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4. 07 (2 주차) 

[No. 375]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407)’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가수 모트, KBS2 ‘어서와’ OST ‘SLUSH’ 티저 공개 

 [엠와이뮤직] 정준일, 1 억 손해에도 소극장 콘서트 취소 “팬 건강이 우선” 

 [㈜플럭서스] EBS 라디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3 주간 ‘방구석 콘서트’ 

 [㈜플럭서스] 이승열, ‘메모리스트’ OST 첫 주자 낙점…’Til the end’ 2 일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설, “코로나 19 에 공연 줄취소…’유스케’ 나가고파” (인터뷰) 

 [주식회사엠피엠지] SURL, 이 시대 청춘들의 현실 자화상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설 “음악 전 세계에 알릴 것, 비틀스 롤모델” 

 [㈜안테나] 안테나, ‘집콕’ 팬 위해 릴레이 라이브 ‘에브리씽 이즈 오케이’ 개최 

 [㈜안테나] ‘오! 나의 파트, 너’ 정승환, 예리한 추리력으로 팀장 매력 발산 

 [㈜안테나] 권진아, 새 싱글 ‘뭔가 잘못됐어’ 활동시작…’봄 감성 음색퀸’ 귀환 

 [㈜안테나] 권진아가 그리는 ‘사랑에 빠진 순간’…오늘 신곡 

 [JNH 뮤직] “들국화, 이념의 시대서 ‘개인’ 발견케 해” (이주엽 대표) 

 [JNH 뮤직] 박주원 10 주년 기념 콘서트 코로나 여파 취소 

 [매직스트로베리㈜] ‘스케치북’ 십센치→장범준, 봄노래 퍼레이드…봄 캐럴 최강자는? 

 [매직스트로베리㈜] 새소년의 지금 

 [매직스트로베리㈜]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신곡 ‘나도 날 잘’… “입대전 선물”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우지윤 탈퇴→안지영 1 인 체제 재편 

 [쇼파르뮤직] ‘음색여신’ 보라미유, 두 번째 미니 앨범 더블 타이틀 ‘하루의 반’ 라이브 클립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이태원클라쓰 OST 왕자’ 가호, ‘A Song for You’ 국내 팝 장르의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다 (인터뷰)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볼륨을 높여요’ 출연…’이태원 클라쓰’ OST 비하인드부터 신곡 라이브는 덤 

 [GRDL]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데뷔 4 년만에 첫 정규앨범 

 [GRDL] 스텔라장, 앨범 완판 겹경사…’Colors’ 재판+새 앨범 품절 사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데뷔 5 년차, 마음가짐 변하진 않았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여성 듀오 ‘열두달’이 빚어낸 빈틈 없는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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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 그리즐리, 24 일 이별 R&B ‘내가 없어도’ 발표 

 [㈜아이원이앤티] 인천문화예술회관, 김목경밴드 “블루스,블루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유어썸머] 올댓뮤직 잠비나이∙아마도이자람밴드 출연…대한민국 대표 인디밴드 

 [유어썸머] 올댓뮤직 이자람 누구? 나이 5 살 때 ‘예솔아~할아버지께서 부르셔~’∙∙∙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강세…작년 가입자 32% 증가 

 유튜브, 틱톡 대항마 서비스 내놓는다 

 음원강자 ‘스포티파이’ 한국진출 속도…워너뮤직과도 제휴 

 텐센트, 아프리카 음악 스트리밍 시작 공략 ‘시동’…인력 파견 

 YG PLUS, 음악사업 주업종으로 변경…”본업 성장 박차”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코로나에 발목 잡힌 대중음악…전국 200 여개 공연 연기∙취소 

 코로나 19 로 위축된 인디뮤지션, CJ 문화제단 ‘온라인 콘서트’ 무대 오른다 

 마스크 필요 없다, ‘사오공 라이브 폰서트’ 4 월 3 일 개최 

 ‘뷰티풀 민트 라이프’ 5 월 진행…장범준∙박경 등 42 팀 라인업 

 광명문화재단, 4 월~11 월 매월 마지막 ‘마주 보는…재즈의 맛’ 

 

5. 기타 소식 

 ‘방구석 콘서트’에 응원송까지…뮤지션들의 함께 견디는법 

 빌보드 진입 장벽 뚫은 ‘K 팝’, 남은 숙제는 

 ‘추억 예능’이 방울방울…뉴트로는 계속된다 쭈~욱 

 “다시 태어나도 음악+DJ”…’시리즈 M’ 배캠 30 주년 맞은 배철수의 소회 

 문체부, 콘텐츠 연계 스타트업 발굴 나서…CJ ENM∙LG 전자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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