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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922)’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2-1. 협회 관련 기사 

 대중음악을 ‘찬밥 신세’라고 하는 이유/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콘텐츠산업포럼] 온라인 콘서트, 코로나시대 음악산업 대안될 수 있나? 

 290 억 들여 온라인 K 팝 공연장…”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잡음 

 누구를 위한 공연장인가…290 억 예산 들인 온라인 K 팝 공연장 ‘갑론을박’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로썸(Lossom) – Them And, Prolly Autumn 

 [붕가붕가레코드㈜] 고건혁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비대면 공연, 대면 공연보다 관객 4.5 배 증가" 

 [㈜안테나] 이진아, 새 앨범 ‘캔디 피아니스트’로 28 일 컴백 

 [㈜안테나] 샘김 X 페노메코 ‘아까워’ 17 일 발매 

 [㈜안테나] 더 블랭크 숍, 첫 앨범에 백예린 ㆍ원필 ㆍ선우정아 피처링 

 [매직스트로베리㈜] 10CM, 신곡 ‘Tight’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정희’ 십센치 권정열 “신곡 ‘타이트’, 박문치 작곡” 

 [매직스트로베리㈜] ‘정희’ 10CM 권정열 “저작권 부자? 효자송은 ‘폰서트’ →’봄이 좋냐’” 

 [매직스트로베리㈜] 싱어송라이터 최정윤 신곡 ‘Dance with me baby’ 발매 

 [㈜쇼파르뮤직] 쇼파르뮤직 신예 최유리, 신곡 ‘답장’으로 컴백 

 [㈜쇼파르뮤직] 신예 최유리, 신곡 ‘답장’ 리릭 이미지 공개..오는 20 일 발매 

 [㈜쇼파르뮤직] 스웨덴세탁소, 미니앨범 ‘우리가 핀 1-잔상’ 발매 공지 

 [㈜쇼파르뮤직] 김지수, 공기남, 태민, 미아, 유아, 가을맞이 신보 [이번주 뭐 들었니?] 

 [㈜스나이퍼사운드] 싱어송라이터 소낙별, 오늘(22 일) 첫 미니앨범 ‘방백’ 발매 

 [GRDL] ‘미라’ 남영주 X 스텔라장, 목소리 장인이 따로없네…동갑내기 고막 여친 

 [누플레이] 스웨비 차일드, 이바다 감각 더한 ‘오해마’ 발매 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3125588
https://news.webdaily.co.kr/view.php?ud=2020091719122723393e8cf4e2c2_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274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26600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990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5007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5007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4096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2806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7243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4201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60747
http://www.theceluv.com/article.php?aid=1600749373343940006#rs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9071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003278321558449010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5465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09197617I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9999719115578200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5460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4291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44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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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뇌섹녀’ 안예은, 독서광다운 책장 공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장민호 X 차지연 ‘홍연’ 음원 발매에 ‘정말 출세했다’ 감격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열두달, ‘어떡하지’ 공개…귀호강 예약 

 [유어썸머] 가을방학의 음악적 정점 ‘세상은 한 장의 손수건’ 

 [유어썸머] 부서질 듯 여린 목소리로 경멸을 노래…’치정 포크’ 김사월이 돌아왔다 

 [유어썸머] 향수 자극하는 음악이 주인공인 영화…’다시 만난 날들’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손예림 ‘독고빈은 업뎃중’으로 데뷔 후 첫 OST 도전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남진ㆍ설운도ㆍ육중완밴드가 노래로 알려주는 코로나 예방법 

 [㈜롤링컬쳐원] 조문근, 선곡 치트키로 소름 유발→김연자 극찬에 울컥 (‘보이스트롯’) 

 [㈜롤링컬쳐원] 조문근밴드 “음악은 일이기도 하지만 두근거리는 마라톤” 

 [㈜롤링컬쳐원] 밴드 디코이, 日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 출연 확정 

 [㈜뮤직카로마] 마이클 카네코(Michael Kaneko)라는 세계 

 [㈜뮤직카로마] 느림의 미학, 담백한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크로크노트’2 집 텀블벅 펀딩 오픈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지니뮤직, 가상형 실감음악으로 해외 케이팝 팬덤 잡는다 

 새로워진 빌보드 ‘K 팝 100 차트’…국내 음악 차트 영향은 

 올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1 조 2000 억 흑자…역대 최고 

 음저협-OTT 저작권료 갈등, 지상파ㆍ IPTV 까지 확대되나 

 한컴인텔리전스, 日 최대 음악공급기업에 IoT 플랫폼 제공 

 국내 상륙 앞둔 음원 공룡 ‘스포티파이’, 음악계 넷플릭스 될까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2020 MAMA’ 역대 처음으로 국내서 비대면 개최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내달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개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다음달 9~25 일까지 온라인 개최 

 제 3 회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 12 월 온택트 개최 확정 

 9~11 월 홍대에선 매주 ‘미니멀라이프 페스티벌’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286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2878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2839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4097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30993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8385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4188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814013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4092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30&aid=000290317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411068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657&Newsnumb=202009106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544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5443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77&aid=000026430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22111180534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4974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0920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728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30972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991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8966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8260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4315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8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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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90 호 (2020-09-21)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09-21)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 가수 박경,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D 기획ㅣ실연자의 권리①] 빠르게 변하는 음악시장, 따라가기 급급한 음실련 

 [D 기획ㅣ실연자의 권리②] 실연 제도 허점, 방지할 수 있나  

 [D 기획ㅣ실연자의 권리③] 쌓여가는 ‘미지급금’은 어디로? 

 ‘시청자 투표 조작’ 엠넷 프로듀스 전시즌 과징금 1 억 2 천만원 

 “얼어붙은 음악시장” 윤상이 말하는 ‘뮤콘 2020’의 중요성 

 음악플랫폼 플로(FLO), 신개념 뮤직 토크쇼 ‘음탐사’ 매주 금요일 공개 

 ‘온라인’ 새 길 찾는 공연계…’밀캠’ 무단 녹화 걸림돌 

 예술의전당, 연말까지 공연장 대관료 면제 

 실력파 뮤지션들 눈길…뮤즈온 2020’ 고퀄리티 라이브 클립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3118.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288&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57/1843117.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861&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4233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879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891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91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6&aid=00109005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875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3102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84302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9086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55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