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칼라스홀 대관 유의사항
1. 대관 공고
마리아칼라스홀 수시대관(전화문의)

2. 대관 절차
대관신청 → 대관심의 → 승인통보 → 계약금 납부 → 공연진행협의 → 공연 → 정산

3. 대관 신청
공연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4. 계약
대관 승인 후 계약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완료하고
잔금은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 바랍니다.
계좌 : 우리은행 1005-503-049310 알피 제이아트 헤이스
계약금은 대관일+대관자명으로 입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 1201마리아칼라스홀

5. 대관료 잔금 납부 및 취소
· 잔금납부는 대관 당일까지 완료 하시면 됩니다.
· 대관 취소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6. 부대시설 사용 및 세부사항
부대시설 사용 및 세부사항(특이사항)은 행사 7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큐시트·공연계획서 등
행사에 관련된 최종 내용을 공유바랍니다.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부분은 당일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7. 진행
· 리허설 및 공연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대관 외의 시간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기실, 무대 전환, 고객 케어 등을 위한 스텝은 대동해야 합니다.
· 마리아칼라스홀 관계자는 대관행사에 대한 시설관리와 공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한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대진행은 대관자의 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8. 반입금지품목
· 공연장 내에 음료 및 외부음식, 꽃다발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게 유의 바라며, 모든 기물은 본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합니다.
(기타 리셉션 등 자세한 사항은 마리아칼라스홀 대관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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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차
발렛주차 가능
발렛비 3,000원 /1대 _ 일괄정산 시 부가세별도
마리아칼라스홀 방문 시 2시간 30분 무료(공연/강좌/대관)
카페엠 방문 시 2시간 무료(식사)
추가요금 1시간당 3,000원

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리며 만차일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바랍니다.
￭ 대치2동 문화센터 공영주자창 정보
서울시 강남 대치동 980-15(02-2176-0912), 5분 300원

10. 리셉션 진행
· 로비사용은 사전에 조율을 통해 가능합니다.
· 스탠딩 형식의 케이터링 진행 가능하며, 업체 추천 가능합니다.(그외 업체도 컨택 가능)

11. 대기실
· 대기실은 방(Room) 1개가 있고, 무대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라이트 피아노, 의자, 테이블, 거울, 탈의실, 미니냉장고 등)
· 대관자 식사는 간단한 음식에 한해서 대기실 반입이 가능합니다.(쓰레기 수거 필수)

11. 빔프로젝터
· 콘솔 컴퓨터로 출력 가능합니다.(MAC사용 시 별도 젠더 준비해야 함)
· 프로젝터는 6000안시, 영상사이즈 180in 입니다.(파워포인트 16:9비율로 제작)
· 연주와 프로젝터 동시 사용 시 무대조명으로 인해 화면이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자료 준비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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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수막
홍보물은 지정된 곳에서만 게시 가능하며, 반드시 대관 담당자와 협의 해야 합니다.(대관처 직접 설치)
현수막은 자석으로 붙이는 형태이며, 홀에 기본적으로 자석이 있지만 여분 필요 시 직접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렛주차
로비
가능
가로 5M * 세로 자유

· 발렛주차
공연장 내부
가능
공연장
\
내부에는 가로/세로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현수막을 붙일 수 있습니다.
스크린
\
사용할 경우 세로형을 추천합니다.(가로형은 가려집니다.)
가로 5m * 세로 자유
가로 930mm * 세로 2,700mm

12. DID
· DID이미지 게시를 원하는 경우, 행사 전 이미지 파일 전달 바랍니다.
· 가로 760px * 세로 1,300px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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