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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주식회사 금영엔터테인먼트법인명(단체명)

김진갑대표자

2016년 02월 12일설립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한강로 3가)사업장 주소

02-6390-2550대표번호

https://www.kyentertainment.kr/홈페이지

325억 3,999만 (2020. 12월 기준)매출현황

■ 글로벌 음원 콘텐츠 플랫폼 기업, 대한만국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노래방 금영엔터테인먼트



회사 연혁

삼성 AI Bixby 금영노래방 출시

KT 노래방 인터넷 보급·디지털대전환 MOU 체결

2021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삼성스마트 TV K-araoke 서비스)

새로운 노래방 플랫폼 '가방(歌房)' 출시

삼성 스마트 TV K-araoke 금영노래방 서비스 출시

다날엔터테인먼트 음원 유통 서비스 계약 체결

읽어주는 노래방 서비스로 특허 취득

금영엔터테인먼트 CI 변경

삼성전자 스마트 TV 노래방 서비스 계약 진행

삼성전자 AI Bixby 노래방 서비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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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현재
SK Telecom 금영노래방 OPAL 요금제 서비스 출시

2020 한국의 소비자 대상(블루투스 마이크 뮤즐2)

네비게이션 T-Map 읽어주는 노래방 서비스 런칭

SKT AI NUGU 읽어주는 노래방 서비스 런칭

국내최대 MCN 샌드박스네트워크 업무 협약

UNIST(울산과기원) 산학협력협약 체결

블루투스 마이크 뮤즐2 전자랜드 입점

2020년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금영엔터테인먼트)

KY 레코딩 스튜디오 "칸타레"오픈

기술평가 등급 T3 -> T2 상승

MBC M채널 노래방 차트쇼 "우선예약'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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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콘텐츠 디바이스 ‘쥬크5’ 출시
2019.08

KT기가지니 금영노래방 출시
2019.01

2018.11
(주) 금영엔터테인먼트 상호 변경

2019.05
SBS, 삼성과 VRZON 사업 협정식 체결

2019.09
SKT 인공지는 NUGU 계약 체결

■ 반주기 기술 혁신, 국내 최초 소프트 음원 출시, 4차 산업 혁명 기술(AI, VR) 접목 등으로 성장 지속



사업 영역

스마트폰 / 가전

I P T V / AI디바이스

엔터테인먼트 가전용

차량 A I

가정용

기존 사업 신규 사업

VR 사업

‘KG - LiVEN’

프랜차이즈 사업자 <-> 음원 콘텐츠 공급
• 업소 / 동호회 / 연주자 / 노래학원

∙

B 2 B <-> 노래반주기사업

■ 독보적 S/W 음원 기술의 핵심 역량을 기반, 대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기존사업과 함께 신규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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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광고, 영상광고 소개 

금영엔터테인먼트 광고 상품 안내

오프라인
광고

(신곡포스터 & 속지)

전국 금영엔터테인먼트 1만 9천개의 사업장 內 18만 금영반주기 사용 방에 매월 발행되는 신곡 포스터, 속지에 노출되는

기본 상품으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이미지 광고를 슬롯 현황에 맞춰 게재해 전달하는 상품입니다.

발행량: 신곡 포스터 20만장, 신곡 속지 30만장 발행

영상
광고

전국 금영엔터테인먼트 1만 9천개의 사업장 內 18만 금영반주기의 금영노래방 DB기준 상위 리스트 곡을 선택하여 광고,

광고주께서 원하시는 신청곡을 선택하여 대기화면과 선곡화면에 15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하는 상품입니다.



■ 오프라인 광고

금영엔터테인먼트 광고 상품 안내

가격

포맷 PNG, JPG

▶ 신곡 포스터 - 이미지 광고

전국 금영엔터테인먼트 1만 9천개의 사업장 內 18만 금영반주기 사용 방에

매월 20만장씩 발행되는 신곡포스터에 노출되는 기본 상품으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이미지 광고를 슬롯 현황에 맞춰 게재해 전달하는 상품입니다. 

※ 신곡 포스터 전체 구좌에 광고를 원하실 경우 별도 협의

③①

1156 * 256 (px)사이즈 400 * 322 (px)

②

①

별도 협의



■ 오프라인 광고

별도 협의가격

포맷 PNG, JPG

※ 신곡 속지 전체 구좌에 광고를 원하실 경우 별도 협의

465 * 695 (px)

▶ 신곡 속지 - 이미지 광고

금영엔터테인먼트 광고 상품 안내

전국 금영엔터테인먼트 1만 9천개의 사업장 內 18만 금영반주기 사용 방에

매월 30만장씩 발행되는 신곡속지에 노출되는 기본 상품으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이미지 광고를 슬롯 현황에 맞춰 게재해 전달하는 상품입니다. 

사이즈

③① ②

465 * 850 (px) 465 * 745 (px)

①

②

③



■ 영상 광고

▶ 영상 광고

1. 금영노래방 DB기준 인기곡 상위 리스트 영상 광고

2. 신청곡 기준 영상 광고

금영엔터테인먼트 광고 상품 안내

전국 금영엔터테인먼트 1만 9천개의 사업장 內 18만 금영

반주기에 15초 영상을 슬롯 현황에 맞춰 게재해 전달하는

상품입니다. 

별도 협의가격

포맷 비디오 형식의 파일

사양

대기 화면
영상 광고

선곡 
영상 광고

1920 * 1080 (15초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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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j@kyentertainment.kr
jmpark@kyentertainment.kr

광고 문의

금영엔터테인먼트 미디어커머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