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PROPOSAL

음원유통의 미래
대안을 제시하다
LINK YOUR
MUSIC TO STORE

ALL NEW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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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유통시장에서 기술 구조적 변화 즉, MARKET

+ TECH의 연동형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의 틀안에서 지속적 BOOM UP은 물론 아티스트와 유통사 간의 최적의 시너지를 만들어 갑니다.
3.14가 유통하는 모든 앨범들은 [언제나 MAKET]에서 [ING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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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US
▪ 서비스 개요

▪ 제안 점
▪ 벨류
▪ 니즈 반영

기업소개

ABOUT US

logo

3.14는 유통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다각화 된 유통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고도화 된 자체 tech 서비스 결합으로 권리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19-86-01748
설립일 : 2020년 2월 1일
전화번호 : 02-3465-7640

3.14 개요

새로운 플랫폼들과의 완전한 연동 구조를 형성하여 기존의 창작물들에 대한 관심도를 부스팅 시키며,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 될 수 있는 타겟형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권리자들의 컨텐츠를 매니지먼트 해드리며,
바르고 착한 컨텐츠 유통을 지향 합니다.

기술분야

서비스명

3.14

핑거프린팅/Contents모니터링/음원CNA관련

사업분류

음원 유통 서비스

특허 NO. 제 10-1565659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단말기 및 방법

서비스구성

In STORE TECH와의 시스템 연동

미디어/소셜 플랫폼과의 결합형 서비스
파트너스 뷰 정산 관리 및 운용 리포트 시스템
합리적인 유통 수수료
음원 컨텐츠 마케팅

특허 NO. 제 10-1408615 방송 재생 동기화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
특허 NO. 제 10-1511422 강성 음악 제공을 위한 매장 음악 관리 시스템
2017년 2월 14알 재 3회 저작권 대상 감사패 (사단법인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2015년 4월 한국 저작권 위원회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위원회)

ABOUT US
정부 산하기관/저작권관련단체의 음악방송 모니터링, 매칭, 분배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범위의 프로젝트를 다년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역량으로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운드 ID

저작(인접)권 정산분배

콘텐츠/저작권관리 (CIMS)
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매장에서 재생한 고주파를 스마트디바이스에서
인식하여 사용자가 위치한 매장과 현재 재생중인
음악, 광고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융합 서비스

CDN

방송, 디지털음악송신, 공연보상금정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콘텐츠 관리를 위한 시스템개발, DB등록,
정제, 통합, 매핑 등 구축 부터 운영에
이르는 서비스 제공

방송모니터링

다양한 음악저작 (인접) 권 관련 사업 수행경험

Content Delivery Network

Colocation과 CDN의 융합된 전용 모델확립과
콘텐츠 다중화를 통한 데이터 유실방지, 특화된
DDOS 보안존 운영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디지털핑거프린팅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사용내역 산출울 통해 투명한
음악 저작권료 정산자료 제공

SI
지상파/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인원 24시간 모니터링

customer
정부산하기관, 음악저작/인접단체, 디지털뮤직 비즈니스,
E-Education 등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매장음악 등 실생활에서 들리는 모든 음악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시스템개발과 최적의
인프라 구축까지 Total IT서비스 제공

OUTLINE 개요
IN STORE TECH 결합

전문 유통 인력 구성

매장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든 테크놀로지와 결합이

15년 이상의 MUSIC CONTESNTS 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구성한

가능합니다. IN STORE MUSIC, DIGITAL SIGNAGE,

TEAM 3.14는 세계가 급변하는 음원 유통 시장에 대응해 가장

KIOSK, DIGITAL POP, SYNC CAST 다양한 기술들과

발빠르게 준비 했습니다. 유통의 미래 벨류체인 그것이 3.14의

결합하여 유통사로서의 새로운 마케팅을 제시합니다.

핵심 비전입니다.

합리적인 수수료

기술과의 결합

유통을 의뢰하는 고객들과 3.14가 하나가 되어 얻을 수 있는

에프터 코로나-> 유통의 구조는 변화해야 합니다. 창작물을

베네핏을 확장 시켜 드립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맡긴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데이터와, 지표를 제공합니다.

제시함으로써 코로나로 변화하는 음원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음원 시장에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대응하며 창작자들의 비전을 완성 시켜 드립니다.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

정산,통계 시스템

3.14 음원 매니지먼트 시스템

3.14만의 체계적인 정산 시스템과 툴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성장 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 시장현황 속

간편하게 확인가능한 정산내역서와 음원 사용내역 통계자료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콘텐츠 공유 플랫폼과 전문인력 구성으로

제공합니다. 창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다가가

트렌드에 대응하는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지속적인 관리와 성장에 도움이 되어드립니다.

이용하여 N차 가공된 콘텐츠를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POINT 제안

“ 새로운 유통 문화를 잇다 ”
POINT 1

POINT 2

POINT 3

IN STORE TECH

미디어/소셜플랫폼의결합

매장을 기반으로한 모든 산업의 핵심

YOUTUBE로 인한 새로운 수익 구좌가

내 음원이 어떤 방식으로 몇 회 사용되어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생겼습니다. 화자가 되는 유통 앨범들은

지는지. 어떻게 사용 되어지면 좋을지.

대형 및 개인 매장까지도 6만개 이상의 매장

더욱 BOOM UP을, 기존의 유통 앨범들은

참여형으로 직접 내 음원을 정성스럽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솔루션과의

지속적 마케팅을 활용해 부가 수익창출을

유통하고 싶을 때. 다양한 데이터

결합 형태로 유통음원을 활용해 마케팅 및

지원합니다. 유튜브 연동과 운영을 위한

분석으로 유통의 한계를 극복한 집약적

베네핏을 부여 합니다.

팀 구성으로 더욱 강력한 베네핏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하는것들을

위한 집약체

약속합니다.

VALUE 가치

전문성

수익성

브랜딩 마케팅

안전성

전문성 & 차별성

신규 수익 구조

GLOBAL BRANDING

REPORT

유통시장의 차별화된 Tech 허브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연결
알고리즘

세계로 뻗어나가는
K-CULTURE

심플함, 명확함, 투명함

전문성 이미지 제고

In Store Tech 결합

3.14의 유통만으로 마케팅 , 브랜딩 효과

온라인고지서를받는듯한UI정산리포트

만족을 수변하는 유통 매커니즘

유튜브

유튜브 TEAM의 기동성 있는 업데이트

어디서든확인할수있는내음원의이용현황

Dream Team Work

전략 수립용 Data 제공

플랫폼별 양방향 마케팅 극대화

다음을위한전략분석프로세서제공

NEED 반영

IN STORE TECH와의 조우
새로운 유통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제는 음원시장에서도
새로운 유통 채널이 필요합니다.
편의점부터 카페까지 매일 음악이 흐르고
매일 각 매장은 평균 10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 음악이 매일 필요한 공간! 기존 음원유통이 놓치고 있었던 틈새 ]
대한민국 매장의 50%이상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더욱 많은 점유를 위해
매장음악 서비스사들과 제휴하여, 지속적으로 음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음악이 국내 및
세계 음원 시장에 유통되도록, 영향력 있는 3.14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지도록, 그리고 매장을 방문한 모든 리스너 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NEED 반영

“ 기존의 유통사가
메우지 못한
새로운 수요의 틈새를
고객사

아티스트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
브랜드 맞춤형 청각 마케팅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활용한 홍보효과
유명 브랜드와 연결되어 인지도 향상

공략한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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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활용

▪ YOUTUBE
▪ SYSTEM

▪ 활용
▪ 소통 HUB / 피드백
▪ 플레이리스트 · 리릭 메이커

▪ 플릭
▪ 페이스북 · 인스타
▪ 유통수수료 환급마케팅

YOUTUBE 리스너 소비 시장 변화의 핵

“ 새로운 1번 YOUTUBE “

• 1020세대 유튜브 사용량 압도적 우위,
• 3040새대 전년 댜바 내이버 사용량 추월
• 5060세대 유튜브 사용량 급증

2019 모바일, Youtube 중심으로

2019 모바일, Youtube전 연령에서

동영상 서비스 이용

네이버 사용 시간 추월

모든 이용 서비스가
음원 컨텐츠와 연관

2019 국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유튜브 이용 서비스

NO.1 - YOUTUBE

WORLD WIDE 플랫폼의
절대적 이용 점유

SYSTEM 시스템

YOUTUBE
MARKETING
채널은 이미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독자 증대로 lo fi – hi fi 채널까지
브랜드채널의 틀 안에서 유동적으로 프로모션 합니다.

“ 314가 유통하는 모든 앨범들은

[언제나 MARKET] 에서 [ING 실시간] 으로 움직입니다.”
유튜브의 강력한 연결고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저 맞춤 형태로 영상을 기반한
유통음원을 마케팅 합니다. 기본적인 유튜브 “브랜드 채널링“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입하여 3.14가 유통하는 컨텐츠들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클릭 유도 문원 (CAT)

최종화면 (End Screens)

워터마크 브랜딩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의 CALL TO ACTION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콘텐츠와 그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콘텐츠 사이의 가교 역할을 부여 합니다.

최종 구간에 다음 콘텐츠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시청자의 구독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3.14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채널링 구족의 구독을
브랜딩을 통해서 유도 합니다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이 함께 합니다.

UTILIZATION

세분화된 활용!
다양한 브랜드, 프로모션 채널의 운영으로 이미 트랜드의 시점에서 멀어진 모든 곡들까지
재 활성화를 위한 직관적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3.14는 유튜브와 실시간으로
PICK 아티스트 유튜브 채널
릴레이 마케팅

유통곡 국가별 독음 번역
해석 이벤트 채널링

유튜브는 리스너들과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 시키는 플랫폼 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통시켜주는 HUB의 매개로 최적의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3.14는 지금까지 없었던 유튜브 매니지먼트 여러 MCN과의 제휴 및 자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존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한 형태로 혁신합니다.

UTILIZATION

“ 선순환”은 이렇게 하는 거에요
YOUTUBE의 플랫폼은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 입니다.

모든 유통곡에 대한 전략적 활용으로 새로운 수익구좌를 만들어 갑니다.
3.14의 YOUTUBE DREAM TEAM 은 유통하는 K CULTURE POP의
세계적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독음 하여 노출 합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해당 음원을 이해 할 수 있게 번역하고 해설하여 줍니다.

템플릿화 된 시스템의 이용만으로 가장 빠르게 커다란 DB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DOMESIC AND OVERSEAS
DISTRIBUTION 국내/해외유통

국내 6곳 해외 28곳의 플랫폼

체계화 된 기술력과, DDEX 연동의 고리화환 경험으로 전 세계 SP사들과 연결 합니다.

전 세계로 유통되는 나의 음원 컨텐츠

더욱 영향력 있는 음원 콘텐츠로 성장시킵니다.

추가 수수료 없는 글로벌 음원유통과 더불어 국내 최신 앨범 상단 노출 프로모션 지원으로

HUB 소통 / 피드백

[

3.14 아티스트와 활발한 피드백 및 커뮤니케이션 유지

]

인스토어 마케팅 매개채 연결

영향력있는 SNS 채널 소통강화

투명한 정산/분배를 돕는 정산시스템

브랜드송, 안내방송 BGM 삽입 등
다양한 프로모션 제안

공식 3.14채널, 테마 유튜브채널, SNS 소개

플랫폼별 횟수에 따른 보상금 분배

HUB 소통 / 피드백

3.14 유튜브

3.14 블로그

3.14 인스타그램

3.14 페이스북

국내 최초 IN STORE TECH 음원유통사

국내 최초 IN STORE TECH 음원 유통사

국내 최초 IN STORE TECH 음원유통사

국내 최초 IN STORE TECH 음원유통사

3.14의 유튜브 채널. 유통 음원과 아티스트

3.14의 공식 블로그. 유통 음원과

3.14의 공식 인스타그램. 유통 음원과

3.14의 공식 페이스북. 유통 음원과

소식, 최신 발매스토리 등 다양한 영상들을

아티스트 소식, 최신 발매 스토리 등 다양한

아티스트 소식, 최신 발매 스토리 등

아티스트 소식, 최신 발매 스토리 등

만나보세요. 공식 채널을 통해 국내 뿐만

소식을 확인하세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인스타그램을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통 시켜주는 HUB의

형태로 3.14가 유통하는 컨텐츠들의

통해 유통곡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효과적인

매개로 최적의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가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3.14 공식 SNS 마케팅

Playlist·Lyrics 메이커
*314비디오 메이커 실행 화면

3.14 비디오 메이커
플레이리스트, Lyrics , Shorts , Facebook
1.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 개발

2. 간편한 제작방법으로 제작시간 단축

빠르고 간편함은 가장 큰 무기
314비디오 메이커로 플레이리스트 / Lyrics콘텐츠의 제작 , 인코딩 시간을 단축시켜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나갑니다.
물리 컨텐츠를 간단히 드래깅 하고 생성을 누르면 GPU를 활용하여 단 몇 초만에
미디어/서비스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제작 됩니다.

Plick

국내 최초
뮤직 라이브러리

메인화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지친 사용자를 위한
음악 콘텐츠(Playlist / Lyric) 추천 서비스 !

YouTube에서 즐겨 보던 음악영상을
Pl.ick에서 더욱 편리하게 감상하세요 !

플레이리스트 목록

플레이리스트 검색필터

Facebook · Instagram 마케팅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다수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콘텐츠 마케팅(발매/유통음원관리/콘텐츠부스팅) 진행 시기에 맞춰 조직화된 협업으로
티저/ 발매 콘텐츠를 제작·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막도둑

썸송

싸비월드

플멍

음악은 타이밍

흐린 기억 속의 그 노래

훅잽이

유통수수료 환급 마케팅

[ 3.14 ] N%의 수수료중
3~5% 이상의 수수료 부분을마케팅 비용으로 활용

•

POINT 2

POINT 1

•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 효과에 도달 합니다.

•

비용대비 도달 지수와 증가 폭을 투명하게 리포트

스 플렛폼의 누적 조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기반

합니다.

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

현재 가장 트랜디하고 USER 유입 호환성이 좋은

•

직관적 마케팅에 대한 가치 투자

#해시태그 / #워딩 을 활용하여 최적의 시나리오

•

비용이 산정되는 DB 기반의 타겟 마케팅에 대한

를 제작합니다.
•

가장 직관적으로 인접권료 상승과 밀접한, 서비

직관적으로 SP와 연동되는 UI API 연동형 세팅으

부분 일정 N% 투자
•

로 관심과 몰입이 바로 S.T / H.P 로 이어 집니다.

페이스북 / 커뮤니티 등 타겟 기반의 서비스 및
플랫폼 내에 명확한 USER BASE 도달 및 조회
게런티

•

마케팅 컨텐츠 N차 리빌딩 , 도달률을 고려하
여 새로운 관심 몰입형 제작 컨텐츠로 진행

03

리포트

▪ 모니터링
▪ 공식 정산서

▪ 3.14 파트너 viewer
▪ PRIZM 방송 모니터링 서비스
▪ 콘텐츠 가치 분석 솔루션

모니터링

모니
터링

저작권료를 간편하게 한 곳에서 모니터링
3.14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플랫폼의 저작권료를 추적해보세요.

* 데이터 기능
• 월별/주별 단위 플랫폼별 저작권 통계

• 플랫폼별 스트리밍 수 전대비 비교 통계
• 내 음악이 송출된 채널현황, 청취횟수
• 매장 청취자 인구통계
• 업종별 선호 통계
• 매장음악 동행 제공

공식적 UI정산서

DETAILS 공식정산서

정산
U/I

공식적 UI정산서
공식화 된 UI를 적용한 정산리포트는 마치 신용카드 내역서를 받 듯.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EXCEL 로만 보던 형식에서 모든 것이 편리한 UI로 만들어진 앞으로의 기준이 될 정산 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14 정산 내역 제공 UI (피지컬페이지)

Partners Viewer 3.14 파트너 뷰어

매출
통계

파트너스 Viewer로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매출내역
3.14 파트너 뷰어로 등록된 모든 음원의 매출과 정산내역을 확인해보세요.
POC별 매출을 집계하여 전체 매출 통계부터 아티스트, 앨범, 음원, 기간설정으로
세부적인 내역과 매출 순위까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와드립니다.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음원에 대한 총 매출 데이터 통계
- 다량의 음원 운영관리에 최적화된 툴.한눈에 보이는 수치화된 매출 데이터

* Point Menu
• Dashboard (Overview)
전체 매출 내역을 수치화하고 그래프 형식으로 변환하여 월 매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정산 내역 조회
아티스트 / 앨범 / 음원 별로 정산내역과 총 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P별 매출 조회
아티스트 / 앨범 / 음원의 각 IP별로 세부적인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위차트
아티스트 / 앨범 / 음원 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총 합계 매출 순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 3.14 정산 내역 제공 페이지

PrizM 프리즘

PRIZM

소중한 나의 컨텐츠
숨겨진 가치를 찾다

음원 모니터링 리스트에서 유명 방송사와 특정한 시간에 자주 송출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다양한 사업, 마케팅 전략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rizM은 정확한 방송 음악 모니터링 자료 제공을 위해 수천만 곡의 음악 DB와
프리즘만의 디지털 핑거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내 음악이 언제, 어떤 방송에서,
얼마동안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음원 매칭 기술로 이용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마케팅

음원 모니터링 리스트에서 유명 방송사와 특정한 시간에

요소

자주 송출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다양한 사업, 마케팅 전략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데이터

매일 업데이트 되는 방송 모니터링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유통 곡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오차 없는 정확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4 IP Valuation 콘텐츠 가치 분석 솔루션

3.14만의 최적화된
IP Valuation Tech

인접권,저작권,실연권 각 권리별로 체계적인 콘텐츠 가치산정 시스템과 툴을 이용합니다.
IP 발매와 동시에 국내.외 플랫폼의 스트리밍(ST), 다운로드(DW) 누적 데이터를 비롯해
OTT 및 방송(TV/RADIO) 데이터 모니터링 등 세분화된 단계의 분석을 통해 IP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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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US

ABOUT US

ORGANIZATION CHART 조직도

CEO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3.14는 컨텐츠 유통 허브의 교두보 역할과 ,
기술력을 융합한 착한 서 비스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
기획 / 개발

CCO

수준 높은 개발, 기획, 서비스 운영, 컨설팅 인력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고객을 만족시키는 유통서비스 분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마케팅 팀

콘텐츠 제작팀

국내/해외

정산

유통 팀

운영 팀

개발 팀

기획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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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현황
▪ 레퍼런스

▪ 베네핏

IN STORE TECH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샵캐스트

국내-매장음악서비스

매장음악서비스국내점유율1위 !
15년동안 쌓아온 타사 대비 다수 개발 이력 3만 여 매장 운영 및 CS관리 노하우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문적인 매장음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통합전관방송서비스
•

55,000여개지점과500개이상의브랜드를관리하고있으며, 타사대비 다수개발이력보유

•

업계15년이상 3만여 매장운영 및 CS관리노하우

•

다양한환경을위한맞춤형매장음악서비스제공

해외-매장음악 서비스

글로벌매장음악서비스의선두주자!
현재 중국/베트남 저작권협회 계약, CCL관리, 현지음원 및 로고송 제작, 사이니지,
운영 등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돕고 있으며,, 2015년 중국법인,
2019년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매장음악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랜드,베이직하우스, 아모레퍼시픽-중국내 글로벌서비스시행계약 중

•

중국내서비스비용은중국현지법인을통해청산

•

샵캐스트-베트남법인 준비중

국내 최초 통합 전광방송서비스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고도화된 소프트웨어와
장비 구현, 전문적인 시스템이 구비되어 각 분야별 전문 부서 협력을 통한 업무 진행으로
대규모 상업 공간에 적합한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원/로고송제작서비스
-업계전문성우진 / 엔지니어링팀 구성과 최첨단 녹음 시설 스튜디오 보유
-개인 / 기업 매장을 위한 안내 방송제작(CM/로고송 제작)

저작권지킴이서비스
국내 저작권 신탁 단체 4곳과 디지털 음성 송신이용허락 계약 및 위탁 계약등 체결하여
안정적이며 합법적인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인증받아
제 2유형 업종을 포함한 개인 / 기업 공연료로 통합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용 저작권법 상담, 공연권료 사이트 운영, 음악상품)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샵캐스트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브랜드
라디오

10년 이상 서비스 만족도 1위!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랜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 1위 브랜드 라디오
국내 약 200개 브랜드와 20,000여개 다양한 업종에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음악 업계 최초로 매장음악 콘텐츠 알고리즘 DB를 도입
전문적인 음악 역량을 가진 뮤직 큐레이터가 장소 / 상황 / 날씨 / 계절 / 요일에 맞게 장르, 보컬유무, 템포 등
매장에 적합한음악을 구분 할수 있게 곡마다 데이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업이래 지속적인 검수/선별/데일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음악]의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지며, ［운영]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까지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레퍼런스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샵앤뮤직

국내 여러 매장과 다양한 업종에 최적화 된

BG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샵엔뮤직은 약속드립니다.
첫째, 클린뮤직
저작권자에게 확실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착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업종, 컨셉 등

둘째, 고객중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고객 비즈니스 성곡을 지속성장 원동력으로 두고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맞춤형 음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신뢰중심
올바른 음원사용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합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

당일 나온 앨범도 들을 수 있는 데일리 업데이트

•

원격접속을 통한 설치와 A/S 처리로 걱정 NO!

•

브랜드 및 개인매장에 필요한 CM 로고송 자체제작

•

시즌에 따른 감성마케팅 지원

•

다양한 사용환경 지원

•

채널믹스, 큐레이션, 분위기 연출 등 매장음악 부가기능 탑재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샵앤뮤직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애플뮤직

Apple Music for Business 소개
샵캐스트와 3.14는 애플뮤직 포 비즈니스의 유일한 공식 한국 지사 입니다.

Apple Music for Business

Apple Music for Business 는 고객과 소통하고 브랜드에 대한 고객
참여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음악서비스 입니다. 최고의 음악과 애플만의
메뉴보드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브랜드 경헙을 향상 시킵니다.
전 세계 Apple의 음악 큐레이터는 PlayNetwork의 음악 프로그래밍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역 및 전 세계 잠재 고객을 위해 브랜드만의
사운드를 제작하고 개선토록 도와 줍니다. 친숙한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중심적인 기능은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음악을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고 예약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고객을 Apple Music에서
음악을 듣고 검색하며, 고객 추천을 통해 브랜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Music
세계 최고의 음악
음악전문가가 귀사의 브랜드를
위하여 음악을 선별합니다.

INTERNAL STATUS 내부현황

ON STORE
CHAIN

멘트 + 곡소개 + 음악 재생

6만 여개의 매장에서

마케팅
PLACE

1번의 재생 만으로

순간 최대
5백만명에게 도달

▪

[국내 그리고 해외] 모든 매장에 광고와 안내, 가치 있는 브랜딩을 함께 도모 합니다.

▪

매장 내 고객은 매장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상징적인 브래딩을 각인하게 됩니다.

▪

목소리와 음악을 제공하는 스타는 새로운 홍보 창구와, 인적 광고 구좌를 그 무엇보다 선명하고 명료하게 활용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공연업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자면, 아티스트의 홍보와 곡의 재생만으로

매장을 통한 아티스트의 브랜딩과 간접 공연을 성사 합니다.

BENEFIT 베네핏

“ 3.14 의 관리 툴을 활용하여 모든 매장음악사 편성 및 채널에 지속적 반영 "

[6만 지점] B2C / B2B 고객사 및
제휴사 메인 매장음악 편성 및 채널화

기획 의도를 가지고 기간별 편성 및 채널화
(ex 아티스트, 뮤지션 기획사 특집)

유통/제휴곡
장르 테마를 가진 범용 채널화
(ex 연도별 인기가요, 크리스마스, 댄스가요)

데이터 수치화 제공

적용지점

반영횟수

고객 도달
추산 횟수

BENEFIT 베네핏

[ B2B/ B2C 서비스 알고리즘에 제휴 및 유통곡 적용 ]
음악

스타 멘트

멘트+신곡 및 스테디 셀러 송출
매장분위기

업종

성별

연령층

활기찬

카페/디저트

남성

유아/아동

아늑한

패션/의류

여성

청소년

차분한

레스토랑

골고루

청년

제휴곡, 유통곡
으로만 이뤄진

매일

평일

주말

매시

08 시

30분

마다

00분

알고리즘값 생성
시끌벅적한

스포트/레저

중장년

고풍있는

주점

60대 이상

해당 매장을 위한 시간대별 채널 추천
명품 발라드

Up tempo 가요

멘트송출
시대별 인기가요

매장음악 공연/디음송
매장 송출만으로 모든것은
공연/디음송 보상금으로 선순환

1번의 세팅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형태로 송출

BENEFIT 베네핏
어떤 장르든 3.14와 함께하면 베네핏으로 전달 됩니다.
( STORE MUSIC 핵심 채널에 장르별 MOOD 별 모든 유통곡으로 활용 및 편성 )
최신/인기

계절/날씨

장르별

기념일

업종별

기획사/라이브/종교

시대별

유아/아동

06
▪ 수익구조
▪ 단계별 마케팅

파이를 키움

REVENUE SRRUCTURE 수익구조

매장음악 공연/디음송
매장음악에서 송출 하기만 해도 모든것은

공연/디음송 보상금으로 선순환 됩니다.

미디어/소셜 플랫폼 카운트 수입
기업과의 연계

3.14 각 채널에서 재생 카운트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 유통곡의

매장과의 조우로

언제나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과 아티스트의
연계를 만들어 냅니다.

유통수수료/합리적 유통 체계
특별한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합리적 유통수수료를 제안합니다.

명확한 수익 구좌
[기존 유통 수익의 고착화된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 생태계 구성]

MARKETING 단계별마케팅

Market은 언제나 ing

✓ 새로운 수익 구조를 위한 언텍트 시대에 맞는 단계별 마케팅 수립

IN STORE TECH와의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중간 기준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견결고리를 형성합니다.

✓ 단계별 붐업이 가능한 유통 생태계 구축으로 콘텐츠 소비 공간 창출

Platform Marketing
유튜브 자체 채널을 통한 권리자 카운트 활성화

TiK ToK 와 INSTARGRAM등의 플랫폼
바이럴 마케팅 및 instore tech 마케팅

3.14 Playground
SNS 채널 해시태그 챌린지
채널링 및 경연대회
스트리밍 인증 챌린지

매장음악 서비스 연동
3.14만이 가능한 가장 획기적인 컨텐츠
결합형

마케팅

[ 단계별 마케팅 방안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곡 소비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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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된 3.14 정산툴

▪

정산로직

▪

효율적

▪

오차범위 ZERO

CALCULATE 정산로직

환율/해외 원천세 관리

간편한 정산등록

P별도의 환율표를 제공하는 해외 POC의 환율정보와

파일 드래그 & 드롭으로

원천세율을 자동 등록하여 정확한 판매금액을 도출

모든 정산내역서를 DB에 즉시 등록

편리한 확장성

저작권/실연권 관리의 자동화

신규 계약사의 정산서도 매칭마법사를 이용하여

정산내역서의 상세 로그별 저작권금액, 실연권

초기 단 한번의 설정으로 내역서의 자동 처리 가능

금액 산정 후 적용여부 선택

일관된 메타정보 관리

향상된 정산데이터 관리
수천만 건에 이르는 정산내역서의 로그를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화하게 각종 집계 조회 및 관리

최단시간 오류 검증
수정산내역서 등록시 데이터의 누락, 메타항목 오류,
코드 미매칭 등 전산데이터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에 대해 자동 오류 검증

POC별 관리항목 추가 기능

자체 100%개발을 바탕으로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주요정보의 MASTER DB내용으로 자동
변환으로 외국어 쵸기 및 오류내용을 자동 보정

전용 통합 양식과 다양한 조회가능
취합된 정산내역 데이터를 유통사의 지정 된

양식으로 내보내기 및 조회 기능

HIGH EFFICIENCY 고효율

AS IS

TO BE
[고효율]

As is..

-글로벌화된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중복 업로드, 주요정보(곡명/가수명/앨범명/ …)의 표기오류 등

판매내역로그가 급증하여 내역서 처리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작업상의 오류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시장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신규 계약 업체의 정산내역서를 처리

-시각화된 작업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오류 검증과 효율적인 수정 과정이 필요

-여러가지의 예외상황으로 인해 통합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

-빅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용량

To be..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 적용

-코드매칭을 활용하여 코드중심의 데이터 관리(자사곡코드,
POC곡코드, ISRC 관리)

-”매칭마법사＂→ 초기 1회 설정으로 자동으로 DB import

-로그인 후 주요 집계 정보를 표시하여, 작업 진행 상황 파악

-DB 등록 작업 중 자동으로 오류내역 별도 저장 후 일괄 처리

-통합 데이터 추출 및 필요한 집계 정보 조회 및 출력

[ 디지털 음악 시장규모 성장에 따른 로그 다양화]

[ 핵심은 효율적 운영과, 반복되는 작업의 간소화]

ERROR RANGE ZERO 오차범위 ZERO

“ 오차범위 0% 의 OUTPUT 출력＂

어떤 경우의 수도 조회 되는 조건 검색 .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서 보는 여러가지 정렬값

실시간 / 지정일 환율 적용

저작권 / 실연권료 자동 산출

-POC 제공 환율표, 지정일별 환율 적용 내역 자동 적용

-저작권 실연권 금액별 별도 조회 및 합산 조회

-판매화폐 / 판매금액, 정산화폐 (Invoice) / 정산금랙,

-실적별 누적 금액 합산 조회

원화 관련된 모든 항목 자동 정의

원천데이터 – POC DB 최종데이터 매칭 검증

실항목별 다양한 검색 및 SORT 기능 제공

-유통사의 원천데이터와 POC의 최종 DB데이터 자동 매칭 후 검증 출력

-POC별 , 기간별, 국가별 매출 추이, 점유율 등

-간단한 수정 관리 및 EXCEL 자동 정리 출력

다양한 조건 검색 및 조회 가능

3.14 정산 시스템 특장점

풍부한 해외 POC 정산서 관리 UX,UI

정규화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력 보유

사용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UI 기능

- 애플/구글/KKBOX 등 대량 정산내역서 일괄처리 노하우 보유

- 대용량 파일 처리 솔루션 활용

- 매출 추이 및 처리된 내역을 직관적으로 조회

- 풍부한 DDEX 포맷 전송 경험을 통한 메타데이터 관리 최적화

-파일 정규화 마법사를 통한 표준화 제공

- 작업중인 POC, 파일, 데이터 내역 통합 관리

- 다양한 내역서 자동 분석 및 입력

-코드 매칭에 최적화된 솔루션과 이력관리 기능 제공

:상세 내역 조회, 작업대상 파일 추가 및 수정
- 다양한 검색 기능 및 보고서 제공

DIRECTIONS 오시는 길

Contact Us
ADDRESS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1, 6층 ㈜삼쩜일사
https://url.kr/423kza

TEL

02 3465 7640

FAX

0303 3445 3065

SUBWAY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15분거리)

CONTACT
E-MAIL neopunk@314.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