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입주기업 소개자료 양식(국문)
㈜사운드유엑스

SonDUX Inc.

(주)사운드유엑스는 2012년 개인회사 설립 이후 2018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열악한 국내 창작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오픈마켓 형태의 콘텐
츠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국내 가장 큰 배경음악 오픈마켓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발
판으로 중국 등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운드유엑스는 대표 공유경제 모델로 창작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작자들
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2년 설립 하여 2018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00여명의 창작자와 함
께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벤처기업입니다.

사운드유엑스는 음악 콘텐츠 유통과 더불어 음악 분석 기술과 혼합 된 미래 지향적인 B2B 음
원 유통 회사로서 최신 음악 분석 기술 및 BM특허 “온라인 오픈 마켓을 이용한 저작권 관리 장
치 및 방법”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음악과 운영에 대한 사업 기술을 확보 하였고
연관 사업으로 지속적 확장 예정임

붙임 2. 입주기업 소개자료 양식(영문)

SounDUX Inc.
R09, 8F, 12, Daewangpangyo-ro 645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487, Korea

SounDUX has been doing its best to become a leading B2B music company is Asia since
it's foundation in 2012. SounDUX is global music company which distributes background
music through the Aisa networks of Korea-China-Japan and makes efforts to build up
networks. Through the largest bckground music platform service in Asia. SounDUX helps
Asian musicians go to spread their talents abroad and also let's consumers enjoy music in
easay and convenient ways.

We at SounDUX supply nearly 180,000 music sources through BGMSHOP.COM, an open
market platform for Asian BGMs. Through this website, you may use our extensive library
of Asian royalty free music sources in your movies, commercial films, games, and
applic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Asian music sounds more appealing to the consumers
in the Asian market. If you are planning to enter into this market, BGMSHOP.COM will
definitely be your best bet for the music library. We update our library with the latest music
sources from Korea, China, Japan,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a daily basis,
allowing you to find all music files of the latest trend. We are also looking for music
source suppliers that want to step into the Asian market as well. You may tap into our sales
network to sell your music sources in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