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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908)’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완료 

 9 월 협회 정기모임 잠정연기 (9.10) 

2-1. 협회 관련 기사 

 모두가 BTS 처럼? 대중음악도 ‘빈익빈 부익부’ 

 ‘언택트 공연’도 부익부빈익빈…중소기획사 한숨 늘어간다 

 “최악의 예산 편성”…세금 ‘314 억’ 버리는 온라인 공연장 조성 

 “그림의 떡” 온라인 공연 인프라 부족 중소기획사, 현 주소는?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널 위한 응원가’ 만들어드립니다” 데이브레이크ㆍ설의 음악선물 

 [JNH 뮤직] 정미조 나이 일흔 두살, 파리 제 7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가수 겸 화가!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비밀의 숲 2’ OST ‘바람’ 5 일 발매 

 [㈜인넥스트트렌드] 에이프릴→가호…서울드라마어워즈 2020, OST 특집무대 선보인다 

 [㈜인넥스트트렌드] [EBS 스페이스 공감] 슈퍼밴드 ‘호피폴라’, R&B 신예 ‘THAMA(따마) 무대 

 [㈜안테나] 적재, 안테나와 전속계약 체결…정승환ㆍ권진아와 한솥밥 

 [㈜안테나] 윤석철, 음악프로듀서 ‘더 블랙 샵’으로 새로운 도전 

 [매직스트로베리㈜] 데뷔 10 주년 맞은 어쿠스틱 팝 듀오 ‘옥상달빛’ 

 [매직스트로베리㈜] ‘코드네임 swja’선우정아, 음색여신의 반전美 ‘황홀라이브→소장변신’ 

 [매직스트로베리㈜] 박문치 “유재석, 실제 이미지와 달라” 싹쓰리 작업기 언급(비디오스타) 

 [㈜쇼파르뮤직] 김지수, 남성미 물씬…3 년 6 개월만에 새 앨범 발매 

 [㈜쇼파르뮤직] 김지수, 미니 앨범 ‘Drawing your name’ 트랙리스트 공개 

 [닥터심슨컴퍼니] 밴드 ‘양반들’, “전범선 이름 버리고 ‘양반들’로 새로 시작합니다” 

 [누플레이] ‘우리사랑’ OST Part. 1 ‘Dreams’ 발매…이바다 가창 참여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소속사 新레이블 설립 “실력파 아티스트 발굴”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컬투쇼’ 안예은, 매력 넘치는 입담으로 활약 ‘팔색조 싱어송라이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3353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0800063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613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864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4750292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9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059355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83077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49478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51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62&aid=000001370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11681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20716
http://news.tf.co.kr/read/entertain/1810627.htm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740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90601000115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3697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9247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2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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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열두달(12DAL), 예림 탈퇴로 1 인 체제 정비…각자 홀로서기 시작 

 [㈜아이원이앤티] 전유성 X 김도향, TV 조선 ‘퍼펙트 라이프’ 출연…대부들의 만남 

 [유어썸머] 가을방학 “자연스럽고 느슨하게 10 년…음악의 본질은 응원”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노브레인, 새 싱글 ‘완아일랜드’ 발매…”작은 휴식되길” 

 [㈜롤링컬쳐원] 조문근밴드, 새싱글’ 푸른밤 제주도’ 음원 오늘(3 일) 공개 “색다른 감성”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멜론, ‘라이징 31’ 서비스 신설…’차트밖 뜨는곡’ 소개 

 바이브, 음원시장 혁신 주도권 쥐나 

 실시간차트 폐지 후…’멜론’울고 ‘유튜브 지니뮤직’ 웃었다 

 OTT 음악 사용료 갈등 커져 “일방적 저작권료 지급” vs “미지급 사태 해소” 

 금영엔터테인먼트, SK 텔 ‘누구 오팔’ 서비스 제공…”글로벌 음원콘텐츠 기업”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그랜드민트페스티벌 2020, 김현철ㆍ청하ㆍ폴킴 등 3 차 라인업 공개 

 ‘뮤즈온데이’ 매주 온라인 개최, 솔루션스ㆍ디어클라우드 등 뮤지션 20 팀 출연 

 몽니ㆍ가호ㆍ오왠 등 6 팀 … ‘ONLINE MUSIC CAMPING FESTIVAL’ 

 랩비트 페스티벌, 코로나 19 로 무료 온라인 공연 전환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와 음악의 합주 ‘시&페스타’ 

 MMA,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 개최 안 해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88 호 (2020-09-08)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09-07) 

 [초점] ‘홀딩석’ 만들고 ‘1 인 관객’도 불사…벼랑 끝 공연계 안간힘 

 지역 축제, 콘서트 ‘접속이 관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등 온라인 공연 눈길 

 홍보용으로 영상 올렸어도 공연자에게 돈 줘야 하나요? 

 인디음악 다양성 숨 쉬는 홍대, 온라인으로 옮겨오다 

 [기자수첩] 인디밴드 외면한 대중문화 예산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9510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77&aid=000026152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628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0536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62446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67719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32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4&aid=00010643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46745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9427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530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9424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62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79301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51376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303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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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58957/184303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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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oid=119&aid=0002425344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8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8386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58737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90701000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