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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d   Inc.   
Est.   2019   

About   Us   
22nd   Inc.는   2019년에   몇몇   채드윅   국제학교   학생들이   모여   설립한   음반제작,   영상제작,   의류디자인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채드윅   국제   고등학교   최대   규모의   동아리이자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 설립일:   2019년   11월   20일   

❖ 구성원   수:   37   (2021년   기준)   

❖ 관계사:   22nd   Records,   22nd   Film,   22nd   F&B   

❖ 사업자   대표:   이기혁   ( klee2022@chadwickschool.org    //   +8210-9195-9262)   

Explore   More   of   Us   
❖ YouTube:    https://bit.ly/3sbJO0w   

❖ SoundCloud:    https://soundcloud.com/twenty2ndmuse   

❖ Instagram:    @22nd_entertainment   

Mission   

22nd   Inc.는   “ For   us,   for   our   society,   and   for   the   coming   22nd   century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그리고   다가올   22세기를   위해) ”   라는   미션   

아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22nd는   

미래의   22세기에는   인류   문명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일조하며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사회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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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d   Records   
음악에   관심   혹은   소질이   있는   채드윅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음반   사업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설립된   22nd   

Records는   그동안   예인   (Yehin),   Huchaney,   mjk.,   Frank,   Fruity   J   등   많은   교내   아티스트를   배출하였고,   

이제는   교내를   넘어   학교   밖   많은   대중들에게도   즐거움과   귀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Accomplishments   
자체제작   음원   발매:   

❖ 22nd   Records의   모든   아티스트는   매년   ‘Young   Artist’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자신만의   특유   감성을   

담은   다양한   자체제작   음원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물은   무료   음악   유통   플랫폼인   

SoundCloud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교내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소속   가수   

‘예인   (Yehin)’이   멜론,   지니,   애플뮤직   등   여러   공식   음원   플랫폼에   데뷔싱글   ‘Memory   Trace’를   

발매하며   왕성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Explore   More:   

➢ SoundCloud:    https://soundcloud.com/twenty2ndmuse   

➢ 예인   (Yehin):    Memory   Trace   

➢ YouTube:    22nd   Records   Playlist   

➢ YouTube:    Fruity   J   Beats   

[자선]   콘서트   주최   및   참여:   

❖ 22nd   Inc.의   “ For   us,   for   our   society,   and   for   the   coming   22nd   century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그리고   다가올   22세기를   위해) ”   이라는   미션에   알맞도록   22nd   Records는   매년   다양한   자선   

콘서트를   주최하고   참여합니다.   2019년에는   채드윅의   Round   Square와   함께   ‘Benefit   Concert’를   

주최하여   총   300만원의   수익금을   ‘Love   Beyond   the   Orphanage’에   기부하였고,   2020년에는   송도   

G-tower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자선콘서트’에   참여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RS   Benefit   Concert   (왼쪽),   G-tower   Charity   Concert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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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d   Film   
22nd   Film은   영상   제작에   관심   혹은   소질이   있는   많은   채드윅   

국제학교   학생들이   소속돼   있으며   매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해가고   있습니다.   새롭고   신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22nd   

Film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하고   ‘Young   

Creator’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Accomplishments   
유튜브   채널   운영:   

❖ ‘22nd   Entertainment’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채드윅   국제학교   내   학교생활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지원'과   ‘부경'의   ‘ 치어리딩   브이로그   

시리즈 ’는   누적   조회수   60k회를   (2021년   3월   기준)   기록하며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지원   &   부경]   국제학교   고등학생   |   치어리딩   브이로그   📣   시리즈     

Music   Video/Lyrics   Video   제작:   

❖ 22nd   Film은   22nd   Records에서   제작된   음원의   Music   Video와   Lyrics   Video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비   (RAIN)’의   ‘깡’을   리믹스한   ‘22nd   Ggang’의   뮤직비디오는   2020년   교내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외    22nd   Ent.   YouTube   

Channel 에서   22nd   Film이   제작한   모든   음원   영상들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MV   of   Ggang   (22nd   Remix)   (오른쪽),   LV   of   Flamingo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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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d   Fashion   &   Beauty   
패션과   메이크업에   깊은   조회가   있는   채드윅   국제학교   학생들이   소속되어있는   22nd   F&B는   다양한   아웃핏과   

앨범   재킷과   같은   아트워크를   디자인하고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complishments   
아트워크   디자인:   

❖ 22nd   F&B는   22nd   Records에서   제작된   모든   음원의   앨범재킷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   

디자이너인   ‘이제인’은   다양한   외부   아티스트들의   앨범재킷   작업도   맡아하고   있습니다.   

  
Flamingo   앨범   자켓   (왼쪽),   Purple   앨범   자켓   (중간),   Switch   Line   앨범   자켓   (오른쪽)   

메이크업   서비스:   

❖ 22nd   F&B의   사장직을   맡고있는   ‘백소현'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22nd   

F&B의   모든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   팀은   22nd   Inc.의   

구성원   중   촬영이나   콘서트   일정이   있는   멤버에게   메이크업   서비스와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류   디자인:   

❖ 22nd   F&B는   세계   최고의   의류   유통업체들과   협력하여   최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특정   세계   최대   모자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캡/버킷햇   신상을   창작했고   

2021년   6월부터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22nd   Records에서   발매한   음원의   컨셉을   따른   

아웃핏/굿즈   또한   직접   디자인합니다.   

  
22nd   F&B   캡   시리즈   디자인   (왼쪽),   Flamingo   Hoodie   (오른쪽)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For   us,   for   our   society,   and   for   the   coming   22nd   century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그리고   다가올   

22세기를   위해) ”   이라는   미션에   알맞게   22nd   Inc.의   모든   구성원은   고객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나갑니다.   

For   Our   Future   Generation   
22nd   Inc.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평등한   미래를   향해   일하는   기업으로,   매년   
‘For   Our   Next   Generation’   이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며   지구촌에   살고있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For   Our   Future   Generation:   Project   #2021   

2021년   현재,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양극화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급증한   실업률은   많은   
이들의   직업을   빼앗아   갔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주어   삶의   희망과   의지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상위계층   속   극소수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어   K   
모양으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현상인   ‘K-shaped   Recovery’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nd   Inc.는   2021년의   For   Our   Future   Generation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For   Our   Next   
Generation   -   Project   #2021’   브로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기부활동   
22nd   Inc.는   매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인천   최대의   과학용품   업체인   ‘호기심팬더'와   협력하여   약   500개의   손소독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송도2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며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손소독제를   기부하였습니다.   

  
2020년   손소독제   전달식   (왼쪽),   2021년   손소독제   전달식   (오른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