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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Overview

Venue : 원마운트

부지면적 : 48.028㎡(14.528평)

연면적 : 152.393㎡(46.099평)

Location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구주소 : 대화동 2606) 

(주엽역에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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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 Snow park, Water park, Spa, Golf ranges Fitness club, Shopping mall

유동인구 : 주중 약 11,000명 / 주말 약 17,000명 / 연간 약1,000만

교통편 : 킨텍스IC와 인접, 인근 주엽역과 대화역 위치(3호선), 원마운트 앞 마을버스,

무료셔틀버스 운행



스포츠
클럽 워터파크

Overview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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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파크

쇼핑몰

위 치

부지면적

연 면 적

주요시설

개 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 2606번지(KINTEX 단지 내)

14,528평 (48,028 m²)

50,000평 (171,602 m²)

쇼핑몰, 스노우파크, 워터파크,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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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강남에 이어 2천만 수도권 시민과 1천만 해외 관광객들을 포용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강력한 3대 상권으로 도약 기대

명동, 강남에 이어 2천만 수도권 시민과 1천만 해외 관광객들을 포용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강력한 3대 상권으로 도약 기대



One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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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최대 규모, 국내 3위 규모의 워터파크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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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옥상을 활용한 도심형 최대 규모의 실외 워터파크

■ 지상 50m 높이의 시원한 공포! Big 슬라이드

- 국내 최초 2인용 튜브 타고 하늘로 점프! ‘스카이 부메랑고’

- 호수공원으로 아찔하게 라이딩! 순간 무중력 체험 ‘콜로라이드’

- 여름에는 물보라, 겨울에는 눈보라! 야외 ‘에버 슬라이드’

■ 이국적인 여유로움, 야외 태닝존 및 파티풀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패밀리풀



도심형 최대 규모, 국내 3위 규모의 워터파크

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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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와 실외를 넘나드는 짜릿함 ‘투겔 라이드’

■ 실내 최대 규모의 파도풀 ‘카니발 비치’

■ 300m 길이의 신비로운 해저 탐험, ‘벤츄라 리버’

■ 국내 최초 인터랙티브 시스템의 오감만족 워터 카니발, ‘판타스틱 플렉스’

■ 실내 최대 규모,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천국 ‘자이언트 플레이’

■ 독일식 수치료 시스템 ‘바데풀’



놀이시설 그 이상의 가치, 모두가 함께 즐기는 소통의 시간 -> 소통과 오픈의 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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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랙션

• 게임
놀이

• 가족

• 친구
참여

• 협력

• 즐김추억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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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눈 내리는 세계 최초 실내 테마파크, 스노우파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동심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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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을 키워주는 얼음 호수 위의 101가지 신나는 썰매

• 300m 아이스로드에서의 낭만 데이트, 커플 스케이트

• 개썰매, 맘모스썰매 타고 7가지 테마동굴 체험

• 눈 쌓인 스노우힐에서 즐기는 눈썰매와 겨울 눈놀이

•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파티, 환상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회전목마



꿈을 키워주는 산타할머니, 감동의 미라클 ‘산타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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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박사 산타할머니가 사는 원마운트 ‘산타 하우스’/ 진심어린 고백, 그리고 이해 -> 사랑의 미라클

• 직접 산타가 되어 소중한 이에게 선물이 되는 ‘산타 희망방 & 산타 체험’

• 한국에서 느끼는 핀란드 산타 마을, 동심을 찾고 꿈을 키우는 그림같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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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핑! 놀면서 쇼핑하는 여자들의 놀이터 [연면적 70,000㎡/300여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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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와 이벤트, 300여개 매장이 어우러진 스트리트형 쇼핑몰

• H&M, Zara, 에잇세컨즈 등 글로벌 SPA 브랜드 국내 최대 규모 입점

- 패셔니스타들이 몰려드는 127개의 트렌디 아이디어숍 ‘매직몰 127’

- 국내 최초의 ‘뷰티클러스터’, 헤어에서 성형까지 여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 세븐 스프링스, 바르미 스시뷔페, 아웃백, 온더보더 등 대형 레스토랑

- 노래하는 분수와 함께하는 낭만의 식음 테마공간, ‘원마운트 카페 거리’



SHOPPING MALL: 문화가 살아 숨쉬는 스트리트형 쇼핑몰 / 문화를 느끼고 문화를 사는 New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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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도 젠틀맨으로 만든 도심권 최대 규모의 럭셔리 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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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계절 쾌적한 돔형 명품 골프 연습장

•‘골프존’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도어 스크린 골프 연습장

• 최첨단 장비와 호수공원 조망권의 대형 휘트니스센터, GX, 스피닝

• 고품격 회원 전용 스파와 유럽 프로방스 콘셉트의 힐링센터

• 지상 40m 높이에 위치한 실내외 개방형 럭셔리 수영장

•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프리미엄 회원전용 사우나 무료 이용



옥상을 활용한 다목적 문화공간, 전천후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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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형 캠핑 영화관 오픈M

• 여름에는 물썰매, 겨울에는 눈썰매 / 전천후 놀이시설 에버 슬라이드



젊음과 열정, 즐거움, 건강함이 넘쳐 흐르는 축제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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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캠핑 & BBQ 파티

• 연중 4회 DJ 페스티벌 개최

• 풀사이드 파티, 연예인 팬사인회

•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로 변신하는 전천후 이벤트 광장



ONEMOUNT 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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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런닝맨, MBC무한도전,KBS출발드림팀, MBC우리결혼했어요,KBS뉴스광장, MBC경제매거진, SBS생활경제…… 



More..More..More..Most

사람이 많은 곳!

행사하기 좋은 곳!

시설이 좋은 곳!

4계절 프로모션이 가능한 곳!

특이하고 이상한 곳!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좋은 곳!

방송에 많이 나오는 곳!

Target 많은 곳! (특히 여성)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곳!

…

…

기업이 원하는 장소의 조건 ?

BestBest
Plac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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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곳!

행사하기 좋은 곳!

시설이 좋은 곳!

4계절 프로모션이 가능한 곳!

특이하고 이상한 곳!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좋은 곳!

방송에 많이 나오는 곳!

Target 많은 곳! (특히 여성)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곳!

…

…

기업이 Marketing 활동의 최적 장소

BestBest
PlacePlace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테마파크 쇼핑몰

•수도권에 인접한 대형 테마파크 쇼핑몰로

연간 1000만명의 유동인구 유입 예상

365일 4계절 즐기는 실내,외 Water park

•실내,외 16,000평의 도심형 최대규모 Water park 

•여름 성수기 휴가객 및 주말 레저족의 다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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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도심형최대규모의최대규모의Hot place! Hot place! 최적의최적의 마케팅마케팅장소장소! ! 원마운트원마운트

국내 최초 대형 Snow park

• 365일 눈이 내리는 국내 최초의 Winter 레포츠 공간

•기본 Decoration과 화려한 조명과 음향 장비 확보

글로벌 SPA브랜드의 대형 쇼핑몰

•긱종 쇼와 문화이벤트가 가득한 쇼핑몰

•여자들의 놀이터인 슬로건 처럼 패셔니스타 유입



OverviewOverview

29



Ⅱ. Ⅱ. 대관규정대관규정Ⅱ. Ⅱ. 대관규정대관규정



1. 대관 기본 준수 사항
- 판매 행위, 시음 및 종교ㆍ정치 관련 집회 불가

- 행사 관련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처리

- 행사 관련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

- 행사 진행 시 관공서의 허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 완료 후 진행 가능

- 지정장소 외 홍보물(배너, 현수막 등) 설치 불가

- 고객동선 확보 및 현장 관리 철저(미화, 홍보물, 인원관리 등)

- 음향 사용 제한 있으며 음향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

- 대관 협의 사항 준수 및 추가 사항 발생시 사전 협의ㆍ승인 후 진행

- 원마운트 자체 진행행사에 대한 사전확인 및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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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 기본 준수 사항
- 판매 행위, 시음 및 종교ㆍ정치 관련 집회 불가

- 행사 관련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처리

- 행사 관련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

- 행사 진행 시 관공서의 허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 완료 후 진행 가능

- 지정장소 외 홍보물(배너, 현수막 등) 설치 불가

- 고객동선 확보 및 현장 관리 철저(미화, 홍보물, 인원관리 등)

- 음향 사용 제한 있으며 음향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

- 대관 협의 사항 준수 및 추가 사항 발생시 사전 협의ㆍ승인 후 진행

- 원마운트 자체 진행행사에 대한 사전확인 및 양해

2. 대관문의
- 원마운트 대관 가능 일정 확인

- 문의 전화 : Tel. 031-961-6323

3. 행사 계획서 발송(최소 행사 14일 전까지 제출)
- 대관 행사 계획서 내용 제출(진행일자, 희망장소, 세부내용 등)

- e-mail 주소 : jhchoi@onemount.co.kr



4. e-mail 발송 후 대관 심의 및 결과 통보
- 행사성격, 행사주체, 출연자 및 대관 사용 실적을 고려하여 원마운트의 연간 행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대관 가부 결정

- 내부 검토 및 회신 기간은 3~5일(주말 제외) 소요 - 대관 심의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일정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별도 협의

※ 사전 답사하여 행사 가능한 장소파악 후 담당자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방문 제출

- 행사 성격에 따라 공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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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방문 제출

- 행사 성격에 따라 공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방문 제출

6. 계약금 및 대관료 입금
- 계약 체결 후 약정된 기일 내 계약금 입금

- 계약금은 대관료의 50%임 (단 행사성격에 따라 비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행사일 기준 D-10일 취소 시 100% 환불, D-7일 80% 환불, D-3일 40% 환불, D-1일 및 당일 취소시 10% 환불

-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시, 협의를 통해 환불 또는 일정 연기



7. 행사진행
- 행사세팅

ㆍ작업 시간 준수 : 행사전일 22시 30분부터 행사 당일 8시까지

(단, 행사의 규모 및 기간에 따라 담당자 협의 후 시간 변경 가능)

ㆍ행사 관련 물품설치/반입시 보양 작업 필수 (파손 시 전액 배상 및 원상복구)

ㆍ설치 시 안전관리 철저(사고 발생시 책임 및 처리)

ㆍ설치 시 반드시 대관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세팅을 시작하여야 하며, 작업신청서 작성 필수

- 행사진행

ㆍ행사 진행간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행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사고에 대한 책임처리)

ㆍ고객 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

ㆍ고객 동선에 방해가 되는 행위(호객 행위 등) 진행 시 행사 중단 가능

- 행사 철수

ㆍ작업 시간 준수 : 행사 종료일 22시 30분부터 행사 익일 8시까지(※ 영업시간 내 차량반입 금지)

ㆍ보양 작업 후 행사 관련 물품 해체 및 반출

ㆍ행사 관련 쓰레기 및 폐기물 자체 수거 조치

ㆍ시설물 파손ㆍ훼손 시 전액 배상 또는 원상 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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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사진행
- 행사세팅

ㆍ작업 시간 준수 : 행사전일 22시 30분부터 행사 당일 8시까지

(단, 행사의 규모 및 기간에 따라 담당자 협의 후 시간 변경 가능)

ㆍ행사 관련 물품설치/반입시 보양 작업 필수 (파손 시 전액 배상 및 원상복구)

ㆍ설치 시 안전관리 철저(사고 발생시 책임 및 처리)

ㆍ설치 시 반드시 대관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세팅을 시작하여야 하며, 작업신청서 작성 필수

- 행사진행

ㆍ행사 진행간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행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사고에 대한 책임처리)

ㆍ고객 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

ㆍ고객 동선에 방해가 되는 행위(호객 행위 등) 진행 시 행사 중단 가능

- 행사 철수

ㆍ작업 시간 준수 : 행사 종료일 22시 30분부터 행사 익일 8시까지(※ 영업시간 내 차량반입 금지)

ㆍ보양 작업 후 행사 관련 물품 해체 및 반출

ㆍ행사 관련 쓰레기 및 폐기물 자체 수거 조치

ㆍ시설물 파손ㆍ훼손 시 전액 배상 또는 원상 복구 조치



8. 행사 종료 후 현장 점검 및 보증금 환불
- 현장점검 : 파손/훼손 여부, 원상복구 및 협의사항에 대한 확인

- 환불내용 : 실비 정산 후 청구

- 청구기간 :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9. 언론매체, 온라인 등 대외 홍보 시 반드시 사전협의/승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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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 대관안내대관안내ⅢⅢ. . 대관안내대관안내



잔디광장잔디광장

1. 대관장소

36

이벤트이벤트 광장광장

이벤트이벤트 무대무대

엔트리엔트리 광장광장
카페거리카페거리

파크광장파크광장

루프가든루프가든

잔디광장잔디광장

RobbyRobby
((파크파크 내내))



1. 대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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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마운트 도면(1F)

38



2. 원마운트 도면(2F)

39



1F 이벤트무대

- 가로 10m X 폭 9m X 높이 10m

- 제공사항 : 무대 뒤 대기실, 전기(배전반 활용)

- 선택사항 : 음향, 조명 (사용료 별도)

- 특이사항 : 판매시설로 판매활동 가능, 음향/조명 시설 사용가능(사용료 별도)

중량 시설물 설치 불가, 경량 시설물 사전 협의 후 설치 가능

3. 장소별 사진

40

평면도
정면도



3. 장소별 사진

1F 이벤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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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이벤트광장

- 지름 28m

- 제공사항 : 무대 뒤 대기실, 전기(배전반 활용)

- 특이사항 : 체육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공간(공개공지 아님) 으로 별도 가설물 설치 가능

고객동선 확보, 현장관리 철저(상층 및 사방 노출)

고객 편의 및 매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고출력의 음향 사용 불가, 이벤트 무대 공연 진행 시 음향 off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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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m

596㎡(180평)



1F 이벤트광장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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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파크광장(테마파크 매표소 앞 광장)

- 테마파크 입장을 위한 Main Entrance, 다수의 유동인구 확보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선택사항 : 음향사용가능, 단, 고출력으로 사용은 불가(※ 원마운트 음향시설 사용 시 음향 사용료 별도)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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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파크광장(테마파크 매표소 앞 광장)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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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F 파크 Robby(테마파크 메인 Gate)

- 1F~2F 입장동선에 저해 받지 않는 공간 대관 가능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선택사항 : 음향사용가능, 단, 고출력으로 사용은 불가

(※ 원마운트 음향시설 사용 시 음향 사용료 별도)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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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F 파크 Robby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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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엔트리광장(대중교통 이용객의 주 출입로)

- 부분 대관 불가 / 전체 대관만 가능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선택사항 : 음향 사용 가능.(※ 원마운트 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 별도)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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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잔디 광장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선택사항 : 음향(사용료 별도)

- 특이사항 : 잔디제외, 입점매장 앞 4m 이상 동선 확보 필수

하단 표시 공간 외 협의 후 사용 가능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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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잔디광장

3. 장소별 사진

50



5F 루프가든(Megabox Open M 예정)

- 부분 대관 불가 / 전체 대관만 가능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선택사항 : 메가박스 영사시스템(사용료 별도)

음향 사용 가능.(※ 원마운트 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 별도)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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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별 사진

5F 루프가든

52



3. 장소별 사진

5F 루프가든 내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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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별 사진

5F 루프가든 내 Mega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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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원마운트 카페거리

- 가로 320m X 세로 4m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특이사항 : 입점매장 앞 4m 이상 동선 확보 필수

주로 식음매장이 위치한 구역으로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고양문화원 인접 구역

고정 시설물 설치 공간 2구역 / 카페거리 전체 이동형 행사 진행 가능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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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
5m

28m
9.5m

320m



1F 원마운트 카페거리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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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 워터파크(야외)

- 부분 대관 가능 / 전체 대관 가능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참고사항 : 7F 실내 공간 대관 가능(금액 및 공간은 세부협의)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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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 워터파크(야외)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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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워터파크(실내)

- 부분 대관 가능 / 전체 대관 가능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3. 장소별 사진

59



2F 워터파크(실내)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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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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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스노우파크(실내)

- 부분 대관 가능 / 전체 대관 가능

- 제공사항 : 전기(배전반 활용)

- 선택사항 : 음향, 조명(사용료 별도협의)

- 참고사항 : 전체 대관 진행 시 바닥 보호재(인조잔디) 설치 가능.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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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스노우파크(실내)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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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스노우파크(실내)

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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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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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가능 행사

대관

• 런칭 프로모션

• 신제품 및 신차 발표회

• 시상식

• Kick-off

• 체험 프로모션

• VIP 초청파티

• 풀 사이드 파티

• 무대공연

• 콘서트

• 기업 워크샵

• 플리마켓

• 각종 전시 및 세일즈 프로모션 등

제휴

• 티켓 프로모션

• 기업체 특판 원마운트 상품권 및 입장권

• 장기 프로모션

• 공연기획

• 멤버십 활용 프로모션 등 각종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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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칭 프로모션

• 신제품 및 신차 발표회

• 시상식

• Kick-off

• 체험 프로모션

• VIP 초청파티

• 풀 사이드 파티

• 무대공연

• 콘서트

• 기업 워크샵

• 플리마켓

• 각종 전시 및 세일즈 프로모션 등

• 티켓 프로모션

• 기업체 특판 원마운트 상품권 및 입장권

• 장기 프로모션

• 공연기획

• 멤버십 활용 프로모션 등 각종 제휴



ⅣⅣ. . 대관금액대관금액ⅣⅣ. . 대관금액대관금액



구분구분 금액금액
RemarksRemarks

대분류대분류 장소장소 위치위치 평일평일((월월~~목목)) 금요일금요일 주말주말//공휴일공휴일

이벤트이벤트 광장광장 11층층 실외실외
DD--200200 DD--250250 DD--300300

무대제외무대제외
HH--100100 HH--175175 HH--200200

이벤트이벤트 무대무대 11층층 실외실외
DD--200200 DD--250250 DD--300300 33시간시간 이내이내 / / 장비사용료장비사용료 별도별도

판매활동판매활동 가능가능HH--100100 HH--175175 HH--200200

파크광장파크광장 11층층 실외실외
DD--200200 DD--250250 DD--300300

HH--100100 HH--175175 HH--200200

RobbyRobby
((파크파크 내내))

DD--200200 DD--250250 DD--300300

((단위단위 : : 만원만원/ VAT/ VAT별도별도 / D/ D--11일일, H, H--66시간시간))
1. 장소별 대관료

68

쇼핑몰쇼핑몰 RobbyRobby
((파크파크 내내)) 11층층 실내실내

DD--200200 DD--250250 DD--300300
파크파크 이용객이용객 입장입장 GateGate

HH--100100 HH--175175 HH--200200

잔디광장잔디광장 11층층 실외실외
DD--200200 DD--250250 DD--300300

잔디구역잔디구역 제외제외
HH--100100 HH--175175 HH--200200

카페거리카페거리 11층층 실외실외
DD--150150 DD--200200 DD--250250

공영면적임으로공영면적임으로 일부일부 구획구획 구분구분
HH--7575 HH--100100 HH--175175

엔트리광장엔트리광장 11층층 실외실외
DD--150150 DD--200200 DD--250250

HH--7575 HH--100100 HH--175175

테마파크테마파크

루프가든루프가든 55층층 실외실외
DD--400400 DD--450450 DD--500500

스크린스크린 사용사용 별도별도
HH--200200 HH--225225 HH--250250

워터파크워터파크 7F 7F 실내실내,,외외 개별협의개별협의 개별협의개별협의 개별협의개별협의 테마파크테마파크 대관료는대관료는

개별협의개별협의스노우파크스노우파크 1~41~4층층 실내실내 개별협의개별협의 개별협의개별협의 개별협의개별협의



((단위단위 : : 만원만원/ VAT/ VAT별도별도 ))

구분구분 금액금액
RemarksRemarks

대분류대분류 장소장소 위치위치 음향음향 조명조명 영상영상

쇼핑몰쇼핑몰

이벤트이벤트 광장광장 11층층 실외실외

100100

-- -- •• 33시간시간 이내이내

•• 오퍼레이터오퍼레이터 감독감독 포함포함

•• 이벤트이벤트 광장광장 내내 전광판전광판 사용사용((협의협의))

•• 음향은음향은 이동식이동식 PA System 10KwPA System 10Kw

•• 무대무대 뒤뒤 스크린스크린 없음없음..

※※필요필요 시시 대관신청업체가대관신청업체가

별도로별도로 운영운영

이벤트이벤트 무대무대 11층층 실외실외 5050 --

파크광장파크광장 11층층 실외실외 -- --

RoobyRooby((파크파크 내내)) 22층층 실내실내

잔디광장잔디광장 11층층 실외실외 -- --

카페거리카페거리 11층층 실외실외 -- --

엔트리광장엔트리광장 11층층 실외실외 -- --

2. 장비 사용료

69

•• 33시간시간 이내이내

•• 오퍼레이터오퍼레이터 감독감독 포함포함

•• 이벤트이벤트 광장광장 내내 전광판전광판 사용사용((협의협의))

•• 음향은음향은 이동식이동식 PA System 10KwPA System 10Kw

•• 무대무대 뒤뒤 스크린스크린 없음없음..

※※필요필요 시시 대관신청업체가대관신청업체가

별도로별도로 운영운영엔트리광장엔트리광장 11층층 실외실외 -- --

테마파크테마파크

루프가든루프가든 44층층 실외실외 -- -- -- 메가박스메가박스 영사영사 시스템시스템
((추후협의추후협의))

스노우파크스노우파크 44층층 실내실내 2,000,0002,000,000 3,980,0003,980,000 개별협의개별협의
테마파크테마파크 장비사용은장비사용은

개별협의개별협의워터파크워터파크 4~74~7층층
실내실내,,외외 개별협의개별협의 개별협의개별협의 개별협의개별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