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DA 공간 대관 안내
SPACE OF DESIGN AND ARCHITECTURE

소다는 화성의 최초 사립 미술관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된 대형 찜질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디자인·건축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문화 재생 공간입니다.

소다는 우리 삶에서 버려진 것들이 ReDesign (ReD)디자인 순환과정을 통해 

재발견-재해석-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철학으로, 창작자들과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 체험적 문화 소통의 공간적 매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ODA SPACE OF DESIGN AND ARCHITECTURE
건축, 디자인, 예술 영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담는 디자인 건축 미술관, 소다



A. 실내전시장 1 

B. 실내전시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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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전시장 + 잔디광장｜ 천장이 없는 구조의 콘트리트형 야외전시장과 잔디형 광장
대관 용도 ｜ 파티, 워크샵, 공연, 행사, 영상 및 화보 촬영 등 개방형 공간을 필요로 하는 행사
보유 집기 ｜ 빔 프로젝트, 철제 폴딩 테이블 15개, 철제 폴딩 의자 30개
수용 가능 인원 ｜ 공간 전체 사용시 최대 40명 내외 

C. 야외전시장 Roofless Gallery + 잔디광장



D/E/F. 루프탑 데크 + 컨테이너    ※ 컨테이너갸 제외된 데크 공간만은 별도로 대관이 불가합니다.

2층 루프탑｜ 미술관 2층에 위치한 옥상의 전체 공간 
대관 용도 ｜ 파티, 워크샵, 기업 행사, 팝업스토어 등 개성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행사 
최대 수용 가능 인원 ｜ 30명 내외 (인원 초과시 사전 협의 필수)

2층 컨테이너 ｜ 2층 루프탑 데크에 함께 위치한 두 개의 컨테이너 공간 (개별 이용 가능 / 냉난방 가능)
대관 용도 ｜ 회의, 소모임, 워크샵 등 소규모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  
최대 수용 가능 인원 ｜ 각 10명 내외 (인원 초과시 사전 협의 필수)



대관 절차 및 유의사항

1. 소다 메일 및 유선상으로 대관 신청 

< 단체명 / 대관 용도 / 대관 희망 일자 및 시간 > 을 자세히 안내 혹은 기재

2. 대관 가능 여부 확인 (스케줄 확인 및 공간확보) 

3. 세부 조항을 포함한 계약 및 대관료 납부 

4. 정산 ( 추가 금액 발생시 정산 / 보증료 반환 / 세금계산서 발행 등 행정 처리 )

※ 대관에 대한 세부 조항은 계약서 작성시 안내하며 상호 협의하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 대관에 대한 세부 조항은 계약서 작성시 안내하며 상호 협의하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대관료 안내

● 미술관 전체 대관 

미술관 영업일 : 1일 (8시간) 2,500,000원 

미술관 비영업일 : 1일 (8시간) 1,800,000원

● 실내 전시장 1 

미술관 영업/비영업일 (동일) : 시간당 100,000원 

● 실내 전시장 2 ● 실내 전시장 2 

미술관 비영업일만 대관 가능  : 1일 (8시간 기준) 1,200,000원

● 야외전시장 + 잔디광장

미술관 비영업일만 대관 가능  : 1일 (8시간 기준) 1,200,000원

● 2층 전체 대관 (데크 + 컨테이너 2개) 

미술관 영업/비영업일 (동일) : 1일 (8시간 기준) 1,200,000원

● 2층 컨테이너 (1동당 가격)

미술관 영업/비영업일 (동일) : 시간당미술관 영업/비영업일 (동일) : 시간당 50,000원 

※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되며 이용 시간과 목적, 용도에 따라 요금이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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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CT & LOCATION  연락처 / 찾아오시는 길 

ADDRESS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30 ( 안녕동 138-110번지 )

E-MAIL                     museum.soda@gmail.com

HOMEPAGE            museumsoda.org

INSTAGRAM           @sodamuseum

OFFICE HOUR        10:00 - 19:00 (동절기 -18:00)

                               ※ 대관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TELTEL                           070-8915-9127

주차 공간 이용은 대관 일정과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최대 15대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SPACE  
공간 위치 안내

1F 실내
A. 실내전시장 1 (GALLERY ONE)
B. 실내전시장 2 (GALLERY TWO)

1F 야외
CC-1. 야외전시장
C-2. 잔디마당

2F 루프탑
D. 데크

E. 컨테이너 ART BOX
F. 컨테이너 DRINK BOX


	대관안내1.pdf
	대관안내2.pdf
	대관안내3.pdf
	대관안내4.pdf
	대관안내5.pdf
	대관안내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