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상공회의소 강의장 대여안내
세미나실/소강의실



용인상공회의소 회관 안내

건물안내

• 4층

• 3층

• 2층

• 1층

• 지하1층

• 지하2층

| 상공회의소

| 용인골프존

| 용인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 법무법인동천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제이용인테크노밸리

| 라쥬아베이커리, 골마켓

| 세미나실, 소강의실, 주차장

| 주차장



용인상공회의소 회관 안내

역북지구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역북동 597)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 강남출발 : 5001,5001-1,5003번 버스 탑승후 – 명지대입구 하차, 도보 7분

• 서울역출발 : 5005번 버스 탑승후 – 명지대 입구 하차, 도보 7분

• 수원출발 : 66, 10번 버스 탑승후 – 명지대입구 하차, 도보 7분

• 지하철 이용시 : 용인에버라인 – 명지대역 하차, 도보 10분

대중교통이용시



용인상공회의소 회관 안내

대관기본방침

•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회의실은 용인지역 기업들을 위한 중요한

재산으로써 관내 회원사의 회의. 행사 등에 우선대관하고 있습니다.

• 세미나실, 소강의실은 교육, 회의, 설명회등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주의사항

• 사전준비, 정리, 장비철거 등을 위한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대관시간 내 포함입니다.

• 대관시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가 직접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 사용자의 과오로 인한 기계장치 훼손 및 파손시에는 일체 변상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 반입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대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주말대관이 필요한경우 사전협의후 진행 가능하며, 당직자등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대관제한 행사

• 집회, 종교행사, 정치성 행사의 경우 대관불가.

• 이해당사자간 소란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사.

•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불법적인 공연 등.

• 기타 대관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고 인정될때.

• 시설 또는 설비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행사의 경우



용인상공회의소 회관 안내

주차장 이용 안내

• 주차장 수용능력 : 최대 106대(대관시 70대 이내 제한)

• 주차장 운영시간 : 24시간

• 주차요금 : 10분당 500원(일최대 20,000원)

• 사전정신기 위치 : 지하1층. 지하2층 엘리베이터 옆 위치

• 대관 주최측에 한해 무료주차 2매 제공

• 그외 대관 행사 일반 참석자/방문객의 경우

- 기본 2시간 무료권 지급 (일 최대요금 5,000원 적용 쿠폰제공)

• 대관시 주차권 구매 혜택

- 1시간권 : 500원

- 종일무료 : 3,000원

※ 대관 주최측에서 일괄결재로만 구매 가능, 개별구매 불가

대관시 주차장 할인 내역



용인상공회의소 대관 안내

대관대상

• 세미나실

• 소강의실

| 면적(257㎡/78평), 110석, 지하1층

| 면적(122㎡/37평), 50석, 지하1층

지하1 평면도

소강의실

세미나실

지하1층
주차장

E/V

로비

화장실



용인상공회의소 대관 안내

대관예약방법

• 예약가능날자 확인후 전화상담(031-332-9812/기획관리본부)

- 예약가능일시 확인 사이트 | www.yonginbiz.com/rent (2020.9월부터)

- 예약신청시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최초1회시)

❶ 일정확인 ❷ 전화상담

➌ 신청서제출 ❹ 신청승인

http://www.yonginbiz.com/rent


용인상공회의소 대관 안내

대관금액

구분

반일 전일 야간

주말
(09:00~13:00)
(13:00~17:00)

(09:00~18:00) (18:00~21:00)

세미나실

정상가 300,000 540,000 350.000

별도협의

회원사 (150.000) (270,000) (200,000)

소강의실

정상가 200,000 360,000 250,000

회원사 (100,000) (180,000) (150,000)

• 결재방법 :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장카드결재(당일)

•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사의 경우 정상가의 50% 할인

• 음식물 반입 행사시 청소추가 요금 (10만원 추가)

• 원형테이블보 사용시 세탁비 (10만원 추가)

• 냉난방비/기자재사용료 포함, 냉온수기 사용가능(종이컵은 불포함)

(VAT별도)



세미나실 소개
면적(257㎡/78평), 110석

세미나실(110석) 
규모로
이동식 테이블
원형테이블등을
가변세팅하여
사용 가능

보유시설
- 2인용 책상(150cm x 60cm) 60Ea 설치가능
- 원형테이블 (180cm) 12Ea 설치가능
- 의자 160Ea 보유
- 무선마이크 4Ea
- 유선마이크 6Ea
- 무선인터넷 가능

- 회의용마이크시스템
- 음향시스템
- 강연대大,中,小 보유
- 화이트보드
- 프로젝터 및 스크린 180인치
- 무선 HDMI 시설 지원

(좌석 어디서든지 프로젝터연결 가능)

테이블 없이 의자만
세팅시에는
약 160여명 수용가능

원형테이블 세팅시
최대 10~12개
가변 세팅 가능



세미나실 소개
면적(257㎡/78평), 110석

프로젝터 180인치
빔프로젝터 3000안시

현수막 정면설치시
가로 최대 6.8m 이하
세로 최대 2.6m 이하

현수막 측면설치시
가로 최대 5m 이하
세로 최대 80cm 이하

※ 참고사항. 현수막 정면 설치시 프로젝터 스크린에 가려집니다.



소강의실 소개
면적(122㎡/37평), 50석

소강의실(50석) 
규모로
이동식 테이블
원형테이블등을
가변세팅하여
사용 가능

보유시설
- 1인용 책상(70cm x 60cm) 40Ea 설치가능
- 2인용 책상(150cm x 60cm) 20Ea 설치가능
- 원형테이블 (180cm) 4Ea ~ 5Ea 설치가능
- 의자 40Ea
- 무선마이크 1Ea, 유선마이크 2Ea 가능
- 무선인터넷, 유선인터넷 가능
- 바닥 전원 70개 사용가능

바닥은 악세스플로워
구성되어 70대 동시 전원
가능
(노트북 교육등 가능)

원형테이블 세팅시
최대 4개~5개 가능

- 프로젝터 및 스크린 180인치
- 무선 HDMI 시설 지원

(좌석 어디서든지 프로젝터연결 가능)



소강의실 소개
면적(122㎡/37평), 50석

일반교육
테이블 설치가능 개수
- 2인테이블 20개
- 1인테이블 40개

원형 테이블(1800)
- 3개~4개 설치가능
- 약 40명 수용
- 테이블당 10명

회의 대형으로 설치시
약 20명 가능



소강의실 소개
면적(122㎡/37평), 50석

회의 대형으로 설치시
약 20명 가능

정면 현수막 설치불가

현수막 측면설치시
가로 최대 5m 이하
세로 최대 60cm 추천

바닥 전원콘솔(전원 2Ea, 유선인터넷 1Ea) 35set



용인상공회의소 사업자등록증



용인상공회의소 통장 사본



용인상공회의소 강의장 대여

| 기획관리본부
| 031-8020-9572
| Yongin@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