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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토당청소년수련관 대관시설

시설명
운영시간

(요금책정 기준)
부대설비

1층 대강당 08:00~22:00

냉방 / 난방

일반조명 / 종합조명

빔프로젝트

음향

컨트롤음향기

마이크(무선)

마이크(유선)

그랜드피아노

2층, 3층 프로그램
(강의)실

08:00~22:00
(기본 2시간 / 
초과 1시간당)

빔프로젝트

음향 마이크(유선)

※ “2층, 3층 프로그램(강의)실”의 부대설비의 경우,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한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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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 사용료

1. 기본시설 대관료 
  (단위 : 원)

시설명 단위
기본사용료

비고
청소년 일반인

1층 대강당
오전(08:00 ~ 12:00)

일반기준 50%
60,000 * 부대설비 사용료 

별도(별표2 참고)

*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오후(13:00 ~ 17:00) 70,000
야간(18:00 ~ 22:00) 80,000

2층, 3층
프로그램(강의)실

기본 초과 10,000
(1시간 
무료)

2,500 20,000 5,000
2시간 1시간 당

울림터1,2,3 기본 (2시간이내) 무료 일반대관불가

※ 안내사항
 1. 일반인은 25세 이상,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행사 하루 전의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행사 다음날  철수

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대관료 특례
 가. 본 지침 제12조(대관료 특례) 제1호 각 호에 따른 대관
  - 감면율 : 전액 면제(조례 제 17조)
 나. 본 지침 제12조(대관료 특례) 제2호 각 호에 따른 대관
  - 감면율 : 반액 면제(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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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설대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부대설비명 단위 사용료 비고

1층 대강당

냉방
난방

1시간 당 33,000
* 냉방 : 6월~9월
* 난방 : 12월~3월
  (기온의 급변화 시 예외)

일반조명
종합조명

1일
15,000
20,000

* 일반조명 : 기본시설 전기사
용료(무대, 객석조명료)

* 종합조명 : 기본시설 이상
(20KW)의 전기 사용료

* 조명기기 외부 반입 사용 시   
종합조명 사용료에 준함

빔프로젝트 1일 10,000 * 스크린 사용 포함

음향

컨트롤음향기 1일 50,000 * 유선마이크 1개 제공

마이크(무선) 2개 6,000
* 컨트롤음향기 필수사용
* 1개당 추가비용(3,000원)

마이크(유선) 2개 5,000
* 컨트롤음향기 필수사용
* 1개당 추가비용(2,000원)

그랜드피아노

1일 100,000

* 오전, 오후, 야간 중
2회 이상 시 1일 적용

오전 50,000

오후 50,000

야간 50,000

2층, 3층
프로그램
(강의)실

빔프로젝트 1일 10,000
*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실에 한함
* 스크린 사용 포함

음향 마이크(유선) 2개 5,000
* 2층 강의실에 한함
* 1개당 추가비용(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