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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컬처빌리지는

창의적아이디어발산을 위한

프리미엄공간입니다.

“



# 교육
# 워크샵

# 모임
# 연회

# 웨딩
# 피로연

# CF
# 드라마



동화컬처빌리지는 국내 유수기업들이 워크샵, 세미나, 교육프로그램등을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정도의 수준 높은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 교육 # 워크샵



동화컬처빌리지는 다양한 모임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연회(Party)제공으로, 보다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 모임 # 연회



동화 컬처빌리지의 고급스러운 내 · 외관과 멋진 주변경관은

사랑하는 이과 함께 영원을 약속하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 웨딩 # 피로연



동화컬처빌리지는 BHC치킨, LG디오스, MG새마을금고, 아우디, 밀키스 등

다양한 CF, 드라마촬영지로 이용될 만큼 수려한 내•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 CF # 드라마



북한강변이한눈에들어오는곳에 위치한동화컬처빌리지는

아름다운자연경관이창의력발산을 돕기도 하고, 

최적의휴식을 취할 수 있는장소입니다.

Location



동화컬처빌리지는자연과현대적인감성이 어우러지는

세련미를갖춘외형을 자랑합니다.

감성을자극하는선들과 공간분할된디자인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매번새로움을선사합니다.

Design



동화컬처빌리지의교육시설인 컨퍼런스홀, 미팅센터와

편의시설인 카페테리아, 그린코트, 웰컴센터는

다양한행사, 모임, 워크샵, 연회를

성공적으로진행할 수 있는환경을 제공합니다.

Facilities



Cafeteria

Green Court

Meeting Center

Hillside Guest House

Welcome Center
Culture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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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Riverside Guest House

4

Conference Hall

2



Meeting Center

Meeting Room 1, 2, 3 으로 구성된 Meeting Center는 회의의 규모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특히
Meeting Room1은 임원급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Meeting Room 1 Meeting Room 2 Meeting Room 3

메인 : 19명 / 배석 : 12명 12명 12명

빔프로젝터, 전동식 롤 스크린, 백페인트
글래스보드, 무선 핸드마이크, 무선 핀 마
이크, 회의용 테이블 마이크, 무선인터넷, 
전동식 롤 블라인드

60인치 FULL HD LED TV, HDMI케이블, 
백페인트글래스보드, 전동식 롤 블라인
드, 무선 인터넷

60인치 FULL HD LED TV, HDMI케이블, 
백페인트글래스보드, 전동식 롤 블라인
드, 무선 인터넷

Meeting Room 2

Meeting Room 3Meeting Room 1

•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Conference Hall 1, Conference Hall 2, Culture Lounge구성된 Conference Hall은 대형스크린과 빔프로젝
터,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효과적인 강의와 세미나, 회의 및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ference Hall 1 Conference Hall 2

60명 40명

빔프로젝터, 전동식 롤 스크린, 백페인트글래스보드, 무선 핸
드마이크, 무선 핀 마이크, 무선 인터넷

빔프로젝터, 전동식 롤 스크린, 백페인트글래스보드, 무선 핸
드마이크, 무선 핀 마이크, 무선 인터넷

Conference Hall•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Conference Hall 2Conference Hall 1

Conference Hall 2



Culture Lounge는 3면이 통유리로 감싸고 있는 채광이 좋은 공간으로 스페셜한 세미나, 교육, 회의, 연수 프
로그램을 진행하기 특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유형의 행사에 특화된 맞춤형 장소입니다.

Culture Lounge

12명

무선 핸드마이크, 음향시설, 무선 인터넷 (* 컬처라운지에서 별도 행사는 문의)

Culture Lounge•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Culture LoungeCulture Lounge

Culture Lounge



창 밖으로 북한강이 한 눈에 펼쳐지는 Riverside Guest House는 2인실로 각 방마다 침대, 옷장, 책상, 전화, 
무선 인터넷, 샤워시설을 갖춰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Riverside Guest House

트윈 10실 (2인1실)

침대, 옷장, 책상, 화장실, 샤워실, 샤워용품(샴푸,린스,바디워시),비누, 수건, 냉장고, 생수, 에어컨, 무선 인터넷

Riverside Guest House•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Hillside Guest House은 2인실과 4인실 등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게 준비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침대, 
옷장, 책상, 무선인터넷, 샤워시설이 겸비되어 있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북한강
을 원근으로 보실 수 있어,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해드립니다.

Hillside Guest House

트윈 2인 1실 (10실), 온돌 4인 1실 (4실)

침대, 옷장, 책상, 화장실, 샤워실, 샤워용품(샴푸,린스,바디워시), 비누, 수건, 냉장고, 생수, 에어컨, 무선 인터넷

Hillside Guest House•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통유리를 통해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즐겁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Cafeteria 바로 앞에
넓은 테라스가 있어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입니다.

Cafeteria

80명

무선 핸드마이크, 음향시설
카페테리아와 테라스에서 별도 행사를 진행하실 경우 담당자 (031-8034-4608~9)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행사 진행시간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feteria•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Welcome Center 는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감성적인 유선형으로 구성된 외관과 실내구조
는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Welcome Center

30명

안내데스크, 휴식벤치, 세면대, 화장실, 에어컨, 무선 인터넷

Welcome Center•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동화컬처빌리지는 건강한 친목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린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코트는 농구 와
족구, 풋살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넓은 관객석도 구비되어있습니다.

Green Court

최대 100명

농구대, 풋살축구대, 족구네트, 관람석

Green Court•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ETC

Parking Lot 주차장

동화컬처빌리지는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
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차가능대수는 최대 50대 입니다.

Open Gallery 오픈갤러리

동화컬처빌리지는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기존 미술관의 폐쇄적인 느낌
을 벗어나 선발된 신진작가들의 다양한 장르
와 크기의 작품들을 산책하듯 관람할 수 있
게 오픈갤러리 형태로 실외에 구성되어 있습
니다. (전시내용 변경예정)

• 전체 배치도

교육시설

• Meeting Center

• Conference Hall

• Culture Lounge

숙박시설

• Riverside Guest House

• Hillside Guest House

편의시설

• Cafeteria

• Welcome Center

• Green Court

• ETC

Terrace 야외테라스

동화컬처빌리지는 실내공간 이외에도, 북한
강변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라
스와 벤치등을 구비하고 있어서, 보다 자연
친화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차등운영)



동화컬처빌리지 예약안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예약문의 접수 입소 및 진행 정산 및 퇴소

연수원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세부사항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해주십시오.

031-8034-4608~9
hsw0524@dongwha.com

동화컬처빌리지 예약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결제
까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예약이 접수됩니다.

교육일정표, 사업자 등록증

입소시 담당자가 강의실 및 숙
소키 불출, 교육 기자재 사용
방법 설명과 기타 진행시 주의
사항, 근무자 비상 연락망 등
을 전달해 드립니다.

동화컬처빌리지 사무실에서
숙소키 및 기타 대여물품을 반
납 확인 후 결제(카드결제시) 
후 퇴소하시면 됩니다. 세금계
산서 발생시 이용내역서 확인
후 7일 내 발행해 드립니다.

이용절차

변경 취소

식사신청 및 변경은 사용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
야 합니다.

예약취소는 교육시작 25일전까지이며, 이후 취소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1) 교육시작 15일~24일전 : 전체 견적 비용의 50% 
2) 교육시작 14일~8일전 : 전체 동화컬처빌리지 사용료의 80%
3) 교육시작 당일~7일전 : 전체 동화컬처빌리지 사용료의 100%

예약변경및취소



동화컬처빌리지 위치안내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708-38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17

자가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진출
→ 청평/남양주 방면 좌측방향
→ 마석IC에서 춘천/청평방면 좌측방향
→ 46번 국도 이용 금남IC까지 진행
→ 금남IC에서 양평방면 우측방향
→ 금남 교차로에서 구암리 방면 좌회전
→ 구암리 방면 1KM진행 후 우측에 동화컬처빌리지 입간판 확인

경춘선 또는 잠실역 5번 출구에서
8002번, M2316번 이용 마석역 하차
→ 93번, 30번, 30-9번 버스
→ 샛터삼거리 정류장 하차
→ 도보 5분



동화컬처빌리지 주변관광안내



동화컬처빌리지는동화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그룹은 보드, 화학, 오토라이프, 미디어의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화그룹 소개

동화기업

동화말레이시아

동화호주

VRG동화 (Vietnam)

보드 화학

동화기업

태양합성

동화핀란드

오토라이프

엠파크

엠파크캐피탈

엠파크서비스

엠파크이지옥션

미디어

한국일보

동그람이

한국일보 E&B

코리아타임스



031-8034-4608~9

hanjinp@dongwha.com / hsw0524@dongwha.com / Jaeeun.jung@dongwha.com

www.dongwhaculturevillage.co.kr

예약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