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FIRST SOCIAL VENUE
for

THE BEST





People create culture.
Korea’s �rst social venue �e RAUM, as tomorrow’s heart of
communication, was founded based on such principle.
A social venue is not just a gathering place but a culture and
arts space where one can de�ne oneself and relate to
other people through communication and exchange,
and thereby make every moment of one’s life more pleasant
and ful�lling. 

Find your own unique value at Raum, a Renaissance-style
building surrounded by a beautiful garden in the middle of
the city.

관계를 위한 건축,
관계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라움’

사람이 문화를 만듭니다.

사회적 교류의 장소, 국내 최초 소셜베뉴 라움이 그 가치를 실현합니다.

소셜베뉴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닌 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람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장소이자 이를 통해

삶의 순간순간이 향기로워지는 문화 예술 향유의 장을 의미합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가든을 둘러싸고 웅장하게 서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공간, 라움에서

당신만의 가치를 빛내시기 바랍니다.

‘Raum’ , an architectural gem dedicated to
the creation of a new culture of human relationships





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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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MAP

소셜베뉴 라움은 지하 1층부터 4층으로 이어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입니다.

2층 마제스틱 볼룸에는 도심 속 싱그러운 정원, 그라스 가든과 대화와 교류를 위한 공간인 회랑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과 4층에는 유럽 대저택의 시크릿 정원, 폰드 가든이 있어 프라이빗한 행사에 적합합니다.

각 층은 동선이 분리되어 있어 보다 품격 있는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e social venue Raum is a big and stylish four-story building including the basement �oor.
�ere is a grass garden with a hint of nature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Majestic Ballroom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 on the second �oor. �e third and fourth �oors with the Secret Garden
and Pond Garden like those of a European mansion are suitable for a private event.

Each �oor has a di�erent entrance, making them a perfect place to host a business event without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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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ESTIC BALLROOM
GRASS GARDEN

MAJESTIC BALLROOM & GRASS GARDEN

RAUM for BUSINESS

�e Majestic Ballroom recalls the style of an old European castle. Built with stones imported from Burgundy, France and boasting
a Renaissance-style antique �nish, it is designed to make visitors feel as they are in an ancient European castle. It’s the ideal venue for
a business event, conference, brand launch, fashion show or concert, and is sure to enhance your brand image. A reception in the Majestic
Ballroom’s classically elegant lobby or a banquet in the large grass garden will be enough to make your event stand out from the crowd.

천년의 역사를 지켜오는 유럽의 웅장한 고성을 완성한 부르고뉴 지방의 석재와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스타일의 앤티크 마감을 기본으로

지어진 대 연회장 마제스틱 볼룸은 마치 유럽 고성에 들어선 듯한 감동을 전합니다. 기업 행사, 브랜드 론칭, 콘퍼런스, 패션쇼, 콘서트 등

품위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이며, 우아한 분위기가 묻어나는 클래식 로비에서의 리셉션과 웅장한 규모의

그라스 가든에서의 연회는 여느 컨벤션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A B C

C

C

D

F

E

A
Majestic Ballroom
마제스틱 볼룸 

B
Grass Garden
그라스 가든

C
Corridor
회랑

D
Classic Lobby
클래식 로비

E
Brise Hall
브리제 홀

F
Royal Suite
로얄 스위트

Audio System
음향 Digital Mixing Console

Dual CD Player
YAMAHA/M7CL 48ch
Denon DN-D4500

1ea
1ea

Descriptions
종류

Brand / Model
브랜드 / 모델

Video System
영상

Qty.
수량

HD 3CMOS Camera
Remote Controller
XDCAM EX Camcorder
Laser DLP Projector
전동스크린 (4:3)

BRC-H700
BRC-BR300
PMW-EX3
PT-RX110
200 inch Wide

3ea
1ea
1ea
2ea
2ea

Hall
장소

Majestic Ballroom
마제스틱 볼룸

Grass Garden
그라스가든

W + L + H (m)
면적

SQ. M. (m2)
평방미터 (전용 + 공용면적)

Scale
규모

Pyung
평

20.9 X 32.3 X 6.7

34.3 X 38.9

1,041

1,322

315

400

2F

Majestic Ballroom
마제스틱 볼룸

Hall
장소

450 410 1,000

Corridor
회랑

500

240

Round Table Square Table TheaterSeminar

Capacity
수용인원

MAJESTIC BALLROOM & GRASS GARDEN

RAUM for BUSINESS



�e classic Gallery Hall and Pond Garden feature a beautiful natural landscape akin to that of a mansion and exude a cozy, comfortable
atmosphere. Here you can hold a business seminar, banquet, fashion show or performance in total privacy, just as you’d want it to be.
�e beautiful nighttime view and the pleasant reception of the Pond Garden are just two of the things you can only enjoy at Raum.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갤러리 홀, 자연과 어우러져 대저택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폰드 가든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전합니다.

기업 세미나, 초청 만찬, 패션쇼, 공연 등 격조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꿈꾸고 그려 온 모든 것들을

실현시켜줍니다. 도심 속 멋진 야경과 함께 폰드 가든에서 즐기는 리셉션은 오직 라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낭만입니다.

3F

GALLERY HALL
POND GARDEN

GALLERY HALL & POND GARDEN

RAUM for BUSINESS



A

C

B

D

E

A
Gallery Hall
갤러리 홀

B
Pond Garden
폰드 가든

C
Cafe Terrace
카페 테라스

D
Garden Terrace
가든 테라스

E
Roof Top Garden
루프 탑 가든

3F

Audio System
음향 Digital Mixing Console

Dual CD Player
YAMAHA/LS9 16ch
Denon DN-D4500

1ea
1ea

Descriptions
종류

Brand / Model
브랜드 / 모델

Video System
영상

Qty.
수량

HD 3CMOS Camera
Remote Controller
Laser DLP Projector
전동스크린 (4:3)

BRC-Z700
BRC-BR300
PT-MZ670
150 inch Wide

2ea
1ea
1ea
1ea

Hall
장소

W + L + H (m)
면적

SQ. M. (m2)
평방미터 (전용 + 공용면적)

Scale
규모

Pyung
평

20.9 X 20.9 610

20.4 X 28.1 X 4.5 722 218

184

19.1 X 10.9 208 63

Gallery Hall
갤러리 홀

Hall
장소

380 300 800

Pond Garden
폰드 가든

420

60100

18

Gallery Hall
갤러리 홀

Pond Garden
폰드 가든

Garden Terrace
가든 테라스

Garden Terrace
가든 테라스

50

Round Table Square Table TheaterSeminar

Capacity
수용인원

GALLERY HALL & POND GARDEN

RAUM for BUSINESS



With a beautiful ceiling that lets in natural sunlight and an excellent acoustic design, Camber Hall looks and feels like a historic cathedral.
Its classic atmosphere will add value to your performance, award ceremony, fashion show, seminar or lecture. �e gorgeous passages from
the Garden Suite to the VIP room and and from the stage to the 3rd �oor Gallery Hall will make your event even more special.

천장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자연 채광과 소리의 울림까지 음향학적 설계로 이루어진 체임버 홀은 유럽의 유서 깊은 대성당을 옮겨 놓은

듯한 고귀함에 감동을 더합니다. 공연, 시상식, 패션쇼, 세미나, 강연 등 클래식한 분위기의 행사를 개최하여 그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또한 자연이 어우러진 가든 스위트와 무대에서 VIP룸 그리고 3층 갤러리 홀로 이어지는 섬세한 동선은 행사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4F

CHAMBER HALL

CHAMBER HALL

RAUM for BUSINESS



A

C

B
D

A
Chamber Hall
체임버 홀

B
Lobby
로비

C
Garden Suite
가든 스위트

D
VIP Room
VIP 룸

4F

Audio System
음향 Digital Mixing Console

Dual CD Player
YAMAHA/LS9 16ch
Denon DN-D4500

1ea
1ea

Descriptions
종류

Brand / Model
브랜드 / 모델

Video System
영상

Qty.
수량

HD 3CMOS Camera BRC-Z700 2ea

Hall
장소

W + L + H (m)
면적

SQ. M. (m2)
평방미터 (전용 + 공용면적)

Scale
규모

Pyung
평

15.7 X 22.9 X 9.5 485 146

Chamber Hall
체임버 홀

Hall
장소

180 250 350200

Chamber Hall
체임버 홀

Round Table Square Table TheaterSeminar

Capacity
수용인원

CHAMBER HALL

RAUM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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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E HALL

Resembling a European mansion bathed in warm sunlight,
Brise Hall is yet another cozy space at Raum. It's a great
place to hold a small business seminar, family party or
lecture, preceded by a reception in the Garden Gallery
and followed by an a�er-party in the grass garden.

따스하게 내려오는 회랑의 포근한 햇살과 어우러지는 브리제 홀은

유럽의 대저택을 연상시키는 라움 안의 또 다른 아늑한 공간입니다.

소규모 기업 세미나, 가족 연회,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며,

가든 회랑에서 시작되는 리셉션과 함께 그라스 가든에서의

애프터 파티는 연회를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Audio System
음향 이동식 Audio Mixer

Dual CD Player
W/L Hand Mix
Ceiling Speaker

YAMAHA/MGP-16X
Denon DN-D4500
SVX288 / PG28
JBL Control 24 CTM

1ea
1ea
2ea
6ea

Descriptions
종류

Brand / Model
브랜드 / 모델

Video System
영상

Qty.
수량

1ea
1ea

9.2 X 14.7 X 3.5 135 41
Brise Hall
브리제 홀

Brise Hall
브리제 홀

Hall
장소

90 90 210100

Round Table Square Table TheaterSeminar

Capacity
수용인원

Hall
장소 면적

SQ. M. (m2)
평방미터

Scale
규모

Pyung
평

W     L     H (m)

HD 3CMOS Camera
전동스크린 (4:3)

PT-VX610
120 inch

BRISE HALL

RAUM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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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EN HALL

�e Leben Hall is decorated with antique pictures on walls
�nished with marble to recreate the appearance of a Euro
-pean gallery with centuries of history. Here you can hold a
lecture, family party, seminar or any other kind of important
event. You can also throw a private a�er party on the roo�op
garden commanding a beautiful nighttime view of the city.

라움 특유의 대리석 인테리어와 벽면 가득 진열되어 있는 고풍스

러운 그림이 돋보이는 레벤 홀은 유서 깊은 유럽의 갤러리를 옮겨

놓은 듯한 디테일로 감동을 줍니다. 강연, 가족 연회, 세미나 등

품격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도심 속 멋진 야경이 한 눈에

보이는 루프 탑 가든에서의 프라이빗한 애프터 파티까지 가능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Audio System
음향 RACK Type Audio Mixer

Dual CD Player
W/L Hand Mix
Ceiling Speaker

RX1202FX
SHAUDIO CDJ6400D
SVX288/PG28
JBL Control 24 CTM

1ea
1ea
2ea
6ea

Descriptions
종류

Brand / Model
브랜드 / 모델

Video System
영상

Qty.
수량

1ea
1ea

9.5 X 16.7 X 3.6 159 48

Leben Hall
레벤 홀

Hall
장소

100 90 210120

Brise Hall
레벤 홀

Round Table Square Table TheaterSeminar

Capacity
수용인원

Hall
장소 면적

SQ. M. (m2)
평방미터

Scale
규모

Pyung
평

W     L     H (m)

LCD Projector
전동스크린 (4:3)

PT-VX500EA
120 inch

LEBEN HALL

RAUM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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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TERRACE

�e Cafe Terrace o�ers a beautiful view of the
Pond Garden, and is another cozy place that’s ideal for
banquets and parties.
�e Cafe Terrace will surely make your breakfast meeting,
party or small business meeting an unforgettable event.

폰드 가든 전망이 아름다운 카페 테라스는 프라이빗한 연회와

파티를 위한 아늑한 공간입니다. 조찬 모임, 기념 파티 등

소규모 비즈니스 모임 등을 보다 특별한 시간으로 연출합니다. 

Audio System
음향 Audio Mixer (이동식)

W/L Hand Mic
Ceiling Speaker

YAMAHA/MGP-16X
SVX288/PG28
Meyer Sound/Stella-4C

1ea
2ea
3ea

Descriptions
종류

Brand / Model
브랜드 / 모델

Video System
영상

Qty.
수량

1ea
1ea
2ea

4.8 X 21 X 4 106 32

Cafe Terrace
카페 테라스

Hall
장소

27 42 14060

Cafe Terrace
카페 테라스

Round Table Square Table TheaterSeminar

Capacity
수용인원

Hall
장소 면적

SQ. M. (m2)
평방미터

Scale
규모

Pyung
평

W     L     H (m)

LCD Projector (이동식)

전동스크린 (4:3)
LED Monitor

PT-VX500EA
120 inch
42 inch

CAFE TERRACE

RAUM for BUSINESS



Each Floor

SPECIAL VENUE

With a beautiful ceiling that lets in natural sunlight and an excellent acoustic design, Camber Hall looks and feels like a historic cathedral.
Its classic atmosphere will add value to your performance, award ceremony, fashion show, seminar or lecture. �e gorgeous passages from
the Garden Suite to the VIP room and and from the stage to the 3rd �oor Gallery Hall will make your event even more special.

소셜베뉴 라움은 VVIP만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행사를 위해 라움에 방문한 귀빈이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웨이팅 룸, 파우더 룸 등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

행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SPECIAL VENUE

RAUM for BUSINESS





RAUM
SPECIAL

Contents

Raum Chef Team
Brise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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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TEAM

Raum’s chef and kitchen sta� rank among the very best in the country. Together they will develop a new menu exclusively for you using
only the highest quality seasonal ingredients in order to serve a wide range of delicacies to your guests. 
�ey serve Western, Korean, and fusion dishes for breakfast and lunch, and even �nger food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event.

국내 최정상급의 라움 셰프팀이 메뉴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직접 엄선한 최상급 재료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미식의 세계를 선사합니다. 웨스턴, 코리안 퓨전 등 최고급 만찬 메뉴와 조찬, 오찬, 도시락, 트렌디한 스타일의 핑거 푸드 등

각 행사의 성격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메뉴를 경험해보십시오.

CHEF TEAM

RAUM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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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E FLOWER

Brise is a �ower brand created by Raum’s professional �orists. �e unique �ower setting and styling ensure that Raum is like no other venue.
�e most strict �ower quality standards and luxurious objects are observed to ensure that Brise Flower is as stylish as possible.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플로리스트로 구성된 라움의 플라워 브랜드 브리제가 차별화된 플라워 셋팅과 스타일링으로 색다른 공간을 연출

합니다. 브리제 플라워는 꽃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며 고급스러운 오브제를 사용해 세련된 스타일링을 선보입니다.

BRISE FLOWER

RAUM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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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As well as being a social venue and a culture and art space, Raum serves as a venue for performances by conductor Jung Myunghoon,
coloratura soprano Jo Sumi, saxophonist Kenny G, and crossover duo 2 Cellos. �e cultural events and performances held at Raum are not
mere entertainment; rather, they are designed as special moments that allow visitors to enjoy cultural exchanges with the artists in person.

소셜베뉴 라움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신이 내린 목소리 조수미, 색소폰의 거장 케니지, 크로스오버 듀오 투첼로스 등의 공연이 펼쳐진

고품격 문화 예술 공간입니다. 라움에서 펼쳐지는 문화 행사는 단순한 공연 감상이 아닌 아티스트와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ART & CULTURE

RAUM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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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As well as being a social venue and a culture and art space, Raum serves as a venue for performances by conductor Jung Myunghoo,
coloratura soprano Jo Sumi, saxophonist Kenny G, and crossover duo 2 Cellos. �e cultural events and performances held at Raum are not
mere entertainment; rather, they are designed as special moments that allow visitors to enjoy cultural exchanges with the artists in person.

라움은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소셜베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강좌를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지혜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ACADEMY

RAUM for BUSINESS



LOCATION

라움
주차장 입구

지하철

자가용

분당선 . 9호선 선정릉역 4번 출구 - 도보 5분 거리 (약 470m)

9호선 언주역 5번 출구 - 도보 9분 거리 (약 560m)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 도보 17분 거리 (약 1.15km)

일반버스

3412, 6411 아크로힐스 논현 하차 (구, 경복아파트)

141, 3422, 242 스포월드, 라움아트센터 하차

[성수대교] 아크로힐스 논현 (구, 경복아파트) 사거리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

[매봉터널] 아크로힐스 논현 (구, 경복아파트) 사거리 진입 전 우회전

[강 남 역]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좌회전      아크로힐스 논현 (구, 경복아파트) 사거리 진입 전 우회전

[잠 실 역]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우회전      아크로힐스 논현 (구, 경복아파트) 사거리 진입 전 우회전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4 (역삼동 680-1)   문의 02-538-3366   www.theraum.co.kr소셜베뉴 라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4 (역삼동 680-1)   문의 02-538-3366   www.theraum.co.kr

564,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680-1, Yeoksam-dong)  TEL 82-(2)-538-3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