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6. 23 (4 주차) 

[No. 386]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623)’ 참고 

 

2. 협회 소식 

 협회 정기총회 : 7 월 둘째 주 목요일 실시 예정 (07.09) 

 씬디티켓라운지, 채용 진행 중 

 신규 협회원사 안내 : ㈜록스타뮤직앤라이브 협회 가입 

2-1. 협회 관련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뮤지션 코로나 19 감염 예방 물품 지원 진행 

 가요계 중소 레이블 직격탄…트로트 시장도 외화내빈 

 위기는 기회? 위기는 위기…코로나 19 이후 가요계 양극화 극심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낯선 시리즈, 더 낯선 춤, 그래서 솔루션스 

 [엠와이뮤직] 임이랑(디어클라우드), ‘식물수다’ 구독자 1000 명 돌파..식물 콘텐츠 1 위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팝 하고 싶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장르 개척해나가고 싶다” 

 [㈜안테나] ‘온라인 쇼케이스’ 정승환, ‘안방 1 열’에 전한 ‘매력 종합선물세트’ 

 [㈜안테나] 샘김이 곡 쓰고 박보검이 부른다면?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 “’보이스코리아’ 나가볼까 고민, 조력자 돼 영광” 

 [매직스트로베리㈜] ‘싹쓰리’ 이효리ㆍ유재석ㆍ비, 박문치 노래 홀릭 “참 잘 만드네” 

 [㈜쇼파르뮤직] 스무살, 새 싱글 ‘7942’ 25 일 발매.. 색다른 콘셉트 도전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노래에 반하다’ 박진아, 달리로 드러낼 진가 

 [㈜브이엔터테인먼트] 마틴스미스, ‘오 마이 베이비’ OST 참여…돌직구 고백송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스텔라장 X 오진승 전문의 ‘집콘’ 출연 “코로나 블루 해소 위해”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고막여친 열두달(12DAL), 신곡 ‘노래’ 공개 ’레전드 보컬 듀오 되겠다’ 

 [유어썸머] ‘남과 여’ OST 18 일 정오 발매..죠지ㆍ위아더나잇ㆍ다섯ㆍ랄라스윗 참여 

 [㈜엔터테인먼트뉴오더] ‘복면가왕’ 박혜원(HYNN), 최연소 가왕 등극…”더 열심히 노래할 것” 

 [㈜록스타뮤직앤라이브] ‘결성 22 주년’ 레이지본, 공익 음원 프로젝트 나선다 

 [뮤직카로마] ‘보이스코리아’ 두선정, ITZY 의 ‘달라달라’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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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MP3 가 죽인 음악산업 스트리밍이 살렸다 

 “이래도 맘에 안들어?” 더 정교하게 ‘취저’하는 콘텐츠 개인화 서비스 

 지니뮤직 5G 실감음악, 정부 지원사업 선정 

 전시ㆍ공연ㆍ관광도 ‘원격혁명’…통신 3 사, 5G ㆍ VR 내세워 경합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코로나 19 로 취소된 페스티벌…올해는 축제도 ‘비대면’ 

 CJ 문화재단 튠업 21 기 선정 기념 온ㆍ오프 동시 콘서트 개최 

 KCON 도 온라인으로…세계 최대 온라인 K 컬처 페스티벌이 온다 

 드림콘서트, 온라인 중계 위한 협약 체결 

 

6. 기타 소식 

 왜 대중음악의 곡 길이는 대부분 4 분 안팎일까 

 음원 시장의 생태계 변화 가능할까? 

 끊이지 않는 ‘음원 사재기’ 의혹…바뀐 해법은 통할까 

 “온라인 콘서트 한계, 살롱콘서트로 만나요” 

 박양우 장관 “비대면 시대 온라인 공연 첨단기술로 차별화해야” 

 “코로나 19 안중에도 없다”…프랑스 음악축제 북적북적 

 코로나 19 정부지원에 대한 공연예술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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