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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주) 인플래닛

염정봉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5길 17(서교동) 도원빌딩 지층

02-3472-6680

2008년 6월 19일

콘텐츠 기획, 제작
음반 제작
음반 유통
가수 매니지먼트
공연, 라이브 프로그램 제작

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대표 전화

회사 설립일

주요 업무



Music Label Project Team

음악 프로덕션

콘텐츠 기획/제작

공연, 라이브 제작/진행

음악 유통

Music Distributor

Project Management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Partner Company

(웹, 편집 디자인, 영상 부분 등) 

ORGANIZATION

대표이사

음악 소싱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인플래닛은 자본에 의해 음악과 가수가 기획되는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뚝심 있게 "아티스트가 주도하
는 음악 프로덕션"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래닛은 2006년부터 힙합, 알앤비, 소울 등 회사 구성원들이 열광해왔던 장르 음악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모든 음악 서비스 사이트로 실력
있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배급/유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지도 있는 가수를 영입하여 수익화하는 전략이 아닌, 
회사와 음악적 방향성이 일치하는 실력파 신인을 발굴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티스트 중심의 프로덕션, 인플래닛 뮤직 

인플래닛은 새로운 Contents 및 Promotion 
tool을 찾는 기업들과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채널입니다. 

인플래닛은 대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음악, 영상, 
퍼포먼스 아트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자들
을 발굴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및 콘텐츠 담당자 혹은 대행
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The Creative Agency: 기업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파트너쉽 

ABOUT INPLANET



# 소속가수 

- 보니 (Boni) 신보경
- 윌콕스 (Wilcox)
- 위위 (OuiOui)
- 담예 (DAMYE)
- 보베 (bobae)
- 최첼로 (Choi Cello)
- 신좌 (XINZWA)
- 정지아

# 주요 수상내역 

- 2011 리드머 어워드 올해의 R&B 음반 부문 수상 (보니 [1990])
- 2011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음반 부문 수상 (보니 [1990])
- 2013 제3회 리드머 어워드 올해의 신인 부문 수상 (화지)
- 2015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앨범 부문 수상 (화지 [EAT])
- 2017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앨범 부문 수상 (화지 [Zissou])
- 2019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부문 노미네이트 (화지 “나 빼”)
- 2019 EBS 상반기 헬로루키 with KOCCA 선정 (담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흑인음악 장르 씬의 풍부한 기반과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인지도와 상관없이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장르 씬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티스트가 제일 하고 싶은, 그리고 제일 잘하는 음악과 활동을 통해 음반 제작 업무와 아티
스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 소속가수 

- 앤써
- 어반자카파
- 40 (포티)
- 화지
- 미노이 (meenoi)
- 하웅

#1 MUSIC PRODUCTION &     
ARTISTS MANAGEMENT
Go to Inplanet Artists page▶

http://corp.inplanet.co.kr/zb/zboard.php?id=artists
http://corp.inplanet.co.kr/zb/zboard.php?id=artists


인플래닛은 새로운 Contents 및 Promotion tool을 찾는 기업들과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채널입니다.
인플래닛은 대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음악, 영상, 퍼포먼스 아트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및 콘텐츠 담당자 혹은 광고 대행사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사례 

- 니콘 X 윌콕스 콜라보레이션 “Blue & Lemonade” (2022)
- 대웅제약 간때문이야 테마송 경연 대회 및 프로모션 기획, 진행 (2011) 
- SK telecom T store MCP (라이브 음악 방송 Live Session, Live in 3D 등 다수 콘텐츠 기획/제작/진행) (2009~2012)
- 빙그레 더위사냥 테마송 제작 / 프로모션 기획, 진행 (2009)

#2 THE CREATIVE AGENCY
Go to Projects page▶

http://corp.inplanet.co.kr/zb/zboard.php?id=artists
http://corp.inplanet.co.kr/zb/zboard.php?id=portfolio


인플래닛은 힙합, 알앤비 장르를 중심으로 색깔 있는 음반과 음원을
국내와 해외의 음악사이트에 유통/배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수의 기획사 및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과 신뢰를 쌓아왔으며, 보니, 화지, 어반자카파, 포티
(40), 정키, PREP 등 수많은 국내외의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인플래닛을 통해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매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사이트를 통하여 투명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장르별로 강력한 장르 매체 프로모션을
통한 해당 시장 내의 프로모션과 색깔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기성 매체에서의
노출, 콘텐츠 제휴 관계에 있는 여러 음악사이트에서의 프로모션을 통해 실력
있고 개성 강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프로모션합니다.

음원수: 5154곡 <2022년 4월 21일 기준>
국가별 음원비중: 국내 80% / 해외 20%
계약 서비스사 : 멜론, 지니, 벅스, 플로 , 바이브등
국내 음원 사이트 + Youtube Music, Spotify, 
Apple Music 등 해외 음원 사이트
문의전화: 02-3472-6680
문의메일: notice@inplanet.co.kr

Info

#3 MUSIC DISTRIBUTOR
Go to Releases page ▶

mailto:notice@inplanet.co.kr
http://corp.inplanet.co.kr/zb/zboard.php?id=artists
http://corp.inplanet.co.kr/zb/zboard.php?id=releases


Equipment

홍대에 위치한 72평 규모의 레코딩/믹싱 스튜디오 인플래닛 스튜디오는 넓은 컨트롤룸과 부스로 뮤지션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코딩 작업에 최적화된 장비 구성이며, 국내 인디펜던트 음악 씬의 발전을 위해 인플래닛 레코딩 스튜디오는 인디 아티스트에 한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에 녹음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DAW: Digidesign Protools HD 3 / Digidesign 192 I/O / Mac
// Monitor: Genelec 1031A (Main) / YAMAHA NS10M Studio (Sub)
// Microphone: Neumann U87ai / Shure SM7B / Shure SM58
// Outboard: Manley Dual Mono Micpre [2ch] / TUBE-TECH Compressor CL 1B

#4 INPLANET 
RECORDING STUDIO

Go to Studio page▶

http://corp.inplanet.co.kr/zb/zboard.php?id=artists
http://corp.inplanet.co.kr/studio


▌타일뮤직 웹 제작

with 타일 뮤직

2005.09

▌GME 웹진 기획/제작

with 버추엑스

2005.09

▌FNN 해외 뉴스 제작

with 데일리 포커스

2005.08

▌브랜드 ipath 프로모션

with 우후청산

2005.02

▌가리온 웹 제작

with 타일뮤직

2005.10

▌브랜드 션존 프로모션

with 에스제이 팩토리

2006.05

▌en4me모바일 게임프로모션

with 엔포미

2005.12

▌멜론 쥬스 콘텐츠 기획/제작

with SK 텔레콤

2006.08

▌야후 뮤직 웹진 콘텐츠 제작

with 야후 코리아/피풀

2006.08

▌다이나믹듀오 웹 제작

with 아메바컬쳐

2006.08

▌배우 강동원 디지털 마케팅

with 더맨 Ent.

2006.11

▌멜론 Studio 콘텐츠 공급

with SK 텔레콤

2007.02

2005
~

2007

PROJECT PORTFOLIO

http://www.gme.co.kr/
http://fnn.co.kr/
http://www.mddc.co.kr/
http://tyle.co.kr/
http://garion101.com/
http://www.en4me.com/
http://rhythmer.net/event/seanjohn/
http://www.melon.com/
http://kr.music.yahoo.com/
http://www.amoebaculture.com/
http://www.gangdongwon.com/
http://www.melon.com/juice/funZone/MelonTheaterList.jsp


2007
~

2009

▌빙그레 더위사냥 Promotion

with 빙그레/펜타브리드

2008.06

▌디지털뮤직레터 기획/진행

with SK텔레콤/킹핀

2007.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PT

with 문화 관광부

2007.05

▌인텔코어2쿼드프로모션

with 인텔/Kohen Com.

2007.04

▌2008 디지털 뮤직 레터
혁신호 기획/제작/운영

with 로엔엔터테인먼트/ 킹핀

2008.05

▌아모레퍼시픽 사보 제작

with 아모레 퍼시픽

2008.01

▌TG삼보/인텔UCC캠페인

with TG삼보/인텔/Xtentia

2007.07

▌소녀시대 리믹스 대회

with S.M.엔터테인먼트

2008.01

with 뮤직스페이스

2009.01

▌The Roots  내한공연 @ AX 홀
Cooperation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09.02

▌강태우(Soulman) 콘서트
@ 상상마당 기획, 진행

with BMW 코리아

2009.02

▌BMW 1 Series
뮤직 프로모션 (테마송 대회)

▌DJ MAX 2008 음원소싱

with 펜타비전

2008.4.15

PROJECT PORTFOLIO

http://inplanet.co.kr/PORTFOLIO/GSeshop/start.html
http://tvpot.daum.net/project/ProjectView.do?projectid=369
http://www.amorepacific.co.kr/
http://www.summercrush.co.kr/
http://www.rhythmer.net/zb41/zboard.php?id=girlsgeneration
http://www.music-space.co.kr/
http://www.bmw.co.kr/kr/ko/newvehicles/1series/coupe/2007/experience.html
http://www.djmax.co.kr/


2009
~

2010

with 빙그레/펜타브리드

2009.02

▌2009 빙그레 더위사냥
Music Promotion 

▌Live Session 웹사이트 제작

with SK텔레콤

2009.10

▌프리미엄 라이브 방송
Live Session 기획/진행

with SK텔레콤

2009.10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외CF(
CNN 방영) Music Promo

with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09.10

with SK텔레콤

2009.12

▌T store
제휴이벤트 프로모션

▌T store 슈퍼콘서트 The Blast 
@ 올림픽체조경기장 기획,제작

with SK텔레콤

2010.02

with SK텔레콤

2010.01

▌T store 슈퍼콘서트
웹 프로모션 기획,진행

with SK텔레콤

2010.01~02

with SK텔레콤

2010.03

▌T방송국
T스페셜캐스트 기획,제작

▌얼짱시대2 웹사이트 제작

with SK텔레콤

2010.06

▌T 스페셜캐스트 podcast APP 
모바일 커뮤니티 제작

with SK텔레콤

2010.06

▌T-두드림 프로젝트
Planet B-612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0.06

▌가수 보니
공식 웹사이트 제작

PROJECT PORTFOLIO

http://www.summercrush.co.kr/
http://www.livesession.co.kr/
http://www.livesession.co.kr/
http://inplanet.co.kr/PORTFOLIO/yellowsea/0910_yesfez_low.wmv


2010
~

2011

with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10.07

▌KMDC
한국대중음악 DB작업

▌라이브인3D 휘성
디자인 총괄 / 프로모션

with SK텔레콤

2010.08

▌Fubu 2010 S/S
Web/App 음원 소싱

with 제일모직

2010.07

▌뮤직쉐이크 리믹스앱
음악 소싱 / 프로모션 디자인

with SK텔레콤

2010.10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0.09

▌리드머 2010 개편 ▌리드머-벅스간 서비스 제휴

with 네오위즈 인터넷

2010.11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0.10

▌라이브인3D 2AM SHOW
프로모션 총괄 / 디자인

with SK텔레콤

2010.12

with SK텔레콤

2010.12

▌크리스마스 캐롤
앱 프로모션 디자인

▌보니(신보경) 1st 콘서트
I am Boni  @ V-Hall 기획/진행

with PT MelOn Indonesia

2010.12

▌멜론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연동개발

with 엠게임

2010.12

▌게임 리듬앤파라다이스
음원 소싱

With SK텔레콤

2011.03

▌SKMS 서비스 개발

PROJECT PORTFOLIO



2011
~

2013

with SK텔레콤

2011.04

▌MOZART L‘opera Rock 
Livein3D 디자인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1.04

▌The Creative Channel
MAV 론칭

with SK텔레콤

2011.05

▌라르크앙씨엘 20주년
콘서트 극장 생중계 프로모션

with 대웅제약

2011.05

▌인디가 간다 - 간 때문이야
리드머 리믹스 대회 기획/진행

with CJ/애니퍼포먼스

2011.04

▌CJ OnlyOne 컨퍼런스 2011
3D Projection Show 기획/진행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1.05

▌보니 2nd 콘서트: Curtain-Call 
@백암아트홀 기획/진행

with 리온 아이피엘

2011.06

▌아이패드용
리드머 콘텐츠 제휴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1.10

▌리드머쇼(Rhythmer Show) 
2011 론칭

with 서울관광공사

2011.12

▌서울시 해외 프로모션
인터렉티브 뮤비 기획/제작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2.02

▌리드머 2012 개편

with 다음커뮤니케이션즈

2013.01

▌리드머-다음뮤직간
콘텐츠 제휴

with Digital Radio Kiss

2013.3

▌리드머 KISS 라디오 개국

PROJECT PORTFOLIO



2013
~

2016

with Fabulous Co., Ltd.

2013.08

▌미디어 그룹 Fabulous 
웹사이트 디자인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4.03

▌보니3rd 콘서트: Whiteday in Boni
@ 상상마당 기획/진행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4.06

▌보니 in Veloso 
기획 공연 기획/진행

with Brown Breath @ Word Coffee

2015.05.16

▌보니 X Word Coffee [LOVE] 
Showcase @ 워드커피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5.07.11

▌보니 4th 단독콘서트:  WITH YOU
@ 상상마당 기획/진행

with 폼텍

2015.08.07~08.08

▌LABEL WORKS  INPLANET 공연
@ 폼텍웍스홀

with Brown Breath

2016.01.27~02.03

▌화지 [ZISSOU] 전시회 & 오픈세션
@ 워드커피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6.03.13

▌화지 - ZISSOU 99 
@ 벨로주 공연

with 원데이원송 주식회사

2016.03.25

▌윌콕스 토크앤라이브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6.04.24

▌화지 1st 단독콘서트 ZISSOU 
@ 상상마당 기획/진행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6.05.13

▌음악 라이브 프로그램
B1 Live 프로젝트 론칭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6.08.28

▌윌콕스 1st 단독콘서트
Le Grand Bleu @ 상상마당 기획/진행

PROJECT PORTFOLIO



2016
~

2018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6.11.19

▌보니&윌콕스 듀엣 콘서트
in Veloso 기획/진행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7.03.04

▌윌콕스 토크앤라이브 vol.2 
@ 레드빅스페이스 기획/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017.08.26

▌2017 인플래닛 레이블 콘서트
with 쿠마파크 @ 무브홀 기획/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017.09

▌2017 인플래닛 라이브 실황 앨범
온라인 release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8.01.07

▌윌콕스 2nd 콘서트
6:05 @ V-Hall 기획/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018.01.11

▌화지 EP [WASD] 앨범
제작/프로모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018.01.19

▌화지 WASD 콘서트
@ V-Hall 기획/진행

Apple Music/Merlin Network 지원

2018.07.24

▌보니 싱글 [밤밤밤] 
제작/프로모션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8.08.11

▌보니, 윌콕스, 위위 #Departure 
소극장 콘서트 @ 벨로주 기획/진행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8.11.24

▌윌콕스 - Wilcoxroom 콘서트
@ 벨로주(망원) 기획/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018.11.30

▌보니 정규 2집 [신보경]
앨범 제작/프로모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018.12.01

▌보니 정규 2집 신보경 쇼케이스
@ 벨로주 기획/진행

PROJECT PORTFOLIO



2019
~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19.08.25

▌위위 1st 단독콘서트
HANA @ 상상마당 기획/진행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20.11.06

▌담예 1st 단독콘서트@ 벨로주
The Sandwich Artist  기획/진행

인플래닛 기획, 진행

2021.09.04

▌위위 소극장 콘서트
HARU @ 벨로주 기획/진행

PROJECT PORTFOLIO

With 니콘 / 인터콤 어소시에이션

2021.06.29

▌니콘 Z fc 음원 소싱
(윌콕스 - Drive Thru)

With 니콘 / 인터콤 어소시에이션

2022.03

▌윌콕스 X 니콘 콜라보레이션
"Blue & Lemo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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