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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ALL식당가안내(지하1층& 9층)

전문식당가/이도카페/헤어샵/주차무인정산기

골프전문관/수유실 /고객서비스센터/텍스리펀드 ∙환전센터

유 ∙아동 /키즈클럽 /대행사장

아디다스펙토리아울렛 /스포츠 /슈즈멀티샵/언더웨어 /비치웨어

스포츠 /아웃도어

남성정장 ∙셔츠 /남성캐릭터 ∙캐주얼 /구두

이지캐주얼/스타일리시캐주얼 /진캐주얼

여성커리어/여성캐릭터/나이키팩토리스토어

영캐주얼 /한성종합관/컨템포러리/여성캐릭터

영캐주얼 /란제리 /화장품 /패션잡화 /푸드코트/ F&B / 편의점 /안경점 /탑텐

주차무인정산기~

회사명 :  ㈜원신더블유몰

대표이사 : 김영근

입점브랜드 현황 : 300여 국내외 유명브랜드

규모 :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 16,000평의 초대형 쇼핑몰

주)원신더블유몰은 1981년 7월1일 원신통상(원신월드) 설립 이래 250명의 생산직 및

30여명의 관리직 사원들과 더불어 미주의류 수출전문업체로 성장하였고, 1985년에는

원신사를 창립, 1988년 원신아울렛 직영매장을 오픈,유통업에 첫발을 디딘 후 년간

1,000억의 매출을 올려왔으며 2007년 2월 W-MALL 오픈 이후로 대규모 유통 회사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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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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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7 2019 2020 2021

7월
㈜원신통상설립

3월
원신사설립

2월
원신상사설립

8월
원신아울렛
확장오픈

3월
㈜원신월드설립
(법인합병)

12월
W-MALL 완공16,000평
(지하4층, 지상10층)

2월
W-MALL 전관
그랜드오픈

5월
“서울상공회의소“선정
지역경제활성화공헌
기업수상

대한민국대표
브랜드대상수상

4월
중국국가기관청(CNTA) 
우수쇼핑업체연속

10월
F&B 리뉴얼오픈

12월
김영근대표이사취임

5월
중국국가기관청
(CNTA) 우수쇼핑
업체2년연속인증

8월
9층식당가
리뉴얼오픈

10월
서울시노인종합복
지관후원

금천구장애인
가족걷기대회후원

4월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수상

법인명㈜원신더블유몰
변경

12월
W몰온라인
쇼핑몰런칭

6월
W몰멤버십앱
신규오픈

6월
W몰세종점
신규오픈

1월
W몰멤버십앱2.0 
업그레이드

3월
업계최초1:1실시간화상
쇼핑서비스‘윙크원’
신규오픈

1988년원신아울렛직영매장을오픈,유통업에첫발을 디딘후년간 1,000억의매출을올려왔으며
2007년 2월W-MALL오픈이후로대규모유통회사로성장하고있습니다.



Contact us
• 주소 :서울시금천구디지털로 188 (가산동 60-27)
• TEL : 02-2081-0114
• E-mail :wonshin@w-mall.co.kr

매장관련이용문의는상기전화또는이메일로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1호선, 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4번출구독산역방향

버스
간선버스 : 503, 504, 571, 652,
지선버스 : 5712, 5714, 5536, 5628

자가용이용시
가산디지털단지역독산역방면 100m
수출의다리밑좌회전➔디지털 2단지 4거리

영업시간
평일 : 10:30 ~ 21:00
금요일 : 10:30 ~ 21:30
주말 및 공휴일 : 10:30 ~ 21:30

주차장요금안내
기본요금(최초30분) 무료, 매10분초과시 500원

구매금액 5만원미만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무료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구매영수증지참하여주차장사전정산기이용시

• 무인정산기 위치안내
-주차장엘리베이터홀/ 에스컬레터홀(B2~B4F, 9F)

• 매장별 주차 할인안내
- 9층전문식당가 / 이도카페 / 헤어샵 : 2시간무료
- B1 푸트코드 / 교환 / 환불 / 수선실 /기타이용 : 1시간무료



경쟁점현황 –식당가운영안내(마리오아울렛/현대아울렛)

•식품 트렌드는 ‘맞춤형 건강식’, ‘식사채널의 다양화’, ‘면역력 고려’

구분 마리오(1,2,3관) 현대 W몰

식당가(計) 38개 영업 29개 영업 22개 영업

프리미엄레스토랑 0 2 0

한식 11 9 7

일/중/양식 10 8 3

패스트푸드/분식 6 1 5

카페&디저트 10 7 6

CVS/기타 1 2 1



9F Lay-Out

보그헤어 개성손만두 직화한상 멘무샤

썬데이반점 선향정 트래블앤쿡 나주곰탕 기라꾸 이도카페사무실

제안 점포제안 점포



식당가업종 : 대표메뉴

기라꾸 선향정 샤브샤브 나주곰탕 트래블앤쿡 썬데이반점

대표메뉴

돈가스, 우동

대표메뉴

소고기야채샤브

대표메뉴

나주곰탕, 뚝배기불고기

대표메뉴

파스타, 목살스테이크

대표메뉴

자장면, 짬뽕, 탕수육



식당가업종 : 대표메뉴

개성손만두 직화한상 멘무샤 이도카페 보그헤어

대표메뉴

만두전골, 손만두

대표메뉴

고등어한상, 쭈꾸미

대표메뉴

탄탄멘, 나가사끼짬뽕라멘정식

대표메뉴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대표메뉴

-



W-mall 입점시강점

W몰과식당가는 오랜시간 함께 해온 파트너십관계01

주변 오피스직원 고정고객확보02

인근지역거주자 및직장인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실시03

고객이참여할 수 있는이벤트 실시04

다양한메뉴 구성과합리적인 가격05

직원 식사복리후생비지원 (식당가)06

W몰에서 1차고객 집객 유입07

W몰과 다양한 마케팅협업으로 프로모션진행08

편리한교통편 (지하철, 버스, 자가용이용)09



입점시기대효과

현대소비자의기호에맞는최고의품질의제품으로다양한소비자확보

기대
효과

다양한계층의고객을유인할수있는다양한제품구성

2030 젊은소비자들을불러모을수있을것으로기대

고객유입효과증대와지역사회와의상생효과

맛집을통한홍보, 고객집객및매출효과



임대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임대형태 : 임대(을)

임대료 : 月매출의임대수수료(15%)(협의가능)  
*자체POS사용

관리비 : 
•일반관리비 - 1py당 11,000원(계약면적기준)
•직접관리비별도 -실비정산(수도, 전기, 가스外) 해당위치정보

•층수 : 9층전문식당가
•면적: 점유면적(  ), 공유면적( )



Contact me

F&B사업부 박지선 팀장

zisseony@w-mall.co.kr

02-2081-0048

010-4738-3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