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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제11조 제1항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냉ㆍ난방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초과 사용료의 징수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의 허가조건
신청서 서식



시설개요
위 치 :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50
개관일 : 1997년 5월 29일
건물면적 : 1,698㎡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지하1층, 지상2층)
수용인원 : 380명
주요시설 : 소극장, 전시실, 취미교실, 스포츠교실

이용안내
근거 : 영양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이용방법 : 문화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제출(5일전)
제출장소 : 영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54-680-6453, 팩스 054-680-6419 )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제11조 제1항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요금

행사 영화 공연

소극장

오전(9:00~12:00) 80,000원

오후(13:00~17:00) 90,000원

야간(18:00~22:00) 100,000원

전시실 1일 40,000원

냉ㆍ난방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난방시설 냉방시설

소극장 1회 5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전시실 1회 2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무대조명 1회 2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음향 1회 20,000원

기계시설 1회 10,000원

초과 사용료의 징수
1. 시간초과 사용료 가산

1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가산

2.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3.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4.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야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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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사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의 허가조건
1. 영양군문화체육센터설치 및 사용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 납부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영양군문화체육센타 사용시 제반시설물의 사용은 군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집회장으로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5. 군의 사전 검은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6. 공연 및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 3일전 영화검열 합격증과 공연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7. 공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필하지 않은 자는 공연할 수 없습니다.
8. 현수막, 현판제작은 군과 사전협의하여 규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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