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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비전&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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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CT 기술 융합 플랫폼(AI, NFT, API, Cloud, Big Data) 

02. 자체제작 오리지널 BGM IP 서비스

03. 재료 콘텐츠 국산화 및 수출

철학

Filling the world beautifully with Littlesong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 작은 노래로

미션

사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

창작자에게 배경음악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가치



(주)리틀송뮤직

2019
• BGMFACTORY 오픈

• 2019 BEST OF KOBA 선정

• K-startup 창업패키지 선정

• KOCCA 융복합 콘텐츠 스타트업 글로벌 패스트트랙 선정

•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사업 선정

• SEED 투자 유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4.0 보증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 2019 융복합 콘텐츠 스타트업 데모데이‘ 최우수상 수상

• 벤처기업인증, 병역지정업체 선정

2020

• 효과음 서비스 론칭

• 프리시리즈 A 투자유치

• 폴리사운드 서비스 론칭

• 한국저작권보호원 트렌드 리더

• 저작권안심인증

• 문체부 음악산업백서에 수록

• 부총리/교육부장관 감사패

•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2021 • 한국무역협회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바우처 사업 선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뮤직테크 선정

• 음원 NFT 유통

• 시리즈 A 약 20억 투자유치 완료

2022

• 제16회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

• 랭키닷컴 2년 연속 배경음악 카테고리 1위

•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선정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사업 선정

• ICT-음악(뮤직테크) 제작 지원 사업 선정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CAM)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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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회사소개

⚫ 대표자명

⚫ 설립일

⚫ 주요 서비스

⚫ 사원수

⚫ 보유 IP

박종오

2018년 10월 (BGM팩토리 서비스 2019년 9월 정식오픈)

BGM팩토리

36명

36,000곡



03서비스 소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SPOTV GAMES

2020 SKT JUMP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

채널A

도시어부2

EBS Radio

좋은 아침 입니다

약 90여 개 방송 프로그램 사용으로 품질 증명www.bgm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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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삼시세끼 어촌편 5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tvN

신서유기 시즌7

EBS

START ENGLISH

tvN

하이바이 마마!

tvN

수요미식회

Mnet

썸바디2

EBS Radio

오천만의 재무상담

SBS

하이에나

KBS 2TV

개는 훌륭하다

JTBC

멜로디 책방

EBS Radio

윤고은의 EBS 북 카페

tvN

대탈출 시즌5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tvN

수미네 반찬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 그 외 다수



03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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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다수



03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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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미디어 창작자가 느끼는 저작권의 벽

• 미디어 창작자는 우리사회 모두가 해당된다.

•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창작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가 많다.

•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자가 창작에 전념하도록 돕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 정확한 저작권 정보라도 창작자가 이해하기에는 난해할 수 있다. 

전세계 유튜브 단일 플랫폼 채널 6,000만개(2020년 기준)

최근 2년간 2~3배의 성장

인플루언서

일반 회사

정치가공공기관

개인
(1인 방송)

방송국종교 및
기타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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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구독자 수십만명 유튜버도 한방에 … ‘저작권 폭탄‘ 터졌다

구독·조회 수 늘리기 위해 배경음악 · 이미지 도용 빈번

지상파 3사 2년간 26만건 시정요구

공공기관 등도 활용 제약 불가피… 플랫폼 육성 ·가이드 마련 시급

로블록스 음악 저작권 침해로 2천억원대 소송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메타버스 게임으로 급성장해온 미국의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소 2억달러(약 2…

240만 구독자 유튜버로 못 피한

저작권 칼바람…“인식·규정 개선 필요”



05문제의 분석

미디어창작자가사용하는지식재산권 (재료콘텐츠)

이 모든 것이 저작권에 해당하며
문제시 창작활동을 저해 하게 만든다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다

디자인 이미지 자막 폰트

BGM 및
효과음

영상 소스 및 모션 그래픽*

창작자의 완성된 콘텐츠

• 저작권 대리중개인을 통한 해외 수입

•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구매

• 권리에 대한 파악과 지속 관리가 어려움

• 사용용도에 따른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 지기 어려움 ―

복잡한 규정, 외국어 표기, 권리의 다발 등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움

• 관련 업무의 강도와 리스크가 동반

• 한국 정서에 맞는 고 퀄리티 BGM 콘텐츠를 찾기 어려움

우리가 BGM팩토리를
서비스 하는 이유!

BGM 및
효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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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문제의 분석

소규모 개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행동 분석

소규모 개인 미디어 창작자는 수익창출이 쉽지 않다.

“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저작권 해결과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재료 콘텐츠의 구매환경 또는 안정적이고 퀄리티 높은 무료

라이선스이다. ”

창작 기획
라이선스 비용 대비

수익 확인
라이선스 구매 포기

채널경고, 채널삭제

수익창출 불가

크리에이터 포기

정확한 라이선스

확인하지 않고 사용

무료 재료 콘텐츠

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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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문제의 해결

문제 해결의 실마리

＂ 창작자가 IT기술을 가진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렵고 성공시키기는 더 어렵다. 

IT기술을 가진 회사는 창작물을 만들 수가 없다. 

창작물을 사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단일 기업이 쉽게 이뤄내기 어렵다.＂

11

직거래 플랫폼 도입으로

생산자 직접 판매 방식의 이점 도입

재료 콘텐츠의 직접
생산

직접 판매

초기 미디어 창작자가 쉽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퀄리티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유저작물 확산

재료 콘텐츠 창작자
육성

공유저작물 확산



06문제의 해결

재료 콘텐츠 육성의 필요성

• 기존의 수입에 의존 → 수출의 기회 → 한류의 영향, 한국적 콘텐츠 판매 가능

• 안정적 재료는 안정적 창작의 생태계

- 새로운 저작권 창업, 새로운 저작권 일자리 → 재료콘텐츠 일자리 창출

높은 퀄리티

저작권 리스크 0%

재료 콘텐츠 제공

좋은 영상제작 환경 제공

영상 제작자 시장확대

창작자 수익증대

창작자 시장 확대

구매

고용

판매

콘텐츠 납품

창작자의 수익

영상 제작자

소스 제공자(재료 콘텐츠 소유자)

BGM, 효과음, 영상 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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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공유마당과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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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공유마당과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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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공유마당과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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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공유마당과의 협업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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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방식의

플랫폼 직접 탑재 형태의

음원공급방식에 대한

수요 급증

오쏘링툴 플랫폼, 

AI영상제작 플랫폼,  오디오 플랫폼,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웹툰 플랫폼, NFT 플랫폼



07공유마당과의 협업

• REST API 플랫폼 구축(국문, 영문)

• 2022년 API 제공 B2B, MOU 20건 이상

체결 예정

• 2023년 상용화 후 연간 20건 이상 플랫폼에

탑재

• API서비스를 통한 공유마당 음원 배포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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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YOU SOON
가장 안전한 배경음악. BGM팩토리

pole@littlesongmusic.com

BGM팩토리 고객센터 070.463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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