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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BIGBAND
빅밴드는 디지털 음반 유통 전문회사입니다.빅밴드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음악을 하던지 간에 빅밴드의 FUN & CREATIVITY한 유통 서비스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뮤지션들이 우리의 유통 서비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과 소통하게 될 것 입니다.이를 비즈니스 라고 할 수 있고, 소명이라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빅밴드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빅밴드와 함께 “정말 재미있는 일”을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BUSINESS AREA
MUSIC PUBLISHING
MUSIC PRODUCTION
ALBUM DESIGN
PHOTOGRAPH

BIGBAND is a digital music distribution company.
Starting a relationship with BIGBAND will be a brand new and exciting experience for you.
Regardless of your musical background, BIGBAND’s “fun and creative” distribution service
will help make your world a beautiful one.
Additionally, through our distribution service, musicians will be able to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the beautiful world around them.
BIGBAND is more than just a company that is following its calling.
BIGBAND promotes the idea of “Real Fun”.
Would you like to be a partner with “Real Fun”?

ビッグバンドはデジタルアルバム流通専門会社です。
ミュージシャンとビッグバンドが一緒になり、
完全に新しい経験になると思います。
ミュージシャンたちがどのような音楽にしてもビッグバンドの"Fun&Creative"的な流通サービスで
美しい世の中を作ることに役立つことが 出来ると思います。
また、ビッグバンドだけの音楽流通サービスを通じてユーザーたちも美しく世の中と疎通できることが
出来ると思います。
ビッグバンドと共に"本当に面白いビジネス"を一緒に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ＢＩＧＢＡＮＤ”是一家数字唱片流通专业公司．音乐家与“ＢＩＧＢＡＮＤ”共事将会
是一次崭新的体验．因为无论音乐家们创作出作品的种类如何，“ＢＩＧ－
ＢＡＮＤ”“Ｆｕｎ ＆ Ｃｒｅａｔｉｖｅ”的流通服务在创造美丽世界中都会起到非常大
的作用．并且用户可以通过“ＢＩＧＢＡＮＤ”的流通服务与美丽的世界进行沟通
交流．可以称之为商业或使命．但在“ＢＩＧＢＡＮＤ”我们称其为”非常有趣的事
情”．
不想与“ＢＩＧＢＡＮＤ”共同做这一项”非常有趣的事情”吗？

INTERACTIVE MUSIC
AUDIO VISUAL ART

CONTACT US
+82-2-6012-8915
sales@bigband.kr
henry@bigband.kr
KOREA: Suite1706-T Poonglim I-won Plus, Seohyeon-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USA: 3010 LBJ Fwy Ste 130Dallas, Texas 75234U.S.A
CHINA: 503 No.5 17-19 North Section, Digital Road, High-Tech Industrial Zone, Dalian,
116023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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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와 상상력 발상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내실있는 구성으로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배급
하는 젊은 기업입니다.

KOREA AND WORLDWIDE
Sell your special music.

BIGBAND would love to help you
빅밴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전세계에 당신의 특별한 음악을 판매하세요

COMING SOON
Currently BIGBAND is in progress of contract with Xiaomi Music,Baidu Music and QQ music
of China for digital music distribution.
빅밴드에서 중국 ‘샤오미 뮤직’ 과 ‘바이두 뮤직’, ‘QQ뮤직’ 에 음원 배급 관련
계약진행 중

PUBLIC RELATION

BIGBAND promote your music to China and worldwide social networking service.
Your music and music video is promoting world widely through our marketing services
빅밴드를 통해 글로벌 SNS홍보와 또하나의 글로벌인 중국시장에서 당신의 음원을 홍보 합니다.
이를 통해 뮤지션의 음악 ,또는 동영상이 전세계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GLOBAL MUSIC PLATFORM
IT 전문 미디어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음반 레이블의 최고 수익원은 “APPLE”의 “ITUNES”로
2011년에 만 음반 업체에 약 32억 달러의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대표적인 글로벌 오디오
다운로드 플랫폼

According to the latest Business Insider, iTunes is the top source of income and it paid
$3,200,000,000 to music label in 2011. A typical global audio download platfor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플랫폼의 글로벌 2위인 “AMAZONE MP3” 전 세계 다운로드 시장의 16%임

Amazon mp3 is 2nd largest market share of digital music download platform
and it shared 16 % of global download store market.
스웨덴에서 2008년 10월 출발한 SPOTIFY는 유럽 최대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로 2011년 미국, 영국, 호
주,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
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17개국에서 서비스 중
2014년 5월 현재 사용자는 4000만 명을 넘었고 그 중에서 유료 가입자는 1000만 명 수준으로 유료 가
입자 비율이 20%가 넘음
Spotify was launched in October 2008 in Sweden and it is now one of the top music streaming service company in Europe.
Spotify is currently available in Australia,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r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and more. .
Spotify has 10 million paying subscribers and more than 40 million active users so
currently it's paying subscribers exceeded 20%.

2012년 11월 16일 GOOGLE PLAY와 연계한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인 GOOGLE MUSIC 출시로 디지털 음악
시장에 진출. 현재 미국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PC, ANDROID 2.2 이상 단말에서 이용 가능, 음원 음질
320KBPS 수준

Google music stepped in digital music market industry in Nov 16th of 2012 and it is
available in US only for PC,Android2.2 with 320kps.

KOREAN MUSIC MARKET

PROCESS FOR MUSIC PUBLISHING

FREE
Music distribution service from BIGBAND start with revenue sharing.

모든 서비스는 음원 배급을 통한 수익쉐어 형태로 제공합니다

당신의 소중하고 특별한 음악을 세계로 발매 하세요
빅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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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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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H E REMARK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