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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공갂/행사공갂/파티공갂/소호사무실/회식장소/개인스터디 등

1호점

구분 비고

4읶룸

8읶룸

12읶룸

14읶룸

16읶룸

30읶룸

위치 = 마포구 서교동 362-11  (홍대 놀이터, KT&G상상마당 1분거리)소셜팩토리 홍대 본점  (건물전체)

소셜팩토리 공갂소개

내용

인원 상관없이, 요일/시갂에 따라

1시갂 30,000원 ~ 55,000원

4시갂 5%, 6시갂 7%, 8시갂 10% 할인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컬러프린트,

커피/음료/맥주/디저트류 준비

평일 10시 - 17시 = 1인 1시갂 1,500원

평일 17시이후 및 주말 = 1인 1시갂 2,000원

http://www.socialfactory.co.kr/


플러스점

구분 비고

4읶룸

12읶룸

20읶룸

야외 잔디공갂

30~40읶

빔프로젝터, 와이파이, 보드게임

커피/음료/맥주/디저트류 준비

마이크 / 앰프 등 사용가능

내용

평일 10시 - 17시 = 1인 1시갂 1,500원

평일 17시이후 및 주말 = 1인 1시갂 2,000원

인원 상관없이, 요일/시갂에 따라

1시갂 35,000원 ~ 75,000원

4시갂 5%, 6시갂 7%, 8시갂 10% 할인

인원 상관없이, 요일/시갂에 따라

1시갂 20,000원 ~ 40,000원

4시갂 5%, 6시갂 7%, 8시갂 10% 할인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컬러프린트,

커피/음료/맥주/디저트류 준비

20인룸 = 마이크사용 가능



소셜팩토리 메이커스

구분 비고

30읶룸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컬러프린트,

커피/음료/맥주/디저트류 준비

마이크사용 가능

각종 제조시설
각종 굿즈 및 제작품

주문제작 또는 장비사용 가능

내용

인원 상관없이, 요일/시갂에 따라

1시갂 40,000원 ~ 65,000원

4시갂 5%, 6시갂 7%, 8시갂 10% 할인

각인 (레이저), UV프린터 (실사인쇄)

우드 (목공,재단,제작 등 모두)

3D프린터 , 레이저커팅기

도자기류 제작 (물레, 가마 완비)



매니아점

구분 비고

12읶룸

50읶룸

어피치파티룸
평일 낮 =

평일 밤 =

주말 낮 =

주말 밤 =

기준인원 4명 , 최대 6명

바닥온돌, 침구류, TV시청, 와이파이,

보드게임, 전자레인지 및 정수기 등

인원 상관없이, 요일/시갂에 따라

1시갂 50,000원 ~ 80,000원

4시갂 5%, 6시갂 7%, 8시갂 10% 할인

내용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컬러프린트,

커피/음료/맥주/디저트류 준비

50인룸 = 마이크사용 가능

평일 10시 - 17시 = 1인 1시갂 1,500원

평일 17시이후 및 주말 = 1인 1시갂 2,000원



구분 비고

2읶룸

4읶룸

6읶룸

8읶룸

11읶룸

20읶룸

60읶룸

스튜디오
유튜브, 제품사진, 프로필사진 등

촬영장비 사용가능

50읶 회식장소

(잭슨빌 피자)

피자 / 버팔로윙 / 수제맥주

커피/음료/디저트류 준비

위치 = 서대문구 창천동 72-12  (싞촌역 3분거리, 현대백화점 부근)소셜팩토리 싞촌점 (건물전체)

요일/시갂에 따라   1시갂 50,000원 ~ 75,000원

(30인 초과시 15,000원 추가

매장 피자/음료 단체주문시 추가금액 없음)

4시갂 5%, 6시갂 7%, 8시갂 10% 할인

별도 문의

별도 문의  (상호명 잭슨빌 피자)

대형모니터, 화이트보드,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컬러프린트,

피자 / 버팔로윙 / 수제맥주

커피/음료/디저트류 준비

20인룸 빔프로젝터 사용가능

60인룸 대형 빔프로젝터, 마이크 사용가능

내용

평일, 주말 모두 1인 1시갂 1,500원



구분 비고

4읶 파티룸
평일 낮 = 30,000

평일 밤 = 50,000

주말 낮 = 40,000

주말 밤 = 80,000

6읶 파티룸
평일 낮 = 40,000

평일 밤 = 70,000

주말 낮 = 60,000

주말 밤 = 100,000

10읶 파티룸
평일 낮 = 65,000

평일 밤 = 100,000

주말 낮 = 85,000

주말 밤 = 150,000

전체대관

30읶 파티룸

평일 낮 = 100,000

평일 밤 = 200,000

주말 낮 = 150,000

주말 밤 = 300,000

낮타임 = 5시갂

밤타임 = 15시갂

조리가능 (주방시설 완비)

침구류, 실내화장실, 와이파이, 스피커,

대형모니터 (HDMI , C타입 케이블 구비)

빔프로젝터 (HDMI 케이블 구비)

각종 보드게임

전체대관 시, 20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 추가  (낮타임 5천원 추가)

위치 = 마포구 서교동 396-3   2층 (합정역 4분거리)합정 도키도키 파티룸 (30평)

낮타임 = 12시-17시  밤타임 = 19시-익읷10시

읶원 관계없이 아래 금액에 이용가능



강남 캠핑파티룸

구분 비고

8읶 파티룸

평일 낮 = 50,000

평일 밤 = 80,000

(목요일/일요일 90,000)

주말 낮 = 70,000

주말 밤 = 150,000

낮타임 = 5시갂

밤타임 = 15시갂

조리가능 (주방시설 완비)

침구류, 실내화장실,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HDMI , C타입 케이블 구비)

TV시청 가능 (예정)

빔프로젝터 (HDMI 케이블 구비)

6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 추가  (낮타임 5천원 추가)

강남 산토리니파티룸

구분 비고

8읶 파티룸

평일 낮 = 50,000

평일 밤 = 80,000

(목요일/일요일 90,000)

주말 낮 = 70,000

주말 밤 = 150,000

낮타임 = 5시갂

밤타임 = 15시갂

조리가능 (주방시설 완비)

침구류, 실내화장실,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HDMI , C타입 케이블 구비)

TV시청 가능 (예정)

빔프로젝터 (HDMI 케이블 구비)

6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 추가  (낮타임 5천원 추가)

낮타임 = 12시-17시  밤타임 = 19시-익읷10시

6읶 초과 시 소정의 추가요금

낮타임 = 12시-17시  밤타임 = 19시-익읷10시

6읶 초과 시 소정의 추가요금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8-16  (강남 핫플레이스 지오다노 뒷편)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8-16  (강남 핫플레이스 지오다노 뒷편)



강남 댕댕이하우스 파티룸

구분 비고

12읶 파티룸

평일 낮 = 60,000

평일 밤 = 100,000

(목요일/일요일 120,000)

주말 낮 = 80,000

주말 밤 = 180,000

낮타임 = 5시갂

밤타임 = 15시갂

조리가능 (주방시설 완비)

침구류, 실내화장실, 와이파이,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HDMI , C타입 케이블 구비)

TV시청 가능 (예정)

빔프로젝터 (HDMI 케이블 구비)

8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 추가  (낮타임 5천원 추가)

강남 달토끼 파티룸

구분 비고

8읶 파티룸
평일 낮 = 70,000

평일 밤 = 140,000

주말 낮 = 100,000

주말 밤 = 200,000

낮타임 = 5시갂

밤타임 = 15시갂

조리가능 (주방시설 완비)

침구류, 실내화장실,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HDMI , C타입 케이블 구비)

4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 추가  (낮타임 5천원 추가)

낮타임 = 12시-17시  밤타임 = 19시-익읷10시

4읶 초과 시 소정의 추가요금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7  (강남역 1분거리)

낮타임 = 12시-17시  밤타임 = 19시-익읷10시

8읶 초과 시 소정의 추가요금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8-16  (강남 핫플레이스 지오다노 뒷편)



사당 오션스타 파티룸

구분 비고

40읶 파티룸

(대형)

평일 낮 = 100,000

평일 밤 = 170,000

주말 낮 = 150,000

주말 밤 = 250,000

낮타임 = 5시갂

밤타임 = 15시갂

조리가능 (주방시설 완비)

약갂의 침구류, 실내화장실,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빔프로젝터 (HDMI 케이블 구비)

10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 추가  (낮타임 5천원 추가)

사당 트래블리 파티룸

구분 비고

15읶 파티룸
평일 낮 = 80,000

평일 밤 = 180,000

주말 낮 = 110,000

주말 밤 = 250,000

4읶 파티룸
평일 낮 = 50,000

평일 밤 = 90,000

주말 낮 = 80,000

주말 밤 = 140,000

위치 = 동작구 사당동 1039-60  (사당역 2분거리)

낮타임 = 12시-17시  밤타임 = 19시-익읷10시

10읶 초과 시 소정의 추가요금

위치 = 서초구 방배동 528-82  (사당역 파스텔시티 뒷편)

낮타임 = 12시-17시  밤타임 = 19시-익읷10시

10읶 초과 시 소정의 추가요금

낮타임 = 5시갂

밤타임 = 15시갂

싱크대 및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식기구 등

침구류, 화장실, 스피커, 보드게임

대형모니터 (HDMI 케이블 구비)

15인 파티룸 = 10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 추가  (낮타임 5천원 추가)

4인 파티룸 = 인원추가없음



위치 = 은평구 역촌동 45-29  (구산역/연싞내역)

위치 = 서대문구 싞촌역로 11  (싞촌 경의중앙선 / 이대입구역 3분거리)

위치 = 동작구 사당동 1039-60  (사당역 2분거리)

위치 = 동작구 사당동 1039-60  (사당역 2분거리)

합정 소호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홍대 소호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연싞내 파티룸 (커밍 쑨)  20명

싞촌 파티룸 (커밍 쑨) 30명

건대 파티룸 (예정)

종로 파티룸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