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NGGI STUDIO  
대관 안내

생기 스튜디오



공연, 파티 행사 대관료 

▸ 월,화,수,목                               750,000원 

▸ 금요일                                      850,000원 

▸ 토요일                                      900,000원 

▸ 일요일                                      850,000원 

▸ 평일 공휴일(전일,당일)             850,000원

옵 션
▸ Live VJ                                           180,000원 

▸ 프로젝터 이용료                                 50,000원 

▸ 조명 스텝                                         150,000원        

▸ 라이브 멀티 트랙 레코딩                   100,000원 

▸ 라이브 고정 캠 촬영                          100,000원 

▸ 라이브 무빙 영상 촬영 스텝              300,000원 

▸ 영 상 편 집                                          문     의 

▸ 믹 싱                                                   문     의

셋팅 리허설 철수 포함,  6시간  기준이며 추가 30분당 50,00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금, 토요일은 22:00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 이후 시간대의 대관을 원하실 경우, 외부 음식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Bar운영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부가세 별도*
음향 엔지니어 스텝 1명, 간단한 조명 셋팅 포함*

*프로젝터 이용료 포함

*22시까지 이용가능

*22시까지 이용가능

*6시간 기준입니다



생기 스튜디오 주말 2부 저녁 이벤트 대관 안내 ( 2부 금,토 22:00부터 새벽까지 )

공연 파티 행사 대관료
▸ 금요일,  토요일                         580,000원

옵 션

셋팅 및 리허설, 철수 포함 5시간 기준이며 금, 토요일 22:00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 30분당 
5만원의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금, 토요일 22:00시 이전 시간부터 대관을 원하실 경우와 외부 음식
료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Bar운영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부가세 별도*
엔지니어, 간단한 조명 셋팅 포함*

▸ Live VJ 스텝                                   180,000원 

▸ 프로젝터 이용료                                 50,000원        

▸ 라이브 멀티 트랙 레코딩                  100,000원 

▸ 고정 캠 촬영                                     100,000원 

▸ 라이브 무빙 영상 촬영 스텝              300,000원 

▸ 편 집                                                   문     의 

▸ 믹 싱                                                   문     의

프로젝터 이용료 포함*

< 2부 금,토 22:00부터 새벽까지만 해당 > 

*6시간 기준입니다



스트리밍 공연 대관

▸ 월,화,수,목                                800,000원 

▸ 금요일                                       900,000원 

▸ 토요일                                       950,000원 

▸ 일요일                                       900,000원 

▸ 평일 공휴일(전일,당일)              900,000원

옵 션

현장 관객을 제한적으로 수용 할 수 있습니다.  6시간 기준이며 추가 30분당 추가 5만원의 요금이 발생
됩니다.

부가세 별도*
음향엔지니어 1명, 고정캠 1대, 간단한 조명 셋팅 포함*

▸ Live VJ                                          180,000원 

▸ 추가 고정 캠  촬영                           100,000원 

▸ 무빙 촬영 스텝                                300,000원 

▸ 영상 송출 기술 지원  스텝  (필수)     300,000원 

▸ 조명 스텝                                         150,000원 

▸ 프로젝터 이용료                                50,000원*6시간 기준입니다

생기에서 지원하는 카메라 영상 채널은 총 4채널입니다. 

기본 고정캠이며, 무빙캠은 원하는 대수만큼 촬영 스텝이 필요합니다.

라이브 VJ와 함께하면 라이브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이용료 포함



일반 대관료

▸ 녹 음               3시간 기본 ( 추가 30분당 30,000원 )                                                        180,000원 

▸ 촬 영               3시간 기본 ( 추가 30분당 80,000원 )                                                         480,000원    

▸ 촬 영+녹 음     3시간 기본 ( 추가 30분당 90,000원 )                                                         540,000원  

▸ VJ, 영상 지원 스텝                                                                                                             300,000원 

▸ 아티스트 밴드 포트폴리오, 뮤직 비디오 및 라이브 영상 제작                                                 협       의 

셋팅, 철수 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합주, 녹음 시 실연자 7인이상은 인당 5,0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합
니다. 생기 보유 조명 장비, 프로젝터 이용, 포그 머쉰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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