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팬 관점에서의
카카오와의 전략적 협력



SMx카카오협력은콘텐츠/플랫폼의수평적인시너지와선순환을이끌어냅니다
카카오의 플랫폼 역량 활용, 팬을 중심으로 한 SM IP 콘텐츠의 "무한 확장"

콘텐츠 플랫폼

팬



투자및

신기술협력

• 카카오기술력기반팬플랫폼기능고도화

• 메타버스등미래기술분야에선제적대응 공동재원투입

팬플랫폼
버추얼아티스트등

멀티레이블체계하
라인업확대전략

• 양사레이블간의상호협력

• 멀티제작센터기술기반서포트

• 의시장선도를위해프로듀싱 퍼블리싱사업의

네트워크확장및공동투자협력에기여

사업전략
음반 음원유통경쟁력강화

수익화모델다양화

통합팬플랫폼내재화

• 카카오의음원 음반유통플랫폼및고객대상채널활용하여

음악사업전영역에서의수익극대화지원

• 스토리 영상제작파이프라인기반 의콘텐츠영역확대

• 카카오기술력과캐릭터 커머스기반의 로진화

글로벌전략
–플랫폼선순환구조기반

글로벌확장

• 글로벌핵심국가내 의사업성 영향력증대를위한

통합법인운영및합작법인설립

• 카카오의기구축글로벌플랫폼기반 IP 확장지원

SM과카카오의협력은SM 3.0의구현과맞닿아있습니다



카카오는SM 3.0 멀티프로듀싱전략의완성을위한가장좋은파트너입니다
IP 제작 관련 기술 협력 및 레이블/퍼블리싱 사업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투자 시너지 발생

전략

멀티제작센터

공통제작부문 캐스팅 트레이닝

센터

가상
아티스트
제작센터

센터센터센터 센터

멀티레이블

사내

레이블

사외

레이블

성숙 의독립지원

확대

음악퍼블리싱전문자회사 자회사

멀티레이블

독립적인운영및
크리에이티브존중

스타쉽

이담

안테나

하이업

유통협력사

약

여개

권리사

카카오는 멀티제작센터의
크리에이티브를위한 등기술기반제공

카카오는 사외레이블확장을위한
네트워크협력 투자시너지

카카오는 음악퍼블리싱회사의판매 확장
및장르다양성다변화로판매처확대시너지



카카오플랫폼을활용해SM이보유한 IP의수익성을확대할것입니다
음악사업경쟁력강화및원천IP를기반으로한다양한미디어믹스로콘텐츠커버리지증대

사업전략2

IP제작

음악/영상 콘텐츠 아티스트 초상 및 세계관 (SMCU)

Music Biz강화 Beyond ContentsIP 확장

“음악사업전영역에서영향력확대” “SM IP/ 세계관기반콘텐츠영역다각화” “팬몰입, 참여강화가능한원천기술/캐릭터”

Major음원유통사업자

업계최다파트너십기반다수사업기회창출

Major뮤직스트리밍플랫폼

음원/티켓세일즈및마케팅협력

국내최초음악공연특화아레나

라이브콘텐츠제작및Venue 확보협력
서울아레나

연간25+여편의드라마/영화제작 Infra 보유

다수의Top-tier크리에이티브와협업용이
윤종빈감독,신우석감독,김은희작가,강은경작가,김원석PD 등

트렌드를선도하는예능및광고제작역량추가

예능출연및커머셜자회사와의협업네트워크보유
원더케이<본인등판>, 뜬뜬<핑계고>, OOTB<전과자> 등

국내최초공식팬카페서비스

방대한양의팬덤데이터보유및활용가능

세계관기반웹툰/웹소설제작및글로벌확산기여

아티스트와콜라보한라춘댄스,제휴MD등
카카오프렌즈, 카카오커머스활용본격화

카카오플랫폼의기획/개발역량을통해
SM의팬덤플랫폼개발경쟁력보강



카카오와, IP –플랫폼간선순환구조를구축하여
SM의성공적인글로벌확장을이루겠습니다

글로벌전략

글로벌확장초기안 案

북 남미

IP : 매니지먼트법인통합

플랫폼 : K-콘텐츠전초기지로활용
(타파스,래디시)

유럽, 동남아

IP : 지역적특성고려단계적협력

플랫폼 :현지Soft-Landing목표

(카카오웹툰–태국,인니)

(픽코마-프랑스)

일본

IP : 아티스트활동협력 (SM주도)

플랫폼 :픽코마성공방정식대입

글로벌
사업

양사아티스트의해외진출 활동에대한
전방위적통합지원

글로벌아티스트발굴 육성목적의
양사합작법인설립추진

양사통합법인운영
글로벌사업효과 효율성증대

플랫폼
사업

카카오콘텐츠플랫폼레버리지통한
글로벌진출

카카오 IT 역량기반
팬플랫폼고도화및글로벌화



Future Together

카카오와함께진정한“Next Level” SM Universe 를구축하겠습니다
Connectivity Tech,AI, 메타버스등카카오의기술력기반혁신적인Fandom Experience 제공

투자및신기술협력

오픈챗팬덤
커뮤니티

팬참여형팬덤
이코노미구현

데이터
분석기술

✓ 제작에대한
데이터인사이트

버추얼
아티스트 IP

홀로그램
응원봉원격제어

카카오브레인
✓ AI/딥러닝기술, 

아티스트
페르소나챗봇

버추얼아티스트
제작기술

✓ 3DMotion capture

✓ FaceSwapping

카카오
개발인력

✓ 개선된팬플랫폼
및사용성

카카오톡
✓ 관심사기반오픈링크

✓ 리얼타임인터랙션

최첨단공연기술
✓ 최신기술의집합체

✓ 온오프라인동시
공연행사

*AI는 실제 아티스트를 대신하는 개념이
아닌, 버추얼 아티스트 전용으로 활용



SM 경영진은카카오와의협력이
모든이해관계자를위한최선의선택임을확신합니다

팬

SM 3.0

임직원

주주

K-POP 산업

SM이 그려온 중장기
IP 전략 및 수익화 전략의 완성

85% 이상 구성원이 지지하는
SM의 운영 방향성 충족

양사 간 사업적 시너지에 기반한
기업 가치 극대화

다수의 팬이 염원하는
SM 정체성 유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K-pop의 새로운 지평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