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소개
소속 아티스트
주요 서비스 및 실적
협력업체



회사 소개

“불가마 싸운드”는 2016년 인디 아티스트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첫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 
[등 좀 밀어주세요] 발매를 시작으로 컴필레이션 앨범 발매, 
소규모 공연 기획을 통해 서울 마포구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 

클럽 씬(Scene)에서 입지를 다졌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음악 프로듀싱,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공연 기획, A&R,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이 있습니다. 



회사 소개

스튜디오 불가마는 2022년 설립된 레이블 불가마 싸운드 소속 
소규모 스튜디오입니다. 보컬 녹음 및 기타, 베이스 등의 라인 
악기 녹음, 소악기 녹음에 특화된 소규모 스튜디오이며 레코딩, 
믹싱, 오디오 편집 및 보정, 작·편곡 작업, 마스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적인 작업 외에도 음원 및 음반 제작을 
총괄하는 프로듀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럽 씬(Scene)에서 입지를 다졌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음악 프로듀싱,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공연 기획, A&R,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이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 밴드 Band
싱어송라이터 Singer-songwriter
프로듀서 Producer



소속 아티스트

아티스트 / 장르 주요 활동 음반 활동

더 바이퍼스
펑크 록

· 2022 영화 〈동감〉 ‘밴드’ 역
· 2019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3위
· 2018 전국 과학송 경연대회 대상

*‘닥터맘바와 조교들’ 이름으로 참여

· 정규 앨범
· 디지털 싱글
· 컴필레이션

〈Burn Out〉
〈불꽃놀이〉, 〈적색거성〉, 〈수류탄〉,〈활화산〉
〈Fucked Up〉, 〈No Way Out〉, 〈개〉,
〈불 판 좀 갈아주세요〉, 〈도미노〉

닥터스 · 2019 JTBC 슈퍼밴드 1 출연
· 2019 팟캐스트 과장창 출연
· 2019 문화콘서트 난장 출연
· 2019 제12회 카오스 콘서트 특별공연
· 2022 구로G페스티벌

· EP
· 컴필레이션

〈It’s Science!〉, 〈To Infinity, And Beyond!〉
〈지질도〉

도도어스
얼터너티브 록

· 정규 앨범
· EP

· 디지털 싱글

· 컴필레이션

〈멸종의 기원〉
〈도도어스 이피. 넘버. 1〉, 〈도도어스 이피. 넘버. 2〉,
〈도도어스 이피. 넘버. 3〉, 〈도도어스〉
〈체렌코프 이펙트〉, 〈주머니 속의 전쟁〉, 〈정답의 삶〉,
〈라이프리스〉, 〈미니멀리즘〉
〈향수〉, 〈11시〉, 〈외다리 트위스트 댄서〉, 
〈판교의 탄생〉, 〈야경〉

사진을 누르면 해당 팀의 SNS로 연결됩니다.

밴드 Band

https://www.instagram.com/band_the_vipers/
https://www.instagram.com/dodous.official/


소속 아티스트

아티스트 / 장르 주요 활동 음반 활동

클라프 KlaFF
록

· 2021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 대상
· 2022 화천 산천어 버스킹 대회 최우수상
· 2017 부산 MBC 해변 대학가요제 금상
· 대만 SPRING SCREAM

· 디지털 싱글 〈Highlights〉, 〈What you got〉, 
〈The Dreamer〉, 〈Don’t go away〉

828
얼터너티브 록

· 2022 부산 록페스티벌 라이징 스테이지 TOP 10 · EP
· 디지털 싱글
· 컴필레이션

〈오늘이 나를 괴롭히고, 어제가 다시 찾아와도〉, 〈지향〉
〈Already Loving You〉, 〈SLOTH〉
인디스땅스 2022 〈잠〉

사진을 누르면 해당 팀의 SNS로 연결됩니다.

밴드 Band

https://www.instagram.com/klaffv/
https://www.instagram.com/band_828/


소속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 장르 주요 활동 음반 활동

동렬
팝

· 2022 JTBC 싱어게인2 70호 가수
· 2020 tvN 음악동창회 좋은가요 출연

· 정규 앨범
· EP
· 디지털 싱글

· 컴필레이션

〈1DB〉
〈To 1DB〉, 〈From 1DB〉
〈이 밤이 지나고 하염없이 떠오를 너의 사랑도〉, 〈너에게〉, 
〈Get To Know〉, 〈Youth〉,
〈BLUE SEA〉, 〈Daily〉, 〈Emily〉
싱어게인2 〈아시아의 불꽃〉 – 조용필
싱어게인2 〈세상만사〉 – 송골매
싱어게인2 〈일곱색깔 무지개〉 – 김수철
인디스땅스 2021 〈찾아떠나〉
인디스땅스 2019 〈향해〉

신문수
포크

· 2012 대학가요제 대상〈넥타이〉 · EP
· 디지털 싱글

· 컴필레이션

〈텔레비젼〉
〈눈이 마주치면 그대〉, 〈책갈피〉, 〈그때 그 날들〉, 〈거리〉, 
〈이사〉, 〈지금 우리가 만났기에〉
2012 MBC 대학가요제 〈넥타이〉
2020 불가마 떼잔치〈낯선 나를 만나고〉, 〈연착륙〉

사진을 누르면 해당 팀의 SNS로 연결됩니다.

싱어송라이터 Singer-songwriter

https://www.instagram.com/ryeoldong_official/
https://www.instagram.com/angelfix12/


소속 아티스트

아티스트 / 장르 주요 활동 음반 활동

보금
팝

· 2019.08. – 2020.03. 어린이 뮤지컬 극단 레오레미 활동
라푼젤 ‘라푼젤 친모’ 역
알리바바와도둑들 ‘마을주민’, ‘도둑2’ 역
플란다스의개 ‘아로아’ 역
크리스마스캐롤 ‘꼬마’, ‘스쿠루지 손녀’, ‘어린유령’ 역
백설공주 ‘백설공주’ 역
잠자는 숲속의 공주 ‘공주’ 역

· 2021.11. 트롯 뮤지컬 〈순천 소녀시대〉 출연
‘어린 경자’ 역

· 2022.11.– 서울랜드 동화의 숲 시즌 3
‘동이’, ‘둘째 도깨비’ 역

· EP
· 디지털 싱글

〈아여이오우〉
〈고마웠어〉, 〈계절의 기억〉, 〈몸부림〉

QWAN
팝

· 거제 블루 페스티벌 · 충남 서천 힐링 페스티벌
·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호암아트홀
· 골든블루 위스키 관련 행사 공연 · 영등포 지혜의 밭 공연
· 2021 우리 함께 생명사랑 대잔치 (여성 플라자) 공연
· 2021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 릴레이 공연 (신촌 스타광장)
· 광명 희망 나기 운동 본부 ‘만남의 날’ 공연

· 디지털 싱글 〈Why〉, 〈To. Star〉, 〈Sittin'〉,
〈Not Today〉, 〈악몽 (Nightmare)〉, 
〈TTD〉, 〈톡〉, 〈Carpe Diem〉,
〈Off you〉, 〈Wake up〉, 〈Star〉

사진을 누르면 해당 팀의 SNS로 연결됩니다.

싱어송라이터 Singer-songwriter

https://www.instagram.com/jaegwon_oh/


소속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Singer-songwriter

아티스트 / 장르 주요 활동 음반 활동

전혜성
발라드

· Mnet 보이스 키즈 출연 · 디지털 싱글
· 드라마 OST

〈나의 그대, 나의 사랑〉, 〈노래할거야〉
〈돌아온 황금복 OST Part.2 할 말을 잃어서〉,
〈널 만질거야! OST Part.4 내 사랑입니다〉

진솔
포크

· · 디지털 싱글 〈밤〉, 〈체념〉

박윤정
팝

사진을 누르면 해당 팀의 SNS로 연결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h_sseong_y/
https://www.instagram.com/jinsolmuzik/
https://www.instagram.com/sophle_/


소속 아티스트 프로듀서 Producer

아티스트 / 장르 주요 활동 음반 활동

김규목
팝

· 정규 앨범
· EP

· 디지털 싱글

· 컴필레이션

호아〈꽃〉, 〈노래할거야〉
호아 〈2126〉, 〈그 날이 오면〉
닥터스 〈To Infinity, And Beyond〉
닥터스 〈It’s Science!〉
호아 〈CHERRY SHINE〉, 〈하나개〉
〈There’s Nothing In Love〉

닥터스 – 2020 불가마 떼잔치 〈지질도〉

LudyV
힙합

사진을 누르면 해당 팀의 SNS로 연결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kim_yang_gang/
https://www.instagram.com/ludy__v/


주요 서비스 및 실적 서비스 소개
더 바이퍼스, 도도어스 정규 앨범 텀블벅 및 쇼케이스
칠보장 EP 프로듀싱 및 텀블벅, 쇼케이스
뉴비 떼잔치 기획 및 운영
불가마 싸운드 싱어송라이터 기획전 〈꽃가마〉



음반 제작과 기획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아티스트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제작까지 진행합니다.

밴드 도도어스
음반 제작 및 텀블벅, 쇼케이스

밴드 더 바이퍼스
음반 제작 및 텀블벅, 쇼케이스

밴드 칠보장
음반 제작 및 텀블벅, 쇼케이스

불가마 싸운드 컴필레이션
음반 제작 및 텀블벅, 쇼케이스

주요 서비스



주요 서비스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여 아티스트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아티스트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제작까지 진행합니다.

싱어송라이터 동렬
대구 기획 공연

싱어송라이터 기획공연
꽃가마

뉴비 떼잔치
7회 기획



앨범 커버부터 각종 포스터까지
디자인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주요 실적 더 바이퍼스 정규 앨범 제작, 텀블벅 및 쇼케이스 진행

정규앨범 선발매 싱글 〈투우〉 정규앨범 〈Burn Out〉

프로듀싱, 녹음, 믹싱
컨셉 기획 및 쇼케이스 운영, 피지컬 CD 및 굿즈 디자인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진행

해당 서비스

앨범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곡으로 연결됩니다.

https://youtu.be/UW1VP5qrFFw
https://youtu.be/NbrAhjY9cZM


주요 실적 더 바이퍼스 정규 앨범 제작, 텀블벅 및 쇼케이스 진행

2022.11.27. 쇼케이스 @웨스트브릿지



주요 실적 도도어스 정규 앨범 제작, 텀블벅 및 쇼케이스 진행

정규앨범 선발매 싱글 〈작별가〉 정규앨범 〈멸종의 기원〉

프로듀싱, 녹음, 믹싱
컨셉 기획 및 쇼케이스 운영, 피지컬 CD 및 굿즈 디자인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진행

해당 서비스

앨범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곡으로 연결됩니다.

https://youtu.be/Fc-tSlXB50s
https://youtu.be/kPNlL4mnuU0


주요 실적 프로젝트 밴드 닥터스 기획 및 매니지먼트

밴드 기획 및 매니지먼트
컨셉 기획 및 쇼케이스 운영, 피지컬 CD 및 굿즈, 로고 디자인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2회 진행

해당 서비스

EP 〈It’s Science!〉 EP 〈To Infinity, And Beyond!〉

앨범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곡으로 연결됩니다.

https://youtu.be/qC4agbSMHuI
https://youtu.be/qC4agbSMHuI
https://youtu.be/Fc-tSlXB50s
https://youtu.be/R0snJFCdn1Q
https://youtu.be/kPNlL4mnuU0


주요 실적 프로젝트 밴드 닥터스 기획 및 매니지먼트

2019.9.6. 쇼케이스 @홍대 벨로주



주요 실적 칠보장 EP 프로듀싱 및 텀블벅, 쇼케이스 진행

프로듀싱, 녹음, 믹싱
쇼케이스 운영,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진행

해당 서비스



주요 실적 불가마 싸운드 싱어송라이터 기획전 꽃가마

프로듀싱
쇼케이스 기획 및 운영

해당 서비스

https://youtu.be/VTxE6ROVGNw
https://youtu.be/CYiLKSt2xkw
https://youtu.be/icigiN_MgAQ
https://youtu.be/Xpxv_3ch56c
https://youtu.be/1DE8ui2yKO0
https://youtu.be/qYrKug52VIw
https://youtu.be/sJIlmoucb8A


주요 실적 뉴비 떼잔치 기획 및 운영

서울문화재단의 인디음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서울라이브’에 선정

아티스트, 청중 평가단 모집 및 컨택
공연 운영 및 포스터, SNS 디자인

해당 서비스



뉴비 떼잔치 1–7회차
@네스트나다 @프리즘홀

주요 실적 뉴비 떼잔치



협력 업체



협력 제안 및 문의

주소
전화
팩스
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1-18, 지층 38, Dongmak-ro 2-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070-4151-3094
070-7583-3094
bullgamasound@bullgamasoun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