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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901)’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진행 중 

 

2-1. 협회 관련 기사 

 “마이크 대신 택배상자” 대중음악인 고사위기 

 음저협 “넷플릭스만큼 달라” vs 국내 OTT “기준 만들자”… 키는 문화부에 

 “온라인 K 팝 공연, 플랫폼 수수료만 30~50%” 

 지코-엑소, 수익정산법 다른 이유 ‘가수들도 몰랐다’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모트, ‘우리, 사랑했을까’ OST 8 번째 주자…’마이 웨이’ 발매 

 [엠와이뮤직] 정준일, 9 월 2 일 새 앨범 ‘Summer Inn.’ 발표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설(SURL), ‘스케치북’ 유희열 마음 빼앗은 마성의 밴드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설(SURL), ‘스케치북’ 첫 출연..박재범과 합동 무대 

 [주식회사엠피엠지] 2020 뉴시스 K-EXPO…차세대 한류스타상 싱어송라이터 이민혁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김종국 터보 2부,몽니∙임정희∙육중완밴드 등 실력파 가수 출격 

 [JNH 뮤직] 음악은 늙지 않는다 (이주엽 대표 글) 

 [㈜안테나] 자연을 노래하는 가수, 루시드폴   

 [매직스트로베리㈜] 그루비룸∙서사무엘∙배진렬이 밝힌 온리원오브 앨범 작업기 

 [매직스트로베리㈜] 서초구립양재도서관, 9 월 ‘독서의 달’ 온라인 독서문화 행사 개최 (요조) 

 [매직스트로베리㈜] 29CM, 큐레이션 캠페인 ‘매일의 가이드’에 옥상달빛 참여 

 [㈜쇼파르뮤직] 스무살∙주니엘의 설레는 조합, ‘새벽을 달려’ 30 일 발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좋은 주말’서 소름 돋는 라이브 선사 

 [유어썸머] ‘굿걸’ 래퍼 슬릭, 유어썸머로 소속사 이전  

 [유어썸머] 은유의 언어 낯설지만 ‘가을방학스러운’ 정서 

 [유어썸머] 홍이삭 X 장하은 ‘다시 만난 날들’ 9 월 개봉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2&aid=000148445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261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17328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347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4333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8477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456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899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042964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400#06nj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1486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963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48575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97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846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36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40672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412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30623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8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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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썸머] 강릉에서 만난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인터뷰) 

 [㈜문화인] 싱어송라이터 로지, 오늘(28 일) 새 싱글 ‘이스케이프’ 공개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두시만세’ 육중완밴드 강준우 “원래 발라드 가수가 꿈이었다”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밴드, 터보 ‘Goodbye Yesterday’ 흥 폭발 무대…카더가든 꺾고 1승 (불후) 

 [㈜롤링컬쳐원] 조문근밴드, 9 월 3 일 컴백∙∙∙’푸른밤 제주도’ 발표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OTT 음악 저작권료 협의, 평행선 달리나 

 한음저협, 한국의료재단과 MOU, 음악인 건강검진 지원 

 멜론의 일일 차트, 아이돌 팬덤 ‘총공’ 종식시켰을까?  

 ‘뛰는’ 이통사 위에 ‘날으는’ 카카오∙∙∙토종 OTT 카카오 TV ‘온에어’  

 넷플릭스 등 해외 OTT 공세에…유료방송 33% 점유율 폐지 

 음악 ‘불펌’ 전설 냅스터, 7000 만달러에 매각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온택트 공연’으로 본 대중음악 기획사의 新 지형도 

 <스테이지앤플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공연이 시작되기까지  

 코로나로 잃어버린 여름 페스티벌…온라인으로 돌아왔다 

 “돈보다는 음악 동력 잃었다는 정신적 피해 커” 

 광주문화예술회관, 그라제 축제 및 공연…’전면 취소’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로 문화 즐겨요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87 호 (2020-09-01)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간 주요동향 (2020-08-31) 

 “‘코로나 블루’ 이겨내세요”, 인디뮤지션 잇달아 ‘희망가’ 발표 

 코로나 19, 위기의 문화예술계-예술가를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들 

 지역 방송서 인디음악 10 년…”매년 폐지 1 순위였죠” (KBS 올댓뮤직) 

 음악을 숫자로 계량할 수 있을까 

http://lonelyplanet.co.kr/magazine/articles/AI_00003345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28014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9&aid=0000530901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8101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504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3066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62241
http://m.ddaily.co.kr/m/m_article/?no=200835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5202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049747
https://www.fnnews.com/news/202008260553182517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9/0002424822
https://www.indiepost.co.kr/post/1407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47&aid=000228208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47&aid=0002282328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24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0036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30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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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58957/18430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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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831010005750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8/8815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31189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3305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