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004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tel. 063) 468 1880   fax. 063) 468 4265

MICE 비즈니스 도시 군산
GSCO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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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SCO

위 치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규 모 │ 컨벤션본관(3층), 전시관(1층)

부지 26,397㎡, 연면적 11,189.93㎡
- 주차대수 : 785대

주요시설 │ 컨벤션홀(1,825㎡/2,000석)

회의실(10실/20~150석), 기업지원실(3실)

전시장(3,000㎡), 옥외전시장 및 광장(15,000㎡)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개요

Why ?
전북 유일의 전문 전시 컨벤션 시설

넓은 무료 주차장 

국내 컨벤션센터 비교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숙박시설(센터 옆 특2급호텔)

센터 5분거리 비응항 수산시장, 새만금방조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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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O 본관 GSCO 본관

수용인원

        구    분             크 기(m)         면 적(㎡)         층 고(m)
                         수용인원(명)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컨벤션홀 1                              27×29                     780                         8.5                          750                        360                          300

               컨벤션홀 2                              36×29                    1,045                        8.5                        1,000                       500                          420

                 통합(1+2)                        63×29                    1,825                        8.5                        2,000                       900                          860

Convention Hall

1F 컨벤션홀 2,000명 수용 가능한 국제 회의시설

컨벤션홀 1

컨벤션홀 2가변형파티션로딩덕

정문

전시관연결
캐노피

2F 회의실 10개의 전문 회의시설

209호

201호

군산항정보센터

기업지원센터

208호

207호

202호

203호204호

205호

206호

정문

•LCD Projector
- 201~209호

: 5,000ANSI

•전동 스크린 

- 201호 : 200inch(4m×3m) 
- 203, 208호 : 150inch(3m×2.3m) 
- 그 외 호실 : 120inch(2.4m×1.8m) 

보유장비

수용인원

     시설명         크 기(m)         인 원(명)          비  고

             201호             Ø18×Ø10           강의식70                타원형

             202호                    5×8                  강의식20               통합시

         203호                   8×10                강의식48             강의식80

         204호                    8×8                  강의식36

         205호                    5×8                  강의식20

         206호                    6×9                  강의식30

         207호                    5×9                  강의식20

         208호                   9×10                강의식48               통합시

         209호                    5×9                  강의식20             강의식80

201호

202호~209호

Conference Room

•2개 홀 통합 가능                           •LCD Projector (13,000ANSI) 4개

•전동 스크린 400inch (8m X 6m) 1개      •전동 스크린 300inch (6m X 4.5m)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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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O 전시장 GSCO 전시장

분전함(3상 200kW) 분전함(3상 50kW)

•실내 면적 : 3,000㎡, 부스(3m×3m) 130개 설치

•전시장 크기 : 80m×36.6m •전시장 높이 : 층고 8~10m(등기구 까지 7m)

주요사항

•폴딩도어(접이식) : 개방하여 전시장으로 활용주요사항

•무대(가로9.6m×세로3.6m×높이0.4m) 

•LCD Projector(5,000ANSI) •전동 스크린 200inch(4m×3m)
•현수막 바텐 9m

보유장비

수용인원     시설명        크 기(m) 인 원(명)            

          101호               26×11.7           강의식 150          연회식 120         극장식 250

전시관 회의실
101호

본관연결캐노피 정문

Exhibition Hall

무주공간으로서 산업전시회,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공간 연출 가능 실내전시장

Outdoor Exhibition Area 

옥외전시장 총면적 15,000㎡ 공간으로 다양한 목적의 행사 가능

Conference Room (101)

101호  [전시장 회의실]
•면적 : 15,000㎡

•오토캠핑, 자동차극장, 야외음악회, 중량물 전시 및 축제 가능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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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현수막 게시 안내

컨벤션 본관 1F 실내 설치 위치

실외 설치 위치
❶ VIP룸 ❷ 로비

1. 광고물을 회의실 내ㆍ외부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 및 규격을 지정

받아야 합니다.

2. 협의되지 않은 광고물은 고지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3. 행사관련 모든 광고, 홍보물은 임대 종료일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❶ 컨벤션홀1 정면(현수막) | 1400×120
❷ 컨벤션홀2 측면(현수막) | 1400×120

❸ 컨벤션홀2 정면(현수막) | 1500×130

❹ 컨벤션홀2 정면(백드롭) | 1600×730

❺ 컨벤션 본관 로비 ·전체사용 : 1740×152
·1/2사용 : 850×152                    

❻ 컨벤션본관 ·중  형 : 1145×127
정문       ·대 형 : 1780×127

·½사용 : 890×127 (2개 부착시)

❼ GSCO 전시장 외벽 | 830×650 (2개소)

❽ 컨벤션센터 입구 | 600×90 (4개소)

1

2
3

4

5

6 7

8

❸ 군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❹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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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7,000       2,889,700      2,079,000      4,549,600      4,904,900      6,645,100         663,300

      926,200       1,235,300          888,800      1,944,800      2,096,600      2,840,200         283,800

   1,240,800       1,654,400      1,190,200      2,604,800      2,808,300      3,804,900         379,500

      213,400          284,900          204,600          447,700          482,900          654,500           64,900

        55,000            73,700            52,800          115,500          124,300          169,400           16,500

      110,000          147,400          105,600          231,000          248,600          338,800           33,000

        85,800          115,500            82,500          181,500          195,800          265,100           26,400

        55,000            73,700            52,800          115,500          124,300          169,400           16,500

        68,200            91,300            64,900          143,000          154,000          209,000           20,900

        55,000            73,700            52,800          115,500          124,300          169,400           16,500

      110,000          147,400          105,600          231,000          248,600          338,800           33,000

        55,000            73,700            52,800          115,500          124,300          169,400           16,500

      366,300          490,600          350,900          770,000          829,400      1,127,500         112,200

GSCO 임대요율 GSCO 임대요율

(단위/원, 부가세 포함)
회의실 사용료

구   분
면적

(㎡)

본 관
회의실

1,825

780

1,045

144

41

85

66

43

54

44

89

46

312전시장
회의실

본관실내로비 (1F, 2F)

※ 화상회의시스템(3SET) 보유 : 웹캠코더, 스피커, USB타입 HUB 및 MIC, 이동식 TV

사   용   료

시간당

요금
비 고09:00

~12:00
(오전)

13:00
~17:00
(오후)

18:00
~21:00
(야간)

09:00
~17:00
(전일)

13:00
~21:00
(주야)

09:00
~21:00
(종일)

   컨벤션홀(1+2)

        컨벤션홀1

        컨벤션홀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101

2,200원/㎡ (실 사용면적)

타원형

통 합

가 능

통 합

가 능

전시용도 활용시
50%할인

(부가세 포함)

임대료

관리비

구   분 내        용 사용료 비   고

전시장 사용료

              전시장                       3,000㎡ (가로80m×세로36.6m×층고7m)                                   605원/㎡             1일기준(08시~20시)

         옥외전시장                  15,000㎡                                                                                                                    165원/㎡       실 사용면적 기준

     시간외 사용료              초과시간당 10%가산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등관리비별도(실비정산)

월별할인

전체사용할인

장기사용할인

구   분 내   용 할인율 비  고

※ 전시장 할인규정

   1,  2,  7,  8,  12월                                                                                                         30% 할인                            

   3월                                                         20% 할인                   

   옥내외 전체사용시                                         15% 할인

   15일 ~ 1개월 미만                                                                                            10% 할인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0% 할인

 2개월 이상                                                                                                                30% 할인

중복 

적용 

불가

(단위/원, 부가세 포함)
회의실 장비 사용료

장비명 규   격

사    용    료

오전/오후/야간 오전+오후/오후+야간 오전+오후+야간

     LCD Projector                     13,000 ANSI                              220,000                                  330,000                                    385,000

       LCD Projector                     5,000 ANSI                              77,000                                  115,500                                    154,000

        
이동식 무대             240cm×120cm×80cm

                                                                                    개당16,500

                                                                  소형무대(15개) : 247,500 중형무대(24개): 396,000 대형무대(35개): 577,500

        무선 마이크                               Hand / Tie                                                                       16,500 / 개 / 일

        유선 마이크                             추가사용시                                                                                             11,000 / 개 / 일

        회의용 마이크                           Delegate Mic                                                                                          16,500 / 개 / 일

        포스터 보드                         100cm×182cm                                                                                       5,500 / 개 / 일

        연회용 테이블                             직경180cm                                                                      5,500 / 개 / 일

        등록 테이블                          80cm×180cm                                                                   5,500 / 개 / 일

        사회대/연사대                   추가사용시(사진참조)                                                                                 5,500 / 개 / 일

                                                                        추가사용시                                                                                                                 
    수강용 책상       2인용 : 140cm×50cm                                                                     5,500 / 개 / 일

                                               3인용 : 180cm×50cm

        수강용 의자                              추가사용시                                                                                             1,100 / 개 / 일

         고 급 의 자                            팔걸이 의자                                                                                           5,500 / 개 / 일

   기본세팅(무료제공) •회의실 세팅서비스 1회   •사회대 1개, 연사대 1개, 유선마이크 2개, 전동스크린 1개        

포스터 보드
(고정형)

포스터 보드
(바퀴형)

고급의자사회대소형 연사대 연사대

56

65

100

88

156 182

113

90

80 94

23

66

82
50

17

93
89

100

96

170 180

21

이동식 무대

240
120

※ 09:00~12:00(오전), 13:00~17:00(오후), 18:00~21:00(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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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관광명소

호텔 위치 정보

•5분이내(5개, 408실)│ 15~20분 이내(10개, 604실)│ 25분 이내(2개, 247실)

5분이내

25분이내

20분이내

베스트웨스턴 군산 180객실

소요시간 | 1분  TEL | 063-469-1234
www.gunsanhotel.co.kr

에이본 호텔 군산 135객실

소요시간 | 20분  TEL | 063-730-8000
www.avonhotel.co.kr

라마다 군산 137객실

소요시간 | 15분  TEL | 063-464-6060
www.ramadagunsan.com

호텔은파팰리스 58객실

소요시간 | 15분  TEL | 063-467-7000
www.h-eunpapalace.com

리틀프린스호텔&콘도 91객실

소요시간 | 5분  TEL | 063-467-1111
www.prince-hotel.com

베니키아 아리울 45객실

소요시간 | 5분  TEL | 063-464-2005
www.gunsanariul.com

테마여행지

새만금방조제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총 길이 33.9km인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 북에 올라 있다. 탁 트인 시야와 바다를 가로

지르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선유도

신선들이 노니는 섬이라하여 선유도라 하였다. 자연이 창조해

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상공원. 유람선을 통해

해상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군산C.C

128만평 81홀의 국내 최대 규모로, 전체면적 33%가 연못으로

이루어진 호수 위에 떠 있는 골프장이다.

금강미래체험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과 금강의

문화·생태에 대해 배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파호수공원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물빛 다리와

환상적인 음악분수가 있는 호수. 공원

주변에 다양한 맛집이 있다. 

새만금종합수산시장(비응항)

GSCO에서 차량으로 4분 거리의 비응

항에 위치해 있으며, 신선한 활어와 해

산물 등을 직접 골라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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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시간여행지

경암동 철길마을

2008년 까지 집과 집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기차가 다녔던 곳

이다. 기차 운행은 중단 되었지만 철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판자집과 풍경들이 70~80년대 시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초원사진관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촬영지. 영화

촬영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서 울   KTX용산 | 익산역 (약 1시간 8분) - GSCO
                SRT수서 | 익산역 (약 1시간) - GSCO
인       천     공항철도 | KTX서울 (약 1시간 10분) - 익산역(약 1시간 10분) - GSCO
부       산     KTX부산 | 오송(환승) - 익산역(약 2시간 30분) - GSCO

서       울     고속버스 | 센트럴 - 군산(약 2시간 40분) - GSCO
부       산     시외버스 | 부산 - 군산(약 4시간) - GSCO
전       주     시외버스 | 전주 - 군산 (시외구간 약 1시간) - GSCO
익       산     시외버스 | 익산 - 군산 (시외구간 약 30분) - GSCO

시       내
    

군산대 8, 9, 86 (약 15분) - GSCO

제       주     군산공항 - GSCO

인천공항     
        

시외버스 (1층 12번) | 인천공항 - 군산(약 2시간 30분) - GSCO

군산터미널     약 25분 - GSCO    익산역 약 30분 - GSCO

기  차

버  스

항  공

택 시

지원제도·교통안내

전북·군산시 컨벤션 지원사업

오시는 길

구)군산세관 본관

서양식 단층건물로 서울역사, 한국은행 건물과 함께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 현재는 호남관세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일제강점기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식가옥. 지붕,

외벽 마감, 내부 정원 등이 건축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군산의 모습과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여 보여주는 박물관.

군산근대건축관

구)조선은행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기관.

1922년 준공된 구)조선은행을 복원하여 근대건축 모형 및 은행

관련 자료 등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대

3,000만원

지원

※ 군산시 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

(단 , 동일 항목 중복 제외)

※ 온라인 참가자

50% 인정

심사를

통한 지원액 결정

지원대상 | 2일 이상 개최, 등록인원 200명 이상의 학술행사(행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내국인           외국인

5,000원10,000원

            

+ +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서 마이스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주최·주관 단체 및 위임을 받는 기관 (PCO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