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면적 사용안내

스페이스 락 (B1)
141㎡ (110석/45평)

MAX 84인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연회식 테이블, 오픈바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강연, 연회(파티), 및 각종 워크샵, 갤러리 
등으로 이용가능 합니다.

스카이 락
(F4)

ROOM
42㎡ (30석/20평)

MAX 24인

건물 최상층(4F)에 위치. 화질이 선명한 대형 TV 설치, 유/무선 인
터넷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소규모 아카테미 모임 시 최적의 환
경을 제공합니다.

ROOF
GARDEN

120㎡ (30석 40평)
MAX 30인

건물 최상층(4F)에 조성된 옥상정원으로, 넓은 잔디광장과 데크, 
야외 무대, 급수/바베큐장 등의 시설과 다양한 시설 보유.
친목모임, 바비큐파티,음악회 등 다양한 예술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야외행사의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대관 이용 안내

▶1. 공간 안내

▶2. 장소 사용료 (4시간 1회 기준 /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구분 
(4시간 기준)

Space LACH Sky LACH
지하 공간  세미나실 옥상 가든

연회식 
전체

오전 08:00–12:00 200,000
(20인기준, 추가 \5,000/인)

100,000
(추가시간 20,000원/30분)

100,000
(추가시간 30,000원/30분)

오후 13:00-17:00 200,000
(20인기준, 추가 \5,000/인)

100,000
(추가시간 20,000원/30분)

100,000
(추가시간 30,000원/30분)

ALL
(오전+오후) 09:00-17:00 300,000

(20인기준, 추가 \5,000/인)
150,000

(추가시간 20,000원/30분)
150,000

(추가시간 30,000원/30분)

저녁 18:00~22:00 400,000
(추가시간 80,000원/30분)

200,000
(추가시간 40,000원/30분)

300,000
(추가시간 60,000원/30분)

비 고 이외의 시간 (10시 이전,21시 
이후) 대관 시 별도 문의

*8인 이하 2시간 이내 
사용 시 50%할인

*8인 이하 2시간이내 
사용 시 50%할인

갤러리
(141㎡)

월~일 10:00~19:30 기본 3일 3일 기준 750,000

다과, 도시락, 뷔페 반입 *별도문의(추가 요금 발생) *별도 문의(추가요금발생) 
*가든의 경우 메뉴 협의  

* 기자재 사용료 별도



 ▶3. 부대 시설

- 기자재 조작은 신청인(단체)의 해당 담당자가 직접 해야 하며, 간단한 조작법은 행사 시작 전에 설명해드립니다. 

- 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외에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신청인(단체)이 직접 준비.

3-1. 스페이스락(B1)

3-2. 스카이락(F4)

스

페

이

스

락

부

대

시

설

구분 종류 단가(원)

악기
그랜드 피아노 100,000/1회 (피아노 조율비 별도) 
전자 키보드 50,000/1회

음향
유선마이크

50,000
(마이크 + 빔프로젝터 +스크린 )무선마이크

영상 빔프로젝트+스크린
노트북 30,000/1회

반주기   노래방 반주기 70,000
조명 무대 조명 컨트롤러 무 료 

기타

화이트 보드 무 료
보면대 무 료
화환 및 화분 수거 5,000/1개당
외부기자재 반입 사용 별도 문의

스

카

이

락

부

대

시

설

구분 종류 단가(원)

바비큐 바베큐 그릴 50,000원
바베큐 식기류

영상 (야외)
빔프로젝트+스크린 50,000원
노트북 30,000원

  블루투스 스피커 20,000원

영상 (실내) 
대형 TV 30,000원
데스크 탑
노트북 30,000원

기타 외부 식자재 및 기자재 반입 시 별도 문의



▶4. 기타 안내 

4-1. 주차장 사용
- 주차장은 인근 주차장 사용.주차장 비용은 사용자 부담.

4-2. 행사 준비
- 행사 장소와 기자재만 대여해 드립니다. 

- 사용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행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사용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 Sky LACH 가든은 20시 이후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민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음에 대해 엄격히 규제합니다. 

- 실내/외 현수막 부착 시 사전 협의 후,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5. 리셉션 진행 
 - 외부 음식 및 뷔페 반입 시  100,000원의 관리비용이 부과 됩니다.

▶6. 행사 종료
- 외부 음식 또는 물품 반입 시설 설치는 행사 종료 후 원상으로 복구한다.

- 화환 및 화분 등은 개당 5,000원의 수거비가 부과됩니다.

▶7. 문의 

-장소 사용료 및 기자재 사용료는 담당자와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전화 : 스페이스락 02-341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