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링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연예인 볼링단의 나눔 프로젝트

2018 NGO굿피플과 함께하는

연예인 볼링대회 후원제안서



연예인 볼링대회 개요

대회명

일 정

장 소

주 최

주 관

미디어 후원

참가대상

및

경기방식

NGO굿피플과함께하는연예인 볼링대회

10월 14일

강남라인볼링장(박경신프로 운영)

DOHOMEDIA

NGO굿피플 인터내셔널, STUDIO 랍스타, ㈜더매니아그룹

TV조선

연예인 3인 1팀

총 8개팀 토너먼트 방식



NGO 굿피플 소개

1999년에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전세계 13개국, 20개 사업장에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95개 사업장 (직영,협력)에서 국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피플은 아동보호, 교육,

질병예방 및 치료, 긴급구호,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들이 이를 기반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굿피플의 국내 사업은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의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은 영양 공급 /의료 / 교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볼링대회의 수익금은 굿피플과 협약을 통해 국내/해외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위기가정지원사업
도움이 시급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생필품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수술비 지원

 검사/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볼링대회 지원사업(국내)



교육지원/인재육성사업
아동들이 빈곤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학교(교육센터) 건축/증축/운영

 책걸상 등 학습기자재 지원

 학용품,교육 지원

 장학금 지원

해외사업후원
지구촌 소외이웃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합니다.

 급식/식료품 지원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

연예인 볼링대회의 수익금은 굿피플과 협약을 통해 국내/해외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볼링대회 지원사업(해외)



연예인 농구대회 경과

 남자 연예인 농구단 8개팀 참가, 일 관람인원 약 250여명

 국회의원, 수원시장, 수원시농구협회장, 후원사 대표 시상 참여

 농구대회 참여 연예인과 수익금을 지원받는 아동 만남 주선

 사업수행 자료 온라인 게재 (사진, 영상 外)

 뉴스포털, 굿피플 홈페이지, SNS 등에 800여건 이상 대회 노출

 現, 연예인 농구대회(2회) 지원아동 선정 진행 중 (8월경 지원 완료 예정)

<1회 연예인 농구대회 지원 아동 전달식>

<2회 연예인 농구대회 우승상금 기부 전달식>

<NGO굿피플과 함께하는 KCBL연예인 농구대회 개요>

 일자: 2018년 5월 1일~4일 (4일간)

 장소: 서수원 칠보체육관

 주최: 닥터K스포츠

 주관: 닥터K스포츠, 굿피플인터내셔널, 

㈜더매니아그룹, 수원시농구협회

 중계: IB SPORTS



대회 중계

중계 방송사

특별방송제작

뉴미디어

웹예능

협의중(KBSN 스포츠, SPOTV)

네이버TV 웹예능 12부작 제작

방송 커버리지

국내 주관 방송사 KBSN스포츠 or SPO TV
녹화 중계: 프라임타임방영

재방송2~3회

특별 방송제작 TV조선 사회공헌 다큐 제작

웹 예능 제작 네이버TV, 유튜브 연예인 볼링 웹 예능제작



주요 예상 출전 선수

이홍기,신동,세븐,손호영,권혁수

채연,배슬기,안형준,신수지,이연화



예상 출전 선수

프로볼러 박경신

가 수 이홍기(FT아일랜드), 세븐, 신동(슈퍼주니어), 채연, 김창렬&이하늘(DJ DOC), 손호영

배 우 권혁수,배슬기,김민영, 백봉기, 안형준, 이준영, 진혁, 이예나 등

방 송 인 샘해밍턴,샘오취리,신수지, 김경훈, 이세민, 김용석 등



연예인 사이에 불거진 볼링 열풍. TV조선의 ‘전설의 볼링’을 시작으로 확산

연예인 볼링 인지도 급상승!



연예인 볼링 유튜브 등 폭발적인 조회수 기록. 연예인 스포츠의 새로운 인기 콘텐츠로 부상

연예인 스포츠, 새로운 인기 콘텐츠화!



스포츠 웹예능 SHOOT HOPE 12회 제작 예정

연예인 볼링 웹 예능 제작 진행



연예인 볼링대회 수익금 후원 결과에 대하여, TV조선 연예인 볼링 사회공헌 다큐 특별 제작 예정

특별 다큐 프로그램 제작

사회공헌 스포츠 다큐

TV조선 1회, CTIME 2회 편성 (예정)



Sponsorship
연예인 볼링대회를 함께할 협찬사를 모십니다.

*후원금 전액은 NGO에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볼링대회를 효과적인 마케팅툴로 활용하여 최상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여도에 따른 4개의 스폰서쉽을 제안드립니다.

스폰서쉽

타이틀 스폰서

굿피플과 함께 하는 연예인 볼링대회 명칭에 기업명과 브랜드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상위 등급의 스폰서로 연예인볼링대회 중계,경기장내

브랜딩 등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브랜드가 노출됩니다

공식 후원사

(골드)

굿피플과 함께하는 연예인 볼링대회의 대회 공식 후원사 명명권 과 타이틀

사용 권리를 포함하여 경기장내 브랜딩 과 장치류 등에 브랜드가 노출됩니

다. 국내 및 아시아,중국시장을 타켓 으로 하는 기업에게 탁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

(실버)

저렴한 비용으로 공식 후원사 명명권과 타이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내 브랜딩과 장치류에 브랜드가 노출 됩니다.

공식 공급사

경기장내 홍보물 및 로고 노출 등 기본적인 광고 툴을 제공 합니다.

연예인 볼링대회 공식 공급사로서 귀사의 브랜드 및 물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 세부혜택



타이틀 스폰서 혜택

(활용 예시)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공식대회 명칭 및 엠블럼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회 관련 모든 프로그램, 제작물, 전광판 등에 후원사명이 들어간 공식대회 명칭 및 로고가 사용되며

방송사/신문사의 대회관련 중계 및 보도시 후원사명이 들어간 대회명과 로고가 사용됩니다.

(예) (타이틀스폰서) OOO배 연예인 볼링대회

타이틀 명명권 및 COMPOSITE LOGO 사용권



타이틀 스폰서 혜택

TV조선 9월 프라임타임에 50회 SPOT 광고가 노출 됩니다.

(예) (타이틀스폰서) OOO배 연예인 볼링대회

TV조선SPOT 광고 노출



스폰서 혜택 예시

경기장의 전면, 후면, 측면에 에이보드 광고가 진행됩니다. 

에이보드를 활용해 중계 방송시 효과적으로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보드, 대형 배너

(타이틀 스폰서 대형 배너)

(정면A배너)(후면A배너)

(측면배너)



스폰서 혜택 예시

연예인들의 유니폼에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여

브랜드 노출의 효과성 달성, SNS 홍보 이미지 제공

유니폼(브랜드노출)



스폰서 혜택 예시

대회 중계보드, 포토월을 활용하여 브랜드 실시간 생중계 노출. 광고 효과 극대화

중계 보드, 포토월

(포토존)

(장내 중계석) (현장 중계석)

(포토월 시안)



스폰서 혜택 예시

보도자료 배포시 기업명 노출.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홍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 기대 가능

(제 2회 연예인 농구대회 기준 기사 노출 약 800여건)

보도자료, 기업명 노출



스폰서 혜택 예시

후원기업 대회 SNS이미지 제공

하기 이미지는 제2회 연예인농구대회 협찬사인 닥터탑과 몬스톡의 예시



후원 규모

• 후원금은 전액 NGO굿피플에 후원되며, 일부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됩니다.

• 후원금액 및 조건, 권리 사항은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후원금액은 현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납입 조건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타이틀 스폰서 골드 스폰서 실버 스폰서

금 액 1억원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협찬 수 1개 기업 6개 기업 18개 기업



THANK YOU
2018 굿피플과 함께하는 연예인 볼링대회 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