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ub BALCONY & CIELOS Club

품격있는문화예술의경험과서비스

클럽발코니는 년공연애호가를위한국내기획사최초의멤버십으로시작되어
만명의회원이참여하는국내최고수준 최대규모의문화예술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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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만공연애호가의선택

클럽발코니멤버십

무대밖까지펼쳐지는감동의무대

공연애호가를 위한차별화된 서비스를제공하며

및제휴사공연할인 문화예술이벤트및정보제공등

다양한라이프스타일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습니다

〮 만명의온라인회원

〮 만여명의유료회원

〮 여명의씨엘로스클럽회원 개인후원그룹

〮클래식 오페라 발레등수준높은공연콘텐츠선별제공

〮공연장및문화예술단체파트너제휴

〮온라인 미디어운영 홈페이지 모바일웹 채널

〮매거진계간발행 연 회

〮기업스폰서및명품광고주와긴밀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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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매거진클럽발코니

계간지 연 회 만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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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lubbalcony.com/Home/classic/classic_main.aspx
http://www.clubbalcony.com/
http://www.clubbalcony.com/home/library/magazine.aspx
http://www.clubbalcony.com/home/library/magazine.aspx
http://www.clubbalcony.com/home/library/magazine.aspx


Media 

SNS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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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tagram.com/club_balcony_official
https://www.facebook.com/ClubBALCONY
https://www.instagram.com/club_balcony_official/
https://twitter.com/Clubbalcony
https://pf.kakao.com/_yHxccE/
http://www.facebook.com/ClubBALCONY
https://pf.kakao.com/_yHxccE/
https://twitter.com/clubbalcony


Tickets

효과적인온오프라인홍보마케팅

티켓매니지먼트

클럽발코니는인터파크와의

실시간예매연동시스템제휴로

파트너사티켓운영의번거로움없이

클럽발코니를활용할수있는

엄선된공연콘텐츠큐레이션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인터파크
시스템 연동

예매발권
서비스

매표소
고객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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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Travel

LIFE & TOUR

Premium

Order
Made

년 월빈크루즈오픈리허설장면



Life & Tour

문화테마여행

최고의추억을선물할차별화된여행프로그램

클럽발코니가기획하고운영하는고품격문화여행

국내최고의음악전문가와여행전문가

파트너여행사의세심한준비로클럽발코니에서만의

차별화된여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Theme
Travel

Premium Order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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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lubbalcony.com/home/life/cityofjoy.aspx
http://www.clubbalcony.com/home/life/cityofjoy.aspx
http://www.clubbalcony.com/home/life/cityofjoy.aspx


Theme
Travel

PremiumOrder
Made

세계적인명성의공연관람
음악평론가인솔의고품격
해외여행

연주자와의만남
하우스콘서트강연등
프라이빗프로그램포함

기업및단체 대상
맞춤여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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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Tour



렉처프로그램

일상에서만나는특별한클래식이야기

문화와지식 사람과취향이다양하게오고가며일상을풍요롭게

가꾸어주는클럽발코니만의특별한강연

국내최고의음악평론가이야기와 하이엔드오디오시스템을

통해새로운음악적경험을즐길수있습니다

공연
프리뷰
강연

클래식
기초교양
시리즈

파트너스
제휴

프로그램

사진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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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Tour



Special 
Event

BasicPremium 화제의클래식공연과연주
자 세계클래식이슈를만
나보는프리미엄강연

쉽고재밌게즐기는
클래식초보시리즈

다양한제휴사와함께하
는북토크 〮음악감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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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Tour



문화예술큐레이션

일상에서편하게즐기는클래식콘텐츠

문화와지식 사람과취향이다양하게오고가며일상을풍요롭게

가꾸어주는클럽발코니만의문화예술큐레이션서비스

파트너스 제휴를통해공연 전시 영화 영상콘텐츠 인문학도서등

폭넓은문화를편안하게경험할수있습니다

전시 도서 영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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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Tour



Business Patrons

기업이있는무대 무대가있는기업

언제나 어느곳이거나무대와후원이필요한곳이라면찾아갑니다



Business Patrons

기업의목표와방향성에따라

여러형태의문화마케팅을제안합니다

프리미엄내한공연의공식협찬사로서브랜드가치제고부터

기업니즈에맞춘다양한문화이벤트기획과대행

명품브랜드의프라이빗살롱이벤트

그리고온오프라인미디어의광고연결까지

기업이있는무대 무대가있는기업

‘문화’와 ‘감동’을 통해기업과고객을잇는다리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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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trons

웰메이드 공연을협찬 후원

고객공연초청및할인등

문화혜택을제공함과동시에

문화기업으로서이미지제고

및브랜드가치상승을

기대할수있습니다

SPONSORSHIP
공연 협찬

CORPORATE 
CONCERT
기업 행사

PRIVATE EVENT
프라이빗 이벤트

ADVERTISEMENT
온∙오프라인광고

기업니즈에 따라

맞춤형공연 기획및진행

국내외아티스트섭외

장소대관 홍보물제작

의전까지행사의

모든프로세스를대행합니다

전문공연장이아닌

프라이빗한공간에서

소규모 고객과

아티스트가 함께소통하는

특별한감동의경험을

제공합니다

열독률이높은멤버십매거진

소장가치가높은

공연프로그램북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프리미엄 매체를통해

고객과만나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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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조성진리사이틀협찬 동서식품 매년가을 동서커피클래식음악회개최

조르지오아르마니 프라이빗이벤트 플래그십스토어 현대카드 블랙회원문화행사 성공회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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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los Club

씨엘로스클럽

예술가를후원하고클래식을사랑하는모임

씨엘로스클럽은젊은아티스트를후원하며 차별화된 문

화이벤트및패키지를즐길수있는프라이빗클럽입니다

예술적인가치를알고그시간을즐길줄아는씨엘로스클럽에

서수준높은살롱음악회 아티스트와의만남 문화테마여행

렉처등스페셜프로그램을만날수있습니다

프라이빗
만남
렉처

살롱
음악회

아티스트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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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문의

차은희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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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elosclub.com/
mailto:eunhee.cha@clubbalcony.com


Club BALCONY & CIELOS Club

㈜클럽발코니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 길 팔레드서울 층 통의동 번지

회장정재옥

대표송희경

부장김재희

차장차은희

차장김가윤

대리한주희

사원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