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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1. 무대에 반입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공연장운영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무대작업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2.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 설치, 사용 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3. 무대설치 및 사용은 대관된 지정시간에 한하며, 공연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의 출입  

   을 금합니다.

4. 무대에서의 설치, 제작, 운전, 시험 등은 무대감독의 입회하에 시행합니다.

5. 장비 반입구가 내려가 있을시 안전로프 또는 차단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대에서의 용접, 절삭, 연소, 전기 작업 등은 반드시 무대감독에게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여 주십시오.

7.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방화막 작동   

   위치에는 어떠한 시설물 및 무대세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8. 무대 책임자는 항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9.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 시는 관계직원 및 안내방송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십   

   시오.

10. 무대 및 분장실에서 음주, 흡연, 취사, 도박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11. 리허설 및 공연 종료 후 사용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은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트 철수 시 원복을 기본으로 하며  장비 반입구를 사용하였다면 원복 높이를

    무대레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극장의 각 실에 관한 청소(그리드,배턴,발코니,프론트사이드,실링,조명실등)   

    및 원복을 극장 파트별 감독님께 확인해 주십시요.

12. 최종 퇴실자는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십시오.

13. 기타 문의사항은 공연장운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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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safety regulation.

1.  Have all items checked and approved by the Theater Management Team      

    before working with them on stage.

2.  Follow the instructions of safety professionals when bringing, installing, using  

    approved combustibles on stage.

3.  Stage use and installations works are only limited to rental hours, and        

    outsiders are restricted from accessing the stage.

4.  Stage installations, equipment-making, driving, and testing must be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stage Manger.

5.  Please prevent safety accidents by placing safety rope or bars when the      

    hatch lift is lowered.

6.  On-stage welding, cutting, burning, and electrical works must be carried out  

    after being approved by the Stage Manager.

7.  Under Article 10 and 53 of Fire Safety Management Law, no equipment or    

    stageset can be installed near fire curtains.

8.  Stage manager must check on stage safety at all times and take extra       

    precautions against fire.

9.  Follow the directions of related staff and announcements in cases of fire or  

    emergency.

10. You are prohibited from drinking, smoking, cooking, and gambling on stage  

    or in the dressing room.

11. When the performance or rehearsal is over, please return all tools and        

    equipment to where they were.

12. The last person to leave the hall must report to the manager on safety       

    checks.

13. Please contact Theater Management Team for further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