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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사용료]

시설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악기
그랜드피아노(대) 대극장 1일 60,000 ○ 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

로 한다.그랜드피아노(소) 소극장 1일 40,000

조명

대극장 시간당 30,000

○ 무대조명 시설 사용에 있어 1시

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극장 시간당 20,000

엑펙트머신 1일/1대 10,000

스트로브 1일/1대 10,000

포그머신(재료비포함) 1회공연/1대 15,000

드라이아이스(재료비별도) 1회공연/1대 10,000

팔로우 핀 작품당 15,000

디자인
(일반공연)

대극장 작품당 150,000 ○ 일반공연(행사) : 비영리목적의 

예술단체·학교·학원 등의 공연소극장 작품당 100,000

디자인
(전문공연)

대극장 작품당 400,000 ○ 전문공연 : 영리목적으로 하는 

공연물 전체소극장 작품당 300,000

칼라필터
대극장 작품당 30,000 ○ 작품당 손실원가 : 200,000원(1

롤/작품당) × 손실율 15/100소극장 작품당 20,000

엘립소이드 1일/1조 30,000 1조 5대

소파 1일/1조 20,000 1조 40대

대파 1일/1조 20,000 1조 5대

무빙라이트(맥2000) 1일/1대 40,000

무빙 워시 라이트 1일/1대 20,000

무빙 스포트라이트 1일/1대 50,000

LED 무빙(Aura) 소극장 1일/1대 20,000

LED 무빙 라이트 대극장 1일/1대 30,000

프리즈넬 3kW 1일/1대 3,000

무빙콘솔(GrandMa2) 1일/1대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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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영사기 빔프로젝트

대극장 1일/1대 100,000

소극장 1일/1대 50,000

예술강좌실 1일/1대 25,000

무대
기계

오케스트라 피트 1회공연 30,000

승강무대 1회공연 30,000

덧마루
50명 이상 작품당 70,000

50명 미만 작품당 40,000

이동식합창단 대극장 작품당 50,000

오케스트라 악기단 작품당 50,000

댄싱플로어

대극장 작품당
150,000 재료비 포함

80,000 재료비 별도

소극장 작품당
80,000 재료비 포함

40,000 재료비 별도

음향반사판 대극장 작품당 30,000

무대샤막
대극장 작품당 50,000

소극장 작품당 30,000

음향

마이크

콘덴서마이크 1회공연/1개 10,000

무선마이크 1회공연/1개 10,000 배터리 포함

유선마이크
3개 이하 10,000

추가사용/1개 2,000

녹음 대극장 1회 20,000 ○ 공CD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재생 1회 10,000

기타앰프 1회/1식 20,000

모니터스피커
1조(2대)

기본 1회/1조 무료 1조 2대

추가사용 1회/1조 20,000 1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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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냉방 1시간당 시설별 

시간당 연료비 
및 전기료

○ 냉·난방 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및 예술강좌실, 

연습실, 전시실을 말한다.난방 1시간당

기타 공연장 안내요원 1인당
시설별 

인당 인건비

○ 공연장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및 야외공연장을 말한다.

영화촬영 1회 100,000

○ 대·소극장 당일공연 대관자에 
한한다.

중계방송
텔레비전 1회 50,000

라디오 1회 40,000

리셉션장소
사용료

대극장 
3층 로비

1회 63,000

대극장
4층 로비

1회 63,000

소극장 로비
및 기타

1회 38,000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1일

(5㎡, 1점 기준)
30,000

○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단위로 나누어 요금적용

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프로그램, 선전책자 등 판매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판매가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