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온라인서비스)시 접수 자료(2018.07.20 Ver.)

-앨범CD 이외의 별도 자료는 온라인 발매일 전 ‘데이터 CD’ or ‘이메일 접수’(conbiz@riak.or.kr)

※ 신탁 접수시 ‘선택 자료’와 함께 접수 요청드립니다. 서비스가 등록 진행된 이후 정보 수정이나 추가 등록은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택 자료의 보도자료, 이미지 등은 온라인 서비스에 노출 되는 자료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표기는 제외 부탁드립니다.

분류

종류
앨범커버이미지
(택일)

상세 내용
1. 현물 앨범 접수▶ 스캔이미지 이용
2. 이미지 파일 별도 접수

1. 현물 앨범 접수▶ 리핑 음원 등록.
음원
(택일)

2. 음원파일 별도 접수▶ WAV, Flac, MP3
(디지털 파일, 데이터 백업 CD)

필수
1. 콤카 인세제 시행 이전 발매 앨범(LP, 카세트 테잎 등)
저작권승인
자료(택일)

해외서비스

앨범소개글 및
크레딧
아티스트 프로필
가사
프로필 이미지
선택

뮤직비디오(MV)
(택일)

2. 콤카 인지 (판매 혹은 비매)
3. 콤카,함저협 등[사용승인서(복제,배포)](곡별승인여부확인)
4. 콤카 비회원의 경우 - 저작권자별 [개작 및 사용동의서]

신탁 등록시 해외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불가시 추가 서류.

접수 사양
CD,TAPE, LP 등 원본
커버앞면 및 뒷면[필수], 속지[선택].
확장자 JPG (RGB모드 가능,CMYK불가),
1400x1400픽셀 이상
(해외서비스기준으로는 3000x3000 권장)
오디오 CD (LP, TAPE 등은 디지털파일로
복각 후 접수)
* WAV - 16bit, 44.1kHz/ 24bit, 96khz/
24bit, 192khz 중 택.
* MP3 - 비트전송률 320k (CBR)
* 파일명 트랙번호 및 곡명 표기
공윤위 심의필 작품 증빙 이미지(앨범
커버 뒷면 이미지 필수)
콤카 인지가 현물 앨범에 부착된 이미지
사본 접수
곡별 및 작사,작곡가,편곡가 별 승인서
[해외서비스불가 요청서] 접수
앨범 정보 영문 리스트 접수
해외곡의 경우 ISRC,UPC코드 접수
* WAV - 16bit, 44.1kHz/ 24bit, 96khz/
24bit, 192khz 중 택.

1. 앨범 소개글 및 트랙리스트(한글, 영문)
2. 곡별 저작권자 정보 (작사, 작곡, 편곡)
3. 곡별 참여 연주자 및 스텝 크레딧
텍스트 파일(워드 혹은 메모장)
앨범 바이오그래피, 수상내역 등 음악사이트 노출 가능 정보
전곡 혹은 곡별 가사(곡별파일은 파일명 트랙번호,곡명 표기)
얼굴 인식이 가능하며 텍스트가 미포함된 프로필 이미지 (팀의 확장자 JPG (RGB모드 가능,CMYK불가),
경우 팀 및 멤버별 이미지 포함. 파일명 아티스트 이름 표기) 640x640픽셀(최소사양) 이상 접수.
1. 2012년08월18일 이전 공개 영상 :
뮤직비디오 파일 +
[영상저작물 권리보유확인서] + [영상저작물 등록명세서]
2. 2012년08월18일 이후 공개 영상-방송심의 :
뮤직비디오 파일(등급분류/방송국/심의일자 자막 표시) +
[영상저작물 권리보유확인서] + [영상저작물 등록명세서]

사이즈: HD(1280 x 720) 혹은
Full HD(1920 x 1080),
파일: mp4 파일
용량: 가급적 1GB 미만.
캡처이미지: 심의증빙용 1매,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비고
※ 스캔이미지는 원본이미지보다 화질이
떨어지며, 화질 및 사이즈(최소 640x640
픽셀)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는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 저음질 (MP3-320k 이하)의 경우 서비스
제한 있음.
※ 자료실 보관용 백업CD 접수 요망
※ 원음 파일 미접수시 고음질 서비스 및
해외서비스 불가[선택]
※ 리메이크, 리믹스, 재수록 등의 경우
필수 접수. 미제출시 서비스 일부 제한.
※ 기독교음악은 콤카 이외의
타저작권관리단체의 관리여부확인 및 승인
증빙 자료 접수.
특이사항 없을 경우 WW(전세계) 서비스.
재킷이미지 및 음원 사양 미달일경우 불가.
일부트랙 미서비스일경우 서비스불가.

※ 한글파일(hwp) 불가.
서비스 업체 미사용.
가급적 워드 파일 권장.
동명이인 혼선 방지(아티스트 구분) 및
음악사이트 노출용.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수정
안내서] 참고.
※ [영상저작물 권리보유확인서] 인감 날인.

3. 2012년08월18일 이후 공개 영상-영상물등급위원회심의 :
뮤직비디오 파일(등급분류 자막 표시)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확인서 사본 +
[영상저작물 권리보유확인서] + [영상저작물 등록명세서]

서비스 노출 썸네일 1매,
영상소개글, 영상크레딧.

※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신탁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