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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김의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첫 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한·아세
안 뮤직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KBS 한국방송은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임과 동시에 아시아의 주요 방
송사로서 K-POP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 포맷으로 개최한 <ROUND 2020>은 비대면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많은 관람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교류하
는 축제의 장을 만들며 한-아세안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첫걸음
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음악을 통해 관객을 위로해 온 한
국과 아세안 국가의 젊은 음악가들, 그리고 그 재능 있는 인재들을 관객
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음악계 관계자들 모두에게 응원을 보냅
니다.

올해도 한 장소가 아닌 각 지역에서 <ROUND 2021>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함께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한국과 
아세안 젊은이들이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음악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철 
KBS 사장 

Greetings, I am Kim Eui Cheol, CEO of KBS.

I am delighted to host the second ASEAN·Korea Music Festival 
after the first event despite the difficulties we face due to the 
COVID-19 outbreak.

As Korea’s leading broadcaster and as a major broadcaster in 
Asia, Korean Broadcasting System has always made an effort 
to promote not only K-pop but also various Asian music to 
the world.

<ROUND 2020> which was held in an ‘ON-TACT’ form due 
to COVID-19, overcame the limitations of a non-face-to-
face performance and created a venue for festivals where 
the audience could communicate and interact in real-time,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expanding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among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I would like to cheer for all the young musicians in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continued to comfort 
the audience through music, and all the members of the 
music industry who are working hard to introduce talented 
musicians to the audience despite the difficult time we are 
going through.

Though we must enjoy <ROUND 2021> separately in each 
region instead of together in one place, I hope it will be a 
successful music festival for the youths in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to communicate through music, and I look 
forward to the day we can celebrate together. Thank you.

Kim Eui Cheol,
CEO of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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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두번째 ROUND 2021(ASEAN·Korea Music Festival)의 개최
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첫번 째 ROUND 페스티벌의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2021 디지털콘텐츠 부문 수상에도 찬사를 보냅
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주요 시장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굳건한 아세안·한국 파트너십을 위한 굳건한 토대로서 한류 특
히 음악, TV 드라마, 영화에서 한류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세안·한류의 
‘양방향’ 노력이 담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음악 문화 뿐만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한 장르의 재능있는 뮤지션
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ROUND 2020이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이, ROUND 2021도 음악의 힘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회
원국과 한국 모두 창조와 문화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한·아세안협력기금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아낌없는 지
원해준 대한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외교부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
니다.

ROUND 2021(ASEAN·Korea Music Festival)이 성황리에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I would like to warmly congratulate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for hosting the second edition of the ASEAN·
Korea Music Festival, ROUND 2021. I also commend the KBS 
for the success of the first installment of the ROUND Festival 
in December 2020, which won the 2021 Digital Content Award 
at the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ASEAN is one of the major markets for the Republic of 
Korea’s (ROK) content exports. The Korean Wave or Hallyu, 
especially in music, TV dramas and movies has served as a 
firm foundation for the robust ASEAN·Korea partnership over 
the decades. As we strive towards a ‘two-way’ ASEAN·Korean 
Wave, the continuation of this festival allows us to promote 
Korean music culture as well as showcase some of the finest 
musicians across various genres from ASEAN Member States 
to the world.

As evidenced by the success of ROUND 2020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 hope that ROUND 2021 will continue to 
lift the spirits of our peoples through music. This festival also 
demonstrates our shared priority in supporting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in ASEAN and the ROK amidst these 
challenging time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OK for 
their continued support towards ASEAN community-building 
efforts, particularly through the ASEAN·Korea Cooperation 
Fund. I also thank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and ASEAN Member States for organising this meaningful 
event.

I wish the ASEAN·Korea Music Festival ROUND 2021 a great 
success.

H.E. Dato Lim Jock Hoi, 
Secretary General of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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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제2차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개최라는 반가
운 소식을 접합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ROUND 2021>를 준비하
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드립니다.
 
음악은 희망과 치유의 언어입니다. 지난 <ROUND 2020>은 팬데믹 상
황 속에서도 음악을 매개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유
능한 예술가들은 전 세계 청중들이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Hello to New Normal’이라는 올해의 주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올해는 한국 정
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한지 6년차가 되는 해인데, 대한민국은 신남방정
책 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하에 보다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해 아세안
과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ROUND 2021>도 7대 이니셔티브 중 하
나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문화를 통해 아세안과 한국이 보다 더 긴밀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신념
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가 문화라는 점에도 반영
되어 있습니다. 협력기금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 상호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늘려나가며,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청년과 차세
대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접점들을 확대해 나갈 것입
니다.

<ROUND 2021>는 2022년 한·아세안 관련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탄이기도 합니다. 뮤직 페스티벌의 열기와 일체감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
되어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As the new year begins, it is heartening to hear that the 
second series of ASEAN·Korea Music Festival will be hoste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I congratulate all who 
have contributed throughout the process and made <ROUND 
2021> possible.

Music is the language of hope and healing. Even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the previous <ROUND 2020> has connected 
the people in Asia and beyond through music. The festival has 
shown that by utilizing digital technologies, talented artists 
in ASEAN and the ROK can still move the hearts and minds of 
the audience, wherever they may be watching from.

The theme for this year, ‘Hello to New Normal’ symbolizes 
that there is still much we can do inspite of COVID-19. Indeed, 
consisently pursuing the New Southern Policy(NSP) for the 
6th year now, the Korean government is taking steps towards 
a more resilient future with ASEAN under the 7 initiatives of 
the New Southern Policy Plus(NSPP). <Round 2021> is also 
a part of this journey by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promotion of two-way cultural exchanges,’ as 
envisioned in one of the seven initiatives.

The promotion of culture to bring ASEAN and ROK closer 
is also reflected as a priority area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AKCF). By expanding various platforms 
that enables more online and offline participatory activities, 
we will utilize the AKCF so that the youths and young 
professionals of both sides may have more opportunities for 
mutual engagement and interactions.

<ROUND 2021> is one of the earliest ASEAN-ROK related 
activities for 2022. I hope that the energy and the sense of 
togetherness from the festival will unroll into other areas, 
helping us draw closer to the vision of a people 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H.E. Choi Jong Kun,
1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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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는 

KBS가 주최하는 <ASEAN·Korea Music Festival> 프로젝트의 공식 명
칭이자 브랜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음악을 활용하여 한국과 아세
안 국가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ROUND는 ‘서로 동등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을 의미하며, 음악 안에
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감동과 기쁨, 추억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 국경과 언어, 문화와 관습의 장벽 너머로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 동등한 음악 팬의 입장
에서 서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ROUND는 ASEAN과 함께 합니다

ASEAN(아세안)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
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창립 국
가들의 아세안 선언(방콕 선언) 서명과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브루
나이는 1984년 1월 7일, 베트남은 1995년 7월 28일,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7월 23일,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에 가입하여 오늘날의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구성하였습니다.

ROUND is 

the official name and brand of the ASEAN·KOREA Music 
Festival project which is presented by KBS. The program is 
intended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by utilizing popular music. 

ROUND stands for ‘equal ASEAN countries and Korea’ and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us to get closer in music. 
We hope to connect the hearts and minds of music lovers 
with the emotions, joy, memories and everything that can 
be delivered through music. And hope that people who are 
alienated from borders, language, culture, and customs will 
reconnect again, recognize and understand, and look closer 
to each other equally as music fans.

ROUND is in the partnership with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r ASEAN, was 
established on 8 August 1967 in Bangkok, Thailand, with the 
signing of the ASEAN Declaration (Bangkok Declaration) by 
the Founding Fathers of ASEAN, namely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Brunei Darussalam then joined on 7 January 1984, Viet Nam 
on 28 July 1995, Lao PDR and Myanmar on 23 July 1997, and 
Cambodia on 30 April 1999, making up what is today the ten 
Member States of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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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인 ‘ROUND’에서 이니셜 ‘R’과 작은 원을 추출하
고, 하나로 합쳐서 한국과 아세안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문자 ‘R’의 모양은 아세안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를 연결함으로써 그 모
티브를 얻었으며, 하나로 연합한 아세안을 단일한 시각적 객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작은 원으로 표현하고 로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아세안과 한국이 더욱 가깝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
냅니다. 매년 페스티벌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로고의 메인 컬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OUND 페스티벌>은 모든 아세안 국가의 색상을 중립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서로 동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As shaping a circle and initial of ‘R’ from ‘ROUND’ which is 
the official title for ‘ASEAN·Korea Music Festival’ project, and 
combining one for all, it symbolizes that ASEAN and Korea 
unite as one.

Shape of the capital letter ‘R’ is motivated by connecting 
ASEAN countries’ geographical location, and presents one-
united ASEAN as illustrating one and only visual object. In 
addition, by expressing Korea in a circle shape and including 
it in the logo, it has made it clear as the music festival will 
unite ASEAN and Korea more closer.

Symbol’s main color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identity of the festival every year. Ultimately, by making use 
of all ASEAN countries’ color in neutral by ROUND, it provides 
the chance for everyone to become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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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VID-19 struck worldwide, the AKMF Project was 
upgraded to be OnT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llaboration 
and ties between ASEAN and Korea. The ROUND Festival 
held December 6th, 2020 was the first milestone on the road 
toward this project.

In this process, detailed programs - including the AKMC regular 
meetings and ROUND Festival and ROUND Music Forum - 
were also run, and these programs accomplished the AKMF 
Program’s goal to ‘expand ASEAN·KOREA cultural and artistic 
ties through exchanges between popular music officials, 
network establishment, and creating a bond with young 
people.’ An online promotional channel targeting ASEAN 
and Korean music fans is also now in full swing, which firmly 
supports our long-term implementation of this project.

We have achieved this success not by only the efforts of 
a single country, single artist, or single department.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organically building a 
communication and system and close collabor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Since Team KBS - OnTact festival producers 
- is in Korea, efforts from AMS Focal Points and national 
committee members such as supported communication 
between artists in each ASEAN country and faithfully produced 
artists’ live performance videos made possible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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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AKMF 프로젝트는 온택트 플랜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및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도록 계획
을 업데이트 했고, 2020년 12월 6일 개최된 ROUND Festival을 그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세부 프로그램 - AKMC 회의체 운영과 페스티벌, 뮤
직 포럼 - 을 운영하였고, ‘대중음악 관계자 교류 및 네트워크 정립과 국
가 간 젊은이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한·아세안문화예술교류 확대’라는 
AKMF 프로젝트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 
채널도 한국과 아세안 팬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지
속적으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사례는 어느 한 국가, 한 아티스트, 한 부서의 노력으로 성
취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한국의 KBS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제작된 온택트 페스티벌 
ROUND는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 제작을 위해 아티스트와 커뮤니케
이션을 지원한 아세안 각 국가의 국가담당자(AMS)와 음악 위원들의 노
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18 

음악을 통한 한·아세안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약 30만 명의 뮤직 페스티벌 누적 관객이 시청하였으며, 한국 10팀, 아세
안 10팀 총 20팀 162명의 뮤지션, 댄서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튜브를 통
한 라이브 스트리밍 및 총 12회 송출된 국내외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를 
만났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 온라인 참여 관객과의 활발한 상호 교류
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아세안 음악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로컬 음악산업을 
조망한 최초의 네트워킹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총 12회의 라운드 뮤직 포럼 세션 제작, 총 7회의 AKMC 회의 운영, 총 
19회의 뉴스레터 발행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음악 팬 친화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ROUND’를 도입하였으며, 모든 
홍보물과 결과물에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여 음악으로 하나된 아
세안과 한국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활용 가
능한 온라인 홍보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를 구축했습니다. 상설 사무국 운영을 통해 각 AMS와 국가 위원 상시 응
대 및 프로젝트 콘트롤 타워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Through music, We provided a place of interact 
and exchange for ASEAN & KOREA

Approx 0.3 million cumulative audiences watched the music 
festival. A total of 162 musicians and dancers from 20 teams 
from 10 Korean teams and 10 ASEAN teams participated. 
We met many viewers through YouTube live streaming and 
domestic/overseas broadcasts a total of 12 times. We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ctive interaction with online 
audiences participating through chat rooms.

We held the first networking event to look into 
the local music industry by ASEAN & Korea music 
professionals

A total of 12 sessions for ROUND music forum sessions were 
produced, a total of 7 AKMC meetings were operated, and 
a total of 19 newsletters were issued. We made efforts for 
continuous exchange despite the COVID-19 situation. 

We established the AKMF operation in a 
systematic and strategic manner

We introduced ‘ROUND’ as a music fan-friendly brand 
identity. And we tried to successfully deliver ASEAN and 
Korea which have become one through music, by applying 
unified identity to all promotional materials and results. In 
addition, we have established online promotional channels 
(YouTube, Instagram, Facebook, Twitter, and homepage) that 
can be us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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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기획, 주최하고 외교부와 아세안이 후원하는 ROUND 2020이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상 디지털콘텐츠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ROUND 2020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음
악을 이야기하고 공연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TV와 온라인 라이브 중
계 외에도 ‘뮤직 멀티뷰’라는 디지털 서비스로 취향에 따라 원하는 공연 
화면과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게 해 시청자들이 코로나-19로 현장 공연
을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ABU는 아시아 태평양 69개국 272개 방송사가 지역과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로, 해마다 아시아 지역 다양성과 방송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작품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Round 2020, planned and hosted by KBS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ASEAN, won the Asia-
Pacific Broadcasting Union Award for digital contents 
category.

Round 2020 is the first program for musicians from 10 
ASEAN and South Korea to talk about music in one place.In 
addition to TV and online live broadcasting, a digital service 
called ‘Music Multiview’ allows users to play the desired 
performance screen and audio according to their taste. We 
tried to reduce the disappointment that viewers could not 
enjoy the actual performance stage due to COVID-19.

ABU is 272 broadcasters from 69 Asia-Pacific countries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and broadcasting 
culture. Every year, ABU selects and awards works that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diversity and 
broadcasting cultur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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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has 

grouping the National Committee from each country, called 

ASEAN·Korea Music Committee(AKMC), is aiming for cultivating 

opportunities of cultural exchange and establishing a network 

on/offline with 10 ASEAN and Korean music committees.

Through this group, we desire the AKMC to be settled as 

the network exchanging the information, establishing a 

foundation in accordance with each country’s music industry 

current status, and recommending helpful partnership to 

each other.

The national committee discovers and recommends bands 

and singer-songwriters who are outstanding in their countries. 

Up to four teams for each country were recommended, 

and KBS selected artists to invite to ROUND referring to the 

opinions of experts.

ROUND는 

국가별 음악위원(National Committee)들로 구성된 회의인 ASEAN· 
Korea Music Committee (AKM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및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산업 전문가(뮤지션, 프로듀
서, 레이블 및 페스티벌 관계자 등)가 음악위원으로 참여하며, 각 국가와 
위원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합니다.

이 회의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위원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 파트너를 추천하는 등, 아세안과 한국을 아우르
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위원은 자국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밴드와 싱어송라이터
들을 발견하고 추천합니다. 각 국가별로 최대 4팀의 아티스트를 추천했
고, KBS는 그들의 퍼포먼스를 확인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ROUND에 초대할 아티스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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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d Abu Soffian Bin Md Alinoordin is a music conductor, composer, and music arranger. He organizes 
activities such as workshops, competitions and programs for music development, specifically traditional 
music. He conducts research specifically in Brunei traditional music, and participated in performances 
conducted in hous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as well.

브루나이의 음악가로 지휘자 및 작곡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음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다수의 워크샵과 콩쿠
르 등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BRUNEI 

mD ABU SOFFIAN BIN mD ALINOORDIN

Chivoan Vy is the officer of Government of Faculty of Music in Cambodia. He’s also a talented musician, 
so he has many experiences performing internationally such as in the USA, Singapore, Korea, and etc. 
Alongside his musician and officer’s background, he teaches drum and flute to the students in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with his talents to cultivate the music industry in Cambodia.

현재 캄보디아 정부의 음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겸비한 뮤지션으로써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 공연한 경험이 있다. 캄보디아의 음악 산업을 육성과 젊은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에서 드럼과 플루트를 지도하고 있다.

CAmBODIA 

CHIVOAN Vy

Azfansadra Karim played with a variety of musicians, big bands and music projects worldwide. He has 
toured around Europe and Japan with different projects, and currently working actively as arranger, 
composer, producer and a keyboard player. Released albums together with Tomorrow People Ensemble, 
Zatua and also appeared in several recordings as a sideman both abroad and in Indonesia.

전 세계의 다양한 뮤지션과 빅 밴드와 함께 연주하며, 다수의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투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현재 편곡자, 작곡가, 프로듀서, 키보드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Tomorrow People 앙상블, Zatua와 
함께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으며 국내외 음반 레코딩에 참여했다.

INDONESIA 

AzFANSADRA KARIm

Khamphanh Phonthongsy earned his B.A and M.A degrees at the Tchaikovsky Music Institute in Russia. With 
his degrees, he is fluent in English and Russian as well. After his graduation, he worked for Lao National Art 
Troupe and Lao National Culture Hall. Now, he is appointed a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performing art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of the Lao PDR and performing his duty 
with his experiences from the institute and the government.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이수했으며, 영어와 러시아어도 능통하다. Lao National Art Troupe 
and Lao National Culture Hall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라오스의 문화관광부 국장으로 재임 중이다.

LAO pDR 

KHAmpHANH pHONTHONg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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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ran Bin Nawi has been engaged as a secessionist for the concert performances of Sarah Brightman, Il 
Divo, and Richard Clayderman. His international engagements were with the Asia Pacific String Ensemble, 
with performances in Tokyo, Nagoya and the ASEAN Japan Festival Orchestra in Bangkok. He was an active 
cello tutor at the National Arts Academy, and UCSI University. Currently, he is the cello principal of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NSO) of Malaysia.

사라 브라이트만, 일 디보, 리처드 클레이더만 등 수많은 유명 아티스트 공연에 세션으로 참여했다. 일본 도쿄와 나고야, 태국 방
콕에서 Asia Pacific String Ensemble, ASEAN Japan Festival Orchestra와 함께 세계적인 공연 무대에 서기도 했다. 현
재 National Arts Academy와 UCSI University에서 첼로를 지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NSO)의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mALAySIA 

NASRAN BIN NAwI

He is a composer and music producer who has worked with many famous artists in Thailand. In addition, 
he worked as a music director at GMM GRAMMY in Thailand. As director and producer, he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music broadcasting programs in Thailand such as ‘The Mask Singer’, ‘The Golden Song’ and etc. 
Besides, he participated in various charity concerts and wrote music for charity and campaigns. He is also 
an active lecturer at universities, corporations, and etc.

태국의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한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이다. 태국의 GMM GRAMMY에서 음악 감독이었으며, 
‘The Mask Singer’,’The Golden Song’ 등 태국의 다양한 음악 방송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선 콘
서트에도 참여하며 자선 사업 및 캠페인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대학과 기업 등에서 강연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THAILAND 

JAKKAwAL SAOTHONgyUTITUm

Jon Pinto is the General Manager of ShowBT Philippines, an entertainment company managing Filipinos 
including the first Southeast Asian Billboard nominee, Filipino pop group, SB19. He is a musician, event and 
marketing professional, with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in the entertainment and music industry. He 
has also produced various programs ranging from broadcast, music, concerts, to cultural events.

동남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후보에 오른 필리핀 그룹 SB19를 비롯하여 필리핀 아티스트들이 소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ShowBT Philippines의 관리자이다. 뮤지션이자 이벤트, 마케팅 전문가로 엔터테인먼트와 음악 산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
력을 쌓았으며 방송, 음악, 콘서트, 문화 행사에 이르는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pHILIppINES 

JON pINTO

Lawrence is based in Singapore with over 9 years of experience in curating programmes, music business 
development, and A&R. Currently a music programmer at the Esplanade, focuses on music festivals and 
series, such as Baybeats, Rocking The Region, Mosaic Music Series featuring Korean artists and other 
extraordinary musicians from all over the world. He had worked in Universal Music Singapore, identifying 
potential Singaporean artists to be signed to the label, and creating business opportunities for the artists.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페스티벌 프로그램, 음악 사업 개발, A&R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Esplanade 공연장의 
음악 프로그래머로 Baybeats, Rocking The Region, Mosaic Music Series 등의 페스티벌 시리즈에 한국과 전 세계의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해왔다. 유니버설 뮤직 싱가포르 소속으로 가능성 있는 싱가포르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NgApORE 

LAwRENCE QU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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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c Trung is a music producer and composer, also known as the founder and festival director of Monsoon 
Music Festival. With almost 20 years of working in the music industry, he has got many chances to work on 
music projects, including composing, producing, mixing, mastering, arranging, with different artists and 
different producers/ composers/partners in Viet Nam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음악 프로듀서 겸 작곡가이며 Monsoon Music Festival의 설립자이자 총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안팍의 음악업계에서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프로듀서, 작곡가,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음악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작곡, 프로듀싱, 믹싱, 마스터
링, 편곡 등 여러 영역에서 협업을 진행했다.

VIET NAm 

QUOC TRUNg

Kim Hyun chul, who debuted in 1989, is one the best producers and singersongwriter in Korea. Through the 
genre of city-pop, he is called the ‘City-pop Godfather’, presenting a sophisticated and sensuous melody. 
Recently, he released 11th regular album City Breeze & Love Song, he has been steadily moving toward 
music. Music fans are enthusiastic about the AOR (Album Oriented Rock) city pop field.

1989년 데뷔하였으며 한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중 하나다.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유행하기 전부터 세련되고 감
각적인 멜로디를 선보여왔으며, 시티팝의 유행에 힘입어 ‘시티팝 대부’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정규 11집 시티 브리즈 앤드 러브 
송(City Breeze & Love Song)을 신규 발표하면서 음악 행보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AOR(Album Oriented Rock) 
시티팝에 대한 음악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KOREA 

HyUN CH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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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s program  

Consists of holding music festivals and concerts around the 

world, organizing forums covering issues from the music 

industry, running the ASEAN·Korea Music Committee, and a 

meeting of national committees representing each country.  

KBS looks forward to making opportunities for Korea and 

ASEAN to interact musically by organizing the programs above. 

However, it has become difficult to promo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s music due to the global epidemic of COVID-19.

To overcome this challenge, ROUND also wants to re:connect 

music lovers in the following ways:

ROUND의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개최될 뮤직페스티벌 및 콘서트를 비롯하여, 음악산업의 이
슈를 다루는 포럼을 조직하고,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음악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인 ASEAN·Korea Music Committee를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KBS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함으로써 한국
과 아세안이 음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이 음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적인 유행으로 이후 서로의 음악을 알리고 교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ROUND 역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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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 방식을 도입하여 뮤직 페스티벌 개최

On-Tact는 Online + Contact의 합성어로, 관객들이 온라인으로 입장
하여 아티스트의 공연을 지켜보고, 아티스트는 온라인 관객의 모습과 반
응을 보면서 공연하는 형식으로, 2020년 하반기에 새로 등장한 방식입
니다.

ROUND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아세안 10개 국가를 대표하는 밴드
와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여 한국의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관객에게 소
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한국의 공중파 
방송으로, 그리고 위성방송을 활용한 전세계 중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아티스트와 음악을 전달합니다.

To hold a music festival by On-Tact method

On-Tact is a compound word of Online + Contact, in which 
audiences enter online to watch the artists’ performance and 
artists perform while watching the online audience and their 
reactions, which was newly introduced in the second half of 
2020.

Using this approach, ROUND will discover bands and singer-
songwriter representing 10 ASEAN countries and introduce 
them to the audience along with various Korean artists. We 
deliver artists and music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YouTube 
live streaming, broadcasting in Korea and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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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이야기를 담은 온라인 포럼의 조직

ROUND Music Forum은 오프라인에 모여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대신, 온라인 환경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언제 어
디서나 안전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ROUND Music Forum은 총 12개의 발표로 구성되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뮤직 비즈니스에 관한 내용을 커버합니다.

올해는 ‘아세안과 한국의 음악 탐구’를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10개 국가
의 음악 업계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하나의 주제
로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전달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견뎌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기
록이자, 응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부분 각자 모국어로 발표하지만, 영어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이
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짧은 발표 세션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인사를 건네며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Organization of an online forum that tells the 
stories of each country

Instead of gathering and discussing issues offline, ROUND 
Music Forum is holding a forum via online to prepare Korea 
and ASEAN countries to hear each other’s stories safely 
anytime, anywhere.

ROUND Music Forum consists of a total of 12 presentations, 
covering the music business of Korea and ASEAN countries. 

‘Exploring ASEAN Music’ is the topic of this year and music 
industry people from Korea and 10 ASEAN countries deliver 
their own stories from their perspectives. I hope that the 
story of people in different situations and perspectives from 
different countries could be a record and rooting for this 
difficult time that we are enduring together.

Most of the speakers at ROUND Music Forum speak in their 
native language. However, we will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each other’s stories by providing English 
subtitles. I hope we can use these short sessions to adapt 
and say hello to new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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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ASEAN Music - Stories of people in the music 
industry in 10 ASEAN countries and Korea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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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NAm 

QUOC TRUNg
Composer,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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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Ltd.

KOREA 

CHA wOO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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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KIm HAK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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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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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General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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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y AKARD
Mu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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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pINTO
The General Manager of 
ShowBT Philippines

SINgApORE 

AUDREy LIm
Producer, CEO of Take Back 
The Nights

THAILAND 

ANANT 
NARKKONg
Composer, Lecturer in 
Silpakor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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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를 활용한 음악위원 사이의 교류 활동

원래의 계획은 아세안 각 국가의 아티스트와 관계자, 그리고 음악위원들
이 함께 한국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각 국가
의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를 지
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되
고 위로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음악위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ROUND에 출연할 만한, 자국을 대
표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각 국가의 음악
위원들은 서로를 더 자주 만나고, 국가·지역별로 어떤 상황인지 생생한 
현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필요한 경우 서로의 사업 파트너를 소개시켜 
주기도 할 것입니다.

Exchanges between the National Committee using 
video meetings

The original plan was for national committees from each 
ASEAN country to gather in Korea with the artists and 
officials. But now it’s hard to do that, so we started to hear 
from each country using video meetings as a solution. Just 
seeing each other face-to-face and listening to each other’s 
voices can give each other strength and comfort.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of the national committee 
is to recommend artists who can represent their country and 
can appear in ROUND.

By holding a regular video meeting once a month, national 
committees from each country will meet each other more 
often and listen to vivid local stories about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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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 the program to the ASEAN

When the time comes to be safe from COVID-19, ROUND will also hold 
ROUND Music Festival in ASEAN countries so that artists and music 
discovered through ROUND can be delivered to each ASEAN country.

This has been plan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gram’s planning, 
and we will continue from Korea to ASEAN for introducing artists, music, 
and human networks. National committees, artists and officials from each 
country look forward to a day when they can interact more closely with 
each other.

아세안 투어로 프로그램으로의 확장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는 시기가 오면 ROUND는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ROUND 
Music Festival을 개최하여, ROUND를 통해 발굴된 아티스트와 음악이 각 아세안 국
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기획 초기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다시 아세안에
서 한국으로 계속하여 아티스트와 음악,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소개할 것입니다. 각 
국가의 음악 위원들과 아티스트들, 관계자들은 서로 대면하여 좀 더 가깝게 소통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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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a Junaidi, singer songwriter, had a debut at Bintang Kecil 
in 2003 as the first runner up. Since then, she participated in 
several audition programs and took 2nd place. Since then, 
she released her first single titled ‘Aku Milik Orang’ in 2009 
and performed in not only Brunei but also various countries. 
She is actively working as a representative artist of Brunei by 
releasing her seventh single, titled ‘Term Kamu Seadanya’ in 
November 2021. 

브루나이의 싱어송라이터 Dila Junaidi는 2003년 오디션 프로그램 
‘Bintang Kecil’에서 우승하며 데뷔했다. 이후 2009년 첫 싱글 ‘Aku 
Milik Orang(I’m Owned)’을 발표하고 브루나이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에서 공연을 마쳤다. 2021년 11월 ‘Term Kamu Seadanya’를 발표하
며 브루나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Official Webpage  |  linktr.ee/DilaJunaidi
●  Instagram  |  www.instagram.com/dilaj
●  Youtube  |  www.youtube.com/channel/UCJLmNVIA8fwOCr7OqLOeNxw/

BRUNEI

DILA wITH THE STARS

2021 
ROUND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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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ial Webpage  |  smallworldsmallband.com/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kesorrr
●  Facebook  |  www.facebook.com/smallworldsmallband/
●  Youtube  |  www.youtube.com/smallworldsmallbandofficial/

CAmBODIA

KESORRR

KESORRR, is a Cambodian singer, songwriter, and entrepreneur. 
She is known as a songwriter and a lead vocalist in SmallWorld 
SmallBand, is a contemporary musician group, one of leading 
band in Cambodia, a unique showcase of this generation’s 
talent of Cambodia, mix creatively from Cambodi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performance like Tro, Roneat, Kong, Mask 
dance, Yike and more with the modern music and art. Kesorrr 
is a co-founder of PlerngKob, a creative house of dynamic 
young groups passionate about the arts, music, and film. 
She is also a co-founder and a creative director of BonnPhum 
(Village Festival), the biggest art and cultural festival in 
Cambodia, a folklore festival showcasing Cambodia Culture. 

KESORRR는 캄보디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업가이다. 캄보디아의 
전통악기와 Tro, Roneat, Kong, Mask dance, Yike 등 전통적인 퍼
포먼스를 모던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캄보디아의 대표 밴드, 스몰
월드 스몰밴드(SmallWorld SmallBand)의 작곡가 겸 리드보컬로 알
려진 그녀는 예술, 음악, 영화 등에서 활약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그룹인 
‘PlerngKob’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녀는 캄보디아 문화를 보여주는 민
속 축제인 캄보디아 최대 예술 문화 축제, 본품(BonnPhum)의 공동 설
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하다. 

2021 
ROUND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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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suara is a Rock Alternative band, formed in Jakarta in 
2012. Their first gig in 2014 marked a phenomenal event 
for the Indonesian music industry and has been presenting 
impressive music quality through their performances on 
stage and recordings. The first album, ‘Taifun’ released in 
2015 was a massive hit and received a number of prestigious 
awards such as Best Alternative in AMI Awards, Best Live Act 
from Rolling Stone Editor’s Choice Award and also nominated 
in many music awards. Barasuara has a very unique musical 
sound which people consider as a ‘very Indonesian’ band, 
that inspires a lot of young Indonesian musicians. After 
continuing their performances enthusiastically throughout 
Indonesia, they are preparing another album to surprise the 
industry in 2021.

BARASUARA는 2012년 자카르타에서 결성된 얼터너티브 록 밴드이다. 
2014년 그들의 첫 공연은 인도네시아 음악계에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였으며,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과 앨범으로 인상적인 음악성을 선
보여 왔다. 2015년 발매된 첫 번째 앨범 ‘Taifun’이 엄청난 히트를 치며 
AMI 어워드 최우수 얼터너티브상, 롤링스톤 에디터 초이스 어워드 최우
수 라이브 액트 등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받았고 그 외 수많은 음악상 후
보에 올랐다. BARASUARA는 ’가장 인도네시아스러운’ 밴드라고 할 정
도로 독특한 음악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젊은 뮤지션들에
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공연을 이어간 이들은 
2021년 또 다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할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  Youtube  |  http://www.youtube.com/barasuara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barasuara/ 
●  Facebook  |  http://www.facebook.com/barasuara    
●  Twitter  |  http://www.twitter.com/barasuara

INDONESIA

BARASUARA

2021 
ROUND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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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http://www.youtube.com/TAIYAKARD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taiy_akard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taiyakardd    
●  Twitter  |  https://twitter.com/akardtaiy

LAO pDR

TAIy AKARD

Taiy Akard is a Singer, Songwriter, a Video director, a content 
creator, and an entrepreneur of Lao PDR. His hit song ‘JAO 
BOR MAN AKARD’ was selected as Hit song of the year and 
Best Rock song at the LAO Music Award in 2012 and was 
loved by the public. And Tayi Akard is active in various 
movies as an actor. He has been consistently loved, being 
selected as the best singer of 2020 by the famous magazine 
‘Muan.la’.

Taiy Akard는 싱어송라이터, 영상 감독, 콘텐츠 크리에이터, 라오스의 
기업가이다. 히트 곡인 ‘JAO BOR MAN AKARD’는 2012년 LAO 
Music Award에서 올해의 히트 곡 및 베스트 록 음악으로 선정되었으
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Taiy Akard는 여러 영화에 배우로 활발하
게 출연하기도 했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2020년에 유명 잡지 
‘Muan.la’에서 선정한 최고의 가수로 뽑히기도 했다. 

2021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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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 Liana is an edgy-chic multi-talented rapper, singer, 
dancer and host personality. She started her professional 
career in 2015. Sophia Liana is one of Malaysia’s top female 
rappers today and is active as an actor in addition to music. 
She is also active as a member of the group ‘De Fam’ formed 
in 2015. De Fam swept awards such as Best Song and Best 
Vocal Group with their debut song ‘#Supergirls’ making a 
big hit and has grown into one of Malaysia’s most beloved 
groups. Her bright and positive energy and confident attitude 
inspire, and is loved by the public. 

Sophia Liana는 신랄하고 시크하며 다재다능한 래퍼, 싱어, 댄서이자 
개성 있는 아티스트이다. 2015년부터 전문적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Sophia Liana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최고의 여성 래퍼 중 한 명으로, 음
악 외에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결성된 그룹 
‘De Fam’의 멤버이기도 하다. De Fam은 데뷔 곡인 ‘#Supergirls’로 
베스트 송 및 베스트 보컬 그룹 등의 상을 휩쓸었고, 이 곡이 히트를 친 덕
분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사랑 받는 그룹 중 하나로 거듭났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대중들은 열광한다. 

●  Youtube  |  https://www.youtube.com/c/SophiaLianaOfficial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sophialiana/ 
●  Tiktok  |  www.tiktok.com/@sophialiana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officialsophialiana 

mALAySIA

SOpHIA LIAN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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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9 is a five-member Filipino boy group that debuted in 
2018; composed of Pablo, Josh, Stell, Ken, and Justin. The 
‘SB’ in SB19 stands for ‘Sound Break’ which represents their 
goal to break and elevate Filipino pop music. They are the 
first Filipino and Southeast Asian act to be nominated in the 
Billboard Music Awards as Top Social Artist alongside BTS, 
Blackpink, Ariana Grande, and Seventeen. They are also 
the most tweeted about account in the Philippines in 2020. 
Recently, they have been nominated as Best SouthEast Asian 
Act in the 2021 MTV European Music Awards.

SB19는 Pablo, Josh, Stell, Ken, Justin 5명의 멤버로 구성된 필리핀 
보이 그룹으로 2018년에 데뷔했다. SB19에서 ‘SB’는 ‘Sound Break’
의 약자로, 필리핀 팝 뮤직을 혁신하고 한 차원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반영한다. 동남아시아 및 필리핀 최초로 Billboard Music Awards에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Ariana Grande, 세븐틴과 함께 탑 소셜 아티스
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20년에 필리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되기도 했다. 최근 2021 MTV European Music Awards에서 베스트 
동남아시아 그룹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Youtube  |  https://www.youtube.com/c/SB19OfficialYT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SB19Official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officialsb19    
●  Twitter  |  https://twitter.com/SB19Official 

pHILIppINES

S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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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https://www.youtube.com/Linyingmusic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linyingmusic/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linyingmusic  
●  Twitter  |  https://twitter.com/linyingmusic  

SINgApORE

LINyINg

Linying first turned heads in the world of electronic music, 
where her lush vocals featured on collaborations with 
renowned DJs Lost Frequencies and Felix Jaehn. These songs 
amassed over 80 million streams online, catapulting her into 
the spotlight. She released her debut single, ‘Sticky Leaves’, 
soon after, which entered Spotify’s Global Viral 50 chart,as 
the first Singaporean artist. She is now named one of Spotify 
Asia’s 25 Most Influential Artists Under 25. Her music has 
won praise across a diverse, international audience beyond 
Singapore, from NPR and Billboard to pop-culture figures 
Troye Sivan and Perez Hilton. Her debut EP, ‘Paris 12’, 
entered at #1 on the national iTunes charts, as she took on 
festival performances at Summer Sonic Tokyo, Bigsound 
Music Festival and SXSW.

Linying은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시작하며 Lost Frequencies, Felix 
Jaehn과 같은 저명한 DJ와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 멋진 목소리를 세
상에 드러냈다. 이 곡들은 온라인에서 8,000만 회 이상 스트리밍 되었
으며, 덕분에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곧이어 데뷔 싱글 
음반 ‘Sticky Leaves’를 발표했으며, 싱가포르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Spotify’s Global Viral 50위에 들었다. 그녀는 Spotify Asia의 가장 
영향력 있는 25세 미만 아티스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NPR, Billboard부터 팝 컬처 유명 인사인 Troye Sivan, Perez Hilton
의 주목을 받는 등 싱가포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
고 있다. 그녀의 데뷔 음반 EP ‘Paris 12’는 Summer Sonic Tokyo, 
Bigsound Music Festival, SXSW에서 페스티벌 공연을 하며 싱가포
르 iTunes 차트 1위에 올랐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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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wo’s nice and gentle personality, it attracted many 
producers from both TV dramas and stage plays. The 
charming artist had been offered a role from a stage play, to 
various roles such as in a sitcom, a TV drama. However, music 
is still his first priority and his one and only main goal in life, 
proving he is a real music man himself. At the end of 2012, 
He released the first single, ‘Pood Tam Mai’ from his second 
studio album ‘Music From Another Room’. This album was 
crafted from all the inspirations he had received from years of 
experience of working in the studio and his passion through 
music. Two still has a lot more potential as a musician to 
express. Not only as a singer, a composer and a producer, but 
also a man behind the idea of making his music video and 
his album jacket etc. He pleases all his fans to see him in all 
colors and dimensions as much as possible. 

멋지고 젠틀한 성격을 가진 Two는 TV 드라마 및 연극 프로듀서들로부
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연극 주연부터 시트콤, TV 드라마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제안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최우선으
로 두고 진정한 음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
하고 유일한 목표라고 말한다. 2012년 말, 그는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Music From Another Room’에서 선곡한 첫 번째 싱글 ‘Pood Tam 
Mai’를 발표했다. 이 앨범은 수년 간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영
감과 음악을 통한 그의 열정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 Two는 음악인으로
서 표현하고자 하는 잠재력이 많은 아티스트이다. 가수, 작곡가, 프로듀
서 외에도 자신의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팬들이 그를 다양한 색깔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도
록 노력하는 아티스트다.

●  Youtube  |  https://www.youtube.com/user/2Popetorn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2popetorn/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2Popetorn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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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https://www.youtube.com/channel/
                         UCTPlvjeNZyJEJPsftSroXGQ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myanhtruongg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myanhtruongg/ 
●  Tiktok  |  https://www.tiktok.com/@myanhtruongg?lang=vi-VN 

VIET NAm

mỹ ANH

Mỹ Anh is a Vietnamese solo artist. She was born into a 
musical family and showed her interest in music at a very 
young age. She learned to play various instruments, including 
classical piano, jazz piano, guitar and bass and shared the 
stage with her mother growing up. With the release of her 
debut self-composed and -produced single ‘Got You’ in 2020, 
Mỹ Anh garnered much attention from the audience as her 
song offers a breath of fresh air to the current Vietnamese 
music scene. Mỹ Anh describes herself as an observant, an 
art-lover, a visual person and she does not limit herself to any 
particular music genre and loves to experiment with different 
sounds and melodies. Each of her songs is a beautiful work 
which portrays her personal stories and growth. 

Mỹ Anh은 베트남의 솔로 아티스트이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아주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클래식 피아노, 재즈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
며, 자라면서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다. 직접 작곡 및 프로듀스
한 데뷔 싱글 음반 ‘Got You’를 2020년에 발표하였고, 오늘날 베트남 음
악 신에 신선함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으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Mỹ Anh은 스스로를 관찰력이 있으며 예술을 사랑하고 시각적인 사람이
라고 묘사하며, 특정 음악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운드와 멜로디
로 실험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한다. 그녀의 아름다운 곡들은 개인적인 이
야기와 성장에 대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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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Y debuted in 2017 by releasing the EP ‘CATNIP’ as a band 
with both musicality and popularity based on synthpop. Their 
music depicts things that make you feel good just by thinking 
about such as summer, sea, surfing, running, and chatting, 
and even a little complicated things such as dreams, future, 
and loneliness. All of these elements are the moment of youth 
itself, just like ADOY, who is called the ‘The band running with 
youth emotions. Their music is gaining sympath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ailand, Taiwan, Japan, Hong Kong,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Vietnam etc. and they are 
showing live performances of their own colors. 

아도이는 신스팝을 기반으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밴드로 2017년 EP ‘CATNIP’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아도이의 음악은 여
름, 바다, 서핑, 달리기, 수다처럼 잠시 떠올리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꿈, 미래, 외로움 같은 조금 복잡한 이미지까지 함께 그려낸
다. 이 모든 요소들은 ‘청춘의 정서를 안고 달리는 밴드’라 불리는 아도이
처럼 청춘의 순간, 그 자체다. 덕분에 한국을 넘어 태국, 대만, 일본, 홍콩,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등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으며 그들만의 색깔이 
확실한 라이브를 선보이고 있다. 

●  Official Webpage  |  https://adoyband.tumblr.com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adoyband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adoyband
●  twitter  |  https://twitter.com/adoyb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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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https://www.youtube.com/c/JAMBINAIOfficial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jambinai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jambinaiofficial 
●  Twitter  |  https://twitter.com/Jambinai 

KOREA

JAmBINAI

Jambinai is a five-member post-rock band that is attracting 
attention around the world for its overwhelming sound. They 
create new music that combines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 such as free jazz, post-rock, and heavy metal by mixi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such as haegeum, Korean 
flute, geomungo, and Saenghwang with Western instruments 
such as bass and drums. Since their debut in 2011, they have 
been active in all directions, including global music festivals 
such as Coachella in the U.S., Primavera Sound in Spain, and 
HELLFEST in France, as well as the closing ceremony stag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잠비나이는 압도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를 주무기로 전 세계
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5인조 포스트 록밴드이다. 해금, 피리, 거문고, 생
황과 같은 한국 전통악기뿐만 아니라 베이스, 드럼과 같은 양악기를 혼용
하여 프리 재즈, 포스트 록, 헤비메탈까지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
러진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다. 2011년 데뷔 후, 미국 Coachella, 스페인
의 Primavera Sound, 프랑스의 HELLFEST와 같은 초대형 음악 페스
티벌은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이르기까지 전방
위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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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https://www.youtube.com/lucyisland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band_lucy/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BANDLUCY.mystic  
●  Twitter  |  https://twitter.com/BANDLUCY_mystic 

KOREA

LUCy

Lucy is a four-member band with unique music colors and 
refreshing charm, drawing public attention by finishing 
second in  the 2019 Korean band contest program JTBC 
‘Super Band’. Shin Ye Chan, who newly interpreted violin 
performance with powerful performances, Choi Sang Yeop 
with a refreshing voice, Cho Won Sang, a bassist and producer 
highly praised by Coldplay, and Shin Kwang Il, who is in 
charge of drums with an attractive voice. Starting with their 
first single album ‘DEAR.’, Lucy is expanding their musical 
spectrum with ‘PANORAMA’, ‘Snooze’, ‘INSIDE’, ‘Gatcha’, 
‘Irrelevant Answer’, and ‘BLUE’.

루시는 유니크한 음악 색깔과 청량한 매력을 가진 4인조 밴드로 2019
년 JTBC ‘슈퍼밴드’의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
워풀한 퍼포먼스로 바이올린 연주를 새롭게 해석한 신예찬, 청량감 넘치
는 목소리의 최상엽, 콜드플레이에게 극찬을 받은 프로듀서이자 베이스
를 연주하는 조원상, 그리고 매력적인 음색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며 드
럼을 담당하는 신광일까지. 루시는 첫 싱글 앨범 ‘DEAR.’를 시작으로 
‘PANORAMA’, ‘선잠’, ‘INSIDE’, ‘Gatcha’, ‘동문서답’, ‘BLUE’까지 음
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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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lying is a five-member band consisting of Lee Seung-
hyeop(leader, rap, vocal, guitar, piano), Cha Hoon(guitar),  
Kim Jae-hyun(drum), Yoo Hoe-seung(vocal), and Seo Dong-
sung(base). They made their debut in Japan first in 2013  and 
then officially debuted in Korea by releasing the EP ‘Awesome’ 
in 2015. The second single ‘Rooftop’, released as FLY HIGH 
PROJECT in 2019, was loved again, topped various charts 
and music broadcasts, and surpassed 100 million cumulative 
streaming counts in Korea, which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N.Flying to become a popular band. They are loved for 
their trendy and emotional music and pleasant energy among 
band members. 

N.Flying은 이승협(리더, 랩, 보컬, 기타, 피아노), 차훈(기타), 김재현(드
럼), 유회승(보컬), 서동성(베이스)으로 이루어진 5인조 밴드다. 2013년 
일본에서 먼저 데뷔 후 2015년 EP ‘기가 막혀’를 발매하며 한국에서도 
정식 데뷔했다. 2019년 FLY HIGH PROJECT로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옥탑방’이 역주행으로 각종 차트와 음악방송 1위에 등극하고, 국내 누적 
스트리밍 1억 카운트를 돌파하는 등 엔플라잉이 대중적인 밴드로 거듭나
는 계기가 되었다. 트렌디하면서도 감성적인 음악과 밴드 멤버들간의 유
쾌한 에너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Youtube ｜ https://www.youtube.com/nflyingofficial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letsroll_nf/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officialnflying 
●  Twitter ｜ https://twitter.com/NFlyingoffic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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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tones is a two-member male music group and  
production unit consisting of Shin Jae pyung and Lee Jang 
won, which tells the sound of heavy youth over the intense 
and refreshing sound. They formed Peppertones in 2003, 
saying, ‘We will give you a pleasant stimulus like pepper.’ After 
the release of their first full-length album ‘Colorful Express’ 
in 2005, they won the modifier ‘Two-member group that 
presents New Therapy for Depression,’ thrilling those who 
were thirsty for refreshing music. Peppertones is gradually 
stacking up their music that will surprise the world with the 
freshness like deep green color, the heat and intensity that 
resembles summer. 

강렬하고 상쾌한 사운드를 거쳐 묵직한 청춘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룹 
페퍼톤스는 신재평과 이장원으로 이루어진 남성 2인조 음악 그룹이자 프
로듀싱 유닛으로, 2003년 ‘후추처럼 기분 좋은 자극을 주겠다’며 의기투
합해 ‘페퍼톤스’를 결성했다. 2005년 첫 정규 앨범 ‘Colorful Express’ 
발매 후 ‘우울증을 위한 뉴테라피 2인조’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신선하고 
청량하게 빛나는 음악으로 새로움에 목말랐던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페
퍼톤스는 진녹색처럼 푸른 청량함, 여름을 닮은 열기와 강렬함을 안고 나
날이 깊어지며 세상을 놀라게 할 그들만의 음악을 서서히 쌓아가고 있다. 

●  Official Webpage  |  http://www.peppertones.net/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peppertones1 
●  Twitter  |  https://twitter.com/pptnzexpr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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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https://www.youtube.com/c/SamKim_official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leegititssam 
●  Twitter  |  https://twitter.com/leegititssam 

KOREA

SAm KIm

Sam Kim, who debuted in 2016 at the age of 18, showed 
music that has never been heard before with his soulful tone 
and lively guitar performance in his debut album. As a singer-
songwriter, he has shown outstanding talent for writing and  
composing, collaborating with various Korean musicians 
such as Primary and Loco, as well as being invited as guests 
to perform in Korea by Charlie Puth and Tom Misch. Sam 
Kim is showing a more solid musical identity by showing 
expanded production capabilities with the full-length album 
‘Sun And Moon’, which participated in writing, composing, 
and arranging all the songs. 

2016년, 18살의 나이에 데뷔한 샘김은 데뷔 앨범에서부터 소울풀한 음
색과 생동감 넘치는 기타 연주로 그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샘김 그 
자체의 음악을 선보였다. 또한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작곡에도 독보적
인 재능을 드러내며 프라이머리, 로꼬 등 다양한 국내 뮤지션들과의 협업
은 물론 찰리 푸스, 톰 미쉬와 같은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초청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샘김은 전곡 작사·작곡·편곡으로 참여한 정
규 앨범 ‘Sun And Moon’으로 확장된 프로듀싱 역량을 발휘하며 보다 
확고해진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다.

2021 
ROUND 

FESTIVAL



49 2021 ROUND FESTIVAL | Hello to New Normal

He debuted as a composer in 1988 through the legendary  
Korean singer Kim Hyun-sik’s ‘Dream of Summer Night’ and  
is a representative artist considered a pioneer in the Korean 
pop music industry. Since then, he has raised his reputation 
by hitting Kang Soo-ji’s ‘Violet Fragrance’. In 1990, he debuted 
as a singer with the album ‘Shade of Parting,’ which contains 
ballad songs, and has since expanded the spectrum of 
Korean songs with various music works across genres and 
generations. He served as a senior representative of the South 
in 2018 and a music director of the Pyongyang Performing  
Arts Group in 2018, and has recently been activ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 radio DJ and a judge of audition programs. 

한국 대중음악계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대표 아티스트로 1988년 대한민
국 대표 가수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을 통해 작곡가로 데뷔했다. 이후 강
수지의 ‘보랏빛 향기’ 등을 히트시키며 명성을 드높였다. 1990년에는 발
라드곡을 담은 앨범 ‘이별의 그늘’로 가수 데뷔를 했으며 이후 장르와 세
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작업으로 한국 가요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2018년 남북예술단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2018년 평양공연 예술단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라디오 DJ,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
원으로 활약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  Youtube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mkrG6Ci64_qIa_MDH17ug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ode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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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자의 내용은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책을 보는 시기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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