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전 정보 및 기준

참여 방법

“모든 사람들의 지식의 소리"라는 컨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세요:

1. 정답은 글로벌적이며, 똑똑하며, 친숙해야 합니다.

2. 연결 형성, 지식 성장, 질문 및 답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자유 및 공개
지식, 위키미디어 운동의 인간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이 영감으로

함께 모은 다음 창의적인 프롬프트 중 하나를 구현해야 합니다.

3. 사운드, 음향 효과 및 레이어가 혼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어떠한 언어로 단어를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5. 컴퓨터 기반 사운드(예: 키보드를 입력하는 사운드)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6. 문화나 위치를 가리지 않고 공유된 글로벌적인 탐색 경험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할 지 확신이 서지 않나요? 이자료들을 확인해 보세요!

소리를 제출하는 방법

소리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공모전 규칙을 읽고 동의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정보를 적고, 기여자 (있는 경우), 사용한 도구, 당신의

소리와 영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운드 로고를

제출하면 위키미디어 재단이 콘테스트 기간 동안 저작자 표시 없이 오디오를

재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콘테스트 규칙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가 자격

만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여자를

위키백과에서 환영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전문

음악가나 음악 프로듀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https://soundlogo.wikimedia.org/ko/%EC%9C%84%ED%82%A4%EB%AF%B8%EB%94%94%EC%96%B4%EC%97%90-%EB%8C%80%ED%95%98%EC%97%AC/#%EC%9E%90%EB%A3%8C
https://soundlogo.wikimedia.org/ko/%ec%a0%9c%ec%b6%9c-%ec%96%91%ec%8b%9d/
https://soundlogo.wikimedia.org/ko/%EC%A0%9C%EC%B6%9C-%EC%96%91%EC%8B%9D/#%EA%B3%B5%EB%AA%A8%EC%A0%84-%EA%B7%9C%EC%B9%99


제출 기준

귀하의 사운드 로고 작품은 1초~4초의 길이여야 하며, 단일/다중 원본

사운드 및/또는 단일/다중 CC0(Creative Commons Zero) 또는 공개 도메인

사전 녹음 사운드(또는 CC0/공개 도메인 사운드의 리믹스)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MP3, OGG 또는 WAV 형식으로 업로드 하여야 하며 각 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인당 최대 3개의 사운드 로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하의 작품은 위키미디어 운동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패널들이

MassiveMusic의 사운드 로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그들은 아래의

기준을 가지고 각 부분별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각 부분은

최종 점수에 기여되는 각각 다른 퍼센티지의 지분이 있습니다.

1. 개념적 일치: 사운드 로고는 위키미디어 운동의 정신을 어느 정도로

표현합니까? 사운드 로고는 창조적인 프롬프트 중 하나를 얼마나

밀접하게 전달합니까? 얼마나 인간적이고 영감을 받았으며 똑똑하고

따뜻합니까? — 50%

2. 독창성/독특성: 사운드 로고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독특하게

느껴지나요? 다른 사운드 로고와 비교하여 얼마나 눈에 띄는

소리인가요? — 25%

3. 강력한 브랜드 회상 가능성: 사운드 로고를 얼마나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운드 로고를 얼마나 쉽게

복제(노래/윙윙거림/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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