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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면적 452.1m2 (137평) / 12.4m x 36.4m 수용인원 300명주요용도 음악회, 세미나, 파티특징 땅과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열린공간, 무대와객석, 허브가든이어우러진 공간에서 공연과 세미나가열리고, 정기적으로다양한 영상물 (오페라, 영화, 실황공연)을 상영합니다.

F1963 대관공간 -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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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대관공간 - 중정

26.1m26.1m26.1m26.1m

10.1m10.1m10.1m10.1m

1.3m1.3m1.3m1.3m

1.0m1.0m1.0m1.0m

6.0m6.0m6.0m6.0m 6.1m6.1m6.1m6.1m

38.2m38.2m38.2m38.2m

12.4m12.4m12.4m12.4m
흙마당흙마당흙마당흙마당

(79.9 (79.9 (79.9 (79.9 평평평평))))

계단계단계단계단
(18.4 (18.4 (18.4 (18.4 평평평평))))

좌측좌측좌측좌측 좌석좌석좌석좌석 (10.3 (10.3 (10.3 (10.3 평평평평))))

우측우측우측우측 공간공간공간공간 (7.9 (7.9 (7.9 (7.9 평평평평))))

무대무대무대무대
(18.7(18.7(18.7(18.7평평평평))))

공간활용

구분 면적제곱미터 (㎡) 평 (py)흙마당 263.6 79.9 계단 60.6 18.4 우측좌석 26.1 7.9 좌측좌석 33.9 10.3 무대 61.6 18.7 계 445.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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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대관공간 - 중정

음향 및 조명 장비

[BEHRINGER X32 COMPACT] [터보사운드 밀란 M12]

조명장비 퍼넬 LIGHT (12EA) / 유니트 24CH 매립형 / 조명 콘솔 펄타이거천장 전기바턴 고정식 (2EA) / 무대바닥 전기바턴 (2EA)음향장비 메인스피커 - 터보사운드M15 (6EA) / 모니터스피커 - 터보사운드M12 (2EA)딜레이스피커 - 터보사운드M10 (2EA) / 베링커X32콘솔 (1EA) / 무선마이크 - SHURE 2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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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대관공간 - 중정

차량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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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963입구 차량 전시 가능

공연 및 행사



공간면적 2,046㎡ (620평)수용인원 800명 (공연 시 450석)주요용도 전시, 공연, 각종 프로모션 행사특징 폐공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F1963이 공연과 전시를 함께 열 수 있는 석천홀을 개관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연을 위한 이동식무대, 객석, 수납형 음향벽체와 음향, 영상시설, 전시를 위한 무빙월을 설치함으로써 복합공간으로의 시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F1963 대관공간 - 석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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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모드]

F1963 대관공간 - 석천홀

공간활용

[전시 모드]

구분 공연장 (㎡) 전시장 (㎡)공연 부분 객석부 480.0 
1,175.8 출연자 부분 무대부 273.5 공연지원시설 200.5 200.5 지원 부분 로비 77.8 77.8 창고 137.0 137.0 

[단면도]
천장높이천장높이천장높이천장높이 4.8m4.8m4.8m4.8m

4.8m4.8m4.8m4.8m 7.0m7.0m7.0m7.0m
7.0m7.0m7.0m7.0m 6.8m6.8m6.8m6.8m

6.8m6.8m6.8m6.8m
6.0m (6.0m (6.0m (6.0m (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 벽벽벽벽))))

3.0m (3.0m (3.0m (3.0m (왼쪽왼쪽왼쪽왼쪽 벽벽벽벽)))) 4.1m (4.1m (4.1m (4.1m (왼쪽왼쪽왼쪽왼쪽 벽벽벽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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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24.85m24.85m24.85m24.85m 49.08m49.08m49.08m49.08m 54.675m54.675m54.675m54.675m128.605m128.605m128.605m128.605m



F1963 대관공간 - 석천홀

공연장 무대 공간

좌석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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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크기 : 174㎡

<석천홀 실제 모습>
- 객석 수 : 450석



F1963 대관공간 - 석천홀

전기 음향 시스템 – 배치도

구분 SCREEN DISPLAY SPEAKER (전장) SPEAKER (기둥) MIXER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시스템 TENSION

250"

10,000

Ansi

Pendant Loudspeaker

(12EA)

COLUMN LINE ARRAY

(2EA)
이동식반영 2EA 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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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대관공간 - 석천홀

전기 음향 시스템 –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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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대관공간 - 석천홀

무대 조명 시스템 – 무대 설비 배치도

무대 조명 시스템 – LED ELLIPSOID LIGHT (YS-200W x 36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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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연출 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필요한 집중 조명의 역할을 하며, 객석의 시야에서 피사체에 알맞은 조도를제공, 피사체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고르게 비춰지도록 할 수 있음.

[전체 조명]



F1963 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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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이용안내

옥외광고 및 사인물 설치

부착위치 F1963 메인 출입구 좌우측규격 가로 3,000mm *세로 3,000mm (단, 사전 협의 시 규격 변경 가능)배정 선착순에 의거 배정하며, 행사 기간 동안 설치 가능 함.주의사항 규정 미 준수 시, 추후 신청이 불가함.제작 및 설치 현수막 제작 및 설치, 해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신청 업체에서 부담

행사와 관련하여 F1963 내외부에 사인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F1963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관련 양식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옥외 현수막은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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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이용안내

비품 사용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F1963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비품에 대해 관련 양식을 작성/제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16

장소 구분 수량 비고중정 빔프로젝터 1 10,000Ansi (노트북은 사용자측 지참)스크린 1 크기 : 200inch/ 전동형CD/DVD 플레이어 1 블루레이 재생 가능조명 기본 퍼넬 LIGHT 12EA, 유니트 24CH 매립형, 조명콘솔 펄타이거,천장 전기바턴 고정식 2EA, 무대바닥 전기바턴 2EA음향 기본 메인스피커 - 터보사운드 M15 4EA모니터스피커 - 터보사운드 M12 2EA딜레이스피커 - 터보사운드 M10 4EA베링거 X32 콘솔 1EA무선마이크 2 SHURE 2CH석천홀 빔프로젝터 1 10,000Ansi (노트북은 사용자측 지참)스크린 1 크기 : 250inch/ 고정형Divx 플레이어 1 USD, SD카드 인식동영상, 음악, 사진 재생음향 기본 메인스피커 - Column Live Array Type 2EA천장스피커 - Pendant : Loudspeaker 12EACombination Infra Panel 1EA조명 기본 객석상부 Celling Light Battern (9,000L) - 2 SETLED Ellipsoid Light (LED 200W) - 24 SETMain & RD Unit Panel (12RD) - 1 SETAuditorium Board (Remembrance 6CH) - 1 SETJack Box (Power & Signal) - 4 SET이동형 Computer Console (Pearl Tiger) - 1 SETSub Control Console (12RD) - 1 SET



기본 계약 전력량

2,250 KW

F1963 이용안내

전기 사용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을 위해 기획 회의 및 행사 전에 F1963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전시품 및 기타 물품을 반출입할 때는 석천홀 후문을 이용해야 하며, 트럭 등 차량 진입 시출입구의 높이와 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시품 반출입

출입구

높이 3,600mm x 폭 3,7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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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찾아오시는 길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 부산톨게이트 - 구서IC - 도시고속도로 - 수영강변도로 - 과정교 - 월륜교차로 -코스트코 방면 - F1963• 남해고속도로 : 부산톨게이트 - 동서고가도로 - 황령터널 - 도시고속도로 서울방면 - 망미램프 -코스트코 방면 - F1963지하철•3호선 망미역하차(2번출구), 수영구2번 마을버스환승> 산정아파트/고려제강 정류장 하차
시내버스•54번(삼성여객 종점방향) 고려제강정류장하차성 15

교통안내

문의

위치 및 기타 문의F1963 대표번호 (051-756-1963)대관 문의F1963 홈페이지 (http://www.f1963.org) 접속 후 대관 문의 작성
18



F1963 주차 안내주차장 (3곳) : F1963 제 1주차장, 제 2주차장, 고려제강본사 주차장 ( 평일 P1,P2 / 주말 P1~P4 전층 )*  평일 오후 1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방문 시, F1963 제 2주차장과 고려제강본사 주차장에주차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코스트코 부산점 이용 차량 증가로 혼잡하오니, 구락로 141번길을 이용하여F1963 제2주차장과 고려제강본사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내

주차장 수용가능대수 운영시간제1주차장 62대 매일 09:00 – 24:00제2주차장 87대 매일 09:00 – 24:00석천홀 옆 주차장 24대 매일 09:00 – 24:00Kiswire 본사 P1 30대 매일 09:00 – 24:00   Kiswire 본사 P2 32대 매일 09:00 – 24:00 Kiswire 본사 P3 32대 매일 09:00 – 24:00 Kiswire 본사 P4 31대 매일 09:00 – 24:00 합계 298대*   모든 주차장은 운영 시간 종료 이후 출차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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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주요행사 사례

JULIAN OPIE in BUSAN
2018. 3. 24. ~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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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주요행사 사례

지휘자 금난새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X
2018. 8. 4. (석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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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주요행사 사례

제 5회 세계인문학포럼 2018
2018. 10. 31. ~ 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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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주요행사 사례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국제교류전
2018. 11. 17. ~ 1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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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63 주요행사 사례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
2019. 5. 25. ~ 7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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