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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ound.co.kr ?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솔루션구축제안서
Game Music & SFX Educational Licenses

게임사운드디자인전문사이트

1. 프리미엄제작서비스
게임사운드제작서비스.

(자체 Psychoacoustic 프로세싱기술로, 게임의몰입도
와중독성을극대화).

게임 OST 제작및유통서비스

2.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서비스
라이브러리이용만으로도게임사운드가해결되는서비스
저렴하고, 신속하며, 라이선스문제없이이용할수있는
범용서비스

User ?

1. 프리미엄제작서비스
 전문사운드디자이너가제작을하는서비스로, 게임개발사,  게임개발자또는사운드디렉터분들이이용합니다.

2.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서비스
 개발자나, 기획자 혹은게임개발사에서직접게임에필요한음원을듣고, 다운받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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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Sound Library ?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솔루션구축제안서
Game Music & SFX Educational Licenses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서비스

Music Library
 BGM,  Music Effect,  Solo  연주
 전투, 캐주얼, 레이싱, 던전, 전략등등…

[게임에특화된음악분류]

Sound Effect Library
 클릭,  몬스터,  타격,  스킬등등

[게임에특화된사운드이펙트분류]

Game Type & Sound Design
게임장르별음악과효과음세트모음

[선곡이힘들땐한꺼번에들어보고선택할수있다.]

Text 검색
 효과음을한글로검색하여찾을수있으며,
음악또한감정표현이나제목등으로검색할수있다.

라이선스정보등록
음원사용에대한라이선스를보호받기위해정보등록을할수있으며,  등록된게임에대해서음원사용권을보호한다.

선곡 & 음원요청게시판
 자신의게임에맞는또는필요한선곡및음원요청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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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Sound Library Solution ?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솔루션구축제안서
Game Music & SFX Educational Licenses

User ?

게임관련교육기관 [ 게임아카데미, 게임학과, 게임학교 ]등의자체라이브러리사이트구축으로 재
학생및교직원들이작품에필요한음악과사운드이펙트를손쉽게이용할수있습니다.

Educational  License ?

1.  학교 & 교육기관용라이선스로교육용및학생작품의
상업용음원사용권을제공합니다.

2.  해당학과또는해당기관의재학생들의게임작품에
들어가는음원으로사용이가능합니다.

3.  기업이함께한상업적목적의게임제작물에는음원을
이용할수없습니다.

4. 라이브러리음원를재판매할수없습니다.

License protection ?

1. 라이선스정보등록
라이선스보호를위한사용처등록 (다운로드후 30일이내)
(개발적용일및런칭일기준지속적인저작권보호)

2. 게임사운드로고게임 INFO에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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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Sound Library Solution ?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솔루션구축제안서
Game Music & SFX Educational Licenses

Differences and benefits ?

1. 국문서치기능
 영문서치의불편함개선

2. 바로듣기와바로다운로드기능
 일반적인Audio CD Library의디지털화로불편함개선

3. 이용통계및이용자관리가능
 학생들의이용파악및분석으로차별화

4. 선곡& 음원요청게시판
 게임사운드(www.gamesound.co.kr) 사이트와의
사운드DB 공유로현재게임업계에서사용되는음원이
그대로지속적으로업데이트 된다!

5. 라이브러리활용을위한 게임사운드 교육 년 1~2회
 산학협력협정서MOU체결

6. 교육기관 또는 교육학과 로고이미지 메인페이지 삽입및 자체도메인연결
 자체개발게임홍보효과

http://www.gamesound.co.kr/�


153

Game Sound Library Solution ?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솔루션구축제안서
Game Music & SFX Educational Licenses

Comparison

일반 Sound library Game Sound Library Solution

Platform CD (CD 파일변환후사용가능) WEB Site (다운로드후바로사용가능)

Langunge 영문 국문(한글)

Format CD (파일화시켜야함) MP3, OGG (게임에바로적용가능)

Listening 찾은 CD별로바꿔가며들어야한다.
또는서치된음원을코드명으로찾아듣는다

서치한후음원마다플레이어가붙어있어바로들어
볼수있다

Wave form 볼수없슴 음원마다바로볼수있슴

Serviceability Web에서 CD별영문네임검색후해당 CD를
찾아데이터변환후이용
매우불편

Web한글카테고리서치 & 텍스트서치후바로다운
로드사용
편리성극대화

Kategorie
Search

영문, 감정, 장르로 CD 제목 Search 국문, 감정, 장르
게임아이콘카테고리

TEXT Search 영문 국문(한글)

Optimization 일반적인음악과효과음데이터 게임에최적화된음악과효과음
실제게임개발사에서이용하는음원들로구성

Update 없슴 ( 신규 CD구매) 매주지속적인업데이트
(방대한양의음원데이터를 월정액으로이용가능)

Music 구매한금액만큼이용가능 현재 3000트랙이상보유, 업데이트로계속늘어남

SFX 구매한금액만큼이용가능 현재 3000트랙이상보유, 업데이트로계속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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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Sound Library Solution ?

게임사운드라이브러리솔루션구축제안서
Game Music & SFX Educational Licenses

Price ?

Game Music & SFX Library Solution [GMSL]

게임 교육기관 학생 교육용( 100 ID미만 )

Price

솔루션 제작이용료
(1회발생)

₩1,500,000

신규음원 업데이트 무료 (매주 실제 게임개발사들이 이용하는 음원 업데이트 및 요청음원 업데이트)

프로그램 및 서버 운
영 유지보수

무료 (프로그램 오류 및 서버 운영및 유지보수)

이용 기간 1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이용단가

₩500,000 ₩2,850,000 ₩5,400,000 ₩9,600,000 ₩12,600,000 ₩14,400,000

(-0%) (-5%) (-5%) (-10%) (-15%) (-20%)

(월 500,000원) (월 475,000) (월 450,000) (월 400,000) (월350,000) (월 300,000)

총 합계[VAT포함] 2,200,000 4,785,000 7,590,000 12,210,000 15,510,000 17,490,000

Library

Music Library 3,000 track 이상 게임 음악 (매주 신곡 업데이트)

SFX Library 3,000 track 이상 SFX 음원 (매주 신규SFX 업데이트)

음원 업데이트 지속적인음원 업로드 (현재게임개발사에서사용하거나필요로하는 사운드동시 업로드)

음원 요청 게시판 라이브러리에없는 음원 요청가능 - 매주 업로드

License 교육기관의 게임개발 교육용 라이선스 / 교육기관의 상업용 게임개발 라이선스 (단, 학생작품 or 개발사주체가 학교)

Solution

홈페이지 도메인
1. 자체도메인 연결 (ooo.gamesound.co.kr)                                                                                                        

2. 교육기관 학과 로고 & 이미지 적용
3. 개발된 게임 소개 페이지

학교 홍보 효과
홈페이지 로고

Education
산학협력 산학 협력 협정서 MOU 체결

교육 게임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게임 사운드 디자인 및 사운드포지, 베가스등 음향 편집 활용 교육 년1~3회

혜택
성우 & 보컬 녹음 녹음 / 편집 30% 할인, 성우비 별도

프리미엄제작
서비스

30% 할인



CONTACT

주소
서울시마포구서교동 373-5 동우빌딩2층

E-Mail
master@creators.co.kr
game@gamesound.co.kr

Tel 
02-414-2486

Fax
02-414-2480

H.P
010-2703-2176 

Homepage : http://www.creators.co.kr
http://www.gamesound.co.kr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2호선합정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20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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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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