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TEX Location Guide
로케이션 임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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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케이션 주요 장소1. 로케이션 주요 장소



(1) 로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1전시장 로비 ▶ 279,500원/1시간



(1) 로비

2전시장 로비 ▶ 279,5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촬영사례 촬영사례



(1) 로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그랜드볼룸 앞 로비 ▶ 215,000원/1시간

푸드오클락 로비 ▶ 215,000원/1시간

촬영사례



(2) 회의실

일반 회의실 ▶ 58,000 ~ 503,0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중역 회의실 (308 / 309A / 309B)

309A 309B308

▶ 124,000 ~ 215,000원/1시간



구 분
좌석 세팅

단상 (포디움)
강의식 극장식 연회식

이미지

(2) 회의실

회의실 세팅사항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비 고 - -
테이블당 25,000원

(케이터링 진행 시 별도 협의 필요)
회의실 별 제공 가능한 단상 상이

구 분 마이크 이동식 무대 빔프로젝터 노트북

이미지

비 고 유·무선 마이크 및 마이크스탠드
20,000원/개

(무대 크기: 2m*1m*⒣20~80cm)
150,000원/1대 70,000원/1대

※ 유료 세팅 VAT 별도



(3) 화장실

▶ 150,5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일반 화장실

고급 화장실 ▶ 150,500원/1시간



(4) 외부공간

후면광장 ▶ 279,5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촬영사례 촬영사례



(4) 외부공간

전면광장 ▶ 279,5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무빙워크

촬영사례

▶ 215,000원/1시간



(5) 주차장

지하주차장 ▶ 279,5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지하주차장 구역안내도]



(5) 주차장

지상주차장 ▶ 215,0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촬영사례셔틀버스 정류장



(6) 기타

지하통로 ▶ 279,5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지하공동구

지하공동구

촬영사례

▶ 279,500원/1시간

영화 ‘인사동 스캔들’

광고 ‘CASS 아로르비’



(6) 기타

1전시장 기계실 ▶ 279,500원/1시간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2전시장 기계실 ▶ 279,500원/1시간

SBS ‘아테나’



(6) 기타

전시홀 ▶ 임대료 별도문의

1. 로케이션 주요 장소

촬영사례 촬영사례

옥상 ▶ 215,000원/1시간



2. 임대안내2. 임대안내



(1)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2. 임대안내

임대문의

로케이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촬영장소 및 일정 확인

임대절차 촬영 시 유의사항

• 촬영종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 되어야 하며, 장비 또는 시설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목재 세트 및 소품 반입 시 방염필증 제출

• 촬영차량(탑차, 발전차 등) 주차위치 사전 협의

• 회의실 내 유료비품 사용료 별도 부과 (유료비품: 빔프로젝트, 노트북, 무대)

• 촬영 일정 및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요원을 동반해야 할 수 있음

(보안요원 인건비: 12~15만원/일)

계약서 발송

계약금 입금

촬영진행

세금계산서 수령

※입금확인 후 촬영진행 가능

• 촬영 취소 시 킨텍스 규정에 따른 해약금 부과

• 킨텍스 입점업체 내 촬영 시 업장주와 별도 협의

• 연회행사는 킨텍스 케이터링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금지)

• 일부 특이장소(기계실, 지하통로, 주차장 등)의 경우, 킨텍스 내부 협의를 거쳐

촬영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촬영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임대료는 부여 받은 가상계좌에 현금으로 납입

• 촬영장소 상시 답사 가능

기타 참고사항



(2) 임대요율표

구분
임대료 (원) 면적 수용인원

1시간 기준 8시간 기준 12시간 기준 ㎡ 평 강의식 연회식

1전시장
2층 회의실

202~203 58,000 380,000 580,000 45 13 20 10

204 346,000 2,200,000 3,460,000 420 125 280 245

205~213 157,000 1,000,000 1,570,000 234 71 160 140

205~213 (분할) 88,000 560,000 880,000 117 36 80 70

212+213 (통합) 346,000 2,200,000 3,460,000 468 142 320 280

301 157,000 1,000,000 1,570,000 225 68 100 60

302 88,000 560,000 880,000 117 35 117 35

303~307 157,000 1,000,000 1,570,000 234 71 160 140

306+307 (통합) 346,000 2,200,000 3,460,000 468 142 320 280

구분
임대료 (원)

1시간 기준 8시간 기준 12시간 기준

전시장
내부

로비 279,500 1,677,000 2,795,000 

복도 215,000 1,290,000 2,150,000 

지하주차장/지하통로/기계실 279,500 1,677,000 2,795,000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화장실/주최자 사무실
150,500 903,000 1,505,000 

전시장
외부

전면/후면광장 279,500 1,677,000 2,795,000 

지상주차장/무빙워크/옥상 215,000 1,290,000 2,150,000 

[전시장 내·외부] [회의실]

2. 임대안내

1전시장
3층 회의실

306+307 (통합) 346,000 2,200,000 3,460,000 468 142 320 280

308 215,000 1,290,000 2,150,000 234 71 34 -

309 A 124,000 770,000 1,240,000 117 35 12 -

309 B 161,000 960,000 1,610,000 117 35 20 -

그랜드볼룸 1,767,000 10,640,000 17,670,000 1660 502 1270 1170

그랜드볼룸 A 971,000 5,850,000 9,710,000 830 250 635 635

그랜드볼룸 B 883,000 5,320,000 8,830,000 830 250 635 635

2전시장
3,4층 회의실

301~304
401~404

245,000 1,560,000 2,450,000 314 95 150 120

305~308
405~408

157,000 1,000,000 1,570,000 188 57 80 80

305~308 (분할)
405~408 (분할)

88,000 560,000 880,000 94 28 40 40

301+302 (통합)
303+304 (통합)
401+402 (통합)
403+404 (통합)

503,000 3,200,000 5,030,000 628 190 300 250

(※VAT 별도 / 2018년 이후 변동 가능)



좋은 로케이션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킨텍스의 다양하고 넓은 공간과 세련된 회의실은 어떤 영상에 담아도 잘 어울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 센터 킨텍스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방문 또는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KINTEX_로케이션 담당자 031-995-8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