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연도 최우수작품상 최우수 인기 뮤직비디오상
1 1999년 이승환 - 당부 H.O.T - 아이야!
2 2000년 조성모 - 아시나요 H.O.T - Outside Castle
3 2001년 왁스 - 화장을 고치고 GOD - 거짓말
4 2002년 조PD - My Style 보아 - No.!
5 2003년 빅마마 - Break away 이효리 - 10Minutes
6 2004년 보아 - My Name 비 - It's Raining
7 2005년 드렁큰 타이거 -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 동방산기 - Rising Sun

회차 연도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앨범상
8 2006년 SG워너비 - 내 사람 동방신기 SG워너비 - The 3rd Masterpiece

9 2007년 빅뱅 - 거짓말 슈퍼주니어 에픽하이 - Remapping the Human Soul

10 2008년 원더걸스 - Nobody 빅뱅 동방신기 - MIROTIC

11 2009년 2NE1 - I Don't Care 2PM G-DRAGON - Heartbreaker

12 2010년 miss A - Bad Girl Good Girl 2NE1 2NE1 - To Anyone

13 2011년 2NE1 - 내가 제일 잘 나가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 Mr. Simple

14 2012년 싸이 - 강남스타일 빅뱅 슈퍼주니어 - Sexy, Free & Single
15 2013년 조용필 - Bounce G-DRAGON EXO - XOXO
16 2014년 태양 - 눈, 코, 입 EXO EXO - 중독 (Overdose)
17 2015년 빅뱅 - 뱅뱅뱅 빅뱅 EXO - EXODUS
18 2016년 트와이스 - CHEER UP 방탄소년단 EXO - EX'ACT
19 2017년 트와이스 - SIGNAL 방탄소년단 엑소 - The WAR
20 2018년 트와이스 - What is Love?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 Love Yourself

‘MAMA’는 Mnet Asian Music Awards 의 약자로서 아시아인들의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의미의 Mnet 음악 시상식이다. 한국 최초
의 뮤직비디오 시상식으로, 처음에는 M.net 에서는 ‘영상 음악 대상’ 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업의 음악채널인 KMTV 에서는 ‘코리
안 뮤직 어워드’ 라는 이름으로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었다. 그후 2000년 부터 엠넷에서는 ‘엠넷 뮤직비디오 어워즈’ 로 명칭을 
바꾸어 진행되었다. 
그러다 2004년 제6회 부터는 비슷한 두개의 시상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Mnet KM 뮤직 비디오 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으로 개최 
되었고 2006년 8회 부터는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전반에 대한 시상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Mnet KM 뮤직 페스티벌‘ 이
라는 MKMF 로 변경되었다. 2009년 부터는 MKMF가 폐지되고 지금의 Mnet Asian Music Awards 인 MAMA로 진행되었다. 2010
년 부터는 최초로 장소를 해외로 옮겨 진행되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시상식으로 성장하여 2010년에는 마카오, 2011년에는 
싱가포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홍콩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그리고 2017년은 베트남, 일본, 홍콩에서, 2018년 한국, 일본, 홍
콩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아시아인들을 하나로 하기 위한 음악 시상인답게 화려한 무대와 다른 시상식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퍼포먼
스들을 선보이며 많은 볼 거리와 이슈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시상식 답게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아티스트들까지 함께 하는데, 스티비원더 일비스 윌아이엠, 위즈칼리파, 니키 미나즈 등이 시상식에 등장해 국내 아티
스트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예심은 음반 판매량과 음원 순위를 기반으로 전문 심사위원과 각계 음악 관계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본심에서는 시청
자 투표(인터넷, 모바일),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한 선호도 조사, 음반 판매량, 디지털 통합 차트(음원 판매
량), 선정위원회 심사 등 총 6개 부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 부문>
* 대상   : 올해의 노래, 올해의 가수, 올해의 앨범(총 3개 부문)      * 가수별 : 남/녀 신인상, 남/녀 가수상, 남/녀 그룹상(총 6개 부문)
* 장르별 :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솔로/남자 그룹/여자그룹),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남자/여자), 베스트 랩 퍼포먼스, 
           베스트 밴드 퍼포먼스,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 유닛 (총 8개 부문)     * 특별상 : 베스트 뮤직비디오
<역대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