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의한 ㆍ국민을 위한 ㆍ국민의 나라  -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 
              Of the people . By the people . For the people 

문재읶 대통령님께 바칩니다 

KPOP LAND  



       KPOP LAND 사업계획서  

   MAKE BY   SONG  CHI  MAN    010-7938-0881 
  http://kpaa.pe.kr   http://scment.com   http://kjda.org  

  제출처 : 청와대 . 국회, 문체부 . 국토부 . 교과부 .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전국 3 개 ,  해외10개 건설 유치 

영종도 현재 시범 지구 건설 진행 중  건설 위원장 SCM  문의 카톡 kcata1 

 2019년 국가예산 427조원 국민의 세금 

국민에 의한 ㆍ국민을 위한 ㆍ국민의 나라  -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 
              Of the people . By the people . For the people 

http://kpaa.pe.kr/
http://scment.com/
http://kjda.org/


      KPOP  LAND 재단  

                        사업의 종류  
1.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운영 
2.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3. 특수, 예술학교, 연예인 국제학교 설치운영 
4. 대중문화예술산업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5. 국제개발 협력사업 
6. 사회복지 지원사업 
7. 연예인 기부 제공 사업 
8. 영종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9.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의 목적  :  세계적인  한류 문화  KPOP  LAND  재단 설립  
 국가채무 4500조원을 환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MOU 
Business Alliance 

KCATA ENT  
www.kcata.or.kr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 KPOPLAND 
 

 

Korea   Culture   Athletic  Tourism   Association 

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  

(사 )한국재즈댄스협회  

SC M엔터테인먼트  

한국탭댄스협회  

 



- NO.  119-03-21412 

핚국탭댄스협회 

핚국재즈댄스협회 02 

- NO.  317-82-76404 

사단법읶 핚국공연예술총연합회  01 

- T.   02-882-7883 

Katalk  - don7001 

- kpaa1999@daum.net 

-   kjda@hanmail.net 

-   scment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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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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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KCATA ENT  
www.kcata.or.kr 

- NO.  718-12-00268 

SCM 엔터테읶먼트 03 

 
Korea   Performing    Arts    Association  

Korean   Jazz    Dance    Association 
KPAA . KJDA 
Kpaa.pe.kr   kjda.org 

핚국 최초 국가등록자격증  창시 교육 기관 

주무처 : 문체부, 교육부    등록처   핚국직업능력개발원 400종목  

05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6-6번지 

- NO.  731-15-0014 





법읶 고유번호  317-82-76404 





 



KPAA . KJDA 조직도 

핚국공연예술총연합회 . 핚국재즈댄스협회 



축제, 행사, 대회, 페스티벌, 포럼 준비 위원회 조직도 

IOIM 국제 읶터넷  홍보 마케팅 , DM 발송 

150개 SNS, 블로그, 카페, 카카오친구, 페이스
북, 네이버TV, 다음, KNSTV, 밴드              

구글, 아프리카TV,판도라TV, 읶스타그램 

카카오TV ,유튜브, 개읶방송, etc 광고 홍보 



문화,예술,체육,복지, 관광, KPOP, 방송연예, 산업, 교육. 컨설팅 

TV 방송기획, 연예기획, 젂국 지사, 지부 

사업단, 기부 후원, 붂과위원회, NGO단체 

문화, 예술, 체육읶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핚 권익 옹호 사업 

핚류 문화 콘텐츠를 위핚 엔터테읶먼트 사업 

선짂 핚국 문화예술의 남북교류 및 해외 짂출 국제 국익 사업  

소외계층과 장애읶을 위핚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사업 외 10종목 

 

협회 주요 목적 사업 

CT 

정관 12조. 본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핚 각종 부대사업 및 기타 본회는  

목적 사업 본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핛 수 있다. 

KPAA . KJDA 
Kpaa.pe.kr   kjda.org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복지부 문체부를 통핚 사회공헌 프로젝트 - 소외 계층 공연 및 교육. 공연 예술과 엔터테읶먼트 , 국
민과 함께하는 케이팝랜드 공익 법읶 KPOP LAND 재단설립 



젂국 200여개의  
엔터테읶먼트사 단체 구성 
핚국대표 연예기획사 MOU 
KPOP, 트로트, 북핚예술단 
외국읶공연단, 공연 예술 기획    

엔터테읶먼트 

IOIM국제마케팅 
공연, 축제 페스티벌, 
대회 기획 
합리적읶 비용 
국내외 MOU 

컨설팅   

KBS . SBS 
MBC. KNSTV 
JTBC. EBS. TBS 
읶터넷방송국 
지역별 뉴스 
싞문 방송 

방송, 싞문 
산업 교육 및 읶재양성 
홍보, 영업, SNS SYTEM 
기부단말기, 복지기금 
젂국지부, 지회 예체능교육단 
KPOPLAND 사업단    

산업, 교육 , 사업단 

공연, 예술단 
체육단, 스포츠, 방송연
예, 뮤지컬 
지역별 축제 총예술감독 

공연 기획 연출  

젂국 붂야별 지역별 지사, 지회, 지
부. 붂과 구성 100개 구축 

젂국 지사, 지회, 지부 붂과  

산업읶증 및 교육읶증.자격증 
주무관청-문체부, 문교부  
등록관청-핚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증 . 읶증시스템 

KPAA . KJDA 
Kpaa.pe.kr   kjda.org 

KPOP LAND 복지재단 



 

 

기부금을 통핚 사업계획서 (2018~2022)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세상의 문 [읶천공항 기획 제작공연-세계홖경페스티벌] 

    2. 제2사업명   엔터테읶먼트를 통핚 다원 예술과 4차산업 콘텐츠, 세계케이팝문화올림픽 

    3. 제3사업명    국민과 함께하는 국책사업-핚류 케이팝랜드[ KPOP-LAND ] 예술 재단 설립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세상의 문 [읶천공항 기획 제작공연-세계홖경페스티벌 

     나. 사업내용 : 2019년 9월 17읷(화)~21읷(토) , 장소 : 읶천공항, 영종도 

                   구체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별첨 1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젂세계읶이 영종도에서 지구 홖경을 위핚 대회 및 공연 

                   축제 페스티벌 (지구의 날 선포식)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귺거 (소요예산 중  회비 :   1억5,000만원, 기부금 : 5억5천만원) 

     마.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및 기금 모금 

     바. 향후계획 : 매년 세계홖경페스티벌(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와 함께 개최 

      

  2. (제2사업명) 

     가. 목적 : 엔터테읶먼트를 통핚 다원 예술과 4차산업 콘텐츠, 세계케이팝문화올림픽 

     나. 사업내용 : 2020년 6월 16읷(화)~20읷(토), 장소 : 읶천공항 영종도 

                   구체적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별첨 2 

     다. 시행방법 : 읶천공항, 영종도 - 사업계획서 별첨 2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귺거 (소요예산 중  회비 : 1억5천만원, 기부금 : 10억5천만원) 

     마.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및 기금 모금 

     바. 향후계획 : 매년 4차산업을 통핚 콘텐츠 문화 올림픽 개최 

  3. (제3사업명) 

     가. 목적 : 국민과 함께하는 국책사업 - 핚류 케이팝랜드[ KPOP-LAND ] 예술 재단 설립 

     나. 사업내용 : 2022년 9월 10읷(토) 장소 : 읶천공항 영종도 

                   구체적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별첨 3 

     다. 시행방법 : 읶천공항, 영종도 - 사업계획서 별첨 3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귺거 (소요예산 중 회비 : 1억5000만원, 정부자금+ 개읶자금+투자금+기부금 : 3조8천억원) 

     마.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및 기금 모금 

     바. 향후계획 : 국민이 잘사는 나라 - 핚류 케이팝랜드[ KPOP-LAND ] 예술 재단 운영 

 



기부단말기 -두드림넷 

젂국지부 및 지사를 통핚 
지부장, 위원장의 기부단
말기 설치시 판권의  수익 
및 기부금 지급 

케이랍랜드 복지재단 
에어돔. 소각기  

에어돔, 3D, 4D, 6D  VR 9
구현을 통핚 돔. 소각기 영
종도 소각기 공장 구축 

ICO코읶. NGO (국제기구) 

로브업코읶, 가상화폐, 비
트코읶, 빗썸, 코읶, 이더리
움, 알트코읶 
핚국공연예솔총연합회 
ART 코읶 연동 

해양선박. 거북선호 
4차산업 드롞 

 
영종도 및 자월도 해양수상택
시 구축 
드롞 – 거북선호-크루즈 케이
팝랜드 연동 
각종축제 기획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문화예술경영 사업을 통핚 핚류 문화의 세계화, 읶류공헌을 목적으로 핚다 
사업단은 협회를 통핚 모든 수익의 20%를 기부를 핚다. (별첨 계약 사항)  

 

케이팝랜드. 아트테크 
쇼핑몰   

산업교육원(KPA). 자격증  

영종도, 수원, 성남, 태앆 
서울남대문로, 케이팝랜드 
건설(별첨사항)  

평생교육원 . 산업. 교육센
터 및 읶증. 자격증 
핚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  



IV. 사업권 가입안내 

 
   문의 : 사무국 02-882-7883 . 카카오톡 don7001  kpaa1999@daum.net 

KPAA . KJDA 
Kpaa.pe.kr   kjda.org 

   핚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증, 평생교육원, 기부단말기, 복지재단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국민의 세금 
 4조원으로 대한민국 혁명 

국가부채 1400조원 (4500조)  20년 변제, 세상의 중심 
Of the people . By the people . For the people 



CONTENTS    
1.랜드건설  구성  PHOTO 



CONTENTS    
1.랜드건설  구성  PHOTO 



  CONTENTS 
사업지구 각 시도별 위치 선정 – 현재 영종도 진행 중 

     1차지역-영종도, 월미도, 대부도, 제주도, 부산,  강릉, 철원 

        2차지역 –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전주, 광주, 여수 
        3차지역 – 국내 지역 선정 및 해외 지역 선정 

전국의 유명 관광단지 개발 
1.KPOP LAND 건설 , 사업개요, 구성 

2. KPOPLAND  층별 조감도 구성 

3. KPOP LAND 참가 기획사  선정 안내  

4. KPOP LAND 기획사 순위 명칭 

5. KPOP LAND 참가 기획사  방송 제작 기획 유통 

6. KPOP 연예기획사 매출순위 

7. KPOP LAND 기본시설 

8. KPOP LAND  기본  프로그램 

9. KPOP LAND 운영 추진 계획  

10. KPOP LAND 티켓구성 

11. KPOP LAND 공사기간. 건설비용 

12. KPOP LAND  수익예산. 손익계산서 

13. KPOP LAND KPOP LAND 건설 목적  

14. KPOP LAND 사업 진행사 

15. KPOP LAND 연예기획사  선정 300업체 

16. KPOP LAND 지사, 지부, 분과 모집 

17. KPOP LAND 시공 건설 사업체 , 상가 입점 , 가맹 업체  

18. KPOP LAND 정부 자본 및 민간자본 투자 유치   

 4차산업 + 크루즈+조선해양철강(거북선호) +항공+ 풍력발전시스템 

크루즈 거북선호 

풍력발전시스템 

  해양 유람선  

  4차 산업 항공 



CONTENTS 
1.랜드건설 , 사업개요 
대한민국 경제 대국   1위  프로젝트 

 국민에 의한 ㆍ국민을 위한 ㆍ국민의 나라  -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 
             Of the people . By the people . For the people 

1. 일자리 창출 2. 저 출산 해소  3. 국가부채 1,400조원  4. 국방비  5. 경제지원  
 

한국 KPOP 문화의 전 세계화 project 
전국 3개 -5개 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KPOP LAND  건설을 통한  
국제 아트테크 건설 , 전세계 50~100개국 건설 (점진적 확충) 
 
각지자체의 10만-1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의 대중화, 활성화 
문화, 예술, 체육, 관련 모든 직종의 다변화된 화성화 
기획사 및 무용,댄스,뮤지컬,연극,방송,관련 KPOP LAND를 통한 국가의 수익 대폭 증대 
국가 1400조원 (4500조) 부채 20년 안에 변제  
 
국내 300개의 연예기획사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1,000-30,000개의 오프라인 사업체가  
만나서 만들어진 플렛폼으로 한국의 KPOP을 전세계인의 문화 예술 체육으로 불꺼지지 않는  

24시간 ONE STOP  플렛폼 . 랜드마크 건설 
 
가수, 뮤지컬, 영화, 코미디, 방송연예, 오페라, MC, 댄스, 의상, 연극, 분장, 악기, 국악, 스포츠, 역사박물관 
등의  공연, 교육관, 그에 따른 3D, 4D, 6G  9VR  AI  4차산업 체험학습을 통한 미래 테크놀러지 놀이 문화 시스템. 
 
국내의 가수, 연예인들의 유명 대중음악의, 인형의집, 미니어처 피규어, 우주관 
서바이벌관. 홀로그램관, ICT스타체험관, 4D체험관. 6D체험관, 스타포토존관, 가상현실관 
 
댄스스테이지,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스타노래관, 기획사 홍보관 
라이브3D, 레이저관, KPOP역사관, 피팅관, 댄싱박물관, 스포츠박물관, 명예의전당, 한국의 가요역사관 
 
스타매직하우스, 스타데이트관, 가수체험관, 오디션관, korea올림픽스포츠관, ETC 구성 
 
연습생 및 기획사의 유명인의 만남, 매일 공연 프로그램 운영 
케이팝랜드에서 국내외 페스티벌 및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 
 
각 기획사별 층별 사업권 구성을 통한 기획사 개별적 활성화 운영 
해외 사업체 확충으로 전세계의 한류문화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 등재 



케이팝랜드 층별 구성도 및 별도 사업 앆내 

 

지하 2층 - 무용단, 뮤지컬단, 예술단, 퍼레이드단, 붂장, 연습실, 휴계실 

              샤워실, 휴식, 탈의실, 녹음실, 의상실, 붂장실, 사무실, 촬영실 

              극장, 쉼터, 산소방, 샤워실, 앆마방, 찜질방 

 

지하1층 - 명품관, 화장품, 구두, 브랜드, 식당, 은행, 연예읶의류, 싞발, 물품보관소 

             마트, 면세정, 해외브랜드관, 커피숖, 마트, 식음료업체 

 

지상 1층 - 커피숖, 페스트푸드, 앆내데스크, 앆내데스크, 젂층 스뮬레이터관,스타사짂관, 스타토이관(환영식), 사운드터널, 자
동차 젂시관, 핚국젂통관, 기획사홍보관, 카카오홍보관, 기업체홍보관              

 

지상 2층 - 읶형의집, 미니어처 피규어관, 서바이벌관. 홀로그램관, ICT스타체험관, 4D체험관, 스타포토졲관, 가상현실관 

 

지상 3층 - 6D, VR체험관. 스타포토졲관, 가상현실관, 댄스스테이지,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지상 4층 -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스타노래관, 라이브6D , 레이저관, KPOP역사관, 기획사 홍보관, 댄싱박물
관 

지상 5층 - 케이팝 의류, 잡화, 컨템포러리잡화, 의류, 스타 쇼필몰, 테마식당가, 노래방, 패션, 유흥, 파티졲, 케이팝 시네마타
운 

지상 6층 - 핚국의 가요역사관, 스타매직하우스 , 스타데이트관, 3D 가수체험관, 4차원오디션관, ETC 구성 

지상 7층 - 케이팝 의류(핚국관), 잡화, 컨템포러리잡화, 의류, 쇼필몰, 테마식당가, 노래방, 패션, 유흥, 파티졲, 케이팝 시네마
타운 

지상 8층 - 면세점, 콘서트홀, 4차산업체험관, AR, VR, 젂자제품, 콘서트홀, 기획사 사무실, 오디션관,리셉션관, 스포츠올림픽
관 

지상 9층 - KPOP 콘서트홀, 산소방, 미팅룸, 호텔식 휴식공갂, 시네마, KPOP 교육관 , 사업교육관 

 

지상 10층 - 관광호텔 , 나이트클럽, 숙박 , 클럽 , VIP룸, 호텔부페, 찜질방, 수영장, 헬스, 아쿠아룸 

 

지상 11층 - KPOP TOWER 젂망대, 산책로, 야외공연장, 불꽃쇼, 푸드, 야외테라스  술집, 음식점, 연읶의거리,  KPOP포토졲 



영종도-자기부상열차 운영, 카레이싱 도로 설치, 요트대회장, 해양관련 사업 설치 

젂기시설 - 풍력개발기를 통핚 24시갂 젂력공급 및 태양열, 감시카메라젂층, 소각기 

               기부단말기, 코읶단말기 설치 

해양시설 - 크루즈 (거북선 호) - 영종도의 주변의 섬들을 돌면서 공연 및 관광 

               예술단, 공연단, 퍼레이드단 - 운영 

해외 브랜드 - 패션, 자동차, 항공관련 관 설치 운영 블록체읶사업- 보앆 플랫폼 사업  

AI ,  4차산업, 5G, 9VR , 테크노 사이버 시스템. 

 

별도의 건물을 이용핚 아래의 사회 복지 증짂 사업  

 

1.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운영 

2. 문화예술읶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3. 특수, 예술학교, 연예읶 국제학교 설치운영 

4. 대중문화예술산업 읷자리 젂담기관 설치 

5. 국제개발 협력사업 

6. 사회복지 지원사업 

7. 연예읶 기부 제공 사업 

8. 영종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9. 해양 크루즈 - 거북선호  

10. 그밖에  법읶의 목적달성에 필요핚 사업  



2.랜드 구성 
KPOP  LAND  ART CULTURE  

 
미래의 읷렉트로닉 케이팝 랜드 라이프  스타읷의 변혁 

케이팝 랜드는 총 지하2층  지상11층으로 구성. 젂세계적읶  
판타지, 퓨젂, 놀이문화,  엔터테읶먼트 브랜드 창시 

시대를 앞서가는 테크놀러지,  4차 산업, AI 의 융합으로 읶핚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지구촌  케이팝  월드 문화 형성 

체험을 통핚 ONESTOP 여행의  쇼퍼 시대 개막 

 

 

 

 

             1차 영종도 사업지구 선정 이유  인천공항 비행기 승차 전 왕복 30분이내 지역 선정  
                             1시간 -2시간 시간을 이용한  한국의 KPOP 관광 24시간  
                                ONESTOP 쇼핑(쇼퍼)  입국과 출국의 관광 단지 구축 



영종도-자기부상열차, 카레이싱 도로 설치, 요트대회장, 해양관련 사업 설치 

젂기시설 - 풍력개발기를 통핚 24시갂 젂력공급 및 태양열 

 

중구에 위치핚 섬들 – 노랑섬, 매도, 우의도, 사도, 사렴도 

                               삼목도, 소운영도, 소월미도, 싞불도, 실미도, 영종도 

                               운염도, 월미도, 용유도, 잠짂도, 장고도, 장기도, 조름도 

                               팔미도, 해녀도, 가서도, 거첨도, 고무도, 난지도, 대다물도, 도도, 매도, 명도, 문첨도, 사도, 세어도 

             



케이팝랜드 ( KPOP  LAND ) 

 

위치 : 읶천시 중구 중산동 및 시행구역 

  

총사업비 : 4조 3000억원 

 

부지 : 10만평  (평당 50만~300만원) 

 

사업구성 : 케이팝랜드 구성외 

(호텔,쇼핑몰,워터파크,아쿠아리움,테마
공원, 골프장 등) 

 

사업기갂 : 2019년 하반기~ 2022년 말 

 

기대효과 : 고용 10만명, 생산 35조원 

 

부가가치 : 50조원 

 

주변상관 – 카지노 및 사이버 도시 건설 



2.랜드 구성 

무용단, 예술단 
연습실, 사무실 
붂장, 쉼터 

아래 구성은 시공 젃차에 따라 변경 가능함  

면세점 

마트 및 식음료업체 

입점 업체 붂양 예정 – 명품관, 화장품,  구두, 식당가, 브랜드관 

은행, 연예읶의류, 싞발, 물품보관소, 마트, 면세점, 무용단, 예술단,  

해외 브랜드 입점 

B2F 



2.랜드 구성 

커피숖, 페스트푸드, 앆내데스크, 앆내데스크, 젂층 스뮬레이터관 

스타사짂관, 스타토이관(홖영식), 사운드터널, 자동차젂시관, 핚국젂통관 

기획사홍보관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KOPOP 

TOWER 

  (젂망대)INFO 

 

         버스정류장 

 

커피숖, 페스트푸드, 앆내데스크, 앆내데스크, 젂층 스뮬레이터관 

스타사짂관, 스타토이관(홖영식), 사운드터널, 자동차젂시관, 핚국젂통관 

기획사홍보관, 카카오홍보관, 기업체홍보관 

젂망대 – 레이저, LED 

조명시설, 야광 



2.랜드 구성 

읶형의집, 미니어처 피규어관, 서바이벌관. 홀
로그램관, ICT스타체험관, 4D체험관. 
스타포토존관, 가상현실관 

읶형의집, 미니어처 피규어관, 서바이벌관. 홀로그램관 
ICT스타체험관, 4D체험관. 스타포토존관, 가상현실관 

 

 KOPOP 

TOWER 

  (젂망대)INFO 

 레스토랑, 부페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랜드 구성 

6D, VR체험관. 스타포토존관, 가상현실관 
댄스스테이지,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6D체험관. 9 VR 체험관, 스타포토존관, 가상현실관 
댄스스테이지,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마트 

커피 

브랜드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랜드 구성 

댄스스테이지,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스타노래관, 라이브3D 
레이저관, KPOP역사관, 기획사 홍보관 

댄스스테이지,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스타노래
관, 라이브3D, 레이저관, KPOP 역사관, 기획사 홍보관 



2.랜드 구성 

케이팝 의류, 잡화, 컨템포러리잡화, 

의류, 쇼필몰, 테마식당가, 노래방, 패
션, 유흥, 파티존, 케이팝 시네마타운 

케이팝 의류, 잡화, 컨템포러리잡화, 의류, 쇼필몰, 테마식당가 

노래방, 패션, 유흥, 파티존, 케이팝시네마존, 케이팝음악실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KPOP 

  

시네마타운 

 

 

 



2.랜드 구성 

피팅관, 댄싱박물관, 명예의젂당,핚국가요역사관 
스타매직하우스, 스타뷰티관, 스타와함께관 

피팅관, 댄싱박물관, 명예의젂당 
핚국가요역사관, 스타매직하우스 
스타뷰티관, 스타와함께관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랜드 구성 

핚국의 가요역사관 스타매직하우스  
스타데이트관, 3D 가수체험관 
4차원오디션관, ETC 구성 
 

핚국의 가요역사관 스타매직하우스, 스타데이트관, 3D 가수체험관, 오디션관 
ETC 구성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랜드 구성 

면세점, 콘서트홀, 4차산업체험관, 젂자제품 

콘서트홀, 기획사 사무실, 오디션관,리셉션
관, 스포츠올림픽관 

면세점, 콘서트홀, 커피숖, 음식점, 4차산업체험관, 젂자제품, 콘
서트홀, 대형공연장, 사무실, 오디션관, 리셉션관, 스포츠관 

    중형 

콘서트홀 

   공연장 

4차산업
체험관 

   대형 공연장 

   카네기홀 

   사무실  

   붂장실 

   의상실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랜드 구성 

 KPOP  

콘서트홀 

 

 KPOP 콘서트홀, 산소방, 미팅룸, 호텔식 휴식공갂, 시네마 

 KPOP 교육관 및 사업교육관 

 KPOP 콘서트홀 

 산소방 

 미팅룸 

 호텔식 휴식공갂 

 시네마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KPOP 콘서트홀, 산소방, 미팅룸, 호텔식 휴식공갂, 시네마, KPOP 교육관 및 사업교육관 



2.랜드 구성 

관광호텔 , 숙박 , 나이트클럽 , VIP룸, 호텔부페, 찜질방, 수영장, 헬스, 아쿠아룸 

관광호텔 

 

              숙박 

 

                         찜질방 

      클럽 

                                      VIP

룸 

 

                                                   

              호텔부페, 레스토랑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광호텔 , 숙박 , 클럽 , VIP룸, 호텔부페, 찜질방, 수영장, 헬스, 아쿠아룸 



2.랜드 구성 

스카이라운지, 젂망대, 산책로, 야외공연장 

불꽃쇼, 푸드, 야외테라스,  술집, 음식점 

연예읶의거리,  KPOP 포토존 

젂망대, 산책로, 야외공연장, 불꽃쇼, 푸드, 야외테라스  

술집, 음식점, 연읶의거리,  KPOP포토존 

입점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KPOP LAND 랜드 참가 기획사  선정 예정 300업체   

 

1. 기획사 사업자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판권계약서 1부 

5.  참가자 싞청서 1부 

6.  공연단 참가자 1부 

7.  젂속계약서 1부 

홍보대사  임명장 

 기획사 읶증서 부여 



4. KPOP LAND 참가 기획사  순위 명칭 



4. KPOP LAND 참가 기획사  순위 명칭 



5. KPOP LAND 참가 기획사  방송 제작 기획 유통 



6. KPOP LAND 기획사 매출순위  



7. KPOP LAND 기본시설 

4차산업 체험관-자동차, 핀테크, 사물인터넷, 드론, 반도체 
 5G통신, 2차 천지 수소차, 전기차 체험관 
 
KPOP호수- 4차산업을 이용한 레이저와 LED조명으로 불꽃으로 
만나는 호수  
 
에어돔  - 6D체험관,  9VR, 레이저관, 홀로그램 , 입체관  
KPOP바다분수- 바다가 열리는 시대 , 산책로 – 레이저, LED조명 
철도(로)-주변의 경관을 철도로 여행 
세계 자동차 전시장 -수소차, 전기차 – 주변의 경관 체험 여행 
 
수상보트,  요트, 오리보트, 서바이벌, 수상레저시설 
보드레일, 자전거레일, 태양열, 풍력발전기(한진산업)-24시간 전력완비 
  
조선, 해양, 철강 사업 – 거북선 유람선 크루즈 
  – KPOP선상파티, 스토리크루즈, 투어크루즈 
 뮤직크루즈, 별빛달빛크루즈, 런치크루즈, 디너크루즈 
 (모든 크루즈는 선상 내 외부에서 공연 및 부페 식사가능) 
 
공연장(대), 공연장(소), 수영장 
예술단 – 불꽃, LED조명, 퍼레이드 쇼 – 장치설치, 전기차  
 
주변 지역의 관광의 연개성 – 해수욕장, 호텔, 콘도, 요식업, 음식점, ETC 연동 

 

 

외부시설안내  



7. KPOP LAND 기본시설 

국내 300개의 연예기획사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3-500개의 오프라읶 사업체가  
 
만나서 만들어짂 플렛폼으로 핚국의 KPOP을 젂세계읶의 문화예술로 꺼지지 않는  
 
24시갂 ONE STOP  랜드마크 건설 
 
가수, 뮤지컬, 영화, 코미디, 방송연예, 오페라, MC, 댄스, 의상, 연극, 붂장, 스포츠 
악기, 국악, 서커스 역사 박물관, 체험, 공연 
 
그에 따른 3D, 4D, 6D . 9VR. 4차산업. AI 체험학습을 통핚 놀이문화 시스템. 
 
체험관 및 각 시설 안내 
 
국내의 가수, 연예읶들의 유명 대중음악의, 읶형의집 미니어처 피규어 
 
서바이벌관, 홀로그램관, ICT스타체험관, 4D체험관. 스타포토존관, 가상현실관 
 
댄스스테이지, 스타의상실, 스타녹음실, 뮤직비디오관, 스타노래관, 기획사 홍보관 
 
라이브3D, 레이저관, KPOP역사관, 피팅관, 댄싱박물관, 명예의젂당, 핚국의 가요역사관 
 
스타매직하우스, 스타데이트관, 가수체험관, 오디션관, ETC 구성 
 

내부시설안내 

기부단말기 – 각 지역별 공연장, 콘서트홀,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 설치   



8. KPOP LAND  기본  프로그램 

읶형의집 미니어처 피규어관 – KPOP 스타의 읶형, 피규어, 물품, 용품, 등의 판매 및 사짂 촬영 
 
KPOP SHOP –가수의 모든 제품을 파는 SHOP 
 
KPOP서바이벌관(홀로그램관)-KPOP 스타와 함께하는 노래 서바읷벌, 홀로그램관 
 
KPOP스타 현실 체험관 
 
KPOP 4D체험관-4D 영상을 통핚 게임으로 스토리있는 영상 체험관 
 
KPOP 스타포토졲관- 스타와함께 사짂공유 
 
 
KPOP 가상현실관-자싞이 가수가되는 홀로그램 가상 현실관, 라이브 홀로 라이브 체험 
 
KPOP 댄스스테이지- 댄싱머싞을 통핚 게임 및 연주 3D 게임 
 
 
KPOP스타 녹음실 – 노래방 처럼 스타와 함께 현실과 노래를 하며 녹음 
 
KPOP스타 의상실 – 스타의상을 입고 사짂 찍기, 노래하기, 영상 녹음 
 
 
KPOP 뮤직비디오관- 스타 뮤직비디오 판매 및 뮤직비디오 출연관 
 
KPOP 기획사 홍보관- 각 기획사별 홍보 사업처(부수)를 맊들어 운영 

케이팝랜드관 1-10층 구성 



 
라이브3D (가수체험관) – 라이브3D 본읶이 가수가 되는 체험관 
레이저관 – KPOP 스타의 레이저로 만든 홀로그램 레이저관 
 
KPOP역사관 – KPOP의 역사를 핚눈에 보는 역사관 
KPOP테마관 –역사별 음악을 들으면서 시갂여행 홀로그램  
 
댄싱박물관-대핚민국의 댄싱의 역사를 핚눈에 보는 댄싱 박물관 
명예의젂당-KPOP스타 100명을 선출하여 명예의 젂당관 
핚국의 가요역사관-핚국의  가요 역사 가요관 
 
라이브 박물관 –흘러갂 노래의 라이브관 
스포츠박물관 – 대핚민국의 유명 스포츠 스타 역사관 
스타가 되어서 공연까지 – 미니벤을 타고 자동차 젂시, 공연 
 
스타데이트관 – 스타와 실제 데이트 관 
스타오디션관-스타가 되기까지 오디션을 보는 연습관 
KPOP스타 라이브공연 – 매읷 2회 ~5회 공연(각 기획사별공연프로그램) 

 

케이팝랜드관 1-10층 구성 

8. KPOP LAND  기본  프로그램 



9. 운영 추진  계획  

매월, 매읷, 이벤트, 행사, 아이유 찾기, 각 관별 이벤트 짂행 

 수험생50%, 핛로윈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발렊타읶데이 

연읶을 위핚 데이, 가족을 위핚 데이, 싞년, 추석, 명젃 

 

 크리스마스, 등의 국가공휴읷 행사에 짂행되는 이벤트 짂행 

기획사별 매월 프로그램  짂행 및 각 KPOP관별 관람 

 

 

젂세계의 270개국의 나라에 읶천공항과 관광회사 MOU를 통해서  

KPOP LAND 관광 유치  

 

아이돌, 걸그룹 축제 및 각종 축제 , 페스티벌, 개최, 대회 개최.  

 

 

Kpop 아이돌 , 걸그룹, 트로트 가수, 댄서, 뮤지컬, 방송연예, 개그맨, 등 

공연기획에 투입될 모든 읶원을 구비하여 구축함. 

 

각층별 이벤트 짂행 계획 – 추후 기획사별 계획추짂 

 

 

매읷 퍼레이드와 불꽃, 레이저 쇼 운영 

음악 폭포 및 바다에서 레이저 음악 바다 폭포 설치 

 

기획사 별 브랜드 관 및 아이돌 , 걸그룹 , 연예읶 관 운영 

 

매월 행사 : 별로 첨부 

 



10. 티켓구성 

TIKET 이용안내 
KPOP LAND 입장권 

 젂층입장권 
   5팩케이지 상품 
   10팩케이지 상품 
   자유이용권 상품 

  40가지의 체험관 이용 

 
 
 
 
 
 
 
 
 
 

각층별 별도 운영의 사업관은 사업자의 권핚으로 수익에 7:3으로 위임함. 
 

-해외여행권-항공,호텔,자유이용권 1,000,000원 

-해외여행권-항공,호텔,자유이용권 800,000원 

-해외여행권-자유이용권 300,000원 

-각종 카드핛읶 및 스페셜 패키지-이벤트핛읶, 우대 핛읶 적용 

-추후 지정 및 별도 이용 계획 추짂 

 

                                         

카드제휴 및 

협력사 제휴 

항공사제휴 

이벤트제휴사 

각종제휴사  

10~50% 핛읶 

구 분 젂층입장권 5팩케이지  10팩케이지 자유이용권 

성 읶 (20세이상~) 25,000원 40,000원 60,000원 100,000원 

청소년(14-19세) 20,000원 35,000원 50,000원 80,000원 

어린이(24개월~13세) 18,000원 25,000원 45,000원 70,000원 

장애읶.경로 국가유공자 15,000원 25,000원 40,000원 50,000원 

연갂회원권 

성읶 350,000원 

청소년 200,000원 

어린이 150,000원 

학생단체 체험학습  

기업단체 리셉션 페키지 

해외단체 패키지 

KPOP LAND는 이용권은 코읶식, 

젂자식 티켓지불방식으로 이용시 

마다 정산되는 시스템이용 남은 

금액 기부금으로 자동 충원됨. 



11. 수익 예산 미래 손익계산서   

KPOP LAND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재구성                                     2020년               

2021년 

22,234,283,940,980     25,565,675,878,560 



공사기간  : 2년 ~ 

투자금 3조 8000억원~ 

대지 :  10만평 ~ 

건물 :  8,000평,  3000평 ,  10,000평 외 다수 건물 설치  
 

지역 : 한국의 유명 관광단지 5개 지역 선정 및 해외 10개 지역 유치 (초기) 

시공 : 모든 시설 – 지진내진 공법으로 시공 
 
건설 : 건설회사  공개 모집 
 
외부건설 : 건설회사 공개 모집 

내부건설 : 내부 콘텐츠 회사 공개 모집 

KPOP엔터기획사 : 입점 업체 공개 모집  
 

내부 매장 : 콘텐츠 업체 공개 모집 

주변업체 : KPOP랜드 주변 사업체 MOU 및 제휴업체 모집 
 
한국투자펀드 발행 , 해외투자펀드발행 

  

 

12. 공사기간 . 건설  비용 . 건립    



 MAKE BY : 송치만  010-4650-7882 

KPAA.PE.KR 

 

KPOP LAND 건설은 핚국읶의 30만-80만-1000만 읷자리 창출 

미래의 국가의 이익을 위핚 자산 구축. 

해외의 KPOP랜드 및 국제 아트테크 도시 건설을 통핚 

 지구촌에 핚류문화 발젂 보급 

핚국 문화예술의 젂세계화를 목적으로 핚다. 

 

이 사업은 2018년 핚국의 국가부채  1400조원(4800조원)의 재정을 확충 핛 프로젝트입니다. 

 

KPOP LAND는 차후  세계홖경페스티벌, 케이팝월드페스티벌과  국제아트테크(문화,예술) 도시건설로 

국내 5개 도시 , 국외 10개~50개국을 만들어 핚국 문화예술의 젂세계적읶 4차산업과 AI, 5G 

ICT 테크놀러지 네트워크를 건설핛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국회, 각 부처와 국회, 청와대의 적극적읶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만들어 가는 KPOP LAND 복지재단 설립에 핚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13. KPOP LAND 건설 목적  



14. KPOP LAND 사업진행사 

sbs 방송국 http://sbs.co.kr 

mbc 방송국 http://imbc.com 

jtbc 방송국 

http://news.jtbc.com 

ebs 방송국 http:// ebs.co.kr 

SM 엔터테읶먼트 http://smtown.com 

JYP엔터테읶먼트 http://jype.com 

YG 엔터테읶먼트 http://ygfamily.co.kr 

iloen 엔터테읶먼트 http://iloen.com 

FNC 엔터테읶먼트 http://fncent.com 

키이스트 엔터테읶먼트 http://keyeast.co.kr 

판타지오 엔터테읶먼트 http://fantagio.kr 

큐브 엔터테읶먼트 http://cubeent.co.kr 

싸이더스 엔터테읶먼트 http://ent.ihq.co.kr 

예당 엔터테읶먼트 http://yedang.co.kr 

CJ 엔터테읶먼트 http://cjenm.com 

미스틱 엔터테읶먼트 http://mystic89.net 

 

   

MAKE BY : 송치맊  010-4650-7882 

      핚국공연예술총연합회(사) 

              

  MOU 100 예정선정단체 



연예기획사 
     E n t e r t a i n me n t   

15. KPOP LAND  

     연예기획사 

사짂에 대핚 내용은 대핚민국을 대표하는 기획사를 위주로 읶물과 배
너를 구성하였습니다. 삭제를 원하시는 붂은 얶제든 연락주세요. 



연예기획사 
     E n t e r t a i n me n t   

15. KPOP LAND 
    연예기획사 



16. KPOP LAND 지사, 지부, 사업체, 신청 접수 

  010-7938-0881  , 카톡 ID –kcata1   ,   kcata1@daum.net  



17. KPOP LAND 시공 건설 사업체 , 상가 입점 , 가맹 업체  신청 접수 

  절차 :  신청  ~ 접수 ~ 심사 ~ 면접 ~ 면담 ~ 입찰~결과 ~ 계약 

 

     1. 직접 입찰 방식 
     2. 입찰 견적서 및 입점 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초본,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각 1부. 
     4. 사업실적증명서(2년이내  유사 용역 실적 원본 대조필) 
     5. 국세청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입찰  및 낙찰 공고는 차후 발표예정 

사업설명회 추후 발표 예정 

   문의 : 010-7938-0881  , 카톡 ID –kcata1   ,   kcata1@daum.net  



18. KPOP LAND 정부 자본 및 민간자본 투자 유치 개인, 단체 신청 접수 

  절차 :  신청  ~ 접수 ~ 심사 ~ 면접 ~ 면담 ~ 입찰~결과 ~ 계약 

 

     1. 직접 투자 입찰 방식 
     2. 투자자 모집 안내 – 사업투자자, 개인투자자, 동업투자자, 경영투자자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초본,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각 1부. 
     4. 사업실적증명서 (2년이내  사업 및 개인 실적 원본 대조필) 
     5. 투자계획서 ( 예: 담보, 현물, 펀드, 증권, 부동산, etc ) 

 
  입찰  및 낙찰 공고는 차후 발표예정 

사업설명회 추후 발표 예정 
 



크루즈 - 거북선호  
조선, 해양, 철강, 유람선 

[거북선호 사업계획서 별첨] 



돔, 9VR 체험관, 홀로그램, 서바이벌관 
[ 6D  사업계획서 별첨 ] 

9VR    AI  SYSTEM 





 KPOP LAND 영종도 국제공항관광단지 

“세상과 연결되는 곳” 

사업 
지구 

■   전체사업 개발 
 
추가 사업계획서 첨부 

 공항에서 30분거리 위치 KPOP LAND  
            Entertainment  

     ONESTOP  SHOPPING 

 영종도 – 인천공항 왕복 30분거리 
       [ 입국, 출국 전 후 아이돌과 함께 ] 



 2019 년  정부 조직도  



청와대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송치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국   1위  프로젝트 

 
 한국의  국가적  위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다면 한국은 50년 후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1. 일자리 창출    2. 저출산 해소    3. 국가부채    4. 국방비   5. 경제지원 

 
국민에 의한 ㆍ국민을 위한 ㆍ국민의 나라  -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 

 
             Of the people . By the people . For the people 

 
 이 5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에 커다란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 온지 70년의 분단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써   미래에 꼭 필요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열어 줄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준비 하였습니다.   
함께  동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국 KPOP 문화의 전 세계화 project - 

      전국 5개 -20개 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KPOP LAND  건설 
      국제 아트테크  건설  전세계  10 개국 건설  

      (현재 인천 영종도 지역으로 시범 건설 진행 중) 
 

  2. 일자리 창출 - 각지자체의 10만-50만-100만개 일자리 창출 
      주변 상권의 대중화, 활성화 

     문화, 예술, 체육, 관련 모든 직종의 다변화된 화성화 
      방송, 연예기획사 및 무용,댄스,뮤지컬,연극,방송,관련 KPOP LAND를 통한 국가의 수익 대폭 증대 

      국가 1400조원 부채 20년 안에 변제 
 

  3. 국내 300개의 연예기획사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1,000-20,000개의 오프라인 사업체가  
       만나서 만들어진  플렛폼으로  한국의  KPOP을  전세계인의  문화예술로  불 꺼지지  않는  

       24시간 ONE STOP  케이팝랜드   -  국제아트테크 건설 
 

 아래의 링크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저변확대하고 나눔을 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밝은 빛을 만드는 동방의 별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 회장 송치만 올림 (임마누엘  링컨)       http:/kpaa.pe.kr      http://kjda.org  
 
 





3조8000억원 ) 



    K   rean  Jazz 
     Dance  Ass   ciation 

  http://kjda.org 



 Katalk  don7001    .     Email  kpaa1999@daum.net .   010- 4650-7882 



한국재즈댄스협회 
http://kjda.org 

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 
http://kpaa.pe.kr 

SCM엔터테인먼트 
http://scment.com 

한국탭댄스협회
http://adtk.or.kr 



                   

                         





THANK YOU 

      Presentation for KPAA . KJDA Company Business Plan 

        Korea   Performing    Arts    Association  

        Korean   Jazz    Dance    Association 

                KPAA  . KJDA Ent Cop 

http://kcata.or.kr    http://kpaa.pe.kr      http://kjda.org   

   Operation .  02-882-7883   

모집 – 케이팝랜드 투자자 모집  
 

총재, 부총재, 이사진,  지사, 지회, 지부, 분과 
산업 협력단 , 임직원, 위원장 

 예술단, 공연단, 방송연예 기획사 
홍보대사, 사업단, 봉사단, NGO 

        010-7938-0881       010-4650-7882 

본 사업계획서 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핛 시 민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http://kcata.or.kr/
http://kpaa.pe.kr/
http://kjda.org/


  KPOP LAND   KOREA   IN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