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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1.저작권 확보
2.인센티브 지급
3.부가 콘텐츠 수익

02 SAMBONG의 비젼 및 방향

sambongmusic.com

출연진
1.아티스트 홍보
2.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3.실연권 확보
3.내외부 콘텐츠 연계

제작자
1.온/오프라인 공연기획
2.음원발매
3.스폰서쉽 연계
4.아티스트 네트워킹 주도

여행·힐링형 야외라이브콘텐츠를통한온라인음악콘텐츠
시장에서풍경과음악을선사하는독보적인브랜드입지확보

기획사 ·제작사 ·아티스트 협업을통한오리지널
콘텐츠확보및스폰서쉽연계 (Ent. + MCN 형식)

협업을 통한예술인네트워크형성및이후미술,
건축, 음식 등과 결합한다원예술콘텐츠로확장

인재풀및교육콘텐츠플랫폼제공을
통한아티스트의부가수익기반형성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



01 주요 콘텐츠 소개
구석구석라이브 (LiEV) 

스튜디오를벗어나대한민국자연명소와문화유산을배경으로촬영하는특별한야외공연 ‘구석구석라이브’는
숨겨진실력파프로듀서와대중가수/연주자와의프로젝트협업을통해음악의다양성과새로움을추구합니다

인터뷰

. 인터뷰콘텐츠를통해아티스트와자연명소를소개하고
홍보합니다

sambongmusic.com



03 주요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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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음원 발매

부산광역시오륙도

자연 도시 역사 Pop / Electronic Acoustic / Ballad

Experimental

제주특별시월정리해수욕장

부산광역시초량이바구길 경기도의정부시송산사지

서울특별시도봉구평화문화진지

출연진
유니마림바
60만구독자연주자, Disney 협업등

룰리아
가수, 판듀/탑골랩소디, 다수방송출연

아녹
케미컬사운즈가수, 다수방송출연

임유리색소폰
1000만조회수색소포니스트

연경이
8만구독자서울예대출신가수

제린
싱어프로젝트출연자가수

등다수가수/연주자

프로듀싱

Loop.9 
2020.01.13 Look  (feat. Loulia)
2020.07.13 Same Same (feat.연경,태희),

JIN
2020.09.18 끊지말아줘
2020.04.06 길

서지완
2020.07.17 우린아마여기까진가봐

이지웅
2020.04.25 봄처럼

Elsa Park
2020.11.11 Encroaching 

등지속적인오리지널발매



04 핵심 크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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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가수기획·제작·마케팅

촬영·편집

한민창 (총괄PD)

현부산예술대학교외래교수
서울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Birmingham
영화 ‘Fragment Project’ 작편곡·믹스·마스터
영화 ‘Sleepers In Venice’ OST 작편곡, 믹싱
등다수장르작곡및믹스·마스터

박재영 (AD / Management)

서울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Birmingham
사운드아트프로젝트 ‘말의저울’ 기획및제작
음악전시 ‘사계와함께하는명상’, ’테마영상’ 작편곡
오디오비주얼 ‘A Journey to the Scent’ 작곡·전시

이민영 (MD)

헤드샷필름프로덕션대표
Ipptta(입따) 브랜드총괄
비밀의정원컨텐츠제작팀총괄
교보생명, Pdo Classic, 델리퀸등광고제작
오픈엘리, 주시브로스등홍보기획/제작총괄

손수영 (Chief Editor)

VSI뮤직테크놀로지콘텐츠제작총괄
전 부산예술대학교외래교수
Shady Plan 메인프로듀서
Buff iphone Face cover 광고음악작편곡
아웃도어브랜드MILLET 카플라노광고음악작편곡

Loop.9 (팝/일렉트로닉)

서울예술대학교
윤상디지털리언믹스업 Project 801-Change up 선정
한국음향예술인협회샘플러아티스트선정
일렉트로닉싱글 ‘Look’, ‘Same Same’ 발매

CcoryB (인디/일렉트로니카)

서울예술대학교
일렉트로닉싱글 ‘金’ ‘水’ 발매
Aisay – 어리광작편곡 · 프로듀싱
문율(moonyul) – 섬으로와요편곡 · 프로듀싱
등다수앨범작·편곡

JIN (가요/발라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Brand new music NONE, 범키 - Pretense 기타세션
Mnet ‘포커스(Folk Us)’ 본선
2019 그라폴리오작곡연재
어쿠스틱싱글 ‘끊지말아줘’, ‘길’ 발매

Elsa Park (앰비언트/실험)

서울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Birmingham
영화 ‘Fragment Project’ 사운드트랙작편곡
영화 ‘Sleepers In Venice’ OST 작편곡
국제전자음악페스티벌미국, 호주, 한국등공연
미국 Not Art Records -Desert 앨범발매
독일 Female Identified Producers 앨범발매

Loulia Esteeves

ANOC

현재 3명의영상전문가
7명의뮤직프로듀서
13명의아티스트가

크루맴버로참여중입니다.

정수권



Contact - sambongmusic@gmail.com

sambongmus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