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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929)’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제 3 회 코로나 19 피해 음악 산업계 대응책 논의 세미나 개최 (10.8) 

 

2-1. 협회 관련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 3 차 코로나 대응책 논의 세미나 개최 

 코로나 시대에 존재감 사라진 대중문화협회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음악축제 될까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여성 듀오 레인보우 노트, 신곡 ‘아침’ 

 [JNH 뮤직] [삶과 문화] 노들섬의 가을 

 [㈜인넥스트트렌드] ‘컬투쇼’ 가호 밝힌 #예명 #이태원클라쓰 #여동생 #블랙핑크 

 [㈜안테나] 이진아가 들려주는 알록달록 캔디…”가장 저다운 음악이죠” 

 [㈜안테나] 이진아 신보에 토이 X 샘김 피처링 

 [㈜안테나] 줄리엔강ㆍ김병지ㆍ샘김 ‘가짜 사나이’ 2 기 출연…라인업 공개 

 [㈜안테나] ‘정재형과 함께하는 음악산책’ 

 [매직스트로베리㈜] 10CM, 22 일 신곡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십센치 권정열 “지금 목소리, 해령 밴드 이후 바껴…원래는 미성”(컬투쇼)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10 년 

 [매직스트로베리㈜] 새소년 황소윤, 무대 아닌 콘퍼런스 참석.. 콜라보 제작기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썸머소울ㆍ이루리ㆍ윤지영, 日 ‘레코드의 날’ 입성 

 [㈜쇼파르뮤직] 스웨덴세탁소, 새 미니 트랙리스트 공개…최유리ㆍ보라미유 등 협업 

 [㈜쇼파르뮤직] 스웨덴세탁소, 가을 감성 가득 미니앨범 오피셜 포토 공개..29 일 발매 

 [㈜스나이퍼사운드] 소낙별, 데뷔 3 년만에 첫 번째 미니앨범 ‘방백’ 발표 

 [㈜스나이퍼사운드] 소낙별 “쏜애플 협업 원해, 최애곡은 태연 ‘아이’”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74791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30307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10215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230100050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53990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327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9105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553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096225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011952735252700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91736
http://www.theceluv.com/article.php?aid=1600925248344252006#r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436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574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102217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28220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009250750102691620_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297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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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DL] ‘쇼미더머니 9’ 10 월 16 일 첫방송…스윙스ㆍ릴보이 지원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포엔, ‘내 방의 우주’ 발매…연애세포 깨우는 ‘달달한 포크송’ 

 [㈜아이원이앤티] 김도향ㆍ홍경민 컬래버레이션 라이브 무대 최초 공개…’퍼펙트라이프’ 

 [㈜인플래닛] 담예, 고군분투하는 청춘의 고독 

 [유어썸머] 김사월 “위로 같은 위로 아니라, 체념 같은 위로 건네고 싶어요” 

 [유어썸머] 최낙타, JTBC ‘18 어게인’ OST ‘너였으면’ 오늘(29 일) 발매 

 [유어썸머] 추억을 음악으로 표현한 이 영화가 전달하는 것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차세대 보컬퀸’ HYNN(박혜원) 발라드 향연…신예밴드 LUCY 무대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손예림 참여 ‘거짓말의 거짓말’ OST ‘내가 아파한대도’ 26 일 발매 

 [㈜롤링컬쳐원] 조문근 “’보이스트롯’ 3 위, 아쉬움 없다. 기대에 부응하겠다” 

 [㈜롤링컬쳐원] 밴드 디코이, 일본 최대 온라인 공연 ‘MCON K-POP NIGHT’ 출연 

 [뮤직카로마] 할렘을 뒤흔든 MPC 플레이어 ‘STUTS’의 새 EP ‘Contrast’ 발표…’SUMIN(수민)’ 

피처링 참여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구글, 인앱결제 확대…웹툰ㆍ동영상ㆍ음악도 30% 수수료 

 네이버 나우(NOW), 출시 1 주년…XR 기술 활용해 고품질 음악 라이브 플랫폼 진화 

 네이버 음원 소비, 구매에서 구독으로…네이버뮤직 종료 

 지니뮤직, 음악플랫폼업계 최초 AI 앨범 ‘신비와 노래해요’ 출시 

 한음저협, 노래방 저작권료 감면 및 면제 지속 

 웨이브 “저작권자 권리 존중…음저협과 저작권 이견 좁힐 것”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동아오츠카, ‘오란씨 LOVE 믹스맥스 페스티벌’ 이벤트 

 2020 인천펜타포트 비대면 공연 10 월 16 일 개막 

 BTS, 내달 온라인 콘서트, 증강현실ㆍ멀티뷰로 팬들 찾아간다 

 레이크뮤직페스티벌 드라이브인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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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91 호 (2020-09-28)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09-28) 

 ‘제 31 회 CJ 와 함께하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본선 진출 10 팀 확정 

 코로나 19 로 달라진 ‘낮 풍경’… 음악-웹툰-헤이카카오 이용량 ‘쑥’ 

 지니뮤직, 인간과 AI 의 음악창작 대결 펼친다 

 네이버 인디음악 지원 10 년…’텐스테이’ 프로젝트 추진 

 가평군, 음악역 1939 재능있는 뮤지션 발굴 나서 

 음실련-하나은행, 하나캐피탈과 업무협약 

 한음저협-위프렉스, 음악인 창작지원금 2000 만원 전달 

 “음악산업 100% 디지털로 가는중…디지털 퍼스트가 중요” 

 음악은 폰으로 들으면서 왜 CD 를 살까? 소속감 느끼는 ‘파노플리 효과’ 

 문체부-예경, 기업ㆍ단체 가치 높인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서울시, 영업금지ㆍ제한 업종에 ‘0%대’ 융자지원…총 3 천억 규모 

 성남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기업 무료 법률 자문 

 4 차 추경 통과..소상공인 지원위해 예산 절반 투입 ‘고용안정,돌봄,저소득층 생계 등 긴급지원”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메우는 지방정부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31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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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58920/18431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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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58957/184314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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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92816053515674ecd436290_16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5769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009281104426166645ffc9771_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55955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770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8&aid=00007016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732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904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65028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4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31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2000217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3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Z9UCOP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