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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W, Inc

글로벌 아티스트& 컨텐츠 프로듀싱 컴퍼니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  RBW, Inc」

RBW는 CNBLUE, 휘성, 박신혜, GEEKS, 포미닛 등 수많은 K-POP 아티스트들을 프로듀싱 했던 작곡가 김도훈, 김진우, 황성진이 설립한 K-POP 한류

컨텐츠 제작 전문 회사 입니다. 저희 RBW는 “RBW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시스템" 을 기반으로, OEM 방식 국내 외 아티스트 & 컨텐츠 제작, 전속 아

티스트 제작(마마무, 베이식, 양파 등), 해외 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신개념 뮤직게임쇼 / 포맷명: RE:BIRTH), K-POP 교육연수 프로그램 & 투어

(1달, 1주) 등 K-POP 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 상품을 개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전속아티스트
기획 & 제작

해외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

홍보-마케팅
대행 서비스 (국내, 국외)

OEM방식 아티스트 &
뮤직 프로덕션

K-POP 교육연수 프로
그램 & 투어 (1달, 1주)



RBW, Inc

회사연혁

2010 03 ㈜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시 법인 설립(김진우 대표이사 취임)

2011 08 ㈜모던앤브릿지 통합법인 설립(김진우, 김형규 공동대표이사 취임)

2012 03 ㈜WA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김도훈 대표이사 취임)

2013 08 통합법인 ㈜모던앤브릿지가 ㈜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시, ㈜모던K로 기업분할

2013 09 ㈜큐브엔터테인먼트와 B2ST, 4MINUTE 인도네시아 공식에이전트 계약체결

2014 01 해외용 방송프로그램 (Re:Birth) 포맷 저작권 등록 (한국 저작권 위원회)

2014 02 2014 KOTRA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문두스) 기업선정

2014 03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제20140103411호)

2014 04 기업부설연구소(미디어 & 콘텐츠 연구소) 인증 (미래창조과학부 제2014111725호)

2014 05 ㈜더블유에쓰엔터테인먼트 백지영 베트남 공식에이전트 계약체결

2014 08 ㈜키이스트와 “이현우 신인밴드” 공동제작 계약 및 “음악 프로듀싱” 업무협업 MOU체결

2014 10 KTB네트워크 프로젝트 투자유치 (Re:Birth 프로젝트, 10억)

2014 11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와 음악프로듀싱에 관한 업무협업 MOU체결

2014 11 ㈜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시 1차 유상증자 (자본금:0.5억 -> 3.5억)

2015 02 본사 이전 (장안동 365-4 글로벌 트레이닝센터 )

2015 02 ㈜WA엔터테인먼트와 ㈜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시 합병 (권리 양수도 방식)

2015 02 통합법인 ㈜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시 사명변경 – ㈜알비더블유 RBW, Inc (김진우, 김도훈 공동 대표이사 취임) 2차 유상증자 (자본금 3.5억 -> 4.9억)

2015 02 프로듀서 김도훈, 이상호, 서용배, 최용찬, 박우상, 권석홍 공식 소속 계약 체결

2015 03 2015 KOTRA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문두스) 기업선정

2015 07 KTB네트워크, 한국투자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NHN에서 70억 원 투자유치 (자본금 4.9억 -> 7.1억)

2015 09 네이버 주식회사 V app 베트남 홍보-마케팅대행 계약 체결

2016 01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공모 2016 청년취업아카데미 ‘엔터비즈니스 인재양성’ 연수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

2016 03 2016 KOTRA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문두스) 기업선정

글로벌 한류수출을 담당하는 「RBW, Inc」의 발자취

벤처기업 인증
(제 20140103411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제 2014111725호)



RBW, Inc

주주구성

법인명 ㈜알비더블유 사업자등록번호 211-88-40371

법인등록번호 110111-4297944 대표이사 김진우, 김도훈

본사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로 20길
서희스타힐스 지하1층

종업원수 40명

자본금 718,735,000원 설립일 2013년 8월 26일

현재 주주구성

29.2

29.2

31.7

5.6 4.3

김진우

김도훈

기관투자(KTB, NHN, 한투파, 포스코기술투자)

임직원 등

기타



RBW, Inc

대표이사 소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문화컨텐츠 기업이 되겠습니다.

“RBW는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한 ‘차세대 한류’를 지향합니다. 기존의 한류수출 방식을 넘어, 전세계 각국에 ‘한류’를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문화컨텐츠’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우 대표이사 (Chief Executive Officer / 대중예술경영인)

프로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대학원 음악비즈니스 석사 수료
– 전 (주)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시 대표이사
– 전 한국콘서바토리 겸임교수
– 전 동아방송대학 외래교수(음악비즈니스)
– 전 (주)모던앤브릿지 대표이사
– 전 (주)WA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현 (주)RBW 대표이사
– 현 (주)모던케이 이사

수상내역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청년기업인상
–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표창
– 2016년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대중문화부문 최우수상

김도훈 대표이사 (Chief Executive Producer / 대표음악프로듀서)

프로필
– 홍익대학교 중퇴
– 전 (주)WA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전 (주)뮤직큐브 이사
– 현 (주)RBW 대표이사
– 현 (주)모던케이 이사
– 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

수상내역
– 2011년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락부문 작곡가상
– 2014년 제6회 멜론뮤직어워드 송라이터상
– 2015년 제4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작곡가상
– 2015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 대상 시상식’작곡

부문 대상



RBW, Inc

대표이사 김진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해 가는 벤처사업가, 대중예술경영인

수상내역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청년기업인상

–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표창

– 2016년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대중문화부문 최우수상

– 2016년 한국폴리텍대학 출범 10주년 기념식 감사패

기업인증

– 2014.02 KOTRA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선정

– 2014.03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제20140103411호)

– 2014.04 기업부설연구소(미디어 & 콘텐츠 연구소) 인증

– 2016.03 KOTRA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선정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청년기업인상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표창

2016년 지식경영대상대중

문화부문 최우수상 수상

KOTRA 서비스업해외진출

선도기업육성사업 선정

벤처기업인증(기술보증기

금제20140103411호)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청년기업인상>
<2013년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부부 방문>
<2015년~현재 각종 컨퍼런스 및 시상식 참여>



RBW, Inc

대표 프로듀서 김도훈

지난 10년간 히트곡 최다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2004~2014년도 기준)

김도훈, 65

조영수, 63

테디, 41

박진영, 33지드래곤, 28

박근태, 26

방시혁, 22

용감한형제, 21

이민수, 18

이상호, 16

민명기, 15

류재현, 14
전해성, 14

김건우, 13 이단옆차기, 12

2AM
너도 나처럼

씨앤블루
Hey You

케이윌
니가 필요해

아이유
하루끝

FT아일랜드
좋겠어

지나
2HOT

에일리
보여줄께

케이윌
LOVE BLOSSOM

긱스(GEEKS)
어때

백지영
잊지말아요

시스타
Give it to me

S4
She is my girl

Dal★shabet
있기없기

소유,정기고
썸

SHU-I
기죽지마

S.O.S
Drop It Low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14487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15911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13261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19680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30383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21231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33387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74272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377003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163246


RBW, Inc

이사진 및 프로듀서

RBW의 핵심인력

본사는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성진 / 작사가, 프로듀서

- ㈜RBW이사
- 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 SG 워너비, 씨야 비스트, 포미닛, 

에프터스쿨, 거미, 시크릿, 다비치, 
이승기, 휘성, G.NA, 걸스데이, 
서인국, 김형중, 티아라, B1A4, 크레
용팝, 먼데이키즈, 등 다수 작곡 및
프로듀싱

이근철 / 전략사업기획, 프로듀서

- ㈜RBW 이사
- 해외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일본 리츠메이칸APU 국제경영 이수
- 삼성네트웍스 신사업 개발
- 삼성SDS 글로벌 BIZ 컨설팅
- 쿨, 싱스, 타임 등 제작 및 작곡

권석홍 / 편곡가, 프로듀서

- ㈜RBW 프로듀서
- 이선희 30주년 공연 및 전국투어
- (2014), 이승기 <희망 콘서트>, 

바이브 <Vibe in Praha> 앨범 & 
공연, MBC [나는 가수다] ,중국
[나는 가수다], KBS [불후의 명곡]  
등 다수 오케스트라 감독 및 편곡

이상호 / 작곡가, 프로듀서

- ㈜RBW 이사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
- 비스트, 포미닛, 티아라, 씨엔블루, 

FT아일랜드, 이승기, 팬텀, 주니엘
B1A4, AOA, 마마무, 2AM, G.NA,
케이윌, GEEKS 등 다수 작곡 및
작사

김형규 / 교육사업기획, 프로듀서

- ㈜RBW 이사
- ㈜모던케이 대표이사
- ㈜큐브엔터테인먼트 이사
- 동아방송대, 경희대 외래교수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졸업
- 경희대학교 실용음악전공 석사과정
- 신화, 성시경, 쿨, 빅마마, 더원, 

은지원 등 다수 작품 및 세션 활동

송준호 / 작사가, 보컬디렉터

- ㈜RBW 인사총무부 부장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MBC 드라마 ‘아현동 마님‘, ‘멈출 수

없어‘, ‘왔다 장보리‘OST 및 이브, 
태후, 홍경민, 서영은&TIME, 원도
연, 박민규, 골드멤버, 휘성, 가비앤
제이 등 앨범 참여 / 마마무, 이현우, 
이지민, 스텐딩에그, Lyn 등 보컬
디렉팅

서용배 / 작곡가, 프로듀서

- ㈜RBW 프로듀서
- B1A4, 비스트, 지나, 서인영, 에일리, 
- BTOB, Nuest, Action, 포미닛, 

아이비, 먼데이키즈,, 투윤, 씨스타, 
S4, SOS, 오렌지캬라멜, 에프터스
쿨, 이미쉘,MBLAQ, HOMME, 인피
니트, 소유&정기고, 효린, 여자친구, 
알리, 헬로비너스, 현아,  등 다수
작곡 및 프로듀싱

- ㈜RBW부사장, CFO
- KICPA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Ernst & Young HANYOUNG
회계법인근무

- Samjong KPMG 회계법인 근무
- LOTTE Group,NH financial Group 외다수

기업의Audit 및K-IFRS adoption service
- DeRAMA Postpartum Clinic and

Medical  Center, CFO

김경호 / 부사장, CFO 임인용 / 부사장, 홍보매니지먼트 사업부문 대표

- ㈜RBW부사장, 매니지먼트사업부문 대표
- 전)CJ E&M 음악사업부문 매니지먼트 이사

로이킴,정준영,손호영,홍대광,박보람 등
- 전)m.net 슈퍼스타k 매니지먼트 총괄
-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무대공연부 위원



RBW, Inc

회사전경

사업을 총괄하는 본사의 시설 인프라 (700여 평 규모)

< 회사 입구 > < 회사 내부 > < 사무실 >

< 스타일지원실 > < 녹음실 1 > < 녹음실 2 >

< 안무 연습실 > < 프로듀서 작업실 > < 대회의실 >

< 합주실 >

< 카페테리아 >

< 공연무대 – 공사 중 >



RBW, Inc

해외진출 현황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보하며 해외진출

RBW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뮤직 비즈니스 사업을 위해 현지법인 설립 및 현지 파트너와의 비즈

니스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본사)

일본(파트너)

베트남(법인)

중국 (파트너)

인도네시아(파트너)

태국(파트너)

■해외진출현황

국가 법인명 주소

China
미정 -

Vietnam
RBW Vietnam Co., Ltd. 1st, 2nd FL, 33 Noi Khu Hung Phuoc 4 St, Tan Phong Ward, District 7, HCMC, Ho Chi Minh city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7&docId=1846363&categoryId=188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7&docId=1687327&categoryId=152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7&docId=956621&categoryId=152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7&docId=1022739&categoryId=2076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7&docId=1687327&categoryId=1522


사업소개2

RBW, Inc



RBW, Inc

RBW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시스템 (Rbw Artist Incubating SystEm / RAISe) 

RBW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시스템 (Rbw Artist Incubating SystEm / RAISe)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데뷔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모든 업무요소(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및 앨범 프로덕션 등)들을 매뉴얼화하고 아티

스트의 성장곡선,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스케쥴링하는 RBW의 효율적인 제작시스템 입니다.

CASTING TRAINING PRODUCING
PRODUCTION

(MV, 안무, 의상)
DEBUT

CASTING

TRAINING

PRODUCING

PRODUCTION

DEBUT

✔ 전문 프로듀서의 예비 아티스트 선발 및 평가

아티스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댄스, 보컬, 무대 등 다양한 트레이닝 진행

아티스트 스타일에 맞는 음악 제작 진행 (작사, 작곡, 마스터링 등 일체)

아티스트 개개인의 스타일, 의상 등 컨셉 설정. 안무 제작, MV 촬영 지원

아티스트 데뷔

✔

✔

✔

✔



RBW, Inc

주요사업 - ① OEM 방식 아티스트 & 뮤직 프로덕션

국내/해외 기획사의 제작 의뢰를 통한 음악 및 아티스트 개발

RBW는 아티스트 캐스팅 , 아티스트 트레이닝, 음악 프로듀싱, 의상 및 스타일 컨설팅, 앨범프로덕션 등 고객의 환경과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제작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BW의 제작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엔터테인먼트사 설립 시 들어가는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RBW 시스템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켜,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의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LYN SEVENSENSE S.I.N.G FRIDAY

S4 S.O.S SHU-I CODE-V TUNG LEE LIME

TRAINING, MUSIC PRODUCING,
PRODUCTION

TRAINING, MUSIC PRODUCING TRAINING, MUSIC PRODUCING TRAINING

CASTING, TRAINING, 
MUSIC PRODUCTION

CASTING, TRAINING, 
MUSIC PRODUCTION

MUSIC PRODUCTION CASTING, TRAINING, 
MUSIC PRODUCING

CASTING, TRAINING, 
MUSIC PRODUCTION

CASTING, TRAINING, 
MUSIC PRODUCTION

XL

TRAINING



RBW, Inc

주요사업 - ① OEM 방식 아티스트 & 뮤직 프로덕션

RBW가 기획, 제작한 프로젝트 앨범

김도훈 메인프로듀서를 포함한 In-house 프로듀서들의 다양한 장르의 신곡들과 다양한 가창자들의 콜라보 음원 제작 프로젝트. 현재 “김도훈 프로

젝트”, “아티스트 다이어리프로젝트”, “레인보우브릿지프로젝트” 등의 프로젝트 네임으로 꾸준히 발매되고 있습니다.  2014년 “아티스트다이어리 프

로젝트”로 발매된 스탠딩에그의 “내게기대”는 “멜론 어워즈 2014”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디싱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남규리&결
처음 본 남자 그리고 여자

휘성
너라는 명작

브라이언
프리티우먼(feat.마리오)

일레븐메디컬사운드
Music is one(feat.한해)

연지
여자나이 서른쯤

박기영
아파도 잠시더라

스탠딩에그
내게 기대(feat. 박세영)

이정
너 없는 내일

팬텀
Phantom City

박세영
Shall we dance

이민용
스킨십(feat. 안영미)

조세호&남창희
새마을운동

지나, 산체스
Beautiful Day

박신혜
My Dear

소울스타
비 오는 거리

쥬니엘
감동이 필요해

이광조,우순실,남궁옥분
K-POP Classic

크레용팝(소울)
Y-Shirt



RBW, Inc

주요사업 - ② 전속 아티스트 기획 & 제작

MAMAMOO

축적된 아티스트 & 뮤직 프로덕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티스트들의 전속 권리를 확보하여, 직접 제작, 홍보, 매니지먼트하고 있습니다.

솔라(Solar), 문별(Moon Byul), 휘인(Whee In), 화사(Hwa Sa)로 이루어진 4인조 걸그룹 마마무(MAMAMOO)

 2014 서울 Success Awards 신인상 수상
 2014 제4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신인상 여자그룹 부분 수상
 2015 미국 빌보드가 주목하는 슈퍼루키 Top 5 선정

행복하지마
2014.01.09

행복하지마

썸남썸녀(Feat휘성)

2014.02.11

썸남썸녀

히히하헤호
2014.05.30

히히하헤호

Mr. 애매모호
2014.06.18

HELLO

Love Lane
2014.07.18

연애말고 결혼 OST Part 2

이 노래
2014.09.18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
녀 OST Part 1

Piano Man
2014.11.21
Piano Man

AHH OOP!
2015.04.02
AHH OOP!

Pink Funky
2015.06.19

음오아예

이니시아 네스트 OST

2015.09.16
Girl Crush

솔라감성 part. 1
2015.10.23

바보처럼 살았군요

솔라감성 part. 2
2015.12.11

그리움만 쌓이네

I Miss You 
2016.01.30
I Miss You 

1cm의 자존심
2016.02.12

1cm의 자존심

Melting
2016.02.26

넌 is 뭔들

LG G5 & Friends OST
2016.04.04

기대해도 좋은 날



RBW, Inc

주요사업 - ② 전속 아티스트 기획 & 제작 (MAMAMOO 소개영상)

* Youtube 영상링크: 클릭

https://youtu.be/y9SmZYKdu1w?list=PLZufQJ1z371QfQGa8eyMQ9tP2SvCjK1Fx


RBW, Inc

주요사업 - ② 전속 아티스트 기획 & 제작

Basick

Better Than The Best

2008. 03
Better Than The Best

Champion Pt.ll

2010. 04
Champion Pt.II

Miss Pretty

2011. 05
Miss Pretty

Classick

2011. 09
Basement

You Already Know

2012. 03
You Already Know

Pretty Girls 

2012. 09
Pretty Girls 

Don’t stop

2012. 10
Don’t stop

Boss

2012. 12
Boss

김치

2013. 04
Foundation Vol. 3 

Nice Life 

2013. 10
Nice Life (Feat. Paloalto) 

Therapy

2013. 11
Therapy

베이식 X 릴보이

2015. 10

연락해 (Feat. 화
사)

베이식(Basick)은 데뷔 8년 차의 실력파 래퍼. 2015년 ‘쇼미더머니4’에 출연하여 우승, CF업계 방송업계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대세 래퍼로 활약
하고 있다.

 2015 Mnet ‘Show Me The Money 4 ’ 우승

그 집 앞

2016. 01

그 집 앞



RBW, Inc

주요사업 - ② 전속 아티스트 기획 & 제작

Yangpa

애송이의 사랑
1996. 12

첫 번째 정규

알고 싶어요
1998. 01

두 번째 정규

A'DDIO
1999. 06

세 번째 정규

A Letter from Berkeley
1999. 06

스페셜 앨범

Perfume
2001. 04

네 번째 정규

The Windows of My Soul

2007. 05

다섯 번 째 정규

Elegy Nouveau
2011. 03

스페셜 앨범

L.O.V.E

2014.03

디지털 싱글

1996년 말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양파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단숨에 가요계를 사로 잡았다. 10대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급의
가창력으로 데뷔곡인 ‘애송이의 사랑’, '알고 싶어요', 'Addio'등 수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15년 ‘나는 가수다’ 시즌 3에서 ‘가왕’의 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나는 가수다’의 무대들을 통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더욱 풍부해진 감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과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직접 무대를 진두 지휘 하는 능력까지 다재
다능함을 인정 받았다. 

 2015 MBC ‘나는 가수다’ 시즌3 우승



RBW, Inc

주요사업 - ② 전속 아티스트 기획 & 제작 (Yangpa 소개영상)

* Youtube 영상링크: 클릭

https://youtu.be/zg4RARUfHbc?list=PLZufQJ1z371QfQGa8eyMQ9tP2SvCjK1Fx


RBW, Inc

주요사업 - ② 전속 아티스트 기획 & 제작

신인아티스트

매력적인 목소리로 보컬,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고루 갖춘 2015년 유망주인 감각적
싱어송라이터.

공식 데뷔 전부터 2014년 가요계에 핵 돌풍을
일으켰던 소유X정기고 ‘썸’을 작곡하며 대중들
에게 이름을 알려왔다. 그 외, 걸그룹 마마무
(MAMAMOO)의 히트곡 ‘Piano Man’의 작사,
작곡을 맡는 등 다수 음악 제작에 참여해 왔다.
이후, 자신이 직접 프로듀싱한 첫 번째 싱글앨
범 ‘I, I Love You’를 발매하면서 가수로서의 본
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OBROJECT eSNa VROMANCE

박장현, 박현규, 이찬동, 이현석으로 이루어진
남성 4인조 보컬그룹.

멤버 박장현은 ‘슈퍼스타K3’ 출신으로 이승철의
극찬을 받으며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인기 드라마 ‘상속자들’의 OST ‘Love Is…’, ‘두
사람’에 참여하면서 데뷔 전부터 실력 있는 아
티스트로서 입지를 다졌다.

2014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뮤직비디오
사이트 인위에타이의 ‘인위에타이 STAGE’에서
중국 커버곡 《没那么简单》로 연간 1위를 차지
하는 등 데뷔 전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감각적인 싱어송라이터 ‘에스나’ 남성 4인조 보컬그룹 ‘브로맨스’

오태석, 윤닭(오윤석)으로 이루어진 2인조 친형제 그
룹으로 ‘음악하는 형제’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그들만
의 음악 색깔을 보여주는 싱어송라이터로서 20대의
풋풋한 감성을 노래하는 실력파 듀오이다.

2014년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오브로젝트’s Best
Friend’를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고
2015년 4월, 자작곡이자 두 번째 디지털 싱글 ‘거짓말
이잖아’를 공개로 송라이터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다.

음악하는 형제 ‘오브로젝트’

Best Friend

2014. 09

거짓말이잖아

2015. 04

가볍게 한잔해

2015. 07

I, I Love You

2014. 08

A Little Lovin

2015. 02

eSNa The Singer

2015. 10
Love Is…

2013. 10

두 사람

2013. 10

벌써 겨울

2016. 02Feel So Good

2016. 02

무지개

2016. 03



RBW, Inc

주요사업 - ② 전속 아티스트 기획 & 제작 (VROMANCE 소개영상)

* Youtube 영상링크: 클릭

https://youtu.be/BKLc6TpVy1Q?list=PLZufQJ1z371QfQGa8eyMQ9tP2SvCjK1Fx


RBW, Inc

주요사업 - ③ 해외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

해외방송용 기획 및 공동제작

한국의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외국의 아티스트자원을 뽑고 육성하는 내용으로 한국과 현지 멀티로케이션으로 진행되는 리얼리티 뮤직

게임쇼(포맷명: Re:Birth)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에서 기획제작 방송하였으며 현재 중국, 베트남시즌2를 기획 중입니다.

- 제작국가 : 인도네시아, 한국
- 메인 스폰서 : 삼성전자
- 방송국 : Indosiar
- 방영시간 : 2012.2.19~2012.7.1 (20회) 
※ 일요일 프라임 시간대 20:00 ~ 21:00에 총 22회 방송

- 제작국가 : 베트남, 한국
- 메인 스폰서 : 롯데그룹
- 방송국 : VTV3
- 방영시간 : 2014.3.15 ~ 2014.7.1 (20회)
※ 토요일 프라임 시간대 20:00 ~ 21:00에 총 20회 방송

GALAXY SUPERSTAR VK-POP SUPERSTAR

<방송로고 및 예선,본선 현장> <호치민, 하노이 예선 대기장 및 녹화장>

시청률
1위

시청률
1위



RBW, Inc

주요사업 - ③ 해외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 (인도네시아 사례)

* Youtube 영상링크: 클릭

https://youtu.be/w3Gsk8bn_pw?list=PLZufQJ1z371QfQGa8eyMQ9tP2SvCjK1Fx


RBW, Inc

주요사업 - ③ 해외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 (베트남 사례)

* Youtube 영상링크: 클릭

https://youtu.be/LldGbk5DUDw?list=PLZufQJ1z371QfQGa8eyMQ9tP2SvCjK1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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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③ 해외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

<2016.01.19 Gala Vietnam Top Hits>

V app Live Vietnam

■ 방송국가: 베트남

■ 방송채널: NAVER V  app

■ 현지제작사: RBW Vietnam Co., Ltd., NAVER

■ 한국제작사: RBW, Inc, NAVER

■ 제작기간: 2015년 9월 ~ 

■ 제작내용:        베트남 셀럽 섭외 및 실시간 방송 콘텐츠 제작, 

Vapp 런칭 콘서트 개최 등

V app Live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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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③ 해외방송프로그램 NEW 포맷 제작

프로그램 기획의도 (안)

Title RE:BIRTH PROJECT

Genre Reality Music Game Show

Duration Weekly, Prime Time

Episode 14 times

아시아 최초! 신개념 예능 음악쇼! 

본격적인 글로벌 탑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는 획기적인 구성

최고의 아이돌 그룹은 반드시 탄생하게 된다

12인의 예비스타들은 <데뷔조> vs <후보조>로 나뉜 후, 데뷔조 6인은 자
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후보조 6인은 데뷔조의 자리를 뺏기 위해 매주
치열하고 간절한 진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예비스타 12인은 양국의 톱스타들과 짝을 지어 예능 버라이어티 게임을 통
해 무대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후, 획득한 무대 아이템들로 탑스타와 함께
콜라보 미션으로 최고의 음악무대 경연을 펼친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예능 버라이어티로 예능적 재미를, 진정한 최고의 음악
무대 경연으로 진한 감동을, 탑스타와의 콜라보 미션으로 재미와 화제성은
물론, 리얼리티 구성 추가로 눈물과 감동의 성장스토리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음악+예능’의
새로운 포맷

최고의 프로듀서 지원
& 꿈의 데뷔 무대

멀티로케이션,
양국 문화교류 용이

탑스타와의 콜라보,
높은 시청률 보장

해외방송프로그램 NEW 포맷 RE:BIRTH PROJECT (CHINA / THAILAND)

Reality Music Game Show

프로그램 특징



RBW, Inc

주요사업 - ③ 해외방송프로그램 NEW 포맷 제작

* Youtube 영상링크: 클릭

https://youtu.be/1t3qh2cVlC0?list=PLZufQJ1z371QfQGa8eyMQ9tP2SvCjK1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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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④ K-POP 교육연수 프로그램 & 투어 (1Month, 1Week)

<대만 참가자들>

<베트남 참가자>

본 연수 프로그램은 가수, 댄서, 엔터테이너를 꿈꾸는 전세계의 아티스트 지망생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실제 K-POP 

아티스트들이 캐스팅 되어 데뷔할 때 까지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참여하여, 경험 해볼 수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아티스트

양성 및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K-POP 교육연수 프로그램 & 투어 (1Month, 1Week)

지역 대한민국, 서울

기간 1 Month / 1 Week / (고객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대상
가수, 댄서, 엔터테이너를 꿈꾸는 15~25세 남/여 및

본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한류 관광객 등

특징
RBW만의 독창적인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그대로 녹

아 있는 아티스트 양성 프로그램 전 과정 체험

참가자

BtoB BtoC

- 2015.03  중국 걸그룹 S.I.N.G

- 2014.07  베트남 참가자

- 2015.12  미국 일반인 참가자

- 2015.07  대만 일반인 참가자

<중국 걸그룹 S.I.N.G>

<미국 참가자들>



RBW, Inc

주요사업 - ④ K-POP 교육연수 프로그램 & 투어 (1Month, 1Week)

주요 프로그램 소개

< Analysis > < Vocal Training > < Recording Training >

< Profile Shooting > < Artist Lecture > < Style Lecture >

< Producer Lecture > < Dance Training > < Style Consul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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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⑤ 홍보-마케팅 대행 서비스 (국내, 국외)

홍보-마케팅 대행서비스(국내, 국외) 

알비더블유의 축적된 컨텐츠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홍보-마케팅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티스트 제작, 음악프로듀싱, 방송프로그

램 제작, 전속아티스트 제작, 뉴미디어 바이럴 마케팅 등 수년 간 다양한 컨텐츠 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역량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방안을

고객사에 제시합니다. 포괄적인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영위하는 알비더블유만의 컨텐츠 운용능력은 홍보-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Main Business Model Career

2015 / 네이버 주식회사 V app Live Vietnam

2015 / 한국폴리텍대학교 홍보모델, 응원가 제작

방송 홍보대행

아티스트의 TV 음악프로그램 출연 교섭 및

프로모션 지원

국내외 행사, 이벤트 등 섭외 에이전트

아티스트의 활동을 위한 행사, 이벤트, CF 등

섭외, 그리고 홍보 및 관리 지원

언론 홍보대행

언론 홍보 프로세스 대행: 기사 기획, 작성,

릴리즈 및 보고서 작성

국내외 뉴미디어 바이럴 마케팅 대행

웹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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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W 핵심역량

아티스트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하는

RBW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시스템

다년간 한국아티스트 및 해외아티스트들의 OEM, 

ODM 방식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캐스팅네트워크 , 아

티스트 트레이닝 노하우를 시스템화하여 운영합니다.

보컬, 댄스, 스타일, 무대, 언어 등 전방위적 아티스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수 인재들의 성장기반인 통합 인프라

RBW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는 700평 규모로

하나의 건물에 녹음실, 안무실, 합주실, 피트니스, 숙

소 등 국내/해외 아티스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작

하기 위한 모든 시설 인프라를 구축 하였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작가, 디렉터, 트레이너, 

A&R 등 전문가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A급 프로듀서 소속 및 히트곡 사용승인 독점

RBW 음악 프로듀싱 시스템

김도훈 대표 프로듀서를 포함한 A급 In House 프로

듀서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Nonstop 프로듀싱 시

스템(기획,개발,제작)을 운영합니다.

CNBLUE 외톨이야, 백지영 잊지말아요, 에일리

Heaven , 휘성 With Me 등등 K-POP 의 주옥같은 명

곡들의 저작자들을 소속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독점

사용승인 권리를 기 확보 하였습니다.

폭넓은 한류스타 섭외력

RBW 기획사 네트워크

본사는 국내외 다양한 소속사의 스타들과 방송, 음반

기획을 기획하며 섭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습니다. 

오디션 방송에 필요한 전문적인 심사위원, 멘토, 찬조

출연 역할이 가능한 한류스타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음악품질을 보증할 작곡, 편곡, 연주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4가지 핵심역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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