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N D E X



[입금기한및주의사항]

• 준비및정리시간포함한총사용시간
으로계산하여예약문의

• 드리움입주사 50% 할인

• 휴식외라운지사용계획인경우,   
전체대관에해당

• 사전협의없이대관시간 15분이상
연장되는경우, 추가이용료부과
(정가기준부과, 시간당누적)

• 2일이상, 정기이용및제휴문의
02.3677.1730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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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시간당) 반나절(2~4H) 종일(5~9H)

부분대관 300,000 200,000

전체대관 500,000 400,000

*단위: 원, 부가세 별도

●포레스트 홀 (3층)

주말(시간당) 반나절(2~4H) 종일(5~9H)

부분대관 400,000 300,000

전체대관 600,000 500,000

*단위: 원, 부가세 별도

●스카이 홀 (3층)

평일(시간당) 반나절(2~4H) 종일(5~9H)

부분대관 350,000 250,000

전체대관 600,000 500,000

*단위: 원, 부가세 별도

주말(시간당) 반나절(2~4H) 종일(5~9H)

부분대관 450,000 350,000

전체대관 700,000 600,000

*단위: 원, 부가세 별도



- 예약금은총액의 20% 입니다

- 예약금과총액의결제수단은동일하게부탁드립니다(카드/계좌이체)

- 예약 확정 후, BAR 이용 계약 인원 하향 불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일: 행사 당일(별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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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메일
문의

견적서 발송
예약 내용 확정

이용 계약서 회신
(사업자등록증必) 

예약금 입금 확인
예약 확정 메일 발송

잔금납부
(행사종료 전/

은행영업시간 이내) 



1일전7일전15일전

전액 환불

총액의 20% 위약금부과

행사일

- 행사일 기준 15일전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가능
- 행사일 기준 14일~7일이내취소 시 총액의 20% 위약금 부과
- 행사일 기준 6일~4일이내취소 시 총액의 50% 위약금 부과
- 행사일 기준 3일 ~당일 전액 환불 불가
EX) 7월 15일 행사 예약 -> 6월 30일까지 무료 취소, 7월 1일부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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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환불불가



세미나실 내 케이터링 반입 가능하
나, 도시락(식사류)는 직접 혹은
케이터링 업체 통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반입비용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가)
주류 반입 불가

행사 진행 후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세요.
(B3층 쓰레기수거장 - 건물 오른쪽
엘리베이터 사용)

행사 안내, 광고 포스터는 세미나실
내 후면 유리창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압착 고무(큐방)만 사용 가능!

테이블 배치 및 원상복구는 직접
해주시면 매니저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매니저와 함께 Check-in&out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점검
- 이용시간 체크
- 만족도 조사&피드백

짐 하차 시, 도로변에 주차 후 이동
(접이식 카트 대여 가능)



물 품 명 개 수 이 용 료 (VAT별도) 사이즈 및 특이사항

무선 마이크 4개 - 스카이 홀: 3개(무선 2개, 유선 1개)

멀티 탭 5개 - 6구

HDMI선 2개 - 5m, 3m

빔 프로젝터 1대 - 포레스트 홀(3층)에만 구비

이동식 강연대 1대 - 56.8m X 57.6m X 11.45m  

접이식 무대 1대 -
3층: 4.8m X 12m X 2m
8층: 36.6m X 20.7m X 2m

43” 모니터 2대 30,000원/개당 1일

레이저포인터 2대 5,000원/개당 1일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카메라&삼각대 1대
4시간 이하 50,000원

-소니 A7C (렌즈FE 24-70mm F2.8 GM)
-SD카드 개별 지참 필수5시간 이상 100,000원

 행사 주최측의 부주의로 인한 가구,  집기의 분실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매니저에게 고지
(수리 비용 이용자 부담)



 렌탈시주의사항

●제품명 : 소니알파 A7c

※ 대여료 : 4시간 이하 50,000원 (VAT 별도) 
5시간 이상 100,000원 (VAT 별도) 

※ 제품 대여 시점부터 파손 고장 분실 훼손 등의 피해에 대한 비용은 고객님께 청구됩니다.
(렌탈 전 제품 사진 촬영 예정)
대여기간중혹은대여기간이지난후에도임차인의부주의, 실수, 고의등으로인한대여제품의파손및이상이명백한경우그모든책임은임차인에게있으며, 
대여제품의원상복구를위해회사는수리비견적을의뢰하여임차인에게청구하며임차인은청구된수리비와수리기간에해당하는대여금을회사에지불해야
합니다. 단, 수리비청구가안되는경우에는대체구입비용을회사에게지급하며그기준은부품별소비자가액을기준으로합니다. 제품의수리비용은비용을
고지한날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지불하여야합니다.

※ 제품 렌탈 후 추가 시간 연장은 해당 제품 다음 스케줄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품명 : FE 24-70mm F2.8 GM



 배너 제작 추천 업체

1) 비즈하우스: 온라인 제작 플랫폼 (네이버 검색: 비즈하우스) [바로가기]

2) 누리애드: 온라인 제작 플랫폼(네이버 검색: 누리애드) [바로가기]

- 주문방법: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며,                                                                                                                            
수령지는 저희 DREAUM으로 보내주시면 보관해드립니다.

- 수령지: 강남구 테헤란로 138 성홍타워 3층 드리움 (담당자: 서보영)

- 현수막 제작 시 유리접착용고무(큐방)으로 제작 부탁드립니다.

http://www.bizhows.com/index.jsp
https://www.nuriad.co.kr/renewal/index.php?n_media=27758&n_query=%EB%88%84%EB%A6%AC%EC%95%A0%EB%93%9C&n_rank=1&n_ad_group=grp-a001-01-000000012352554&n_ad=nad-a001-01-000000083399067&n_keyword_id=nkw-a001-01-000002323028799&n_keyword=%EB%88%84%EB%A6%AC%EC%95%A0%EB%93%9C&n_campaign_type=1&NaPm=ct%3Dkd5i9kpk|ci%3D0A00003tI1Xt9L_Ew102|tr%3Dsa|hk%3D0bcb08a052cc8b1c32373a95160ba68131ba2114


-9-

▲멀티비전 측면 여백 사이즈

◀세미나실 및 3층 공간 사이즈



멀티비전

 동영상 파일: MP4
 이미지 파일: JPEG, PNG 
 픽셀: 3840 x 2160

엘리베이터홀 TV

 동영상 파일: MP4
 이미지 파일: JPEG, PNG 
 픽셀: 1920 x 1080 (가로형)

* 사진 33장 이상업로드 불가
* PPT, PDF 파일 업로드 불가
* 파일은 행사하루 전까지 메일로 회신
* 우측화면 사용가능

(좌측 DREAUM 로고 송출)

 동영상 재생 불가
 이미지 파일: JPEG, PNG 
 픽셀: 1920 x 1080

로비 TV

* HDMI 연결 후노트북 화면 연동가능



 X배너 사이즈 : (가로) 60cm x (세로)180cm

▶ X배너는 사전 협의 후 건물 내 어디든 설치 가능합니다.

▶ X배너 거치대도 함께 보내주세요.

▶ 배송비는 사전에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착불 불가

 멀티비전 및 벽면 사이즈

▶ 멀티비전 (가로) 3.65m x (세로) 2.05m

▶ 좌측벽면 (가로) 1.25m x (세로) 2.5m

▶ 우측벽면 (가로) 1.25m x (세로) 2.5m

▶ 벽면 양면테이프 및 테이프 부착 불가

세미나실벽면설치예시EV홀설치예시 폴딩도어앞설치예시



라운지유리

 현수막 사이즈 안내

세미나실후면유리

▶ 세미나실 후면 유리 : 6m x 1.7m
▶ 라운지 유리 : 5.1m x 2.85m

▶ 부착 가능 장소: 세미나실 후면 유리창, 라운지 유리창

▶ 사이즈는 유리창 3개 전체를 덮을 정도의 사이즈 기준이며,
원하시는 크기에 따라 조절 가능

▶ 유리창에 부착해야하기 때문에 제작 시,
유리접착용고무 (큐방) 으로 제작

▶ 양면테이프 및 박스 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



EV홀TV 배너

-12- 전체대관리셉션부분대관리셉션



로비 TV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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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 정수기, 각종티,
제빙기, 전자레인지

케이터링
*반입비용별도



폴딩도어후면유리배너

-11-전체대관 전체대관 (모둠식)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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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계단식의자

멀티비전 접이식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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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비전 측면 여백 사이즈 16:9

◀세미나실 및 8층 공간 사이즈

1m  22cm
3m  65cm

2m  05cm

1m  22cm



 동영상 파일 : MP4 
 이미지 파일 : JPEG, PNG
 픽셀 : 1080 x 1920 (세로형)

* PPT,PDF 파일 업로드 불가
* 파일은 행사하루 전까지 메일로 회신

 동영상 파일 : MP4 
 이미지 파일 : JPEG, PNG
 픽셀 : 3840 x 2160

* HDMI 연결 후노트북 화면 연동가능

멀티비전엘리베이터홀 TV



멀티비전양측

 현수막 사이즈 안내

▶ A:     (가로) 1.75m x (세로) 2.3m
▶ B:     (가로)  0.9m x (세로) 2.3m
▶ C:     (가로) 1.69m x (세로) 2.3m
▶ B+C: (가로) 2.59m x (세로) 2.3m

- B구역 음량 조절 패널이 있는 부분, 배너 부착 시 사용 불가
- 상단에 픽처 레일 설치되어 현수막 거치 가능
- 양면테이프 및 박스 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

후면유리창

 현수막 사이즈 안내

▶ 유리창 사이즈: (가로) 1.7m x (세로) 2.3m (유리창 1장 기준)
▶ 뒷면 총 4개의 유리창 있으므로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
▶ 유리창에 부착해야하기 때문에 제작 시, 

유리접착용고무 (큐방) 으로 제작 필수

- 양면테이프 및 박스 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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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접이식무
대

후면유리

스카이홀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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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Room
(11인회의실) 접이식무

대

라운지 스카이홀라운지

Meeting Room A
(8인회의실)

Meeting Room B
(8인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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