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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이뮤직 소개서



방송 등의 미디어가 개인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음악 사용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ur Mission

기타 다양한 플랫폼에의 API 제공 등으로
약 1천만명 이상이 사용중인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하는
국내 1위의 서비스입니다

“ 개인/기업 누구라도 음악 사용에 있어서, 음악저작권 문제로 불편하지 않도록 ”

셀바이뮤직은

모든 장르의 Trendy하고 Hip한 음악들

3만곡 이상의 방대한 음악 라이브러리

기업/개인 이용 회원수 국내 17만명 이상



Who We Are

셀바이뮤직은

곡별 구매 / 월정액 / 연간 요금제 등 선택 가능 플랫폼 - 편집, 메타버스, 라이브커머스,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웹툰, 게임 등
영 상 - 유튜브, SNS, 틱톡, 홍보영상, 광고, 방송 등
공 간 - 카페, 전시, 이벤트, 호텔, 병원, 박물관, 오피스 등

공간 음악 서비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한번 결제로 음악저작권 완벽 해결 음악 사용이 필요한 어디라도



What We Do

방대한 음악 라이브러리

뉴에이지힙합 일렉트로닉

R&B락 재즈

인디

라틴트로트월드뮤직 엠비언트

국악

매일매일 업로드 되는
최신의 HIP한 음악들

모든 장르의 음악



Who We Are

편리한 검색 기능

분위기
밝은 활기찬 신나는 경쾌한 행복한 청량한 상큼 귀여운 코믹한 희망찬 설렘
사랑스러운 어두운 무서운 긴장감 화난 짜증난 슬픈 잔잔한 아련한 우울한
비장한 쓸쓸한 박력 웅장한 중독성 섹시한 그루브 몽환적인 신비로운 단순한
난해한 미래적인 나른한 이국적인 한국적인

댄스  일렉트로닉  힙합  R&B  클래식  뉴에이지  락  발라드  인디  재즈/스윙  라틴
국악  월드뮤직  엠비언트  트로트  기타음악장르

아주 느림
(≤69)

느림
(70-89)

보통 빠름
(90-119)

빠름
(120-139)

아주 빠름
(140≤)템포

비즈니스 음식 교육/다큐 웨딩 일상/브이로드 여행 키즈/펫 스포츠/액션 파티 패션
과학/실험 타임랩스 슬로우모션 자연 도시적인 수면/명상 공부/ASMR 할로윈 캐롤
애니메이션 게임 오프닝 엔딩 축하

장면/테마

재생시간

분위기, 장르 등 Click 몇번만으로
간편한 음악 검색

장면/이미지만으로 가장 어울리는 음악을
자동 매칭해주는 AI 검색 서비스

악기 피아노  어쿠스틱기타  드럼  일렉기타  신디사이저 현악기  관악기  국악기 등

03:10 - 03:30



Who We Are

완벽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

셀바이뮤직의 모든 음원은
유튜브 CID 관리를 통해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셀바이뮤직이 자체 개발한

음원별 SAFE CODE 도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주요고객
Why Work With Us

국내 대표 기업/기관이 믿고 사용하는 음악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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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
Why Work With Us

가장 많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는 음악, 셀바이뮤직



미리캔버스 그립

셀버스 비디오스튜

스노우

셀바이뮤직 BGM

주요고객
Why Work With Us

API 제공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셀바이뮤직



Why Work With Us

기타 프로젝트

‘마쭈’ 캐릭터 송 공모전/제작LG유플러스 ‘청년 뮤지션 우수 음원 공모전’

슈퍼레이스 BGM 공모전LG유플러스 오디오 드라마 배급

포켓몬코리아
‘카드게임 룰 송’ 음원 제작

래퍼 ‘래원’

공모전/음원 제작 등 셀바이뮤직이 진행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Press & Media

이제까지의 음악은 듣는 것이었지만, 크리에이터 미디어 시대를 맞으면서 개인, 기업 누구나 
영상 콘텐츠 등을 직접 제작하는 시대가 됐고 이런 콘텐츠 제작에 엄청난 양의 음악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음악 사용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한 서비스가 
바로 셀바이뮤직이다.

셀바이뮤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표창

1인 미디어 산업 내 음악 부문 공로를 인정 받은 점이 수상의 큰 역할



Press & Media

ASMR
Suna 꿀꿀선아

양수빈

범수의 세계

산범

봉길이

준휘

잉여맨

이홍기

양신 양준혁

MokongTV

하와이골프

준우

EDMMER

인생84

매미킴TV

SIMITV

코니TV

박삐삐

융나

닥터대니

딕헌터

시언’s쿨

뽀구미 철면수심

저작권이 해결된 배경음악(BGM)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셀바이뮤직'이 MCN인 CJ ENM의 
다이아TV 및 트레져헌터와 배경음악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셀바이뮤직-다이아tv, 트레져헌터 계약 체결



Press & Media 고객들의 솔직한 리뷰/블로그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

국국이 2022. 9. 2

셀바이뮤직 무료 효과음 BGM 찾았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2022. 11. 27

영상제작 음악검색 유튜브
무료 효과음 BGM 편하게
찾는 셀바이뮤직

젝키30

음악검색 등을 통해 저작권 없는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셀바이뮤직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편집 필수품,
효과음 BGM 저작권 없는
음악은 셀바이뮤직!

갈쏘

저작권 없는 음악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BGM 플랫폼 셀바이뮤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신선한 BGM (배경음악)
부터 무료효과음 까지
Sellbuymusic

별이

셀바이뮤직 ! 셀바이뮤직 
로그인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다양한 음원이 있어야 제작 
콘텐츠에 맞는 음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 

유튜브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 Sellbuymusic

짱사부

배경음악 셀바이뮤직 Sellbuymu-
sic"가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대표적이라서 그렇지 배경음악을 
사용할 곳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마다 사용하는 셀바이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SellbuyMusic에 대하여! 음악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다. 그렇기에 영상에 효과음 BGM을 넣을 때에는 먼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다.

유튜브 배경음악 효과음, 저작권 걱정
없는 BGM 셀바이뮤직과 함께!
그러다 셀바이뮤직이라는 BGM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곡에 대하여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어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대표 전화

(주)뮤직플랫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55, 5층

https://www.sellbuymusic.com

biz@sellbuymusic.com

(82+) 02-542-7001

셀바이뮤직

은피리 2022.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