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체계적인 전문
음원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 (안 제140조)
200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1. CD를 구입하여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2. CD에 특정한 음원을 저장하여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샵캐스트만의 차별화 서비스
업계 최초 매장방송 셋탑박스 도입
■ PC 미보유, 저사양 PC 및 POS기기를 이용한 음악방송 문제점 보안
■ 최신 안드로이드 셋탑으로 음원 송출의 안정성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채널 선곡
■ 전문 PD들이 각 컨셉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여 브랜드만의 고유한 채널 구성
■ 계절, 날씨별, 상권별 고객층의 타켓을 맞춘 전문 매장음악 구성

3. MP3 파일을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개인 전용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BGM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정식 등록업체가 아닌 업체의 음원 서비스를 공급
받는 경우

방송 편성표 기능
■ 관리자가 타켓에 따라 요일/시간대별 다른 방송을 지정하는 편리한 스케줄링
■ 매장별 스케줄표 저장/공유 가능

TTS(Text to Speech)

로고송, 이벤트 안내, 광고 등 전용 컨텐츠 스케줄링
■ 매장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녹음/제작하여 다양한 용도로 채널 활용
■ 자체 브랜드에서 필요한 회사로고송, SALE 안내, 주의사항 등의 컨텐츠 제작

CJ(Cyber jockey) 방송

2.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불법 음원에 관한 제한에서
통해 말끔히 해소되며

를

3. 브랜드 홍보 및 제품의 광고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의 관리 및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판매직원 교육 부분까지
의 특화된 서비스
하나로 실현 가능하며, 최상의 마케팅 툴로서 활용됩니다.

커피전문점
젊은 남/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도시적이고 모던한 재즈곡으로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패션/의류
빠른 템포와 비트가 강한 락과 힙합. 최신가요를 적절히 구성하여
경쾌하고 액티브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미용/뷰티
주 타겟인 학생 및 직장여성들을 위해 세미클래식과 경음악 위주로
산뜻하고 세련된 분위를 연출합니다.

■ 인터넷 DJ가 음악의 주제 및 테마를 설정하여 실시간 음악방송을 진행
■ 특정 수신자만의 단독방송을 함으로써 BGM방송의 차별화 운영 기능

휘트니스

안정적인 전국 a/s 망 보유

가요댄스, 팝, 유로음악들을 리믹싱하여 비트와 템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고객의 운동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다수 콜센터 인원 보유
■ 24시간 열려있는 1:1문의 접수로 실시간 문제 해결
■ 전국 2000여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하이컴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a/s

1. 브랜드 및 매장에 최적화된 최신 인기가요에서 팝, 클래식에 이르는
모든 장르의 음원을 매장에서 다양하게 재생하실 수 있고

쇼핑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구매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객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최상의 음악
선곡과 구성으로 매출상승 효과를 돌출하는 것이 오감마케팅중
음악 마케팅 입니다.

tts: 문자입력을 음성으로 방송해주는 기능

■ 본사에서 여러 매장에 문자입력만으로 음성을 통한 멘트방송 기능
■ TTS 기능으로 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효과 및 관리 시스템을 활용

샵캐스트 서비스는
정식 음반CD 한 장 값으로…

음악 마케팅의 힘이 고객의 지갑을 연다.

관공서/금융
뉴에이지, 차분한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하여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평온함과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 합니다.

샵캐스트만의 부가 서비스
■ 매장 환경에 맞춘 최적화된 음향장비 컨설팅
■ 브랜드만의 CM & 로고송 제작
■ 매장 내 문화공연 & 버스킹 인더 플레이스 공연 컨설팅
■ 영상모니터 & 영상 컨텐츠 매장내 환경에 맞춘 영상
■ POS장비,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컨설팅
■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ONE-STOP 서비스

www.shop-cast.com

의 음원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매장 및 업체 입니다.

음료/커피숍

음원 3개 협회와의 합법화된 음원서비스
사용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400만곡의
음원 DB를 보유로 저작권 구애없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음원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음원 컨설팅과 매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외식업체

뷰티

의류
매장음악 국내 1위 업체가 제공하는 뮤직마케팅!
국내 점유율
1위
380여개
맞춤 채널
저작권
해소

다양한 맞춤형 매장 BGM서비스

국내 150여개 주요 브랜드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한 다양한 음악마케팅 성공사례 공유
발매일 실시간 신곡 업데이트 및 다양한 브랜드
맞춤형 선곡으로 국내 최다 채널 운영

관공서

저작권자와 사용계약을 통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서비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송 솔루션 공급

전문화된
뮤직코디

음악전공자, 음악 PD, 뮤직코디네이터, DJ 등
전문가에 의한 매장 환경과 마케팅을 고려한 음악 서비스

기타

용산구

고객 콜센터 1544-7556 (9:30~18:30)

www.shop-ca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