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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인 1테이블 운영



▪

▪

03 . ROOMS 04 . DINNING 05 . HEALING 06 . ETC



위 치 행사장 라운드 / 스쿨식 좌석 면적

EW빌리지
지하2층

Grand Ballroom 300 / 400석 638m2

Convention Hall 100 / 180석 329m2

대회의실

Convention

√ 세미나실 제원 : 빔프로젝트 스크린, HDMI, wifi 1G, 유/무선 마이크, 티존 제공



위 치 행사장 좌석 면적

EW빌리지
지하2층

OPUS 1 48석 96m2

OPUS 2 96석 160m2

Convention

√ 세미나실 제원 : 빔프로젝트 스크린, HDMI, wifi 1G, 유/무선 마이크, 티존 제공



위 치 행사장 좌석 면적

EW빌리지
지하1층

L1~L2 (2개소)
64석

(40석~80석)
119m2

EW빌리지
지하1,2층

L3~L8 (6개소)
56석

(36석~80석)
88m2

Convention

중, 소회의실

위 치 행사장 좌석 면적

EW빌리지 M1~M9 (9개소) 16~60석 40~117m2

√ 세미나실 제원 : 빔프로젝트 스크린, HDMI, wifi 1G, 유/무선 마이크, 티존 제공



위 치 행사장 분임조 / 스쿨식 좌석 면적

스카디하우스
1층, 지하1층

스카디 1~7 (7개소) 30~80석 24~46m2

Convention

√ 세미나실 제원 : 빔프로젝트 스크린, HDMI, wifi 1G, 유/무선 마이크, 티존 제공



연회 & 케이터링

기업 행사

판매 촉진(PR) 행사

체육대회

뷔페

바베큐

도시락

핑거푸드

한식, 양식, 샌드위치 등 연회 성격에 맞는 도시락으로 맞춤 제안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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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의 심플함이 어우러진 모던한 One room type

▪ 1 Room (더블 베드 1, 싱글 베드 1) / 화장실 1개

▪ 정원수 3명 (최대 1명까지 인원 추가 가능)

북미스타일의 내츄럴한 우드 인테리어 Two room type

▪ 2 Rooms (침대방 + 온돌방) / 화장실 1개 (5층 미만 2개)

▪ 정원수 5명 (최대 2명까지 인원 추가 가능)

Prime Deluxe

√  OLED TV, 샴푸/바디워시 제공, 미취사형 객실 : 캡슐커피 머신 & 캡슐커피 비치



Noble

품격 있는 인테리어와 여유로운 공간의 2 or 3 room type

▪ 노블 A : 2 Rooms (침대 :더블1,싱글1+온돌) / 화장실 2개

▪ 노블 B : 2 Rooms (침대 2 (트윈 + 트윈) / 화장실 2개

▪ 노블 C : 3 Rooms (침대 2 (트윈 + 더블) + 온돌) 화장실 2개

▪ 정원 6명 (최대 2명까지 인원 추가 가능)

※ 노블 A,B : EW빌리지 / 노블 C : L빌리지

노블 A

노블 B

노블 C

√  OLED TV, 샴푸/바디워시 제공, 미취사형 객실 : 캡슐커피 머신 & 캡슐커피 비치



Royal

품격 있는 인테리어와 여유로운 공간의 3 room type

▪ 3 Room (킹 베드 1, 트윈 베드 1, 온돌방 1) / 화장실 2개

▪ 정원수 7명 (최대 2명까지 인원 추가 가능)

√  OLED TV, 샴푸/바디워시 제공, 미취사형 객실 : 캡슐커피 머신 & 캡슐커피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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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하고 깊은 우리 맛과 멋이 스며 있는 한식당

좌석 : 182석 (홀 64석, 룸 32석, 별채 86석)

위치 : 빌리지센터 2층

좌석 : 260석

위치 : 빌리지센터 1층

한식당 담 하

일품 브런치 뷔페 미라시아

브런치와 일품요리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프리미엄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위치 : 스키하우스 2층

좌석 : 500석

좌석 : 260석

위치 : 스키하우스 2층 테라스

테라스 셀프바베큐 느티나무 BBQ

슬로프, 루지가 보이는 넓고 쾌적한 푸드코트

자연과 함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레스토랑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 와인 레스토랑

좌석 : 90석 / 룸 : 24석

위치 : 스키하우스 옆 동굴 레스토랑

와인 레스토랑 라그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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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10분

적정인원 : 12~20명
최소 10명, 최대 75명

숲 트래킹, 치유, 어둠 속 성찰

Program

▪ Forest Program ▪ Food & Art Program

티 테라피, 미각 인지, 생태 공예

90~ 180분

적정인원 : 15명 내외
최소 10명, 최대 70명

▪ Relax & Body Program

싱잉볼 명상, 요가, 밸런스 워킹

50~ 120분

적정인원 : 12명 내외
최소 10명, 최대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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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생태하천은 천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폭포와 여름, 저수지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다양한 수생 식물과 수변나무로 꾸미고 암석원, 초화마당, 생태원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세미나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휴식 시간에 리프레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



LG 상록재단이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수목원이며, 국내 자생 및 도입 식물 약 4,000종을 수집하여 관리합니다.

숲 속 산책길을 거닐며 다양한 야생화들을 만나볼 수 있고, 하얀 나무줄기가 인상적인 자작나무 숲에서

사각사각 나뭇잎이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며, 한국 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화담숲에서 마음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화담숲



스키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은 12만 3000평의 슬로프 면적을 갖춘 수도권 최대규모의 스키장 입니다. 자신의 수준과 취향에 맞게

슬로프를 선택하여 탈 수 있도록 평균 100m의 9개면 광폭의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어들의 이용의 편리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로프 정원제를 도입하였으며 동시간대 7000명으로 한정하여

더욱 쾌적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루지 & 곤돌라

국내 최초 2번의 360도 회전구간으로 더 익사이팅한 루지 썰매 체험.

다양한 즐거움과 안전성을 모두 높였으며, 트랙 곳곳에 조형물과

트릭아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야간에는 LED 조명이 트랙 주변을 밝히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하늘을 오르는 곤지암리조트 곤돌라를 타고 약 10분정도

올라가면, 리조트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가면

작은 동물원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다채로운 즐거움을 더합니다.



게임캠프 & 어린이 놀이터

370평의 패밀리 게임존에서 슈팅, 엑션 등 아케이드부터 스포츠,

범퍼카, 미니골프,VR 등 총 39종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게임캠프 옆 레포츠 센터 : 당구, 탁구, 보드게임, 다트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북유럽의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테마로 미니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스포츠 공간을 비롯하여 모래놀이, 미로 체험, 악기 체험 등의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객실타입 프라임
(76m2  / 구23평)

디럭스
(115m2  / 구35평)

노블
(152m2  / 구45평)

로얄
(238m2 / 구72평)

비고

정원 3인 5인 6인 7인 -

연회비 1,1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2,600만원 취득세 별도

구좌종류 1실 / 5구좌 법인 전용 상품

이용일수 70일 비수기 : 주중 30일/ 주말 18일

성수기 : 여름 8일/ 겨울 14일

유효기간 1년 연회비 소멸형

연회원 입회 안내

사계절 프리미엄 곤지암리조트



담당 분야 담당 지배인 E-mail 주소 연락처

국가행정/공공기관/지자체/연구기관 최경준지배인 kjc007@dnocorp.com 031-8026-5801

제약의료/제조/유통서비스 임정호지배인 hopang831@dnocorp.com 031-8026-5802

LG계열사/학회/협회 최영완지배인 yw0365@dnocorp.com 031-8026-5803

대학교/제약의료
전문기술 (법무법인/회계법인)

이도윤지배인 doyoon@dnocorp.com 031-8026-5804

초중고/종교/휴양소/워케이션 윤주희지배인 JHYOON@dnocorp.com 031-8026-5051

법인 연회원 윤주희지배인 JHYOON@dnocorp.com 031-8026-5051

☎ 031-8026-5800

mailto:kjc007@dnocorp.com
mailto:hopang831@dnocorp.com
mailto:yw0365@dnocorp.com
mailto:doyoon@dnocorp.com
mailto:doyoon@dn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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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