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SOUND PLATFORM

테라피 뮤직 서비스 제안서



2

CORE BUSINESS

기업맞춤 IP솔루션 사운드 테라피 APP A.I Mastering Solution

자체 기술인 F.O.R Beats를 곡에 삽입

고품질 마스터링으로 가공하여

곡의 몰입감과 심리 안정 효과를

극대화한 사운드테라피 음원 제공 서비스

최신 음향 기술과 딥러닝 A.I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마스터링 시스템

음악 데이터 셋 생성 및 검수를

자동으로 진행해 주는 솔루션

고객의 요구, 현장에 맞춘

1:1 기업 맞춤 IP 서비스 솔루션

Mulief 구독권

기업 보유곡 마스터링 서비스

공간 음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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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1
기업맞춤 음원 제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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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로도 뇌파유도가 가능한 진보된 주파수

포비츠 (F.O.R Beats) 란?

Frequency of Relaxation Beats의 약자로

(주)사운드플랫폼이 개발한 뇌파 유도 주파수로

심신 안정, 집중력 증강, 수면 유도 등에 도움을 줍니다. HaeGal - HUG

3hz(델타파) : 델타파는아주느린주파수로깊은수면상태에서나오는뇌파입니다.

6hz(세타파) : 주로나른하고졸린상태에나오는뇌파이며, 긴장을완화시켜편안하게수면을 취할수있도록유도합니다.

10hz(알파파) : 안정상태에서나오는뇌파이며, 마음을진정시키고, 긴장을이완하는데도움을줍니다.

15hz(베타파) : 각성상태, 활동상태, 집중을할때나오는뇌파이며,집중력을유지하고, 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줍니다.

*특허10-2411183, 10-2412134보유(사운드테라피를제공하는방법및그를이용한서버) , (음원마스터링을위한전자장치의동작방법및이를지원하는전자장치)

*전문 실험기관을 통해 60명의 표본에서 안정,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분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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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키즈시장

CD
PACKAGE

펫 시장

사업 다각화
고 부가가치 창출

공간
테라피솔루션

맞춤형 음원 제작 서비스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음악을 새롭게 작곡하고

목적에 따른 음향효과를 결합해

세상에 하나뿐인 테라피 음원을 제작/제공합니다.

* 제작된 음원의 라이선스는 고객사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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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 작곡 및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맞춤형음원제작서비스
시중 상업음반 제작 프로세스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 + = 420 만원

작곡 및 작사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상업 음반의 음원 제작 최소비용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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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전과정자체제작으로

차별화된가격

▶
기술력

자체개발한F.O.R beats와

입체음향기술을입힌음악

▶
전문성

전문작곡가, 엔지니어상주로

원활한소통, 퀄리티높은결과물

▶

사운드플랫폼만의 차별화
1.맞춤형음원제작프로세스

견적서
전달/계약

데모
음원 전달

고객사
피드백

녹음/
믹싱/마스터링

최종
음원 제공

고객사 협의
(음원 기획)

F.O.R Beats

입체음향

복잡한과정은저희에게맡겨주세요.

최고의전문가들이TURN-KEY 방식으로귀사가찾는음원을컨설팅합니다.



B2B 서비스 제안서 8

4분 내외 기준

맞춤형음원제작서비스
PRICING TABLE

*창작자의 포트폴리오에 기반하여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곡의 장르,구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4분 내외 기준

STANDARD

(1곡 당)

4분 내외 기준

￦ 1,500,000

*맞춤형 음원 제작 서비스는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견적이 달라집니다. 

BASIC

(1곡 당)

￦ 1,200,000
PRO

(1곡 당)

￦ 1,800,000

* 사운드플랫폼에서자체제작한음원의저작권까지모두드립니다.

BASIC   D.C 10%이상60분 (20곡)   

SILVER   D.C 15%이상90분 (30곡)   

GOLD D.C 20%이상150분 (50곡)   

PLATINUM D.C 30%이상210분 (70곡)   

DIAMOND D.C 35%이상300분 (100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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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2
공간 음향 솔루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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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리프 Biz 웹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스트리밍

* 다양한 음원과 시즌별 업데이트 되는 플레이리스트

저작권, 공연권 등 라이선스 걱정 없이

공간에 맞는 음악과 음향을 한 번에 디자인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다양한 장르, 상황, 효과에 맞춘 플레이리스트로

공간 이용자들에게 테라피 효과를 제공합니다.

공간 음향 솔루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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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음향솔루션
프로세스

고객사 협의

01

플레이리스트 및
카테고리 제작

02

구독권/계정 전달

03

공간별, 상황별
솔루션 기획 및 협의

뮤리프 Biz  웹페이지
구독권 / 계정 전달

고객사에 맞는 음원을
㈜사운드플랫폼이 리스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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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연권 등 라이선스 사용비용 일체가 포함된 단가입니다.

*VAT는 별도입니다.

공간크기 3개월 6개월 12개월

200평 미만 300,000원 500,000원 900,000원

200평 이상 500,000원 900,000원 1,500,000원

공간음향솔루션
PRICING TABLE

*예시 가격이며, 현장 상황,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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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3
MULIEF 단체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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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리프(MULIEF)는 ㈜사운드플랫폼이 출시한 테라피 음악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모든 음악에 뇌파 유도 주파수 (F.O.R Beats)를 적용하여

청취자의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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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5명

뉴에이지

보컬

재즈

아티스트

장르

다양한 음악 장르와
사운드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 수록

켈틱

클래식

국악

분기별 30곡 이상 업데이트
(월 10곡)

동종업계 유일 DOLBY ATMOS 표준 설비보유

23 1분기 공간음향 컨텐츠 업데이트 예정

상황에맞는다양한콘텐츠를선택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기분

기쁨

불안

분노

우울

상황

집중

수면

휴식

명상

델타파(3hz)세타파(6hz)는편안하고깊게수면을취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알파파(10hz) 마음을진정시키고긴장을이완하여온전한휴식을도와줍니다.

베타파(15hz) 집중과각성을유지해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줍니다.

테라피 음원

400곡 이상

2,000건

출시 1주일
누적 다운로드 수

• 440곡 (현재)

• 550곡 (11월중)

• 2,000곡 목표 (2023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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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플랫폼 고객사

사운드플랫폼은 IT기업군 , 의료기관 , 학교, 방송, 은행 같은 다양한 사업군이 함께 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Can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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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구독 프로세스

(주)사운드플랫폼의사운드테라피APPMULIEF 구독권을

단체대량구매하여합리적인가격에제공해드립니다.

고객사 협의

01

플레이리스트 (MULIEF APP)

02

구독권/계정 전달

03

구독인원산정
구독권/ 계정전달MULIEF의모든컨텐츠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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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구독서비스
PRICING TABLE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으며,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사용권을 비독점으로 제공 받습니다.

고객사 플랫폼(앱/웹/기타)별로 추가 개발 및 디자인 필요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

1인

1개월
￦3,900



App store 

wooyunsik@soundplatform.co.kr

https://www.soundplatform.io/

Play store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4-66 하우스디세종타워
1601,1602,1603 호

| B2B 서비스 문의

| 홈페이지

| 사운드플랫폼 주소

| 뮤리프 앱 다운로드

음악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사운드플랫폼 B2B 서비스

02 3499 4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