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 

Proposal for Sponsors 

더매니아그룹 협찬제안서 



친구, 연인, 가족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Family festival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무대 위에서 10대부터 4,50대까지 서로 공감하며 즐길수 있는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 
 

고양시 일산킨텍스 야외전시장에서 펼쳐지는 메인 공연을 중심으로 주간 이벤트와 테마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존 (브랜드존, 힐링존) 등이 

캠핑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낮부터 밤까지 운영된다. 수준 높은 공연들과 여유로운 행사를 즐기려는 가족,  

연인들을 위한 최대 1,6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캠핑장이 조성된다 

행사소개 

2018 All Family Music Festival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직페스티벌로 친구, 연인, 가족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Family festival! 

모든장르 모든연령  아티스트 총출동 
 



10~50대 감성,추억을 

끌어내어 새로운 

콘서트 문화 창조  

콘서트를 최대한 

미디어에 노출하여 

각 지역에 홍보 

30·50대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하여 

 감동의 분위기조성 

서로의 삶을 

 위로·격려하는 시간을 

만들어 본 콘서트의 

의의를 높임 

2018년 AFMF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 



A.F.M.F 기부 캠페인 진행 

스타 애장품 경매 등을 통한 나눔의 자리 마련 

* 고양시 한부모가정지원 대상 자녀에 장학금 전달예정 



조직도 

A.F.M.F  실행위원회 

행사 운영  
석정민 

진행 요원 
신상이 

안전 요원 
한보영 

출연진 운영 팀 

무대 운영 
김성화  

무대스텝 팀 



- TITLE: 2018 AFMF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 

- 추 진 일 정 : 2018년 10월 12~14일 (3일 예정) 

- 장소 : 일산킨텍스 캠핑장 

- 주최 :  AFMF 실행위원회 

- 주관 :  더매니아그룹,㈜베스트원,N.EX.T커뮤니케이션 

                  JJ기획, KBM 시큐리티 

행사개요 

구분 연예인 출연진 (예정) 

10월  12일 
<힙합데이> 

MC : 프라임 
타이거 JK,윤미래,우디고차일드,식케이,하하,김하온,산이,한해,제시 

10월  13일 
<K-POP데이> 

MC : 훈 
BAP,우주소녀,모모랜드,소유,청하,김사무엘,뉴이스트 

10월  14일 
<락&발라드데이> 

3일차 
MC : 벽진 

SG워너비,노브레인,코요태,나비,지우진,디셈버,마이선셋,체리필터,다비치,홀린,장미여관,KCM 

메인 행사 무대 출연진 



힙합데이 

하하 김하온 

제시 산이 한해 

_확정 



K-POP데이 

 
 

모모랜드 우주소녀 

_확정 

소유 

청하 
김사무엘 



락&발라드데이_확정 

더원 나비 다비치 

KCM SG워너비 코요태 



프로그램안내 

▶ 10월12일 HIP-HOP DAY 

1 부 행사  

15:30 – 16:00 

16:00 – 17:30 

17:40 – 19:00 

버스킹 (힙합/ 랩 버스킹)  

가족 노래자랑  

힙합 댄스팀 공연 및 관객 참여 플래시 몹  

19:00 – 19:30 

19:30 – 20:00 

자유시간  

애드벌룬 상승 및  관객 착석  

15:00 – 15:30 행사 입장 

버스킹 출연진 및 스텝 섭외: 제작부  

*힙합  공연 필요 스텝 인원  

  -음향팀 1명  

  -진행요원 1명  

버스킹 가족 노래자랑 

1곡당 5분 - 노래시간과 엠씨 멘트 시간 포함 

    (15팀~18팀 참가 가능)  

참여 한 팀 전부에게 봉투 안에 사은권 증정: 

   (예를 들어 음료 2잔 이용권 - 협찬사와 협의) 

힙합 댄스팀 

댄스팀 섭외 : 연출부  (4팀 섭외 요망 - 섭외 비 협의)  

댄스팀 1팀 당 10분 소요 /  플래시 몹 40분 소요  

플래시 몹은 4팀 중 1팀이 진행 - 연출팀이 협의 후 선정 

*힙합 댄스팀 공연 필요 스텝 인원  

  -음향팀 1명 / 연출팀 진행요원 1명 

장소: 작은 무대   

콘서트 전 관객들을 위한 노래자랑 및 버스킹 및 댄스팀 공연은  

작은 무대에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안내 

▶ 10월13일 K-POP DAY 

1 부 행사  

15:30 – 16:00 

16:00 – 17:30 

17:40 – 19:00 

버스킹 (K-POP)  

가족 노래자랑  

K-POP 댄스팀 공연 및 관객 참여 플래시 몹  

19:00 – 19:30 

19:30 – 20:00 

자유시간  

애드벌룬 상승 및  관객 착석  

15:00 – 15:30 행사 입장 

버스킹 출연진 및 스텝 섭외: 제작부  

*K-POP  공연 필요 스텝 인원  

  -음향팀 1명  

  -진행요원 1명  

버스킹 가족 노래자랑 

1곡당 5분 - 노래시간과 엠씨 멘트 시간 포함 

    (15팀~18팀 참가 가능)  

참여 한 팀 전부에게 봉투 안에 사은권 증정: 

   (예를 들어 음료 2잔 이용권 - 협찬사와 협의) 

힙합 댄스팀 

댄스팀 섭외 : 연출부  (4팀 섭외 요망 - 섭외 비 협의)  

댄스팀 1팀 당 10분 소요 /  플래시 몹 40분 소요  

플래시 몹은 4팀 중 1팀이 진행 - 연출팀이 협의 후 선정 

*K-POP 댄스팀 공연 필요 스텝 인원  

  -음향팀 1명 / 연출팀 진행요원 1명 

장소: 작은 무대   

콘서트 전 관객들을 위한 노래자랑 및 버스킹 및 댄스팀 공연은  

작은 무대에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안내 

▶ 10월14일 Rock & Ballad DAY 

1 부 행사  

15:30 – 16:00 

16:00 – 17:30 

17:40 – 19:00 

버스킹 (Rock & Ballad  버스킹)  

가족 노래자랑  

모던댄스팀 공연 및 관객 참여 플래시 몹  

19:00 – 19:30 

19:30 – 20:00 

자유시간  

애드벌룬 상승 및  관객 착석  

15:00 – 15:30 행사 입장 

버스킹 출연진 및 스텝 섭외: 제작부  

* Rock & Ballad  공연 필요 스텝 인원  

  -음향팀 1명  

  -진행요원 1명  

버스킹 가족 노래자랑 

1곡당 5분 - 노래시간과 엠씨 멘트 시간 포함 

    (15팀~18팀 참가 가능)  

참여 한 팀 전부에게 봉투 안에 사은권 증정: 

   (예를 들어 음료 2잔 이용권 - 협찬사와 협의) 

힙합 댄스팀 

댄스팀 섭외 : 연출부  (4팀 섭외 요망 - 섭외 비 협의)  

댄스팀 1팀 당 10분 소요 /  플래시 몹 40분 소요  

플래시 몹은 4팀 중 1팀이 진행 - 연출팀이 협의 후 선정 

* 모던댄스팀 공연 필요 스텝 인원  

  -음향팀 1명 / 연출팀 진행요원 1명 

장소: 작은 무대   

콘서트 전 관객들을 위한 노래자랑 및 버스킹 및 댄스팀 공연은  

작은 무대에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안내 

MAIN STAGE 

ENTERANCE 

포토존 포토존 

맵핑 맵핑 

레드카펫 

레드카펫 

레드카펫 레드카펫 

애드벌룬 애드벌룬 

객석 

레드카펫 

애드벌룬 

맵핑 

• 포토존 2개 
• 프로젝션 맵핑관 2개 
• 레드카펫 4개 
• 애드벌룬 2개 
• 작은풍선 큰 묶음 4개 (옵션) 



전체 인력 구성  

장소 인원(名) 근무시간 근무작업 근무방식 

주차장 - 가이드 퇴근 후  사고대비(분실, 화재) 
4人 1조 

(2팀/2시간씩 교대근무) 

티켓 8 

Full Time 

12:00 ~ 24:00 

(공연종료 후 정리 1시간 오버타임) 

티켓팅, 미아관리. 

바쁜 구역지원 
2人 1조 

FOOD 4 안내 및 정리 

메인 무대 2 크루 

캠핑 - B 4 안내, 정리, 헬퍼 

캠핑 - C 4 

본부 - A 2 각 구역 총괄 관리 

본부 - B 2 

본부 - C 2 

본부 - D 2 

合 38 * 근로기준법의 의거 진행 방식. 



제작물 구성 

분류 항목 내용 수량 

인쇄물 

초청장 
초정장  40ea 

초청장 봉투 40ea 

차량 
참석자 차량 비표 (A4) 40ea 

스텝 차량 비표 (A4) 15ea 

입장권 팔찌 입장권 팔찌 분야 별 입장권 팔찌 업체 발주 

현수막 

가로등 배너 가로등배너 20ea 

푸트 존 
푸드 존 테라스 브랜딩 

(3500*850) 
12ea 

행사장 측면 
측면 펜스 브랜딩 
(7600*1500) 

무대 팀 협조 

배너류 
물통배너 

행사장 안내  2ea 

등록데스크 안내 1ea 

행사 프로그램 안내 1ea 

행사 타임테이블 1ea 

텐트 구역 안내 2ea 

프로그램 안내 및 소개 6ea 

X-배너 숙소 이동동선 안내 2ea 



제작물 시안  

* 해당 참가증 착용 사진은 예시 이미지 입니다. 

2018 AFMF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 

일산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축제 

올가을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주최 :        주관 :        후원 :        예매 : 



제작물 시안  

▶ 손목띠 ▶ 차량 비표 

1. 입장팔찌 

2. 캠핑팔찌 

3. 미아방지찌 

2018 AFMF DAY : 10월 12일/13일/14일 

2018 AFMF         Camping 

2018 AFMF 
* 예시 이미지 입니다. 



현장운영 

캠핑존 

메인무대 

주차장 



현장운영 

    5X5 몽골텐트 
  

먹거리 부스 6동  
입점미정 

    5X5 몽골텐트 
 운영본부 

 
    5X5 몽골텐트 

 
이벤트 부스 5동 

 
    5X5 몽골텐트 

 
협찬사 홍보부스 6동 

▶ 캠핑존 부스 운영계획 



현장운영 

카라반 구역 

오토캠핑  
구역 

가족캠핑 
구역 

▶ 캠핑존 운영계획 

  

펜스 

캠핑장 GATE 



캠핑 구역 

 

카라반  구역 : 총 20개 

캠핑  구역 : 총 100개 



의무실 구역 

의무실 및 의료진 배치 

미니 구급함 배치 

▶ 의무실 운영 



홍보계획 

Play T  Korea 아이치이 텐센트 비디오 
(텅쉰 스핀) 

드라마,영화,축제,페스티벌등에서  
나오는 메이킹필름,  

NG컷, B컷 등을 중국 최대 영상  
플랫폼사인 아이치이 와  

텐센트 비디오에 납품하는 회사 

중국판 넷플릭스 
바이두가투자한 중국최대  

영상 콘텐츠 회사 
국내 영상컨텐츠(드라마) 25억뷰 기록 

텐센트 사업부중 하나인 
 영상 플랫폼사 

B컷 이나 메이킹필름을통해서 연예인, 제품, 기업 광고 효과 극대화 

 

2018년 AFMF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 



 

○ 일자 별 
 

약 6만명 (2박3일 기준 예상치) 

 
 
○ 최고 관람 시간대 
 
10월 12일(금) 19:00~22:00 
 
10월 13일(토) 17:00~22:00 
 
10월 14일(일) 17:00~20:00 
 
 
○ 최대 수용인원 
 
1일 20,000 명 
 

예상 관람인원 



01 
1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노출 

02 

03 
한 번의 단순 노출이 아닌 

 반복노출로 인지도 상승↑ 
 

04 
콘서트 포토존과 대기화면에 
영상을 틀어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  

다양한 미디어로 관객이 아닌 
대중들에게도 쉽게 노출되어 

효과 상승↑ 

1. 후원사 모집 – 금액에 따른 Benefit 차등 제공,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제안 가능  

2. 부스입점 – 부스입점 20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3. 푸드트럭입점 – 푸드트럭입점 15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1. 후원사 모집 – 금액에 따른 Benefit 차등 제공,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제안 가능  

2. 부스입점 – 부스입점 20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3. 푸드트럭입점 – 푸드트럭입점 15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타이틀 스폰서(기준 금액 별도협의) 
 
1) 스폰서 로고 노출 
 
- 페스티벌 타이틀 내 협찬사 로고 삽입 
- 메인 스테이지 디자인 
- 오프라인 홍보물 관객 배부용 팜플렛 
- 무대 양 옆 LED 영상 광고 노출(1일 최소 20회)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안내 현수막 및 (자이언트) 배너 
- 입장 팔찌에 스폰서 로고 삽입 
- 그 외 모든 공식 인쇄물 내 스폰서 로고 삽입 
- 아티스트 대기 공간 내 브랜드 노출 
 
 
2) 마케팅(홍보)부스제공 /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위치&사이즈 협의 (별도의 사이트 제공) 
- 시설물(몽골텐트, 현수막, 테이블 등) 제공 
- 전기, 수도 제공 
 
 
3) 초대권 제공(수량 협의) 
 
 
4) 그 외 협의사항 적극 수용 
 

서브 스폰서(기준 금액 3천 ~ 1천만원) 
 
1) 스폰서 로고 노출 
 
- 오프라인 홍보물 관객 배부용 팜플렛 메인 포스터,  
  페스티벌 사이트 
- 무대 양 옆 LED 영상 광고 노출(1일 최소 5회) 
- 그 외 공식 인쇄물 내 스폰서 로고 삽입 
 
 
2) 마케팅(홍보)부스제공 
 
- 위치&사이즈 협의 (5x5) 
- 시설물(몽골텐트, 현수막, 테이블 등)제공 
- 전기, 수도 제공 
 
 
3) 초대권 제공(수량 협의)  



2018 AFMF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 

일산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축제 

올가을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메인 포스터 

메인포스터 내 협찬사 로고 삽입 

메인 무대 전경 

메인무대 협찬사 로고 및 현수막 홍보  

입구 게이트 협찬사 로고 삽입 

2018 AFMF 

2018 AFMF 

무대 영상시 노출 

영상 필름 노출 



구분 항목 세부항목 6억 3억 1억 5천 3천 1천 

타이틀제공/사용 ooo과 함께하는 AFMF 브랜드노출/게재 ◎           

메인무대 
메인 스테이지 디자인 브랜드노출 ◎           

무대 양 옆 LED영상 광고노출 ◎           

현장프로모션 

홍보부스제공 공간제공 ◎ ◎ ◎       

입장밴드 브랜드노출/게재 ◎           

프로그램가이즈표지 브랜드노출 ◎ ◎ ◎       

프로그램가이드북 광고인쇄 ◎ ◎ ◎ ◎ ◎ ◎ 

행사장펜스광고 브랜드노출 ◎ ◎ ◎       

포토월 브랜드노출 ◎ ◎ ◎ ◎ ◎ ◎ 

초대권 초대권제공 ◎ ◎ ◎       

사전홍보 

공식홈페이지 브랜드로고노출 ◎ ◎ ◎ ◎ ◎ ◎ 

포스터 브랜드로고노출 ◎ ◎ ◎ ◎ ◎ ◎ 

가로등배너 브랜드로고노출 ◎ ◎ ◎ ◎ ◎ ◎ 

스팟광고 브랜드로고노출 ◎ ◎ ◎ ◎ ◎ ◎ 

SNS광고 브랜드노출 ◎ ◎ ◎ ◎ ◎ ◎ 

버스외부광고 브랜드로고노출 ◎ ◎ ◎ ◎ ◎ ◎ 



1. 후원사 모집 – 금액에 따른 Benefit 차등 제공,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제안 가능  

2. 부스입점 – 부스입점 20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3. 푸드트럭입점 – 푸드트럭입점 15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 판매부스 입점비 외 별도 수수료 없음   
• 기본 부스 제공 (5X5 몽골텐트 제공) 
• 통상 부스 오픈 시간은 12시~24시(제재 없음) 
• 가스사용 시 업체 별도 준비, 검사비용은 별도 
• 전기 무료 제공 

입점 특이사항 



1. 후원사 모집 – 금액에 따른 Benefit 차등 제공,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제안 가능  

2. 부스입점 – 부스입점 20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3. 푸드트럭입점 – 푸드트럭입점 150만원, 구체적 자리 등 협의 및 유동적 상황에 따라 안내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 협력업체 모집 제안 

매니아컨설팅그룹  
 

구로본사_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55, 이엔씨벤처드림타워  911호   
강남지사_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1길10, 3F,4F 

TEL 02.6330.9000  l   FAX 02.6330.9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