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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646 콜렉티브소개



Cultural Complex
in Nonhyeon-ro 646

N°646 콜렉티브는

다양한컨텐츠와함께하는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여러분의문화길잡이가되어드리겠습니다.

N°646은 수많은회사가 모여있는강남,
오피스숲에서 떠날수있는문화여행을컨셉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여행이라는 컨셉에맞춰도로명주소 ‘논현로 646’과
위도, 경도의지리적 기호 (°)를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카페와갤러리, 그리고 루프탑레스토랑의 세브랜드가모여탄생한
N°646 Collective는 문화공동체로 대관서비스까지겸하고 있습니다.



-

1층, N°646 Lifestyle Cafe & Shop과 자연스레 연결된 646 Gallery는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의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신진 디자이너/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시 대관료 할인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Lifestyle Brand ‘Pdo CLASSIC’이 입점해 있으며,

PdO CLASSIC과 여러 작가들간의 콜라보 전시회가 기획/전시되고 있습니다.



-

감각적인 브랜드 가구와 여러 아티스트들의 작품,

그리고 전문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를 마시는 동시에 예술과 문화를 느끼고,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고객과 만나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구역(zone)별로 리빙 아이템샵과 갤러리, 미팅룸, 가구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파티, 행사, 브랜드 론칭 등 다양한 행사 대관이 가능합니다.



-

도심에서 떠나는 작은 여행, 646 TERRACE.

높은 층고로 탁 트이는 공간과 남산이 보이는 루프탑 레스토랑.

하우스 웨딩, 소모임 파티, 브랜드 론칭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 N646 콜렉티브대관포트폴리오

1) 646 GALLERY



옵션 – 생화 스타일링 / 케이터링 / 미술클래스

(1) 기업 고객 Meet Up



옵션 – 생화 스타일링 / 케이터링

(2) 기업 고객 브랜딩 전시 & 오프닝 파티



옵션 – 생화 스타일링 / 케이터링

(3) 기업 고객 브랜딩 론칭



2. N646 콜렉티브대관포트폴리오

2) N646 CAFE & SHOP



옵션 – 생화 스타일링 / 케이터링

(1) N646 콜렉티브 오프닝 파티



옵션 – 생화 스타일링 / 포토존 제작 / 컵홀더 이벤트

(2) 기업 고객 연예인 전시, 생일 파티



2. N646 콜렉티브대관포트폴리오

3) 646 TERRACE



옵션 – 생화 스타일링 / 케이터링 / 풍선 / 천장 패브릭 데코

(1) 기업 고객 연예인 생일파티



옵션 – 생화 웨딩 스타일링 / 뷔페 / 웰컴 리셉션 / 신부 대기석 스타일링

(2) 개인 고객 웨딩



옵션 – 생화 웨딩 스타일링 / 케이터링 / 스탠딩 테이블 / 포토존 프레임

(3) 개인 고객 웨딩



옵션 – 뷔페 / 뷔페 스타일링 / 10주년 구조물

(4) 기업 고객 10주년 파티



2. N646 콜렉티브대관포트폴리오

4) 기타



(1) 전체 대관 기업 고객 연예인 전시, 생일 파티

+ +



(2) 드라마 촬영 - N646 카페&샵, 사무실 (3) 영화 제작 고사 - 646테라스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6 (네비게이션 검색 : 포시에스빌딩 주차장)

문의 : 02–6188-8290, 010-9379-0399

-

www.n646.co.kr

감사합니다.

http://www.n646.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