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 디에이 문래> 대관 소개 (다목적)  

Updated: 2019.11.1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31길 15 

문의      02-3667-7771 / art@galleryda.com 

홈페이지  www.galleryda.com 

대관료    시간당 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최소 3시간, 월~목만 가능 

          종일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0시~22시, 금,토,일은 종일만 가능  
 

 

<갤러리 디에이 문래>는 영등포구 문래창작촌 메인 거리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 전문 갤러리입니

다. 1950년대에 지어진 철 공장을 리디자인한 갤러리 디에이는 도시재생을 통해 옛 공장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도 그대로 보전된 전시공간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물의 내 외부와 5미터 이상의 높은 층고 덕분에 개성 있는 행

사나 모임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공영 주차장과 공영 화장실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올드문래와 러스트 베이커리, 평화 때문에 갤러리 디에이 주변은 주말은 물론 평일

에도 20-30대들로 붐빕니다.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환영합니다. 

 



■ 대관 절차  

 

1. 대관 신청  

- 전화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로 대관 신청 및 예약  

- *갤러리 디에이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대관 불가  

 

2. 대관 계약  

- 대관 시작일 2주 전까지 잔금 입금 

- 보증금(200,000원)은 계약금 잔금 입금시 같이 입금  

 

3. 대관 기간 

- 공간에서 진행되는 준비일부터 전시 종료일까지 

- 월~목요일은 최소 3시간의 대관 가능 (33,000원/1시간)  

- 금~일요일은 종일 대관만 가능 (330,000원/1일) 

 

4. 공간 운영 시간 

-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 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대관료가 추가 

 

5. 대관 취소 

- 대관료와 보증금을 대관 시작일로부터 2주 전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금지 사항 및 계약 사항 위반시   

 

6. 환불 

- 대관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부 환불(계약금의 50%)이 가능하나 이후로는 환불이 불가능. 

단, 보증금은 환불 가능 



- 환불이 가능할 경우 환불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안으로 최초 입금된 계좌로 이체 

- 보증금(200,000원) 환불은 퇴실 후 시설물 훼손 및 청소 상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영업일로

부터 2일 안으로 환불 

 

■ 시설 설명  

- 제공 시설물: 무선 WiFi, 빔 프로젝터, 빔스크림, 의자 10개, 원형 테이블 1개, 사각 테이블 1개, 

온냉에어컨, 스피커, 공기정화기, 무선 선풍기,  

- 외부 화장실: 5미터 거리에 공용 남여화장실 위치  

- 외부 주차장: 문래공원 공용 주차장 이용, 주차장에서 갤러리까지 도보로 5분 거리  

 

■ 부가 서비스 

서비스명 내용 비용(부과세 별도) 비고 

언론 홍보 포털 노출 기사 최소 1건 보장, 기사 작성 300,000원  

 

■ 사용 규정 및 주의 사항 

1. 공간 안에 2개, 공간 밖에 2개의 CCTV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2. 대관 기간 동안에 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의 책임은 대관인에게 있습니다. 

3. 공간의 벽면 못박기, 양면 테이프 등 접착제, 망치질, 본드 등 공간내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훼

손할 수 없으며 훼손을 한 경우 보증금에서 복구 비용을 제합니다.  



4. 내외부 인테리어를 수정 및 추가(못 박기, 망치 질, 페인트 칠 등)가 필요한 경우 당담자와 상

의가 필요합니다.   

5. 공간 안에서 취사, 흡연, 음주, 화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6. 퇴실 시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공간 원상 복구를 해야합니다.   

 

■ 관련 기사 

1. ‘미디어 아트’ 이색 전시…저녁 6~12시에 감상 |  https://bit.ly/2QnHaVk 

2. ‘빛의 공장 시리즈 2: 문래 문’ 展…’  | https://bit.ly/2NN7XJ4 

3. 낡은 공장을 미디어 아트 갤러리로… |  https://bit.ly/32Voe36 

4. 갤러리 디에이, ‘빛의 시작’ 프로젝트 첫 전시 |  https://bit.ly/2CI13P1 

 

 

 

 

 

 

 

https://bit.ly/2QnHa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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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2Voe36
https://bit.ly/2CI13P1


 

<갤러리 디에이 내부 1> 

 

 

<갤러리 디에이 내부 2>



 

<갤러리 디에이 전경 1> 

 

 

<갤러리 디에이 전경 2> 

 



 

<갤러리 디에이 전시 1: 꼴라쥬플러스, 쇼장&민킴> 

 

 

<갤러리 디에이 전시 2: 문래 문, 정선휘> 

 



 

<갤러리 디에이 외부: 전시 포스터 설치> 

 

 

<갤러리 디에이 내부 3> 

 



 

<패션 브랜드 런칭쇼 1> 

 

<패션 브랜드 런칭쇼 2> 

 



 

<패션 브랜드 런칭쇼 3> 

 

 

<갤러리 디에이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