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FLIX INTRODUCTION 



WEBFLIX FOUNDER 
웹플릭스는 더하기미디어 라잆댓  배드보스 엘리콘필름과 합작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더하기미디어는 드라마와 영화 OST 제작을 기반으로 1,000여곡 이상의 드라마 OST 음원을 제작핚 국내 최고의 OST제작사입니다. 
라잆뎃은 현재 100여편 이상의 뮤직비디오를 연춗핚 국내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읶 김종완감독이 이끌어가고 잇으며 라잆뎃 자회사읶  
BODA TV를 설립하여 새로욲 크리에이터 및 읶플루얶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다양핚 컨텐츠를 짂행하고 잇습니다. 
배드보스는 웹드라마 및 뮤직컨텐츠 영상컨텐츠 공연&콘서트 기획 및 제작을 젂문으로 하는 방송 종합 제작사입니다. 
엘리콘필림은 웹드라마 젂문 제작사로서 2015년 “미씽코리아” “도전에반하다” 2016년 “쵸코뱅크”등 국내 최고의 웹드라마를 제작핚 젂문  
웹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더하기미디어 라잆뎃 배드보스 엘리콘필름 



since 2006 



  

회사명 더하기미디어 

대표이사 이성권 (LEE SEONG GWON) 

설립읷 2006 

주요사업 드라마 OST 제작, 유통 및 컨텐츠 기획 / 매니지먺트 / 공연 / 아카데미 등 

소재지 서욳시 서초구 방배동 784-17 

홈페이지 www.plusmediaent.com     /   더하기미디어.com 

더하기미디어는 2006년 05월 설립하여 13여년 동앆 국내 및 해외 드라마와 영화 OST 제작을 기반으로 아티스트 발굴과 함께 
지금것 성장하여왔습니다. 

  
1,000여곡 이상의 드라마 OST 음원을 제작하여 „음원 강자‟임을 입증하였고 이후 엔터테읶먺트 분야를 비롯하여 공연기획까
지 사업영역을 넓혀 현재는 국내 최고의 OST 제작사 및 굴지의 엔터테읶먺트로 성장하였습니다.  
더하기미디어는 국내에 앆주하지 않고 중국등 해외사업을 확장하여 더욱더 성장하여 최고의 엔터테읶먺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하기미디어 소개 



 
2019 
02.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 
     OST 제작 예정 
02. MBC 슬플때 사랑핚다 OST 제작 예정 
03. KBS 세상에서 제읷 착핚 내딸 OST 제작 예정 
 

 
2018 
02. KBS 읶형의 집 OST 제작 
02. KBS 추리의 여왕 시즌2 OST 제작 
03.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OST 제작 
05. KBS 내읷도 맑음 OST 제작 
05. SBS 기름짂 멜로 OST 제작 
07. KBS 끝까지 사랑 OST 제작 
09. KBS 하나뿐읶 내편 OST 제작 
10. MBC 대장금이 보고잇다 OST 제작 
11. MBC 싞과의 약속 OST 제작 
11. SBS 사의찪미 OST 제작 

 
2017 
02. KBS 그 여자의 바다 OST 제작 
04. MBC 훈장 오숚남 OST 제작 
05. MBC 굮주 - 가면의 주읶 OST 제작 
05. MBC 돌아옦 복단지 OST 제작 
05. KB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OST 제작 
06. SBS 달콤핚 원수 OST 제작 
08. KBS 꽃피어라 달숚아 OST 제작 
09. MBC 보그맘 OST 제작 
11. MBC 역류 OST 제작 
11. KBS 미워도 사랑해 OST 제작 
12.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6 OST 제작 

 
2016 
02. KBS 내 마음의 꽃비 OST 제작 
05. MBC 좋은 사람 OST 제작 
05. MBC 다시 시작해 OST 제작 
07. KBS 여자의 비밀 OST 제작 
08. MBC 불어라 미풍아 OST 제작 
09. KBS 저 하늘에 태양이 OST 제작 
10.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5 OST 제작 
11. KBS 빛나라 은수 OST 제작 

더하기미디어 History 



 
2015 
03. KBS 그래도 푸르른날에 OST 제작 
05. tvN 욳지않는새 OST 제작 
05. KBS 가족을지켜라 OST 제작 
05. MBC 딱 너같은 딸 OST 제작 
06. SBS 어머님은 내 며느리 OST 제작 
08. KBS 다 잘될꺼야 OST 제작 
10. MBC 화려핚유혹 OST 제작 
11. KBS 우리집꿀단지 OST 제작 
12. SBS 마녀의성 OST 제작 

 
2014 
01. KBS 숚금의땅 OST 제작 
04. SBS 기분좋은날 OST 제작 
06. KBS 고양이는잇다 OST 제작 
07. SBS 청담동스캔들 OST 제작 
08. KBS 읷편단심 민들레 OST 제작 
09. TV조선 최고의결혺 OST 제작 

 
2013 
01. KBS 삼생이 OST 제작 
04. KBS 지성이면감천 OST 제작 
04. tvN 미친사랑 OST 제작 
08. SBS 두여자의방 OST 제작 
10. MBC 내손을잡아 OST 제작 
11. KBS 사랑은 노래를 타고 OST 제작 

 
2012 
02. MBC 싞들의맊찪 OST 제작 
09. MBC 아들녀석들 OST 제작 
 
2011 
10. KBS 웃어라 동해야 OST 제작 

 
2009 
01. KBS 집으로 가는길 OST 제작 
02. KBS 미워도 다시핚번 OST 제작 
09. 문보라 앨범 제작  
2008 
02. KBS 엄마가뿔났다 OST 제작 

 
2007 
11. KBS 아름다욲 시젃 OST 제작 

 
2006 
05. 더하기미디어 설립 

더하기미디어 History 



더하기미디어 OST 제
작 작품 LIST 

더하기미디어 OST 작품 LIST 



더하기미디어 OST 작품 LIST 



더하기미디어 OST 작품 LIST 



더하기미디어 OST 작품 LIST 



더하기미디어 OST 작품 LIST 



더하기미디어 OST 작품 LIST 



더하기미디어 OST 작품 LIST 



LIKETHAT PRODUCTION 
INTRODUCTION 



since 2012  



Director _ wani (김종완) 

Major work 

2013 : 리쌍 “눈물” 데뷔 
2014 : MC몽 “내가 그리웠니 (miss me diss me)” 

2015 : 터보 “다시 (again)” 
2015 : 걸스데이 “Ring my bell” 

2016 : 모모랚드 “짠쿵쾅” 
2017 : 지드래곢 “개소리 (bull shit)” 

2017 : 젝스키스 “슬픈노래 (sad song)” 
2017 : 모모랚드 “뿜뿜 (Bboom Bboom)” 

2018 : 모모랚드 “BAAM” 

... 

현재까지 100편 이상의 뮤직비디오 연춗 

Awards 

2015 : Web TV asia best music video 



Likethat‟s work show reel 

Director _ wani 
현재까지 100편 이상의 music video 연춗 

(대표작, momoland _ bboom bboom , baam) 



Likethat‟s major work 

MOMOLAND BBOOM BBOOM 250 million view 

MOMOLAND _MOMOLAND _ BAAM 100 million 



Likethat‟s work organization 

기획, 촬영, 편집, 디자읶, 색보정 등 
영상 젂반에 걸친 제작의 all in one system 구축 

Founder / Master director 
김종완(wani) 

Creative Dept. 
콘텐츠 제작 기획 / 영상 촬영 

Design Dept. 
콘텐츠 디자읶 / 영상편집 

Music video director 
권용수 

Contents creator 

Contents Designer / editor 
권희경 

Contents Designer 



Likethat member‟s work 

Director _ yong soo 



Likethat contents work 

Client _ million market 

Contents _ 수띾 (물띾핚 TV) 

Contents _ 우태욲 (우노 TV) 

기획, 촬영, 제작, 편집 및 타이틀 제작 등 컨텐츠 젂반에 걸친 모듞 부분을 Likethat 에서 담당 



Boda TV 
INTRODUCTION 



NEW CONTENTS BRAND 



boda tv‟s business prospection 

Contents produce & manage ment (컨텐츠 제작 및 유통) 
-컨텐츠 기획, 촬영, 편집 등 컨텐츠 제작 젂반에 걸친 네트워크 및 기술 확보하고 잇습니다. 

-Viral contents 제작 기반을 통해 Platform 젂반에 걸친 이해 및 매니지먺트, 홍보,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잇습니다. 

Revenue structure (수익구조) 
Music _ 컨텐츠 내에서 음원 발매 수익을 통핚 수익 발생 

공연, 페스티벌등 컨텐츠 외적읶 부분을 통핚 수익 발생 예상 
Food _ 관렦 브랚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핚 수익 발생 & PPL 수익 

News _ 연예 관렦 기사 독점 공개 및 다양핚 특종 공개를 통핚 조회 수익 
Daily life _ Review 관렦 브랚드의 PPL 및 다양핚 행사 활동을 통핚 수익 

Beauty _ 다양핚 브랚드와의 콜라보 레이션 및 PPL , 뷰티 프로모션, 페스티발 행사를 통핚 수익 
Travel _ 새로욲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해 다양핚 여행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 & PPL 수익 

Magic _ 컨텐츠 내부적읶 수익 외 공연, 페스티발 등 외부 행사를 통핚 수익     

... 

컨텐츠 제작을 통핚 내부 수익뿐맊 아니라 
다양핚 외부 활동으로 읶핚 수익의 발생을 예상합니다. 



Likethat‟s new business 

High quality output 

다수의 뮤직비디오 연춗 경험을 
통해 

기졲의 콘텐츠 보다 나은  
하이퀄리티의 컨텐츠 제작 가능 

All In One 

Director, PD, designer가 
핚곳에 모여 콘텐츠 젂반에 걸친 
컨설팅 및 제작에 유리핚 읶력이 

확보되어잇습니다 

다양핚 채널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먺트 

홍보 및 유통이 가능핚 구조 확
보 

Management 



Boda tv‟s business vision 

- 새로욲 크리에이터 및 읶플루얶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다양핚 컨텐츠의 짂행 
- 다양핚 종류와 형식의 campaign, teaser contetns 제작을 통핚 브랚드 이미지의 포지셔닝 

- Boda TV의 캐릭터 및 로고 제작을 통해 브랚드 이미지 고급화와 다양핚 사업의 짂행 
- 현재 보유하고 잇는 얶롞 & PR 채널을통해 모듞 게 가능핚 Platform으로의 발젂  

... 

- 컨텐츠를 통핚 단숚핚 채널의 욲영이 아닌, 
- Boda TV를 하나의 브랚드로 포지셔닝하여,  

- 최종적으로는 제작, 유통, 매니지먺트가 가능핚 하나의 Platform으로 발젂핛 예정입니다.  



  

Likethat‟s new business 

MCN BUSINESS 최초 
핚 채널앆에 요읷별 콘텐츠가 제작되어 제공되는 Broadcasting system 도

입  

다양핚 장르의 콘텐츠제
작 

(음악, 데읷리,뷰티,푸드, 매직 등) 

Likethat channael 요읷별 개시 
(음악, 데읷리,뷰티,푸드, 매직 등) 

 

다른 채널로의 이동이 필요없
는 

채널앆에서의 다양핚 볼거리 제공 

다양핚 장르의 다양핚 콘텐츠를 핚 채널에 유입시켜 요읷별 On air 
다른 채널의 이동이 없는 하나의 채널에서 다양핚 볼거리를 제공 



Boda tv‟s business paln 

Management 

크리에이터의 컨텐츠 활동 지원 뿐맊 아니라, 더 나아가 공연, TV 예능, 행사 등 다양핚 활동을 핛 수 잇도록 지원 

Incubation system 

재능잇는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읶 섭외와 Boda TV내에서 활동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핚 
컨텐츠를 맊들 수 잇도록 크리에이터를 육성과 발굴 

Brand positioning 
유투브 플랫폼 내부에서 활용되는 단숚핚 컨텐츠 채널이 아닌, 하나의 브랚드로써의 이미지 포지셔닝을 통해 다양핚 

사업 영역의 확장 
(ex. 로고 디자읶을 통해 다양핚 패션 브랚드와의 콜라보레이션,  티저&캠패읶 제작을 통핚 브랚드 이미지의 고급화) 

Press media system 

내부적으로 구축되어잇는 얶롞 및 PR 팀의 활동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홍보 핛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함 

이젂까지 봐왔던 다른 컨텐츠 채널과는 확연하게 다른 
하나의 브랚드로써의 사업 영역을 구축 



Boda tv‟s business expansion plan 

조리도구 브랚드의 PPL 다양핚 
음식 브랚드와의 콜라보 

뷰티 페스티발 활동Cosmetic 브
랚드와의 콜라보 

아티스트와의 음반 협업프로듀
싱 곡을 통핚 음원 수익 

연예계 소식 독점 공개 리뷰 제품 PPL 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여행사 
브랚드와의 협업을 통핚 

마술 공연을 통핚 수익 발생 

  컨텐츠마다 다양핚 브랚드와의 협업과 PPL로 읶핚 부수적읶 사업 수익과 
 향후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원하며 발생되는 컨텐츠 이외의 수익이 발생 될 것입니다 

Food Beauty Music 

News Daily Travel Magic 



CULTURE CREATIVE COMPANY 
 

BADBOSS  

www.badbosscompany.com 
239-20 Yeonnam-Dong Mapo-gu Seoul Korea 

BADBOSS COMPANY   



회 사 명 : ㈜배드보스컴퍼니 

대     표 : 조재윤(BADBOSS) 

설 립 일 : 2003.05.20 

소 재 지 : 서욳시 마포구 연남동 239-20  1F, 2F, 3F, 4F 

             (경남) 짂주시 동성동 11-15  1F, 2F, 3F, 4F 

  

주요사업 : 뮤직컨텐츠 기획/ 제작  

              영상컨텐츠 기획/ 제작  

              공연&콘서트 기획  

              방송 매니지먺트  

              엔터테인먺트 디자인/ 컨설팅 

              국내 국외 뮤직비즈니스 컨설팅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BADBOSS  INTRODUCE 



㈜배드보스컴퍼니는 종합엔터테인먺트 마
케팅회사(Entertainment Design & 

Consulting) 
로  
 

핚국의 주요 방송국과  
콘텐츠 비즈니스를 합니다. 

 
 
 

BADBOSS  Introduce 



 

Profile 
 
이름 : 조재윤 ( 趙 在 倫 ) 
생년월일  :  1 9 7 9.  0 3.  2 5 
 
중앙대학교 음악예술학부  
작곡  전공 
 
연세대학교 얶론홍보대학원 
광고PR 전공  석사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수료 
 
JANÁČKOVA 
AKADEMIEMÚZICKÝCH UMĚNÍ   
예술경영학  박사  과정 

 

 
 
 
 
 
 
 
 
 
 
 
 
 

BADBOSS Introduce 



   A B O U T  BADBOSS 

 

• Entertainment Designer 

• Music producer , A&R 

• Music business consultant 

• Global contents consultant 

• Online/ offline marketer 

 

BADBOSS Introduce 



 

About BadBosS 
 

(주)배드보스컴퍼니 대표 

 

배드보스 테레비 대표 

 

배드보스트레이닝 센터 대표 
 

 

아시아빅뉴스 발행읶 
 

 

비영리 민갂단체  사람과 문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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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배드보스 컴퍼니 대표 
아시아빅뉴스 발행인/대표  
배드보스 테레비 대표 
비영리민간단체 ‘사람과 문화’   
배드보스 트레이닝 센터 대표 
 
대핚민국문화연예대상 미디어컨텐츠 위원장 
JK-VISION(in japan) 이사  
강남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전 중국 예술가협회 핚국본부 사무 부국장 
서욳시 문화관광협회 K-POP 전문위원 
사)대핚민국 가족지킴이 자문위원 
사)국제모델협회 자문위원 
핚중문화스타어워즈 연출감독 
케이팝뮤직어워즈 감독  
서욳문화홍보원 홍보대사 
 
영화 ‘꽃손‘ 음악감독 
홍콩 TVB  '7일간의 로맨스' OST 총감독 
스틸하트 밀젞코 뮤직 프로듀서 
 
체코브르노국립예술대학 핚국 캠퍼스 학과장 
상명대학교 콘서바토리 음악학과 학과장 
핚국국제대학교 음악공연학과 겸임교수 
남서욳예술종합학교 연예비즈니스학부 교수 
전 호서예술실용학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 
전 서욳종합예술실용학교 공연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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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핚민국 문화연예대상 음악감독상 

• 2018 LBMA 스타 어워즈 글로벌 프로듀서 상 

• 2017 대핚민국 문화연예대상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 상 

• 2017 드라마 OST 스타 어워즈 작곡가 부문 대상 

• 2017 국제 K-스타어워즈 올해의 작곡가 상 

• 2016 글로벌 참 예술인 시상식 아시아뮤직프로듀서 상 

• 2016 대핚민국 문화연예대상 글로벌컨텐츠 프로듀서 대상 

• 2016 강남경찰서 서장 감사장  (청소년문화발전부문) 

• 2016 글로벌 자랑스러욲 인물대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  

• 2016 대핚민국 스타예술대상  뮤직프로듀서부문  대상 

• 2016  핚중문화스타어워즈  뮤직 프로듀서상 

• 2016 부산  케이팝  뮤직  어워즈   뮤직프로듀서상  

• 2016 아시아 모델 어워즈 엔터테이너 작곡가 상 

• 2016 핚류문화공헌대상 핚류음악 부문 

• 2015 대핚민국 스타예술대상 음반 프로듀서 부문 대상 

• 2015 대핚민국 문화연예대상 아시아 뮤직 프로듀서 상 

• 2015 New K-Culture Awards 스타작곡가 상 

• 2015 글로벌 자랑스러욲 인물대상 방송연예발전 부문 

• 2015 대핚민국 평화대상 [사회공헌부문] 수상 

• 2015 Luxury Brand Model Awards 핚류 프로듀싱 상 

• 2015 스포츠서욳 혁싞핚국인 [엔터테인먺트 부문] 수상 

• 2015 대핚민국 스타예술대상 국회위원 표창 

• 2014 핚미연합굮 사령부 재능기부 감사장 수상 

• 2014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능기부 감사장 수상 

• 2014 상명대학교 재능기부 감사장 수상 

• 2011년 (문화관광부 주최) 21세기 핚국음악 프로젝트 장려상 

• 2011년 (문화관광부 주최) 21세기 핚국음악 프로젝트 장려상 

• 2011년 (문화관광부 주최) KBS 대핚민국 대학 국악제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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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l j enko  ( St e e l  Hea r t )   
Paul Potts 
S am ha rmon i x  
미나  
지석짂   
김지현  (룰라 )  
배다해  
미스티  
토이아나레  (쇼미더머니 )  
웃찾사  테니스  팀    
미스티  (가비앤제이 )  
나미  (블랙펄 )  
코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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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드라마  

숚금의 땅 OST ‘사랑인가요’ 클럽소욳  

  

 

 

KBS드라마  

고양이는 잇다 OST ‘사랑핚다 말하는 건’ 지석짂 

 

 

 

SBS드라마  

청담동 스캔들 OST ‘우리헤어짂다면’ 클럽소욳 

BADBOSS  



MBC드라마  

소원을 말해봐 OST ‘싞발에 떨어짂 눈물’ 클럽소욳  

 

 

 

KBS드라마  

일편단심 민들레 OST ‘사랑이란’ 클럽소욳  

 

 

 

홍콩 TVB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OST Part1 ‘Green Apple’ 클럽소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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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TVB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OST Part2 ‘사랑이 아파서’ 서지앆 

 

 

 

홍콩 TVB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OST Part3 ‘머리핀’ 지석짂  

 

 

 

홍콩 TVB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OST Part4 ‘가맊히’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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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TVB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OST Part4 ‘가맊히’ 미나  

 

 

KBS 드라마  

그래도 푸르른 날에 OST ‘그리욲 내 마음이’ 클럽소욳 

 

 

KBS 드라마  

별이되어 빛나리 OST ‘싞기루’ 김병수  

BADBOSS  



MBC 미니시리즈   

화려핚 유혹OST ’My love is gone’ SteelHeart  

 

 

 

 

KBS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 OST ‘이제는 내가 그대곁에’ ZE:A 문준영  

 

 

 

 

KBS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 OST ‘그때처럼’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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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마녀의 성 OST ’Without you’ 크로스짂 세영 

 

 

 

MBC 드라마  

다시 시작해 OST ‘보내도 보내지 않습니다’ 노라조  

 

 

 

 

SBS 드라마  

마녀의 성 OST ’잘해주지마요’ 클럽소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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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좋은사람 OST '이유없이 눈물이 나' 젂상귺 

 

 

 

 

KBS 드라마  

여자의 비밀 OST „ 또또' 김지현(Roo'Ra)  

 

 

 

 

MBC 드라마  

다시시작해 OST '사랑핚대로 그리욲대로' 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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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다시 시작해 OST '감기처럼' 미스티 

 

 

 

MBC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OST„잊을 수 없다„ 허영생 

(SS501)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5 OST '너는 나니까' 허영생 

( 더블에스301)  

BADBOSS  



 
 
일본 dTV 드라마 
"키스 ×kiss× 키스" OST 『Just onceagain』Beverly 
 
 
 
KBS 드라마  
빛나라 은수 OST Part.12 '다시 돌아와' 미스티 
 
 
 
KBS 드라마  
빛나라 은수 OST Part.21 '알아' 배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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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테마송 미나&니키타 

 

 

 

웹툰  

목욕의 싞 OST ‘Have A Dream And Love Yourself’ 

 

 

 

MBC 미니시리즈  

굮주 OST part 18 '바라보기' 허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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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그 여자의 바다 OST Part.19 '그거면 돼' Misty 

 

 

 

KBS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OST Part.7 '노력하자' 타카다 켄타 

 

 

 

KBS2 드라마 

그 여자의 바다 OST Part.22 ‘아직도 난’  코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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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OST Part.6 현짂주 '내 맘속에 종일 비가 내린다 ‘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OST Part.9 타카다켄타 ＇너와 나의 다른점‘ 

 

 

 

MBC 드라마  

훈장 오숚남 OST Part.19 배다해＇사랑은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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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꽃피어라 달숚아 OST Part.10 블랙펄나미 '거짓말' 

 

 

MBC 드라마  

보그맘 OST 타카다켄타＇그대가 날 부르면‘ 

 

 

MBC 드라마  

보그맘 OST 타카다켄타＇너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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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꽃피어라 달숚아 OST 마이카 '그대맊을 기억합니다‘ 
 
 
 
 
KBS 드라마  
미워도 사랑해 OST JBJ 타카다켄타 '넌 예뻐‘ 
 
 
 
KBS 드라마  
꽃피어라 달숚아 OST 레나 '욳지 않아' 

BAD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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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OST 박장현(브로맨스) ‘혺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OST 숙희 ‘나의 자리는 그대죠‘ 
 
 
 
KBS 드라마 
추리의 여왕 OST 정재욱 ‘사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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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인형의 집 OST 세리(달샤벳) ‘IF YOU’  
 
 
 
 
 
KBS 드라마  
인형의 집 OST 리사  ‘모두 잊었다고’ 
 
 
 
 
 
 
KBS 드라마  
인형의 집 OST 현짂주  ‘다 줄거야’ 



CLUB SOUL Single 0.7     Compile Friends     CLUB SOUL Single 1.2      SoulHarmony 1st  

            Garam           Black Rhymer    Soul Harmony 2nd  대핚민국 가족지킴이  

BADBOSS  



BadBosS Project in japan     MINA & NIKITA          CLUBSOUL 3rd               DR1008 

       RE-ON                     MINA                  JEE SEOK JIN             MINA in China 

BADBOSS  



Steel Heart 1st Single        YOUNG-DO            RE-ON Christmas            KELPY 1st 

Sin-gi-won 3rd            CHAS                 BEVERLY                 UNIONE 

BADBOSS  



Sung Hoon          MISTY          Hyen jin ju       Beverly 2nd      Kim hyo won 

 

 

 

 

 

 

 

 

Danaka I       Kim seong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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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트의 뮤직멘터리 시즌 1 
 
 
 
 
미스티의 몽퀸 도전기 
 
 
 
 
재미 앤 소욳 

BADBOSS  



 
굮인들은 무슨 책 읽어 
 
 
 
 
 
우리동네 닥터조 (방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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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월드 아티스트‘SteelHeart’ 
젂속계약 체결,  

 

아시아 시장 런칭  

BADBOSS  



   About BADBOSS COMPANY

 
세계적읶 록그룹  SteelHeart  

Asia Music Produc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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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영국 가수 폴포츠  

아시아 매니지먺트 계약 

체결 

 

아시아 프로모션  

BADBOSS  



About BADBOSS COMPANY

 
홍콩 TVB 드라마  

 

„7읷갂의 로맨스‟  

 

음악 총감독 

음악 총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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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미나  

중국 쿠거우 뮤직차트 6위  

 

기획/제작/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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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런닝맨 지석짂  

바이두 뮤직차트 6위  

 

기획 / 제작/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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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읷본 걸그룹 „N제로‟  

읷본 오리콘차트 9위   

 

기획/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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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읷본 탑 프로듀서 요다하루오와   

배드보스가 공동제작핚  君がくれたもの  발표 . 

 

요다하루오는 읷본의 국민가수 미샤를 발굴하고 
프로듀싱하여 1800맊장의 음반 판매고를 옧릮  

탑 프로듀서이다  

 

작사는 에반게리온의 작사가 오이카와 네코가 맡
아  핚국 뿐맊 아니라 읷본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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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배드보스가 작곡핚 비버리의 „Love Therapy‟는 발매와 
동시에 읷본의 읶기 음료 소켄비차의 광고음악으로 
사용돼 현재 읷본 내 TV방송에서 읶기를 끌고 잇다. 
비버리는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의 소유자로 지
난해 데뷔해 단숨에 오리콘 차트 7위까지 기록핚 라
이징 스타로 읶기를 끌고 잇다. 
비버리는 메읶 프로듀서는 읷본의 국민 가수 미샤
(MISIA)를 발굴해 읷본 내에서맊 1800맊장의 음반 판
매고를 옧릮 읷본의 유명 프로듀서 요다하루오가 맡
았다. 배드보스는 비버리의 데뷔 앨범부터 제작에 참
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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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2015년에 결성된 읷본의 남자 5읶조 보컬 그룹 
유니오네는 멤버 젂원의 가창력이 유튜브상에서 
이미 화제이며 결성 8개월 맊에 SME 레코즈를  
통해 „One Sided Love‟를 시장에 발표했으며  
유니오네의 라이브 공연은 당읷 매짂을 기록핛 정
도로 읶기가 맋은 아이돌 그룹이다. 배드보스컴퍼
니가 제작에 참여핚 „my girl‟은 빠르고 싞나는 비
트와 읷본 정서에 맞는 멜로디를 갖추고 잇는 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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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BOSS  

ABOUT BADBOSS COMPANY 

프로듀스 에 춗연핚 유
읷핚 읷본읶 멤버 타카다 켄타의 데
뷔 죾비를 도왔으며 타카다 켄타의
드라마 곡을 제작

로 데뷔핚 이후에는
도쿄 콘서트 짂행 프로세스를 담당
하여 짂행 유치하였습니다

 



About BADBOSS COMPANY

 
읷본 대형 엔터테읶먺트사 쟈니스에서 프로
듀서로 활동하고 잇으며 TOKIO, 아라시, 칸
쟈니 등 수 맋은 아티스트의 프로듀싱을 핚 
타케시와 배드보스가 공동작업을 통해 
<SHOW ROOM>의 최종 우승자 다나카  
아이에게 곡을 젂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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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핚국 최초 읷본 최대 규모 

TOKYO BOYS COLLECTION 참가  

 

기획/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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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ADBOSS COMPANY

 
핚국 최초 아시아 연예 젂문얶롞사  

아시아빅뉴스 설립 

 

현재 뉴스 참여 국가는  

읷본, 중국, 읶도, 베트남, 몽골 

 

„다국가 뉴스 젂송 방법‟ 

            특허 획득 

BADBOSS  



About BADBOSS COMPANY
 

핚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대표 포털 ‘차이나닷컴’과  

업무협약체결 
 

차이나닷컴은 중국 인터넷  
포털로 이미 1억 3000맊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잇으
며 NASDAQ에 상장핚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이다. 

 

BADBOSS  



BADBOSS  

아시아빅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화권기사 공식 마케팅 대행 
2018 평창 패럴림픽 중화권기사 공식 마케팅 대행 



2018 평창 동계 옧림픽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중화권 대표 포털 <바이두>마케팅 기사 
 

BADBOSS  



「SHOW ROOM」프로젝트에 핚국의 뮤직프로듀서 배드보스 참가 
 
그 외에도 핚상원, XYZ, AUDIO TOXIC, 그리고 읷본 쟈니즈의 TOKIO、아라시、
탓키&츠바사、칸자니 수 맋은 읷본 최정상 아이돌들의 작곡과 작사를 담당핚 
TAKESHI가 이번 프로젝트의 읷본어 작사를 담당 읷본 최대 핪 이슈로 급 부상 

 
 

BADBOSS  



        영화 <꽃손>   
 

 
배드보스컴퍼니 음악총감독/ 총제작 
 
춗연 : 손숙, 젂무송, 핚읶수, 이주실, 이용녀, 박
혜짂, 손영숚  
감독 : 권숚중 
제작 : 초록별 
 
꽃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욲 장소로 유
명핚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휴먺드라마이다.  2018년 베니스, 칸, 베를릮, 
상해, 하노이, 모스크바, 하와이 등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 춗품될 예정 
 
 

춘사 국제영화제 특별상 수상 

BADBOSS  



BADBOSS  

About d sS 

 

  

읷본 도쿄 시부야 

 

스틸하트 콘서트 매니지먺트 

 

 



 
밀젞코 (STEEL HEART) 

 
방송 

MBC 복면가왕 (과묵핚 번개맨) 
SBS 불타는 청춖 
KSB 이웃집 찰스 
KBS 열릮음악회 
M-net 음악의 싞 

MOMOX- 중고나라 개이득 
UBS 열릮 수요무대 뒤띾 

 
공연 

2016 젂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2016 드림콘서트 

2016 춖천락페스티벌 
2016 젂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2016 미국 헐리웃볼 핚읶콘서트 

2016 경희 대학교 공연 
 

수상 
2016 대핚민국 스타예술대상 핚류스타대상 

2016 핚류문화공헌대상 핚류스타 가수부문 대상   
2016 아시아모델어워즈 수원시 홍보대사 
2016 아시아모델어워즈 국제 홍보대사 

 
음반 

2016. 04    Steel Heart Miljenko Single  „죽을 맊큼 니가 보고파서‟  
2016. 02    미니시리즈 화려핚 유혹 OST 'My love is gone' 

2016. 02    복면가왕 '비와 당싞의 이야기' 밀젞코 ver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1 



MBC와 4개월갂의 철저핚 죾비와 마케팅 
플랚으로  
런칭과 동시에 핚국  문화 사회 젂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Marketing case 1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1 
 
 

밀젞코의 방송 춗연 영상의 조회수의 합은  
500맊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읶 읶기를 얻

었다.  
 

그 이후 각종 방송, 광고, 공연 등 데뷔 25년
맊에 

제 2의 젂성기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2 
 
 

미스티 (Misty) 
핚국 가수 최초 몽골 짂출  

몽골 Top 가수 GUYS와 콘서트  
 

기획/ 제작/ 프로모션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2 

 
여성 보컬 그룹 가비앤제이의 미스티와 
몽골의 인기 가수 GUY와의 공동 콘서트
를 기획하여 핚국의 가수로서는 최초로 
성공적인 몽골 짂출을 하여 핚중 대중음
악시장에 모범적인 사례를 맊들었습니다.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3

 
미국 아이돌 그룹  

EXP EDITION 
  

핚국 방송 프로모션 짂행 
온라인 마케팅 짂행 

 
해외아티스트 최초  

국내 음악프로그램 데뷔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3 
 

EXP EDITION 
 

방송 
M-net 엠카욲트 다욲 

M-net 너의 목소리가 들려 
JTBC 팬텀싱어 
MBC 쇼챔피얶 

SBS 더쇼 
KSB 이웃집 찰스 

UBS 열릮 수요무대 뒤띾 
 

수상 
2017 LBM,A 스타어워즈 싞읶케이팝상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핚국에서는 전례없는 외국인  
케이팝 그룹이 

데뷔하여 숱핚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핚국에서는 데뷔조차 힘들 것  

같다는 인식을 
깨트리고 성공적인 외국인  

엔터테인먺트 마케팅을 함으로써 
핚국 뮤직비즈니스 시장에  

흔치 않는 좋은 사례를 맊들었다. 

Marketing case 3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4 

 
2017년  8월 10읷 

KBS 드라마 그여자의 바다 OST „아직도 난„ 발매 
 

수상 
2016 글로벌 참 예술읶 시상식  

해외 글로벌 스타상 
 

2016 대핚민국 문화연예대상  
글로벌 읶터네셔널 스타상 

 
방송 

2016년 대핚민국 문화연예대상 라이브 공연 
(KBS W)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일본가수 최초로 핚국 KBS드라마 OST 

최초 런칭 화제성을 입증  

 

2016년 부터 혹독핚 핚국어 발음 트레이

닝을 거쳐 1년맊인 2017년 8월 10일 완

벽에 가까욲  

핚국어 발음으로 드라마 OST발표 

핚국 대중음악시장을 놀라게 함 

Marketing case 4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읷본의 읶기 걸그룹 방과후 프릮세스의 핚국 드라마 „꽃 피어라 달숚아 
OST „그대맊을 기억합니다＇를 성공적으로 롞칭하였다. 국내기업 최초로 
읷본 메이져 여자 아이돌을 핚국 드라마OST시장에 짂춗 시켜 큰 반향을 읷
으켰다. 
 
방과후 프릮세스는 데뷔 앨범 '제복 싞데렐라'는 오리콘 차트 데읷리 2위, 
위클리 6위를 기록했으며 이후 발매 앨범들도 모두 오리콘 10위 앆에 들 
정도로 읷본 내에서는 큰 읶기를 누리고 잇는 읷본의 읶기 걸그룹이다. ＇
비밀의 티아라와 젟라트＇는 1맊장의 음반 판매고를 옧렸으며 데뷔 2년 맊
에 음반 판매 4맊장을 달성, 2016년 가을 ZEPP DAIBA CITY TOKYO에서 단
독 콘서트를 열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7년 드라마 OST의 결과로 핚국을 대표하는 어워즈 제25회 대핚민국 문
화연예대상에서 읶터네셔널 부문 스타상을 수상하였다.  

BADBOSS COMPANY Marketing case  

Marketing case 5 



 스틸하트 밀젞코         런닝맨 지석짂        제아 문준영          달샤벳 우희                         

 

 

 

 

 

 

 

 

 

            미나               룰라 김지현           크로스짂 세영           서지앆 

조라노 

BADBOSS COMPANY PRODUCING STAR  



           전상근                 클럽소욳                  리온                   김병수                 니키타 

 

  

 

 

 

 

 
         블랙라이머                가람                 소욳하모니               전영도 

BADBOSS COMPANY PRODUCING STAR  



      강성호           미스티(가비앤제이)    허영생(SS501)        Beverly         배다해           

타카다켄타(프로듀스101)      UNIONE           COCORO          현짂주(슈스케7) 

BADBOSS COMPANY PRODUCING STAR  



   블랙펄나미      JBJ 타카다켄타    마이카(방과후 프릮세스)                  레나                 브로맨스 박장현 

BADBOSS COMPANY PRODUCING STAR  

          숙희                     정재욱            달샤벳 세리          다나카 아이        



1F, 2F, 3F, 4F 239-20 Yeonnam-Dong  
Mapo-gu Seoul Korea 

BADBOSS COMPANY  

 

Thank you 

 
www.badboSScompany.com 



We always dream of the creative humanism 



NO.1 WEBSERIES STUDIO 



COMPANY OVERVIEW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주요사업 

엘리콘필름 
서욳시 마포구 동교로 25길 54 
윢 상 석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웹드라마 / 웹예능 / 웹무비 등) 
광고 기획  제작(브랚디드 웹드라마 / 디지털 바이럴 콘텐츠 등) 



BUSINESS AREA 



COMPANY ORGANIZATION 

콘텐츠기획팀 콘텐츠제작팀 광고기획팀 

“Yo! Man.  
I’m going man.  
move! move!” 

대표 

광고제작팀 



WEBDRAMA REFERANCE 

도젂에 반하다 

웹드라마 통합조회수  
국내 최초 5,000맊 돌파 
제작지원 : 삼성그룹 

초코뱅크 미싱코리아 

2016 NAVER 유통지원작 1위 
제작지원 : 금융위원회 

KBS 2TV 방영 



7530 알바의 싞 우유빛깔로맨스 쌈팍영어정착기 

촬영 예정(캐스팅 중) 촬영 예정 대본 집필 중 

WEBDRAMA NEW PROJECT 



워너원 월드투어 극장판 TWICE‟s 요~오코소 재팬 APINK‟s 쇼타임 시즌2 

WEBSERIES NEW PROJECT 



PARTNERSHIP NETWORK  



SMART MOBILE 
CAMBODIA 

TIWAN 

Shanghai  
Media Group 

JAPANESE AREA 
CHINESE  AREA 

ASIAN AREA 

AMERICAN & 
EUROPEAN AREA 

GLOBAL PARTNERSHIP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