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N T R O D U C T I O N



ABOVE the 
STANDARD
주식회사 글로우서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해진 기준을 거부합니다. 

저평가된 지역에 새로운 감성을 가미하여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단순히  매출과 수익률이 높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 창출이 저희의 목표이며, 

SPACE PIONEER로서의 역할로 끊임없이 지역과 공간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고민합니다.

법인명 : 주식회사 글로우서울 

대표이사 : 유정수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28길 20, 4층 (그린빌딩)

운영 : 방콕 프로젝트, 익동정육점, 심플도쿄, 호텔 세느장,  헤센 프로젝트, 짝두짝 방콕(2019년 중 예정), 대전 소제동 프로젝트



CREATION 
OF 
EXOTIC 
SPACE
주식회사 글로우서울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인 공간창출로  서울 익선동에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S  BANGKOK 시리즈'는 명실상부 익선동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있으며, 해외의 고급 리조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휴양감을 한옥이 즐비한 익선동에서 독특한 멋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S  BANGKOK 시리즈를 포함한 자사 매장이 오픈한 기점으로 

불과 오픈 6개월 만에  네이버 ‘익선동’ 검색 1위’, SNS 최단기간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며, 

ELLE, NOBLESS, ALLURE, ESQUIRE 등 메거진에서 익선동 최고의 공간으로 앞 다투어 소개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 JTBC, 홍콩경제일보 등에서 국내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에잇세컨즈 등 광고촬영지로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방치되었던 폐허속에서 우리는 빛나는 보석을 찾아냅니다.

글로우 서울이 찾고 선택한 공간은 그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 될 것입니다.



직영매장 오픈  |

2015. 09  글로우키친 오픈

2017. 09 익동정육점 오픈

2017. 10  살라댕방콕 오픈

2018. 01 심플도쿄 오픈

2018. 04 법인 전환 (주식회사 글로우서울)

2018. 04  더썸머 오픈

2018. 07   살라댕 다이닝 오픈

2018. 11   호텔 세느장 오픈

2019   대전 '소제동 프로젝트' 완료 예정

2019  JJ 방콕 오픈 예정

2019  홍루 타이페이 오픈  예정

운영컨설팅 매장 |

2018년 12월  익선동 익선다다 매장 6곳

(열두달, 경양식 1920, 낙원장, 동남아, 동북아, 만홧가게)

2019년 2월 중 헤센 프로젝트 오픈 예정

(태국포차, 대만치킨, PRESS THE BUTTON, 오키나와오지상, 동경주택 등 10개 매장)

IKSEONDONG PROJECT

BANGKOK PROJECT

HISTORY 
OF 
GLOW
SEOUL



BANGKOK PROJECT

살라댕 방콕

이국적인 리조트에서 즐기는

캐쥬얼 타이 레스토랑

살라댕 방콕

살라댕 방콕의 베스트 메뉴와

모던 타이 메뉴까지 즐기는 

모던 타이 레스토랑

더 썸머

태국의 신비로운 섬에 있을법한

리조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듯한 

카페와 라운지 바.



호텔세느장

익선동 버려진 예전 모텔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이르는 

낡은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출 하였습니다. 

동유럽의 50년된 호텔을 형상화하여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각 층마다 재미

있는 요소를 결합하여 모든 층을 가보고 싶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는 각종

소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업시설, 1층부터 옥상까지는 카페, 갤러리, 바를 오픈하여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체험공간을 늘려 고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1. 3F Gallery Seine

2. 2F Cafe Seine 

3. 4F Bar Full Moon

1

2
3



익동정육점

가장 한국적인 장소인 익선동 한옥에서 선보이는 수비드 그릴 

스테이크 레스토랑

심플도쿄

고요한 일본정원에서 펼쳐지는 퓨전 재패니즈 레스토랑



Be Awesome,
the New Point 
of VIEW

Glow,DnA

글로우디앤에이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글로우서울의 디자인/설계/시공 팀입니다.

글로우디앤에이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과거의 흔적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갑니다.

새로운 것을 갈구하되, 옛것을 거부하지 않고

과거를 지키되, 미래를 지향하는 깨어있는 아이디어로

현재의 공간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글로우 스타일을 세상에 선보이고자 합니다.

글로우디앤에이

Creating newness
that waw not in the world.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간의 창조

글로우 서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해진 기준을 거부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The New Project.
Regenerate SPACE.

Daejeon, Soje

소제, 아카이빙의 재해석

대전역의 개발과 함께 시작된 소제동은 100년이 되어가는 우리나라 근대적 계획개발지역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의의가 깊은 곳이입니다. 비록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장소이기는 하나 그렇기에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관심속에 소실된 곳이 많지만 아직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

니다.

그 공간들에 새생명을 불어넣어 앞으로의 100년을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근대문화 유산지역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이번 소제동 재생프로젝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3월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여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소제동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 

됩니다.

Creating newness
that waw not in the world.

가리워져 있던 소중한 우리의 재산

시간에 풍화되어 낡아진채 방치된 우리의 

소중한 근대 건축물들에 새 숨을 불어 넣어 

재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카페, 오아시스

현재 소제동의 랜드마크가 되어 소제동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The New Project, Regenerate SPACE

Daejeon, Soje-1
The New Project, Regenerate SPACE

Daejeon, Soje-2

볕



BRAND
CONSULTING

브랜드 컨설팅은
왜, 필요한가?
예쁘기만 한 디자인, 자극적이기만 한 마케팅은

경쟁사의 더 예쁘고 더 자극적인 마케팅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무수한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없다면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시장에서 1/100 파이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글로우서울은 차별화 이상의 브랜드의 가치를 구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획력으로 독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우서울의 브랜드 컨설팅에 믿고 맡겨 주십시오.



유명 맛집 브랜드를 한데 모은 '셀렉트 다이닝'과는 다른 공간을 직접 기획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과 차별화된 매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젊은 감각의 셰프진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고객을 사로잡는 등 

각 분야의 실력있고 패기 넘치는 젊은 인재들이 의기투합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BRAND
CONSULTING

BRAND
CONSULTING
ATTENTION
POINT

사업목표 | 

특정 스팟에 최적화된 맞춤형 브랜드 컨설팅

진행방향 | 

충무로 헤센 프로젝트 10개 매장 종합 컨설팅

향후계획 | 

고객의 니즈에 따라 초기 기획부터 브랜드, 메뉴 기획, 공간 창조

진행사항 | 

충무로 헤센 프로젝트 10개 매장 종합 컨설팅



대만치킨 |  대만이 아니면 먹어보기 힘든, 고소한 땅콩반죽을 바삭하게 튀긴 '대만치킨'

바다분식 | 부산의 큼지막한 가래떡 떡볶이와 신선한 해산물 튀김이 일품인 해산물 분식 전문점,'바다분식'

타이랜드 |  태국 야외포차의 무드를 그대로 재현한 '타이랜드'



PRESS BUTTON | 16비트 게임 오락실에서 즐기는 혜자스러운 미국식 피자 전문점, '프레스 버튼'

오키나와 오지상 |  하와이에서 요리를 배운 일본 아저씨가 오키나와에서 판매하는 쉬림프 요리 콘셉트의 '오키나와 오지상'

4th, Green B.D, 20, Samil-daero 28-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28길 20 그린빌딩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