 arik2@naver.com
팩스 051-780-6029
홈페이지 www.dureraum.org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도보 10분(685m)

 

주변 시설

•  숙박: 해운대센텀호텔, 센텀프리미어호텔, 
 해운대 그랜드호텔

•  거리: 해운대 영화의거리

•  쇼핑: 롯데백화점, 신세계센텀시티몰, 신세계백화점 

•  관광지: 광안리해변, APEC나루공원, KNN 센텀광장,  
 벡스코, 부산시립미술관

영화의전당은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 영상문화 

공간입니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평소에도 예술영화와 

고전영화, 대중영화 등 여러 장르의 영화를 폭넓게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프힐, 더블콘, 시네마운틴 

등 총 3개의 건물과 주요 행사장인 야외극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외극장은 최대 6,000여 명을 수용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앞뒤가 막혀 있고 LED 조명으로 된 지붕이 설치되어 실내처럼 집중된 분위기에

서 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컨벤션센터인 벡스코와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회의 후 

사교 행사를 위한 이동이 용이하고, 인근에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 쇼핑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야외극장 실외 2,364 6,000 3,000 1,200 4,00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501대, 버스 주차 불가(필요 시 사전 문의)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Wi-Fi, 음향 시설, 조명 시설

• 부대 시설: 리허설 룸, 분장실

• 수상 내역: 2012 세계 최대 캔틸레버 지붕으로 기네스북 등재  / 
   2014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선정

주요 행사 
• 2011~2017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 2013~2017 국제게임전시회(G-STAR) 문화 행사

• 2014 암웨이 차이나 한류 콘서트

• 2014 ITU 전권회의 환영 만찬

• 2016 부산국제모터쇼 GM 갈라 나이트

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LED지붕 #야외극장 #대형단체 #사교행사 #쇼핑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부산항
부산역

경상남도 부산

김해국제공항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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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촌마을은 현재의 국립대학 격인 신라시대 국학이 설치되었던 곳이자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알린 최부자 가문의 고택과 향교가 위치한 전통마을입니다.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과 한지나 유리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최부자 가문의 철학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최부자

아카데미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공간인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은 좌식 또는 의자 및 테이블 

구성이 모두 가능해 기업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 1층 230.04 100 60 60 80 80 40 6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80대, 버스 10대

• 제공 장비: 음향 시설, 테이블 & 의자, 교육 기기 등

• 부대 시설: 숙박 시설(객실 15개, 최대 40명 수용)

주요 행사
• 2012 제98차 국제PEN대회 문학 세미나 및 리셉션

• 2015 보건복지부·외교부 제3회 K-Pharma Academy

• 2015, 2017 경북 정체성 및 공직 가치관 확립 교육

• 2015 (사)서울인문포럼 ‘수요포럼 인문의 숲’ & YEF  
 가을 워크숍

• 2017 ‘2021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 공식 만찬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교촌길 39-2
전화번호 054-702-1012
이메일 ywjoo@crowncity.kr
팩스 054-702-1029
홈페이지 www.gyochon.or.kr

주변 시설

• 숙박: 황남관

• 쇼핑: 경주 중앙시장, 경주 성동시장

• 거리: 황리단길

• 관광지: 경주역사월성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대릉원

 지구, 국립경주박물관

경주교촌마을 
#전통 #한옥마을 #최부자 #전통문화체험 #기업회의 #소규모세미나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에서 행사 및 교육을 진행했을 경우에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TIP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신경주역
경주교촌마을

경상북도

울산

대구

대구국제공항

66km
12.7km

부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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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대표 관광 휴양지인 보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황룡원은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 및 연수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특히, 황룡원 중심에 우뚝 선 중도타워는 신라시대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해 보문관광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으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룡원은 경주 

시내를 내려다보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중도타워와 객실과 연회장이 마련된 연수동, 야외 행사가 

가능한 잔디마당으로 구분됩니다. 주로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의나 워크숍이 진행되며, 

명상, 다도 프로그램 등의 체험도 가능합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대연회장
연수동

1층 660 300 250 200 250 180 50

강당 3층 181.5 80 60 50 60 70 24

금강홀

중도타워

3층 313 150 100 120 120 100 60

화랑홀 4층 290.4 120 80 100 100 80 40

화백홀 5층
좌 100 50 40 40 40 40 20

우 230 50 40 40 40 40 20

잔디광장 실외 990 500 400 300 500 300 9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60대, 버스 3대 (인근 KT경주수련관 및  
 하이코 주차장 이용 가능)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화이트보드, 
   음향 시설, 테이블 & 의자

• 부대 시설: 카페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일본어] 가능 직원 보유

• 수상 내역: 2015년 경주시, ‘제6회 경주시건축상’ 대상 수상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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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0
전화번호 054-760-0500~0502, 0515
이메일 lyh8133@dkpia.com 
팩스 054-760-0520
홈페이지 www.hwangnyongwon.com

주변 시설

•  숙박: 호텔현대 경주, 더케이호텔 경주, 코모도 호텔 경주,  
 힐튼 경주, 한옥호텔 라궁

•  관광지: 보문관광단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신라밀레니엄파크, 불국사, 석굴암

황룡원 
#전통 #황룡사 #연수원 #기업 #교육 #워크숍 #명상 #다도

숙소는 객실에 따라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수용 가능하고, 취향에 따라 온돌이나 침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IP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자체 조리 가능, 계약 업체 가능     

황룡원

75.1km

21.3km

경상북도

울산

대구

대구국제공항

부산

경상남도

신경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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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는 섬유·패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섬유의 유연성과 

패턴의 특성을 형상화해 디자인된 건축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섬유

박물관과 비즈니스센터, 다목적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섬유박물관 기획전시실과 다목적홀에서는 

국제회의 등의 행사 진행이 가능하며, 박물관 기획전시실의 경우 행사 오프닝 및 리셉션은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board

세미나 1실 2층 114.6 - - - - 50 -

세미나 2실 2층 118.7 - - - - 50 -

세미나 3실 2층 318.3 - - - 200 100 -

다목적홀 2층 956.8 1,000 200 200 - - -

VIP룸 2층 85.49 - - - - - 9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431대, 버스 10대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동시통역 시스템 등

• 수상 내역: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기업회의 명소’ 인증

주요 행사
• 2017 한민족 아리랑선녀 선발대회

• 2017 환경의 날 기념식

• 2017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학술대회

• 2017 세계특수체육 국제학술대회

• 2017 한국지리정보학회 학술대회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전화번호 053-980-1021
이메일 chkim@dtcomplex.org
팩스 053-980-1009
홈페이지 www.dtcomplex.org

주변 시설

• 숙박: 호텔 에어포트,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 쇼핑: 롯데아울렛 

• 관광지: 동화사, 팔공산 케이블카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현대 #섬유 #패션 #박물관 #비즈니스미팅 #리셉션 #대규모단체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외부 업체 가능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6.3km
3.2km

경상북도

울산

대구

대구국제공항

부산

경상남도

동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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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그릴은 대구의 대표 야경 명소인 83타워 78층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회전식 바닥으로 

설계되어 대구 시내를 360도로 조망하며 최고급의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총 120석 규모, 스탠딩으로 최대 18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전체 대관 시에는 샴페인 

리셉션이 가능합니다. 83그릴에서는 연회만 가능하며, 강연 등을 위한 회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층에 위치한 쿠킹 아카데미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83그릴 78층 476.10 180 120 - - -

쿠킹 아카데미실 3층 49 - - 60 30 2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대형 주차장: 자동차 1,260대, 버스 20대

 동문 주차장: 자동차 100대, 버스 15대

 타워 주차장: 자동차 250대, 버스 주차 불가

•  제공 장비: 음향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보유

주요 행사
• 2014 TERMIS-AP 2014 국제학술대회

• 2014 폴란드 국립쇼팽음악원 단원 만찬

• 2015 국제 물융합 컨퍼런스

• 2016 GCCA 글로벌기업협회 만찬

• 2017 WAUPS 1st 재생학회 만찬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전화번호 053-620-0083
이메일 lee_jongmin01@eland.co.kr
팩스 053-620-0186
홈페이지 www.83tower.kr/contents/
 01.htm

 2호선 두류역에서 도보 20분(1.4km)
 

주변 시설

• 숙박: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엘디스 리젠트 호텔

• 거리: 대구 근대골목, 동성로, 안지랑 곱창골목

• 쇼핑: 서문시장, 약령시(약전골목), 현대백화점

• 관광지: 두류공원, 이월드

83그릴 
#83타워 #야경명소 #코스요리 #샴페인리셉션 #만찬행사

채식 및 할랄 메뉴의 경우 사전 요청 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자체 조리 가능

83GRILL
12km

9.4km

경상북도

울산

대구

대구국제공항

부산

경상남도

동대구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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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해양공원은 진해의 작은 섬인 음지도에 전시관, 휴식 공간, 전망 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한 해양공원

입니다. 동서양 해전(海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인 해전사체험관, 다양한 바다 생물을 전시한 

해양생물테마파크, 돛을 형상화한 태양광 발전 시설인 솔라타워가 있습니다. 솔라타워에는 약 6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장과 약 50석 규모의 소회의실, VIP 대기실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목적에 맞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인근 진해만 앞바다와 부산과 거제를 잇는 초대형 교량인 

거가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Reception Theater Classroom

대회의장 3층 644 250 600 300

소회의실 3층 110 - 50 3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260대, 버스 17대 (야외 주차장 및 
 솔라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동시통역 시스템

•  부대 시설: 전망대, 전시관, 산책로

•  수상 내역: 2016 MICE협회, ‘기업회의 명소’ 선정

주요 행사
• 2014 아·태지역 전문가 심포지엄

• 2015 재외동포 언론인 글로벌 테마파크 현장 취재

• 2015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성공 조성 세미나

• 2016 창원시·중국지방정부 경제관광협력 컨퍼런스

• 2017 ‘창원시와 시애틀의 도시 경쟁력 비교와 교류 협력 
   방안’ 국제 세미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전화번호 055-712-0403
이메일 heeimi@cwsisul.or.kr
팩스 055-712-0429
홈페이지 www.cwsisul.or.kr

주변 시설

• 숙박: 창원호텔, 풀만앰배서더호텔

• 쇼핑: 경화시장, 롯데백화점 

• 관광지: 경화역, 여좌천로망스다리

진해해양공원 
#해양공원 #솔라타워 #대회의장 #소회의실 #전망대 #오션뷰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외부 업체 가능

부산항

진해해양공원

경상남도

부산

김해국제공항37km

46.7km

45km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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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서원은 전라도의 대표 유학자를 기리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스승을 기리고자 

세운 장소이자 교육기관으로 전통의 멋과 선비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강당인 빙월당을 

비롯해 세미나실인 강수당, 사당인 숭덕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행사는 강수당 내부의 

학이실과 예경실에서 가능하며, 소규모 단위의 워크숍을 개최하기에 알맞습니다. 좌식 공간이긴 하나 

테이블과 의자 등을 준비할 경우 입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강수당 앞의 잔디밭에서는 공연이나 케이터링이 

가능합니다. 특히, 월봉서원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행사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기 좋습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Standing Reception Banquet Theater Classroom U-shape Board

학이실 1층 94.5 60 40 40 50 40 30 30

예경실 1층 56.7 40 20 20 30 20 15 15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30대, 버스 3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좌식 테이블 & 의자, 
   Wi-Fi

• 부대 시설: 카페, 전시관, 관광해설안내소

• 수상 내역: 2014~2016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우수상’ 
   수상 / 2016 문화재청, 전국 최초 ‘명예의 전당’ 등재

주요 행사
• 2016 문화체육관광부 유교문화활성화지원사업 전문가, 
   자문역 팸투어

• 2016 문화재청 지역문화 재활용 전국 워크숍

• 2016 인재육성아카데미 워크숍

• 2017 광주국악방송 ‘고봉문화제’    

• 2017 전통문화 체험관광 기자단 팸투어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곡길 133
전화번호 062-960-8255
이메일 ildmb71@korea.kr
팩스 062-960-3714
홈페이지 www.wolbong.org

주변 시설

• 숙박: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

• 거리: 송정떡갈비골목

• 쇼핑: 1913송정역시장

• 관광지: 광주비엔날레

월봉서원
#서원 #워크숍 #선비체험 #좌식 #야외 #공연 #케이터링 #소규모그룹 #팀빌딩

제철 재료를 이용한 요리 프로그램과 선비들의 의복인 유생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이메일(ildmb71@korea.kr)로 체험 신청을 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통역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TIP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외부 업체 가능

월봉서원

전라남도

광주

무안국제공항

53
.7k
m 14.5km

광주송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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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16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문화장관회의 만찬 장소로 이용된 

곳으로, 본래 광주의 무형문화재 전수·보존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간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인 증심사 입구에 자리하며, 전통 한옥인 무송원을 비롯해 야외 행사가 

가능한 너덜마당, 무형문화재 전시관,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너덜마당에서는 무등산 

자락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며 야외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무료 공연을 진행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Reception Banquet Theater

입석당 1층 93 30~50 - -

서석당 1층 100 - - 150

너덜마당 실외 510 - 80~100 -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24대, 버스 2대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주요 행사
•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

• 2015 광주하계U대회 팸투어

• 2016 아셈문화장관회의 문화 탐방 및 환송 만찬

• 2017 아시아문화포럼 만찬

• 2017 소방공무원 힐링 캠프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22
전화번호 062-232-1590
이메일 gcf7472@hotmail.com
팩스 062-232-1593
홈페이지 www.gtcc.or.kr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에서 차량 9분(2.5km)
 

주변 시설

•  숙박: 호텔무등파크

•  거리: 광주 예술의거리, 충장로

•  쇼핑: 광주 대인시장, 롯데백화점 

•  관광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죽녹원, 소쇄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전통 #무등산 #한옥 #국악 #공연 #마운틴뷰 #야외리셉션 #문화체험

공연 외에도 전통문화 및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음식, 다례 등의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최소 2주 전에 전화(062-232-1598)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전라남도

광주

무안국제공항
63.8k

m

19.2km광주송정역

TIP

ⓒ광주문화재단전통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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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정원은 전통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제주도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정원입니다. 1만 2,000평 

대지에 돌담, 연못, 인공 폭포 등으로 이루어진 7개의 테마 정원과 함께 다양한 규모의 행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간으로는 실내에 마련된 유연과 영빈관, 야외 행사장인 시크릿가든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시크릿가든에서는 3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국제회의나 가든파티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또한, 정원 전체에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천 시에는 

그늘막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어 원활한 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Banquet

시크릿가든 실외 825 300

영빈관 2층 48 50

유연 1층 121 100

주요 특징
•  주차 시설: 자동차 70대, 버스 8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Wi-Fi

•  부대 시설: 뷔페, 카페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동시통역 가능

•  수상 내역: 2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전 관광지 심사평가  
 1위 / 2011 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하기 좋은 곳 100선’ 선정 / 
 2015 산림청, 국가지정 민간정원 1호 / 2015 인민교육출판사,  
 중국 의무교육교과서에 ‘생각하는정원’ 소개 / 2016 중국국가 
 여유국, 품질서비스인증(QSC) 인증

주요 행사
• 2011 Samsung Latin Partner Experience

• 2012 세계기능올림픽 총회 만찬

• 2013 신시대건강그룹 인센티브단 다과회

• 2013 아시아 국세청장 만찬

• 2016 세계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치료학회(WCMISST) 만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전화번호 064-772-3701
이메일 spirit3703@naver.com
팩스 064-772-3707
홈페이지 www.spiritedgarden.com

주변 시설

•  숙박: 제주 라온호텔앤리조트, 제주항공우주호텔, 
 랜딩관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 제주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서머셋 제주신화월드 

•  거리: 제주올레길 14-1코스

•  쇼핑: 중문관광단지 내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신화월드 
 면세점 

•  관광지: 오설록 티 뮤지엄, 제주평화박물관, 
 제주신화월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저지오름

생각하는정원 
#테마정원 #야외행사장 #야외만찬 #국제회의 #가든파티 #야간행사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상북도 & 대구   
경상남도  
광주

제주도   외부 업체 가능

생각하는정원
제주도

제주국제공항

40
km36
.5k
m

제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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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수용 인원
케이터링

숙박 홈페이지 전화번호  페이지
자체 조리 가능 외부 업체 가능 계약 업체 가능

중남미문화원 50명 - - - - www.latina.or.kr 031-962-9291, 7171 16P

월봉서원 60명 - O - - www.wolbong.org 062-960-8255 40P

경주교촌마을 100명 - - - - www.gyochon.or.kr 054-702-1012 30P

한국의집 130명 - - - - www.koreahouse.or.kr 02-2266-9101 14P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150명 - - - - www.gtcc.or.kr 062-232-1590 42P

83그릴 180명 O - - - www.83tower.kr/contents/01.htm 053-620-0083 36P

삼청각 200명 O O - - www.samcheonggak.or.kr 02-765-3700 10P

더베이101 300명 O - - - www.thebay101.com 051-726-8880 26P

생각하는정원 300명 - O - - www.spiritedgarden.com 064-772-3701 44P

한국민속촌 350명 O - - - www.koreanfolk.co.kr 031-288-1710 18P

황룡원 500명 O - O O www.hwangnyongwon.com 054-760-0500~0502, 0515 32P

누리마루 APEC 하우스 600명 - - O - www.busan.go.kr/nurimaru 051-740-7368 24P

진해해양공원 600명 - O - - www.cwsisul.or.kr 055-712-0403 38P

현대유람선 600명 - O O - www.aracruise.co.kr 032-882-5555 20P

남이섬 1,000명 O - - O www.namisum.com 031-580-8114 22P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1,000명 - O - - www.dtcomplex.org 053-980-1021 34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1,500명 - - O - www.ddp.or.kr 02-2153-0059 08P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1,500명 O - - - www.ficonvention.com 02-537-2440 12P

국립중앙박물관 3,000명 - - - - www.museum.go.kr 02-2077-9227 06P

영화의전당 6,000명 - - - - www.dureraum.org 051-780-6023 28P

- 경주교촌마을은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숙박 가능

- 남이섬은 외부 케이터링 이용 시 업체와 사전 조율 필요

Index - 수용 인원*에 따른 분류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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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제회의 보조금 신청 자격과 동일

지원 대상

UIA 및 ICCA 국제회의 기준에 

충족하는 회의

(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로 참가자 수가 

 최소 50명 이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회의 (UIA 국제회의 기준 A형)

•협회에서 주최, 정기적으로 개최, 

 참가자 50명 이상 유치, 

 3개국 이상을 순환하는 회의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회의)  

 (ICCA 국제회의 기준)

지원 항목

회의 규모에 따라,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념품 현물 지원

신청 자격
•국내 주최·주관 단체(학회, 협회, 조직위원회 등)

•국내 주최·주관 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PCO 등)

•해외 주최 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PCO, DMC 등)

※ 단,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여야 함

지원 대상 회의  (※ 보조금 지원 관련)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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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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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외국인 100명 미만 국제회의의 경우, ‘소형 국제회의 지원’에 해당

지원 구분
•유치 지원: 국내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전개 시

•해외 홍보 지원: 국내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의 직전차 대회 혹은 유사 분야 회의에서    

 홍보 활동 전개 시

•개최 지원: 국내에서 국제회의 개최 시

※ 1건의 국제회의에 대하여 유치, 해외 홍보, 개최 각 단계별 1회씩 지원

소형 국제회의 
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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