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서대학교 밀알훈련센터 사용안내

01┃ 주요시설 및 사용료

시설명 구분 기준
인원

기본요금(1박) 주요설비
3-6월
9-11월

7-8월
12-2월 음향 프로젝터 주방 침구

중앙성서의 집 예배당 160명 80,000 100,000 ○ ○
김영수기념관 숙소/식당 50명 430,000 500,000 ○ ○ ○ ○

이삭의 집 숙소(남) 80명 230,000 300,000 ○
리브가의 집 숙소(여) 80명 230,000 300,000 ○

모리아관 숙소/식당 50명 200,000 280,000 ○
게스트하우스1 펜션 4명 60,000 70,000 ○ ○
게스트하우스2 펜션 4명 60,000 70,000 ○ ○
다비드하우스 펜션 8명 80,000 120,000 ○ ○

▸초과인원의 경우 1인*1박*5,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
▸기타공용시설(축구장, 수영장, 잔디밭, 산책로 등) 사용 시 사전에 협의

02┃ 할인혜택 (비수기에 한함)
구분 할인율 세부조건

동문할인 20% 한국성서대학교 동문이 직접 시설을 이용할 경우

03┃ 신청절차

예약가능여부 확인 ▸[홈페이지-밀알훈련센터-예약현황]을 통해 해당 시설의 예약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화(02-950-5520)로 예약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신청서 작성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사용신청서 접수 ▸작성된 [사용신청서]를 아래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center@bible.ac.kr
▼

예약금/잔금 납부 ▸휴대전화 SMS(문자)로 수신된 안내에 따라 요금을 납부합니다.

04┃ 사용료 납부
구분 납부기한 납부방식 납부처

사용요금 시설사용 7일전 계좌이체 농협 301-0087-0488-11 
(한국성서대학교)

    ▸필히 사용자명(단체명)으로 입금해야하며, 입금자가 다를 경우 사전 연락 필수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별도의 안내 없이 해당 신청내역 취소

05┃ 유의사항
▸모든 사용자의 원활한 시설사용을 위해 입/퇴실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실 : 시작일 오후 3시 이후 / 퇴실 : 종료일 오전 11시 이전
▸시설사용 중 사용자는 센터관리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시설물 및 비품 등이 파손/분실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현물가격일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밀알훈련센터 내 모든 구역은 음주/흡연금지구역입니다. 적발 시 경고 없이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 후 반드시 내부정리(분리수거, 설거지 등)를 완료하시고,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을 점검받은 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06┃ 예약취소 및 환불
▸예약취소는 [홈페이지-밀알훈련센터-공지사항]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취소접수 : 02-950-5508 / center@bible.ac.kr
▸예약취소 및 신청취소에 따른 환불기준 (코로나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적용)

취소일 사용신청일 사용7일전 사용3일전 사용2일전 사용1일전 당일취소

공제율 - 10% 50% 100%

07┃ 기타문의
▸사용신청 및 시설문의 : 02-950-5508 / center@bible.ac.kr
▸사용 중 불편신고 : 02-950-5595

mailto:center@bibl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