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Hall(공연장) 사용안내

① 공연법 제11조4(안전교육)�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4(안전교육)에 의하여

출연자 및 스태프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하셔야 됩니다.

� � -�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 명단 제출� 필수 (양식은 대관안내 페이지에서 다운)

� � -� 출연자 및 스태프 안전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필수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_공연자 안전교육

⇒ 수료일자가 시설사용일부터 2년 이내 것만 인정

⇒ 사전회의 후 7일 이내 제출� (10일 이내 제출 확인 안될 시 자동 대관취소)

⇒ 명단과 수료증 대조 후 대관승인

② 공연장 내 모든 공간(객석,� 무대,� 계단,� 분장실 등)에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합니다.� 무대 위 앰프,� 건반 등에 올려놓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 -�음식,�캔음료,�카페음료,�술(무알콜,�논알콜 포함),�흡연(전자담배 포함)�등 금지

� � -�뚜껑을 돌려서 완전히 밀폐 할 수 있는 용기에 담긴 물만 가능

③ 공연장 무대 작업 또는 리허설시� 안전상의 이유로 슬리퍼,� 샌들,� 굽이 높은

구두(6cm이상),� 맨발 등은 무대 출입을 금지합니다.

④ 공연법(제11조의 5)에 따라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피난안내 영상을 의무�

상영하셔야 됩니다.

⑤ 충남음악창작소 Live� Hall은 종교적,�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금지행위 참조)

� � -� 종교적 행위(기도,� 절,� 예배,� 미사 등),� 특정종교의 심벌 사용 및 성경,� 경전,�

불경,� 교리 등을 낭독하는 행위 일체

� � -� 특정 정당의 마크 등 사용,� 해당 마크가 인쇄된 의류,� 띠 착용 또는 유인물�

배포금지 및 선거법 위반행위 일체

� � -� 당일 공연콘텐츠와 무관한 제품,� 상품,� 구매예약 등 판매 관련 행위



⑥ 충남음악창작소 Live� Hall�무대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도구(무대 셋트,�구조물 등)�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 이동이 가능한 소도구만 사용하더라도�

공연장의 충남음악창작소 사인물과 LED디스플레이를 가리는 설치는 불가

하며 메인스피커 시스템,� 조명기기 위치 및 각종 신호체계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 대도구 :� 무대 위에 설치되는 물품 중 자립 또는 설치를 위해 못,� 나사,�

철제 무게 추 등을 활용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충남음악창작소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의 해석을 우선함.

⑦ 공연장 및 출입구,� 계단 등에 부착한 현수막(7m*60cm),� 포스터 및 대관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 폐기물 등은 빠짐없이 회수� 바랍니다.

⑧ 천안시�일반 쓰레기 봉투 50리터 1매 이상,� 무선마이크 사용대수ⅹAA배터리�

2개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 � ※ 배터리 및 청소 소모품 등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⑨ 공연 홍보시,� 충남음악창작소 Live� Hall� 위치(지하2층)와 공연 문의 연락처

(주최 측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 � ※ 충남음악창작소 2층 사무실 또는 사무실 전화로 문의가 오지 않게 해주

시기 바랍니다.

⑩ 대관사용 종료 이후 공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반드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담당자(041-418-3390)에게 확인 완료 후 퇴실하셔야�

합니다.

⑪ 위 사항 위반시,� 운영방침에 따라 대관 취소 및 공연취소가 될 수 있으며,�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