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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CONCERT STUDIO CAMP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67

           (*네비게이션상 'CAMP1 STUDIO')

소요 시간 : 상암동 CJ ENM 센터 기준 약 35분

준공일 : 2020.04

※ 김포한강오토캠핑장 진입 후 가장 안쪽으로 이동 시 보이는 회색 건물입니다.

※ T맵의 경우 'CAMP1 STUDIO' , 카카오맵의 경우 '캠프원'으로 검색 하시면 됩니다.

INFORMATION

약도 안내



사전리허설(프리프로덕션)이란, 

공연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공연장에서 실제 무대를 셋업 하기 이전에 공연과 유사한 컨디션을 만들어 

아티스트와 연출진 및 테크니컬 스탭 간의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예산의 부담으로 일부 대형공연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CAMP1'에서는 규모 및 장르와 상관없이 모든 공연의 사전리허설이 가능합니다.

사전리허설을 통해 시공간 및 비용적 제약을 벗어나 공연 퀄리티를 제고하고 

기존 대비 효율적인 투어 스케줄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용도1) 
[사전리허설]

언택트 라이브(Untact Live)란,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이 붙은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라이브(Live)를 합친 의미로

아티스트와 관객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디지털콘텐츠 입니다.

언택트(비대면)라는 키워드는 최근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AMP1'을 통해 기존 스튜디오 대비 低비용 高효율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으며,

쇼케이스, 팬미팅, 콘서트 등을 위한 토탈 솔루션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주요용도2) 
[언택트 라이브]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스튜디오 'CAMP 1'



- 뮤직비디오, 온라인컨텐츠 등 영상촬영

- 대규모 군무 연습 및 오디션

- 오케스트라 연습

- 기업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샵

부가용도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스튜디오 'CAMP 1'



메인 스튜디오

총 면적 :  메인스튜디오(318평 / W 30M x D 35M)

               사무동 5층 (총 800평)

층고 : 14M (H빔 기준)

구조 : 상부 H빔 리깅 방식

허용하중 : 빔 교차점당 1.5ton

전기용량  : 총 700kw

반입구 :  폭 4m X 높이 4m

출입가능 차량 : 5t 이내 화물차, 지게차, 크레인 등 

                         스튜디오 내 진입 가능

인터넷망 : 스트리밍용 전용 회선 3개 보유 

                (KT 1개 LG 2개) / (5G)

빔 교차점당 허용 하중 1.5Ton

반입구

스튜디오 자체 전력량 : 350kw x 2개소



층 별 안내

2F 안무연습실
2F 샤워실

1F 카페테리아

1F 대기실

콘서트 스튜디오 CAMP 1은,

콘서트에 필요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한 공간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아티스트 대기실 뿐만 아니라,

케이터링룸, 샤워실, 안무연습실등의 부대시설을 보유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토탈 프로덕션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대관 가능 공간



메인스튜디오

공간 소개

1F



포토월

대기실

화장실

공간 소개

1층은 출연진을 위한 출연진대기실과 식사 및 회의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케이터링룸 

그리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롤스크린(블랙,화이트,크로마) 공간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1F



공간 소개

출연진대기실1F



카페테리아

공간 소개

1F



공간 소개

2층은 대규모 안무 연습을 진행 할 수 있는 60평 규모 안무연습실이 구비 되어 있으며,

남여 샤워실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2F

안무연습실

샤워실



공간 소개

안무연습실2F



샤워실

공간 소개

2F



REFERENCE

오마이걸 COMEBACK SHOWCASE '살짝 설렜어 (NONSTOP)오마이걸 COMEBACK SHOWCASE '살짝 설렜어 (NONSTOP)

※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필요)



REFERENCE

NATTY(나띠) is NINETEEN' DEBUT SHOWCASENATTY(나띠) is NINETEEN' DEBUT SHOWCASE

※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필요)



보유 장비 소개

Part No Item Model QTY Position

SOUND

1 Main Speaker D&B Q1 12 무대

2 Main Speaker D&B Q7 4 무대

3 Side Fill Speaker RCF HDL20-A 6 무대

4 Front Fill Speaker QUEST QM108 4 무대

5 Sub Speaker D&B B2 SUB 4 무대

6 Power Amplifier Main sub d&d D12 6 무대

7 Power Amplifier f.fill.back CAMCO D POWER2 1 무대

8 Power Distributor LEEM 순차전원기 1 무대

9 Electric System House 175A 1 무대

10 I/O interface/Stage, FOH YAMAHA Rio 3224-D 2 무대/FOH

11 Intercom Station Clear-com MS440 1 FOH

12 Intercom Bodypack Clear-com RS501 3 무대/FOH
13 Intercom Headset Clear-com CC95 4 무대/FOH

14 Mixing Console YAMAHA CL5 1 FOH

15 CD Player DENON DN-D4000 1 FOH
16 Electric System House 50A 1 FOH

17 W/L Distributor SHURE UA845 1 무대

18 W/L Reiceiver SHURE UR4D 8 무대

19 IEM Transmitter SHURE PSM500 1 무대

20 IEM Receiver SHURE PSM500 1 무대

21 IEM Transmitter SHURE PSM700 1 무대

22 IEM Receiver SHURE PSM700 2 무대

23 W/L Hand Held SHURE UR2/Beta58 10 무대

24 W/L Hand Held SHURE UR1 10 무대

음향음향
PA Audiotechnik 社 series Part No Item Model QTY Position

LIGHT

25 SPOT Light AXIOM HYBRID 16 무대상부

26 SPOT Light AXIOM HYBRID 8 무대바닥

27 BEAM SPOT F350 BEAM 10 무대상부

28 LED Wash B-EYE 14 무대상부

29 LED Wash B-EYE 10 무대바닥

30 LED Wash ACME 350Z LED 11 무대상부

31 LED Wash ACME 350Z LED 10 무대바닥

32 LED MAGIC PANEL 14 무대상부

33 LED LED’4 BLINDER 4 무대바닥

34 STROBE LED ATOMIC 12 무대상부

35 FOG MARTIN JEM HAZER PRO 2 무대

36 FAN MARTIN JEM AF-1 MK2 FAN 2 무대

37 UNIT DIRECT 1 무대

38 UNIT DIMMER 2 무대

39 SPLITTER SPLITTER 4 무대

40 CONSOLE GRAND MA2 1 FOH
41

조명조명
SPOT 34 / WASH 24 / LED 26 / GRAND MA2 Console

Part No Item Model QTY Position

LED
SYSTEM

42 LED LED e-LITE 3.9mm - 무대

43 ENCORE SYSTEM ENCORE SYTEM 
BARCO ENCORE SW

1 FOH

44 ENCORE SYSTEM
ENCORE SYTEM 
BARCO 3ME VP 2 FOH

45 ENCORE SYSTEM
ENCORE SYTEM 
BARCO 3ME VPX 2 FOH

46 프롬프터모니터 - 2 무대

영상영상
LED 3.9mm pitch (W : 11M x H : 5M)

41

42

43

44

45



메인 스튜디오 도면(TOP VIEW)

MAIN STAGEMAIN STAGE

※ 대관 시 별도 캐드 도면 제공



유의사항

대관 안내대관 안내

- 메인스튜디오 

- 부대시설 : 아티스트대기실, 케이터링룸, 롤스크린(블랙,화이트,크로마),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등

- 스튜디오 보유 음향 장비(D&B Q Series) 및 콘솔시스템(Yamaha CL5)

- 스튜디오 보유 집기류(책상, 의자 등)

- 인터넷 전용 회선 3개 보유 KT 1개 / LG 2개 (5G)

- 스튜디오 보유 전력 및 냉난방비 (사후정산 / 스튜디오 보유용량 초과시 발전차 준비)

- 스튜디오 보유 조명, 영상, 구조물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통해 신청)

- 스튜디오 보유 장비 사용 시 오퍼레이터 및 부수장비

- 추가장비 셋업 필요시, 사용일 7일전 'CAMP1' 기술감독과 내용 협의 必 (경우에 따라 구조안전진단 서류 등 증빙 필요)

- 스튜디오가 보유하고 있는 집기 외 필요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 렌탈하여 사용 

- 스튜디오 사용 후 철수시 청소 및 집기 원상복구 철수 필수 ('CAMP1' 기술감독과 시설 이상유무 최종 점검 후 대관 종료)

- 스튜디오 사용 후 철수시 음식물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정리 필수

기본대관료 포함 사항기본대관료 포함 사항

기본대관료 미포함 및 대관사 별도 준비 사항



대관비 안내

대관 안내대관 안내

대관료대관료

일반대관(12시간)일반대관(12시간) 5,000,000 평일/주말 무관 / 평일/주말 무관 / 음향 장비 포함

평일/주말 무관평일/주말 무관

평일/주말 무관평일/주말 무관
일반대관 사용 후 추가대관 사용가능일반대관 사용 후 추가대관 사용가능
(*추가대관만 사용 불가)(*추가대관만 사용 불가)

2,500,000

500,000

준비대관(12시간)준비대관(12시간)

추가대관(1시간)추가대관(1시간)

(VAT 별도)(VAT 별도)

(VAT 별도)(VAT 별도)

구분구분 내용내용

구분구분

일반 대관료일반 대관료

비용비용

비고비고

비고비고

스튜디오 일반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전기 사용료

-

-

냉난방비

음향장비 사용료

조명장비 사용료 3,000,000

      

      

PA 및 콘솔(CL5) 사용료 / 오퍼레이터 및 부수장비 불포함

오퍼레이터 및 부수장비 불포함

오퍼레이터 및 부수장비 불포함3,000,000

500,000

500,000

영상장비 사용료

안무연습실

5층 루프탑 사용료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csddfd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단기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4일 이하의 단기 대관 기준)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4일 이하의 단기 대관 기준)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150,000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1일 / 냉난방비 포함



2020.04

감사합니다!

Contact point
    

  

2020.05

surfacebook2
텍스트박스
메카트로닉스 김민정 실장
TEL: 070.4109.1111
E-mail: mecha_desig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