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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915)’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혼성 듀오 라피나 앤 캐비, 신곡 ‘캔버스 걸’ 발표 

 [주식회사엠피엠지] 정동하, 5 개월만 신곡 발매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협업”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임이랑, 식물 에세이 판매량 1 만부 돌파 

 [㈜안테나] 샘김, 슬럼프 고백…’가짜사나이 2’서 볼 수 있을까? 

 [매직스트로베리㈜] 한국 인디 유망주들 일본 진출…썸머소울ㆍ이루리ㆍ윤지영 

 [매직스트로베리㈜] 29CM, 박문치와 큐레이션 캠페인 ‘매일의 가이드’ 협업 

 [㈜쇼파르뮤직] 생일 맞은 볼빨간사춘기, 팬들의 축하 메시지 ‘눈길’ 

 [GRDL] 긱스, 13 일 신곡 ‘Heartbreak Hotel’로 1 년만 컴백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홍연’ 부른 장민호 X 차지연 듀엣 무대 소감 “대박이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열두달, 설렘 유발 신곡 ‘어떡하지’ 재킷 공개…첫사랑 감성 ‘폭발’ 

 [유어썸머] 김사월 정규 3 집 ‘헤븐’ 발표…불확실한 삶 속 위로 

 [유어썸머] ‘다시 만난 날들’ 홍이삭 밝힌 영화 OST 탄생 비화 

 [프라이빗커브] 한국토지신탁, 유준상-홍은희 부부와 모델 계약 연장 

 [프라이빗커브] 조장혁ㆍ손지수ㆍ라포엠ㆍ고상지밴드ㆍ박영미 등 나이ㆍ장르 大통합 

‘열린음악회’ 

 [㈜롤링컬쳐원] 디코이, 코로나 19 극복 ‘집으로 배달 콘서트’ 참여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세계 최대 음악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국내 서비스 임박 

 틱톡과 전면전… 구글, ‘유튜브 쇼츠’ 인도서 시범 서비스 개시 

 링엑스 플랫폼, 링이노베이션과 지니뮤직 음악상품 공급계약 체결 

 ‘엠카’ 차트 집계 기준 변경…벅스 제외 플로 음원 판매량 반영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72260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249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24724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95702382046140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069284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8508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4220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5153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49837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416327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73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2735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8&aid=0000696286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187392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1873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536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1877681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50830050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68&aid=00006959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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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소극장 산울림 ‘2020 판 페스티벌’ 18 일 개막 

 HD 화질로 승부한다! 온택트 라이브 ‘골든핑거 기타페스티벌’ 

 ‘코로나 시대’ 음악산업 조망…’뮤콘 2020’ 온라인 개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온라인공연 생중계 

 락킨코리아, ‘홍대야 놀자’ 비대면 페스티벌 개최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89 호 (2020-09-15)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간 주요동향 (2020-09-14) 

 게임ㆍ패션ㆍ음악 시장 조망…’2020 콘텐츠산업 포럼’ 15 일부터 온라인 개최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온라인 명품클래스가 온다 

 ‘음악캠프’ 배철수 “30 년간 빌보드 차트 소개 중 방탄소년단 1 위 고맙다” 

 포크음악의 부활을 꿈꾸며…Mnet ‘포커스’ 지원자 모집 

 ‘원하는 음악 추천’ 플로…”다양한 음악 소비 방해한 음원 차트, 메인에 두지 않아야” 

 ‘모임’ 사라진 음악ㆍ영화계, 끝내 축제 없는 2020 년 될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737160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0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869637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35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499794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308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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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58957/184308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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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news/view/20200910000061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82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6300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35033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86720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7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