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NJIAM RESORT
다채로운 휴양의 문화를 그려가는 곤지암 리조트

매 순간 다르게 빛나는 자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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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태화산 노고봉 계곡에 자리 잡은 곤지암리조트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 
서울 강남에서 불과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곤지암 리조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 인접)

1. OVERVIEW _ 위치 및 개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에서 10분 거리, 강남에서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연수 시설을 비롯하여 스키, 수목원, 스파, 야외 BBQ 등 다양한 사계절 인프라를 보유하였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곤지암리조트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 인접)

연수 시설
Meeting

연수 시설(총 28실) : 그랜드 볼룸, 컨벤션 홀 외 다양한 규모의 중·소회의실
Grand Ballroom (300~450석) / Convention Hall (120~200석)
Conference L1, L2 (30~100석) / Conference L3~L8 (24~64석)
Conference M1~M9 (14~60석) / Opus 1 (48석) / Opus 2 (96석) 
Skadi 1 ~ 7 (36~60석 / 스키 시즌은 렌탈샵으로 운영)

숙박 시설
Rooms

객실 472실 (2개 동 / 호텔형 객실 운영)
Prime Type (23평) : 92실 / Deluxe Type (35평) : 223실
Noble Type (46평) : 128실 / Royal Type (72평) : 29실

식음 시설
Dinning

담하 (고급 한식당) / 느티나무 (테라스 BBQ) / 카페테리아 (단체 식당)
라그로타 (동굴 와인 레스토랑) / 힐링빌 (화담숲 내부 식당)
2차 장소 : BBQ 프리미엄카페 (치킨 & 펍) / S라이브 카페 (가라오케)

부대 시설
Etc.

Ski : 슬로프 9면 (7.2km, 약 12만평) / 전자동 고속 리프트 5대
Spa (실내·외) : 웰네스 스파 (테라피), 패밀리 스파 (수영장)
In-Door Leisure Center : 당구 & 탁구장 외
Out-Door Activity Zone : 축구장 (인조 잔디), 야외 무대(천연 잔디)

1. OVERVIEW _ 위치 및 개요



유첨. 리조트 시설



프라임 (2~3인실)
Prime

디럭스 (4~5인실)
Deluxe

노블 (5~6인실)
Noble

로얄 (7인실)
Royal

2. Rooms _ 객실

• 거실 없음
• 더블 베드 1개 + 싱글 베드 1개

▶A Type : 거실 + 더블 베드룸 1개 + 온돌방 (침구류 3구)
▶B Type :거실 + 트윈 베드룸 1개 + 온돌방 (침구류 3구)

▶A Type : 거실 + 더블 베드룸 1개 + 온돌방 (침구류 4구)
▶B Type : 거실 + 트윈 베드룸 2개 + 침구류 2구
▶C Type : 거실 + 더블 베드룸 1개 + 싱글 베드룸 1개 + 온돌방 (침구류 3구)

• 거실 + 킹 베드룸 1개 + 더블 베드룸 1개 + 온돌방 1개 (침구류 2구)



소회의실 (M 강의장)

그랜드볼룸 컨벤션홀 오퍼스 (계단식 강의장)

스카디 (스키 시즌 미운영)중회의실 (L 강의장)

3. Meeting _ 세미나

행사장 위치
라운드 스쿨 분임

U자
(만찬) (강의) (토의)

M1, M7, M8

EW빌리지 1층 X

45 24 10

M2 ~ M6 30 24 8

M9 50 36 16

행사장 위치
라운드 스쿨 분임

U자
(만찬) (강의) (토의)

L1 & L2

EW빌리지 지하 1층 X

70 48 20

L3 ~ L5 50 36 16

L6 ~ L8 50 36 16

행사장 위치
라운드 스쿨 분임

U자
(만찬) (강의) (토의)

오퍼스1
EW빌리지 지하 2층 X

48
X X

오퍼스2 96

행사장 위치
라운드 스쿨 분임

U자
(만찬) (강의) (토의)

그랜드볼룸 EW빌리지 지하 2층 350 400 300 84

행사장 위치
라운드 스쿨 분임

U자
(만찬) (강의) (토의)

컨벤션홀 EW빌리지 지하 2층 160 180 100 40

행사장 위치
라운드 스쿨 분임

U자
(만찬) (강의) (토의)

스카디1&2

스키하우스
1층

X

150 80 30

스카디3 60 50 20

스카디4 40 30 14

스카디5~7 지하 1층 40 30 14



4. Dining _ 식음

위치 메뉴 수용인원

빌리지센터 2F
한정식, 전골

탕, 반상 메뉴 등
188석

(홀 62석, 룸 40석, 별채 86석)

위치 메뉴 수용인원

빌리지센터 1F
조/석식 뷔페, 

중식 단품
200석

(홀 176석, 룸 24석)

한식당 담하 미라시아



4. Dining _ 식음

위치 메뉴 수용인원

스키하우스 2F 단체식 / 푸드코트 500석

카페테리아

위치 메뉴 수용인원

스키하우스 2F 테라스 BBQ(한우,돈육) 260석

카페테리아



4. Dining _ 식음

위치 메뉴 수용인원

스키하우스 좌측 별채 파스타, 스테이크 등 90석
(홀 66석, 룸 24석)



수도권 최고의 스키장
곤지암스키장은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키장.
다양한 등급의 슬로프 9면, 초고속 리프트 5기 등
강원권 스키장 못지않은 시설과 규모.

스파 웰네스 스파(테라피), 패밀리 스파(수영장)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체류형 스파.
패밀리스파에서는 정적인 공간에서의 물의 공간, 
감성적인 테라피 공간

5. Ect _ 부대시설



국제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축구장은
정규 종목의 체육활동 및 명랑 운동회 진행 가능

천연잔디 야외무대
스키장 슬로프 베이스에 위치한 야외무대
500명 이상 규모의 명랑운동회 및 이벤트, 야외 연회
행사 가능.

5. Ect _ 부대시설



“화담(和談)”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LG 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는 수목원
13개 테마 정원과 국내 자생 및 도입 식물 약 4,000종을 수집하여 전시
19-20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

5. Ect _ 부대시설



개인의 휴식 · 쉼 차원을 벗어난

비정형 교육으로서의 접근

힐링 기회
제공의 목적

개인의
신체적 변화

개인
삶의 안정

개인의
성과 증진

동료 간
소통 증진

개인의
성찰

개인의
정신적 변화

사전/사후
효과 측정

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

6. Healing _ 힐링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