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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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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 코로나 19 대응 3 차 세미나 개최 

 온라인 공연, K 팝 스타엔 공간적 제약 극복할 활로 

 “오프라인 대체할 수 없지만 이젠 온라인 공연이 유일 희망”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허지웅쇼’ 데이브레이크 “’썸머 매드니스’ 취소…매년 했는데 아쉬워” 

 [주식회사엠피엠지] 선우정아 X 설(SURL) 설호승, ‘아만자’ 첫 OST 공개…독보적 감성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불후의 명곡’ 고두심 편 출격 

 [JNH 뮤직] 박주원 10 주년 콘서트 10 월 25 일 롯데콘서트홀 확정 

 [매직스트로베리㈜] 셉센치,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누적 100 만 뷰 기록 

 [매직스트로베리㈜] “또 한번 뭉쳤다” 한희준 X 서사무엘, 새 싱글 ‘룸(Room)’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핸드앤몰트, 박문치 등 세 아티스트와 ‘#지금나의상상’ 캠페인 진행 

 [매직스트로베리㈜] ‘전교톱 10’ 이적 X 김희철 MC→이상민ㆍ토니안ㆍ박문치까지 특급 패널 

 [㈜쇼파르뮤직] 스웨덴세탁소, 미니앨범 ‘우리가 핀 1-잔상’ 발매…7 곡 수록 

 [㈜스나이퍼사운드] 소낙별 “끊임없이 잔상 남기는 뮤지션 되고파” 

 [유어썸머] 김사월, 복잡다단한 지상 낙원 

 [유어썸머] 그저그런 하루…필름에 담으면 ‘예술’ 

 [프라이빗커브] 유준상→양요섭, 뮤지컬 ‘그날들’ 라인업 확정 “11 월 13 일 개막” 

 [㈜록스타뮤직앤라이브] “한국의 이글스” 허지웅도 감탄한 육중완밴드 라이브 

 [뮤직카로마] ‘알앤비 아티스트’ 블레스(BLESS), 10 월 7 일 EP ‘Polaroid’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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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트위치, 사운드트랙 발표 “저작권 걱정 NO!” 

 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신고 최대 100 만원”…온라인 복제 대응 나서 

 소리바다, 3 년만에 모바일앱 대규모 개편…최신 트렌드 반영 

 “우리도 AI 가 추천한다”…스포티파이 韓 진출에 조용히 웃는 ‘플로’ 

 자신의 노래가 콘텐츠가 되고 보상도 받는 곳, 썸씽(SOMESING)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아메바컬쳐, 유료 온라인 공연…非아이돌 레이블 최초 

 ‘2020 아시아송 페스티벌’ 경북 경주서 오는 9 일 온택트 개막 

 광명문화재단’ 할로윈 공연 ’무경계 음악 콘서트 크라잉넛 X 이날치 X 로다운ㆍ제이통’ 

 인천시, 10 월 15 일 ‘시민의 날’ 온라인 기념식과 힐링 콘서트 

 MBC, ‘DMZ 콘서트’ 개최…몬엑ㆍ송가인→강다니엘 라인업 공개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 글로벌 192 호 (2020-10-06) 

 음원 경쟁 넘어…이젠 ‘MD 전쟁’ 

 김효은ㆍ슈퍼주니어-D&E ㆍ이진아ㆍ지바노프ㆍ스웨덴세탁소ㆍ넉살ㆍ블랙핑크 [이번주 뭐 들었니?] 

 BTS ㆍ블랙핑크는 왜 음원 발표 시간을 바꿨을까?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혁신, Soul Crew 로 새롭게 시작” 

 지역 인디 음악가 “온라인공연 유일한 희망” 

 ‘제 2 BTS 방방콘 뜬다’…온라인 공연시장 개척 나선 스타트업 

 고양 CJ 라이브시티, ‘코라이-아레나매직’으로 글로벌 음악산업 선도 

 언택트시대 온라인공연…”접근성 높아졌지만 촬영구도 등 한계” 

 서울문화재단 ‘2020 서울예술교육 아카데미 ‘질문의 진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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