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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문화예술회관 이용안내

목포시문화예술회관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연휴 포함), 추석날(연휴 포함)

대관 및 전시관 사용시간

구분 기준 사용시간

공연장 오전 / 오후 / 야간 08: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전시관 당일 09:00 ~ 18: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준

공연장 사용료(단위 : 원)

구분 평일 공휴일

오 전 
(08:00~12:00)

공연장 기본사용료 68,000 88,400

공연연습,무대설비(50%) 34,000 44,200

무대만 설치시(30%) 20,400 26,520

공연장 
초과시간 
징수

30분미만(20%) 13,600 17,680

30-60분미만(50%) 27,500 44,200

60분이상(100%) 68,000 88,400

행 사 200,000 260,000

오 후 
(13:00~17:00)

공연장 기본사용료 87,000 113,100

공연연습,무대설비(50%) 43,500 56,550

무대만 설치시(30%) 26,100 33,930

공연장 
초과시간 
징수

30분미만(20%) 17,400 22,620

30-60분미만(50%) 43,500 56,550

60분이상(100%) 87,000 113,100

행 사 200,000 260,000

공연장 기본사용료 113,000 146,900

문화예술회관 > 시설이용안내시설이용안내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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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18:00~22:00)

공연장 기본사용료 113,000 146,900

공연연습,무대설비(50%) 56,500 73,450

무대만 설치시(30%) 33,900 44,070

공연장 
초과시간 
징수

30분미만(20%) 22,600 29,380

30-60분미만(50%) 56,500 73,450

60분이상(100%) 113,000 146,900

행 사 200,000 260,000

기준

공연장 사용료(단위 : 원)

구분 평일 공휴일

냉․난방연료비 사용현가에 대한 10% 가산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 1회 공연시 각각 2시간 이상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온이 급변하면 사
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대시설

시설명 구분 사용료(1회) 비고

피 아 노

그랜드 대형 (스타인웨이) 100,000

공연연습시 사용료5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그랜드 (가와이) 50,000

국산 그랜드 20,000

무대시설

덧 마 루 15,000

공연 연습시 사용료 50%고 무 판 35,000

보 면 대 20,000

조명시설

무 대 조 명 30,000

공연 연습시 사용료 5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빙라이트 10,000

스 모 그 기 20,000

드라이아이스 40,000

음향시설

음향기기 60,000

마이크 (8개)(비상용 5개)
핀 (8개)
유선(11개)

음향반사판 20,000

마이크

무선(회선) 5,000

유선(회선) 2,000

빔 프로젝트 20,000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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