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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자쌀롱이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호프+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가

만개하는 공간,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돌아온 전자쌀롱은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의 라이브공연, 

대관 등 열려있는 공간을 선보이며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하나 되어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스트레스를 날리고, 일상에 지친 영혼을 쉬어가게 할 공간 입니다. 

펍 오픈시간: 17:00~ 23:00
대관시 오픈시간: 별도협의 가능

무대

무대에서

전자쌀롱 소개
Hall Presentation

언제나 열려있는 새로운 문화의 장 용산 “전자쌀롱 ”
(호프+라이브클럽+대관)



전자쌀롱은 다양한 아티스트와 기업, 동호회들에게 공연, 행사 장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석 규모의 넓은 홀은 개인적인 파티나 연습장소로도 사용가능하며 프로젝터, 노래방기기를 비롯한 각종 음향, 

조명장비와 홀내에 운영되는 PUB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스피커와 콘솔, 드럼세트, 기타앰프등 공연에 필요한 각종 음향장비들을 완비하고 있어 높은 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깔의 조명들과 핀조명, 싸이키조명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인디밴드 (모든 음악장르 - K-POP,Rock, Jazz, Classic, Hiphop, R&B, DJ party, 국악, 월드뮤직 등 )

- 음반 출시 쇼케이스 , 팬 싸인회 , 뮤직 비디오 촬영

- 뮤지컬 갈라쇼 , 공개방송 ,장기공연, 파티 ( Party )강연

- 전시,실용음악과 발표회 ,직장인 밴드 콘서트 ,음악 동호회 ,연극

- 모임 및 워크샵 , 방송촬영 , 대형 음악연습실 등등

전자쌀롱 대관
Hall Rental



1. 대관 이용료

요 일 대관료 장비사용 비고

일

80만원
음향/조명
키보드(1)
앰프(1)

마이크(5)
영상프로젝트(3)
노래방기계(1)

음향,조명
엔지니어 사용

전화문의 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100만원

토

*부가세(VAT)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기업행사 대관료 : 별도협의
- 촬영대관 (영화, CF, 뮤직비디오 등) : 별도협의
- 방송대관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등) : 별도협의
-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은 주말 대관료 적용
- 성수기 대관료는 변동될 수 있음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등)
- 학생대관 특별할인 (별도문의 / 대학생 미포함)
- 주차무료 (주차도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자쌀롱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대관신청방법
Rental Application

공간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단체 또는 개인 모두 환영합니다. 대관 신청은 전자쌀롱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dokkakki)에 가입해 대관신청서 를 클릭, 작성 후 이메일 및 전화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관신청 시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온라인 접수 시 첨부, 자유양식 )

전자쌀롱 대관
Hall Rental



데관 규정
Rental Rule

1.대관규정

- 대관료의 30%를 대관 승인 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잔금은 대관일 5일 전까지 완납해야 함
- 기본 대관 시간 16시 ~ 23시는 공연장 내 장비 반입 시각부터 철수 완료 시각까지
- 특수 공연 시 대관 시간 별도협의 (대관료 변동 없음)
- 기본 음향기재, 조명기재, 영상기재, 무대악기, 무대, 객석 좌석, 대기실 제공이 대관료에 포함
- 외부 음료 및 주류 반입 불가
-공연장 시설 및 장비 파손 시 변상을 규정으로 함- 홍보물 부착은 건물입구 ~ 공연장 출입문까지
이며 공연이 끝난 후 원상 복구 해야 함





감자튀김 12.9

치즈스틱 12.9

치킨텐더 & 포테이토 15.9

스페셜 모듬튀김 16.9

추억의과자 5.0

오징어 & 땅콩 12.9

닭똥집볶음 14.9

닭발볶음 13.9

오뎅탕 13.9

얼큰 오가피 라면탕 12.9

계란후라이 스팸 12.9

황도 10.0

팥빙수 12.9

크림생맥주 4.5

버드와이저 크림생 6.0

카프리 5.0

호가든 7.0

버니니 8.0

스텔라 8.0

기네스 9.0

음료(사이다/콜라) 2.0

생수 1.0

보가 70

* 대관공연 및 단체예약시

후라이드치킨, 골뱅이소면, 소세지볶음 등 메뉴 변경 가능 (후라이드치킨+골뱅이소면+맥주3000cc =49,900)

전자쌀롱 PUB
Pub menu 



<지하철>

1호선 용산역
도보 : 전자상가 방면 출구 도보 10분
버스 : 용산역 광장 건넌편 → 5012 [초록버스] → 

용산 전자상가 입구 하차 → 횡단보도

4호선 신용산역
도보 : 전자상가 방면 5번 출구 도보 15분
버스 : 신용산역 3번 출구 → 5012 [초록버스] →

용산 전자상가 입구 하차 → 횡단보도

6호선 효창공원역
버스 : 효창공원역 3번 출구 → 0018 [초록버스] →

용산 전자상가 입구 하차 → 도보 8분

<버스>

a) 파란버스
503번 / 505번 / 262번 / 162번

b) 초록버스
0015번(용산방향) / 5012번 / 0015번(남산방향)
/ 7016번 / 0017번(이촌방향) / 0017번(청암동방향)

* 용산 전자상가 입구 하차

-전자쌀롱

전자랜드 신관 끝에 위치한 광장층 입구로 들어오시면
전자쌀롱 독각귀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찾아오는 길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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