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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래지향적인 웰빙도시 위례신도시의 랜드마크

남한산성을 에워싼 탁 트인 시야와 쾌적하고 여유로운 친자연적인 공간 활용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외관과 품격 높은 인테리어로
고객 여러분께 한 차원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76개의 격조 높은 객실과 세계 각국의 맛과 멋을 선사하는 레스토랑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세미나, 단체행사, 가족모임까지
다양한 연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 속 웨딩 세계를 펼쳐드리는 럭셔리한 웨딩홀은
신혼부부들에게 꿈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An open view surrounding Namhansanseong Fortress and a pleasant and relaxed eco-natural space.
With a modern and sophisticated exterior and elegant interior, we would like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a higher level of lifestyle.

176 elegant guest rooms and a restaurant offering flavors and styles from around the world. From

large-scale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seminars, group events, and family gatherings a variety of
banquet facilities are available. In addition, a luxurious wedding hall that opens the world of
imaginary weddings. We provide a dream space and time for newlyweds.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호텔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진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INTRODUCTION
오시는 길
밀리토피아 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Tel : 031-727-9370

Fax : 031-727-9304
http://militopiahotel.com
객실 문의: 031-727-9300 / resv@militopiahotel.com
웨딩 문의: 031-727-9350 / wed@militopiahotel.com
다이닝, 가족모임 문의: 031-727-9320 / fbm@militopiahotel.com
세미나 문의: 031-727-9335 / smm@militopiahotel.com

버스 이용시

MILITOPIA HOTEL

- 국방전직교육원, 밀리토피아시티 정류장 하차: 343번, 362번, 3012번

83, Wirye-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위례자연앤레미안e편한세상, 위례힐스테이트 정류장 하차: 231번, 50번

Tel : 82-31-727-9370
Fax : 82-31-727-9304

지하철 이용시
- 장지역(8호선, 4번출구/ 장지역.가든파이브)
국방전직교육원.밀리토피아시티정류장 하차: 343번, 362번, 3012번
- 복정역(8호선, 2번출구/ 복정역환승센터 4번 승강장)
위례자연앤래미안, e편한세상, 위례힐스테이트 정류장 하차: 343번, 362번, 3012번
- 산성역(8호선, 2번출구 / 산성역,포레스티아 동문)
위례자연앤래미안, e편한세상, 위례힐스테이트 정류장 하차: 50번, 50-1번, 200번
- 남위례역(8호선) 2021년 12월 18일 개통 예정

http://militopiahotel.com
Room Reservation: 031-727-9300 / resv@militopiahotel.com
Wedding Reservation: 031-727-9350 / wed@militopiahotel.com
Dining Reservation: 031-727-9320 / fbm@militopiahotel.com
Seminar Reservation: 031-727-9335 / smm@militopiahotel.com

INTRODUCTION
주변 관광 안내

남한산성 둘레길 (차량 15분)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차량 10분)

Namhansanseong Fortress (15min by Car)

MILITOPIA GOLF (10min by Car)

스타필드 시티 위례 (차량 10분)

판교 테크노밸리 (차량 20분)

Starfield City Wirye (10min by Car)

Pangyo Techno Valley (20min by Car)

ACCOMMODATION
SUITE ROOM
고급스런 품격과 여유로움을 더한 스위트룸
아이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플레이룸이 있는 키즈 스위트
한국의 전통미와 편안함으로 내 집 같은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드리는
온돌 스위트
맑고 편안한 느낌의 공간 연출로 휴식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주니어 스위트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감성을 바탕으로 VIP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과
프라이빗 휴식이 모두 가능한 고품격 로얄 스위트
Kids Suite

Ondol Suite

A suite with luxurious dignity and relaxation
Kids Suite with a private playroom where children's dreams come true
Ondol Suite that provides warmth and relaxation like home with traditional
Korean beauty and comfort
Junior Suite that provides relaxation and business at the same time by
creating a clean and comfortable space
A high-class Royal Suite that offers both business meetings and private
relaxation for VIPs based on luxurious and classic sensibility

Room Type
Kids Suite
Deluxe Ondol Suite
Ondol Suite
Junior Suite

Size
15평 (50m2)
20.3평 (67.1m2)
21평 (68m2)

Deluxe Suite

27평 (91m2)

Royal Suite

56평 (186m2)

Junior Suite

Royal Suite

ACCOMMODATION
STANDARD / DELUXE ROOM
밝은 베이지톤의 친환경적인 소재로 쾌적한 느낌을 주는
객실공간에 모던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The bright beige-toned eco-friendly material adds modern sophistication to

Deluxe Double

the room space that gives you a pleasant feeling.

Amenities

Special Features
- 위례신도시 중심에서 스카이라인을 조감하는 뷰
- 150여개 TV 채널
- 전 객실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무료

Deluxe Family Twin

- 무료 생수 1일 2병, 무료 TEA 제공

Room Type

Size

Standard Double
Standard Twin

9평 (30m2)

Family Twin
Deluxe Double
Deluxe Family Twin
Kids Room

8.6평 (28m2)
Deluxe Family Twin, Kids Room - Terrace

Lobby

PUB CAFÉ & BAR

은은한 오후의 햇살 사이로 클래식 연주가 흐르는 라운지
열린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유쾌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LOBBY

달콤한 케이크와 원기회복 힐링 건강 주스 등 다양한 다과와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The lounge where classical music flows through the gentle afternoon sunlight.
It is a place where many people can enjoy a pleasant atmosphere together in an open space.
You can enjoy a variety of refreshments and drinks, including sweet cakes and healthy juice.

DINING 100
2F

세계 각국의 맛과 멋을 선사하는 Restaurant
사계절 신선한 재료와 전문 셰프의 섬세함이 더해진 다양한
일품요리와 뷔페메뉴로 즐겁고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을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프라이빗 룸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경험해 보세요.

A restaurant offering flavors and styles from
around the world
You can enjoy a pleasant and leisurely a la carte and buffet menu with a
variety of seasonal fresh ingredients and the delicacy of a professional
chef.Experience happy and precious memories in a comfortable and quiet
private room for family, friends and lovers.

CLUB LOUNGE 100

12층에 위치해 있는 클럽 100은 VIP 를 위한 사교 공간입니다.
웨딩 파티, 단체 모임, 칵테일 파티, 바비큐 파티를 단독 공간에서 예약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F

스카이 라운지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색다른 재미를 드릴 것입니다.

Located on the 12th floor, Club 100 is a social space for VIPs.
Wedding parties, group gatherings, cocktail parties, and barbeque parties are available in a private space by reservation.
The night view from the Sky Lounge will give you a different kind of fun.

BANQUET
GRAND BALLROOM – Hotel 2F
FORTRESS – Hotel 1F
M – Hotel B1F
ART HALL – Wedding Center 5F
밀리토피아호텔의 컨벤션홀은 최첨단 시설과 품격 높은 서비스로
고객님의 모든 행사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맞춤 서비스로
각종 컨퍼런스와 미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GRAND BALLROOM
최대 560명 수용 가능한 연회장으로 각종 컨벤션, 컨퍼런스,
패션쇼 등 대규모 행사에 적합하며, 성공적인 행사진행을 위한

GRAND BALLROOM

첨단 시설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 2개의 홀로 분리가 가능하며, 수준 높은 시설의
영상/음향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FORTRESS

최대 300명 수용 가능한 포트리스홀은 심플함이 돋보이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 2개의 홀로
분리 가능하며, 목재의 자연스러움이 편안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M 1~5
편안한 비즈니스 미팅 및 가족모임을 위한 소규모 연회장입니다.
은은한 조명으로 각종 세미나와 행사를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ART HALL
무대 집중도를 높인 공간 연출로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하며 다양한
공연 및 행사에 최적화된 음향설비를 갖추었습니다.

FORTRESS

BANQUET
GRAND BALLROOM 2F
FORTRESS 1F
M B1F
ART HALL 5F
Militopia Hotel's convention hall has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s. We support all of your events. Various types of
customized services allow you to successfully hold various conferences
and meetings.

GRAND BALLROOM

It is a banquet hall that can accommodate up to 560 people and is suitable
for large-scale events such as various conventions, conferences, and
fashion shows. It provides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elegant services
for successful events. Two halls can be separat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vent, and high-quality facilities provide complete support such as
video/sound systems.

ART HALL

FORTRESS
The Fortress Hall, which can accommodate up to 300 people, stands out
for its simplicity. Various events are possible as a functional spa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event, it can be separated into two halls.
The naturalness of the wood conveys a comfortable atmosphere.

M 1~5
It is a small banquet hall for comfortable business meetings and family
gatherings. With subtle lighting, you can create various seminars and
events in a luxurious way.

ART HALL

It has sound facilities optimized for various performances and events by
directing space b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the stage.

M 1~5

연회장 별 수용인원 및 면적

구분

GRAND
BALLROOM

면적(평)

수용 가능 인원(명)

길이(m)

면적(M²)
가로

세로

극장식

세미나식

연회식(8명/Table)
무대 ㅇ

무대 x

무대+뷔페

뷔페

"ㅁ"
shape

"ㄷ"
shape

현수막 사이즈

Ⅰ+Ⅱ

187

616.8

31.2

20.4

560

315

240

288

200

256

▬

▬

900*70

Ⅰ

93

308.4

15.6

20.4

224

147

112

144

72

120

▬

▬

800*70

Ⅱ

93

308.4

15.6

20.4

224

147

112

144

72

120

▬

▬

900*70

통역부스: 6실 / 빔: 12,000안시(B)+7,000안시(A) / 유선마이크: 4개 / 무선마이크: 8개 / 탁상용마이크스탠드: 4개 / 롱스탠드: 5개

FORTRESS

Ⅰ+Ⅱ

129

425.2

23.4

19.0

310

180

152

232

152

192

▬

▬

700*60

Ⅰ

64

212.5

11.7

19.0

138

75

56

104

x

72

43

30

700*60

Ⅱ

64

212.5

11.7

19.0

138

75

56

104

x

72

43

30

700*60

빔: 7,000안시(B)+7,000안시(A) / 유선마이크: 2개 / 무선마이크: 4개 / 탁상용마이크스탠드: 2개 / 롱스탠드: 2개

M1~5

M1

18

58.9

7.5

7.9

32

27

x

24

x

x

30

24

500*70

M2

18

60.9

7.8

7.9

32

27

x

24

x

x

30

24

500*70

M3

19

62.1

7.8

7.9

32

27

x

24

x

x

30

24

500*70

M4

15

50.3

7.8

6.4

32

x

24

x

x

24

M5

14

45.2

7.8

6.4

32

x

24

x

x

24

x

x

x

x

72

27

48

24

42

18

36

18

500*70
500*70

각 실당 - 빔: 4,500안시 / 무선마이크: 1개
다목적공연장

154

509.8

28.7

11.8

253

x

빔: 20,000안시 / 유선마이크: 4개 / 무선마이크: 4개 / 롱스탠드: 4개

※ 참고

- 연회장내 다과테이블, 추가테이블 및 장비 세팅 시 수용 가능 인원이 변경됩니다.
- 가로, 세로 길이는 공간에서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가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역부스, 수신기, 회의용 마이크는 대연회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x

x

800*70
500*65 (5층입구)

WEDDIING
GRAND BALLROOM - Hotel 2F
IRIS - Wedding Center 2F

GRAND BALLROOM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 품격과 세련미를 갖춘 예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도록 준비해드립니다.
특급호텔 셰프가 선보이는 품격 있는 웨딩 요리와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웨딩 데커레이션이 함께해 웅장함을 살린

GRAND BALLROOM

그랜드 볼룸에서 당신만의 웨딩 스타일을 완성시켜보세요.

IRIS

‘좋은 소식’이라는 꽃말을 담은 아이리스 홀은 이국적인 분위기의
리조트 풍 인테리어로 행복한 시간을 위한 매력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웨딩을 기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아이리스 홀에서 여유 있게, 우아하게, 기품 있게 ‘영원한 약속’을
나누어 보십시오.
밀리토피아 컬쳐 웨딩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취향에 맞는 특별한 예식을 구현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웨딩을 완성해 드립니다.

IRIS

WEDDIING
GRAND BALLROOM - Hotel 2F
IRIS - Wedding Center 2F

GRAND BALLROOM

We prepare you to become the most beautiful and happiest protagonist in
the world with the most beautiful day of your life, a ceremony with dignity
and sophistication. Elegant wedding dishes and splendid dishes presented
by a luxury hotel chef Complete your wedding style in the grand ballroom

GRAND BALLROOM

with stylish wedding decorations.

IRIS

Iris Hall, which contains the flower language of ‘good news’, has an exotic
atmosphere. The resort-style interior creates an attractive atmosphere for
a happy time. full. The perfect way to remember a beautiful wedding.
In the Iris Hall, leisurely, elegantly, and elegantly, ‘Eternal Promise’ is held.
Please share. Militopia Culture Wedding implements a special ceremony
tailored to each customer's taste. We will complete a beautiful wedding
that you will never forget for the rest of your life.

IRIS

WEDDIING
CAMELLIA - Wedding Center 3F
BRIDE ROOM - Wedding Center 2, 3F

CAMELLIA

‘고결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담은 카멜리아 홀은 아름다운
채플형태의 웨딩홀입니다. 목재가 주는 따뜻함으로 감싸안은

CAMELLIA

카멜리아 홀은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으로 디자인한 채플형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품격 높고 성결한 웨딩을 선보입니다.
밀리토피아 컬쳐 웨딩은 일생에 한 번 뿐인 웨딩, 당신의 행복한
첫걸음을 완벽한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완성해 드립니다.

BRIDE ROOM

아주 특별한 날, 신부님만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담은 공간입니다.

BRIDE
IrisROOM

WEDDIING
CAMELLIA - Wedding Center 3F
BRIDE ROOM - Wedding Center 2, 3F

CAMELLIA

Camellia Hall, which contains the flower language of ‘noble love’,
is a beautiful This is a chapel-shaped wedding hall.

CAMELLIA

Wrapped in the warmth of wood Camellia Hall is a chapel-type design with
a modern and sophisticated sensibility. In harmony with the interior,
we present a high-quality and holy wedding. Militopia Culture Wedding is
a once-in-a-lifetime wedding, your happiness.
We complete the first step so that you can remember it as a perfect day.

BRIDE ROOM

It is a space with meticulous consideration only for the bride
on a very special day.

BRIDE
IrisROOM

FITNESS

최신 시설과 최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복합 레저 스포츠센터,
밀리토피아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품격을 갖추고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센터입니다.

Wedding Center B1F

총 100평 규모의 쾌적한 공간
최신 기구 25개의 유산소 및 30종의 무산소 운동 장비 보유

Complex leisure sports center operated with the latest facilities and the best programs,
Militopia Hotel's fitness club is a high-class, a premium center for special customers.

A comfortable space with a total area of 331m2
State-of-the-art equipment, 25 aerobic and 30 types of anaerobic exercise equipment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대로83
83, Wirye 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www.militopiahotel.com
Tel 031) 727-9300 Fax 031) 727-9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