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 (rhythmical player) 
-2015 PROFILE PPT.- 



About R.P 
 

R.P (rhythmical player) 
Name : 이규훈 (Lee Kyu Hoon) 

Birthday : 1984.07.23 
Height : 175 

Hobby : 만화,영화 
 

R.P (rhythmical player, 이규훈) 은 무대위에서만큼은 자유로운  

'리드미컬한 플레이어' 라는 뜻으로 2010년 미니앨범으로 데뷔했다.  

데뷔때부터 에너지는 넘치는 공연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제2의 싸이, 언더그라운드 싸이’ 

라는 별명을 가졌으며, 그 재능을 인정받아 2012년에는 대중가요계의 전설 패티김이  

선택한 최초이자 마지막 전속랩퍼로 23개 도시를 투어하며 그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문화예술의 상징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 힙합뮤지션으로써  

힙합뿐만아니라 오케스트라, 대중가요의 콜라보공연을 통해 공연가로써 넓은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ㅋ R.P ( rhythmical player)  
-OFFICIAL CAREER- 

 
  

* 대중가요계의 전설 패티김 마지막 글로벌 콘서트 공연 
- 2012.06 ~ 2013.10 전국 23개투어  

 
* 문화예술의 상징이자 권위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 2000년대 대극장 공연 최초의 힙합뮤지션 (2011.10-2013.11)  

 
* SBS 김정택 오케스트라 & 예술단 

- SBS 찾아가는음악회, 사랑의콘서트, I LOVE AFRICA 등 (2011.04-현재까지) 

 
* 국내 수많은 음악페스티벌, 행사, 축제, 클럽, 파티 공연 

- 2010년 데뷔이후 지금까지 연간 200회 이상의 공연 

 
* 국내 힙합, 스트릿 관련 행사 전문 HOST MC 

- 힙합공연, 댄스배틀대회 컨텐츠 제작,기획, 연출,MC 



R.P ALBUM CAREER 
 
Single Album 
2011.02 - [긴말안할게] 
2011.08 - [알피와함께라면] 
2011.09 - [LOVE&K2SS] 
2011.12 - [오늘은 신부가 제일 예쁘다] 
2012.06 - [난 흔들리지 않는다]  
2014.04 - [BACK HUG] 

 
Mini Album 
2010.08 - [SPECIAL]  
2013.08 - [GENTLEMAN CLASSIC] 
2015.02 - [HOMME CLASSIC] 

 
Regular Album 
2013.12 - [HERE COMES A NEW CHALLEGER] 

 
Project Album 
2013.06 - [알피와질럿] 
2013.12 - [여자친구생기면] 
2014.08 - [콜라] 

Awards 
  

2008.08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USA STAR 100 AWARD' 수상 
 

2014.12 
한류힙합문화대상 시상식  

'사회공헌상' 수상 
 
 
 

Broadcast / CF 
2010 M.NET 그는당신에게 반하지않았다 

2012 SBS 패티김 이별콘서트 실황중계  
2013 KBS 트로트 대축제 현숙 피쳐링 

 
 

2013 WISEGIGA CF 애니메이션 음악감독 
2013 공익광고 마이스터고 홍보영상 음악감독 및 출연 

 

 
 



About R.P with Friends 
 

R.P with Friends  
R.P 의 공연에는 항상 멋진 라인업이 함께합니다. 

 
 

- 한류문화의 상징인 B-BOY CREW 
 

- 다이나믹하고 신나는 무대의 STREET DANCE TEAM 
 

- 섹시함으로 승부하는 GIRLS DANCE TEAM 
 

- 화려한 개인기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BEATBOX 
 

- 다양한 장르의 플레이가 가능한 DJ 
 

- 멋진 라이브 음악을 들려줄 BAND 
 



About Performance 
 
 

-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 레퍼토리 
알피는 대중가요계의 메가히트곡 ‘밤이면밤마다’, ‘미인’등을  

알피만의 스타일로 편곡, 이밖에도 힙합댄스메들리, K-POP 메들리등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공연 

비보이, 스트릿댄스, 비트박스, 라이브밴드, 오케스트라등 여러장르와의  
콜라보공연을 통해 공연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대중성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매니아층에서도 사랑받는 공연을 보여준다. 
 

- 10년이상의 노하우가 만들어낸 공연연출과 진행력 
알피의 가장 큰 강점은 가수와 랩퍼이기도 하지만 진행자로써의 

역할도 크게 해낸다는점에 있다. 단순히 퍼포머로써  
무대에 오르는것이 아니라 , 언제 어디서든, 어떤 관객앞에서든 

위트넘치는 멘트와, 편안한 소통, 에너지넘치는 공연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R.P ( rhythmical player)  
-HOST MC CAREER- 

 

알피는 2009년 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재치있는 입담과 진정성있는 진행으로  
한류문화의 상징중 하나인 ‘한국힙합스트릿’을 대표하는 HOST MC로 활동.  

비보이 뿐만 아니라 힙합, 락킹, 왁킹, 팝핀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댄서들과 
함께 대회를 진행해오며 한국힙합스트릿문화를 만들어 가는 MC로 성장했다. 



R.P ( rhythmical player)  
-PROFILE PHOTO- 

 

“알피는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앨범을 작곡, 작사, 프로듀싱, 디자인과 공연연출까지 1인 기획사 및 

공연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공연 뿐만

아니라 그만이 가지고 있는  무대에서의 에너지는 국내의 어느가수와도 비교할수없을만큼 그만의 색

깔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제2의 싸이가 아니라 제1의 R.P가 될것이다.”        - SBS 김정택 단장 - 

 



R.P ( rhythmical player)  
-PERFORMANACE PHOTO- 

 

• 대중가요계의 전설 패티김 마지막 글로벌 콘서트 공연 
 

• - 2012.06 ~ 2013.10 전국 23개투어  
• - 패티김이 선택한 최초이자 마지막 전속랩퍼 



R.P ( rhythmical player)  
-PERFORMANACE PHOTO- 

 

• 보령머드축제 ‘힙합콘서트’메인스테이지 
 

• - 2014.08 @충남 보령 머드축제 



R.P ( rhythmical player)  
-PERFORMANACE PHOTO- 

 

• K-HIPHOP CONCERT ‘메인스테이지’ 
 

• - 2014.07 @유니클로AX-HALL 



R.P ( rhythmical player)  
-PERFORMANACE PHOTO- 

 

• R.P 3RD EP – HOMME CLASSIC SHOWCASE 
 

• - 2015.02 @압구정예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