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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013)’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2-1. 협회 관련 기사 

 음악레이블산업협회, 3 차 코로나 19 피해 대응책 세미나 “온라인 편중 지원 아쉬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공연예술계 불황 극복 방안 머리 맞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음악 산업계 코로나 19 총 피해 규모 “손해액만 1381 억 원”  

 “BTS 성공했다 해도” 대중음악계, 온라인공연 수익성에 ‘갸우뚱’ 

 100 만 명 모은 BTS…중소 업계엔 ‘그림의 떡’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몽니, 2020 단 한번의 여행 생중계…볼거리↑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임이랑,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강연자 초청…9 일 생중계 

 [JNH 뮤직] 가수 정미조 ‘MBC FM4U 김현철의 골든 디스크’ 전격 출연 

 [JNH 뮤직] ‘이 한 줄의 가사’ 이주엽 저자 

 [㈜인넥스트트렌드] 버즈 민경훈, 가호와 함께 ‘뉴레트로 : 별세계 갬성’ 시리즈 출연 

 [㈜인넥스트트렌드] 뮤지션 가호ㆍ레디ㆍ스월비, 서울 동북 4 구 패션업체 모델로 나서 

 [㈜인넥스트트렌드] ‘좀비탐정’, 호피폴라 아일 ‘Be ok’ OST 로 몽환적 분위기 더한다 

 [㈜안테나] ‘가짜사나이 2’ 14 번 교육생 샘김, 철파엠 등장…”가수 샘김 복귀” 

 [㈜안테나] 현진건 집터에서 펼치는 정재형과 서울시향의 앙상블 

 [매직스트로베리㈜] 10CM(십센치), 10 일 온라인 콘서트 개최…밴드 라이브셋+특별무대 설치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 X 일레인, ‘아만자’ 두 번째 OST ‘러닝타임’ 오늘(13 일)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요조가 고슴이에게 “네 덕분에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 

 [매직스트로베리㈜] 몬스타엑스 기현→윤딴딴…’도도솔솔라라솔’ OST 1 차 라인업 공개 

 [닥터심슨컴퍼니] 그_냥 X 김채원, ‘경우의 수’ OST ‘Sweet Dream’ 10 일 발매 

 [GRDL] 정세운, 스텔라장과 ‘카페인’ 특별 무대..가을 저녁 적신 감성 발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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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ㆍ열두달ㆍ S.I.S 온라인 콘서트 ‘세븐 컬러스’ 참여… 12 일 

티켓오픈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S.I.S 가을ㆍ앤ㆍ세빈 3 인 체제 활동 “깊은 논의 끝 결정” 

 [유어썸머] ‘출발! 비디오여행’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숨보명’ 최초 라이브 연주 선사 

 [㈜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우효, 미니앨범 ‘사일런스’ 발매 

 [㈜엔터테인먼트뉴오더] ‘비스’ HYNN(박혜원), 돌고래 고음→모창 개인기까지…에일리도 극찬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밴드, ‘사생활’ OST 첫 주자…’푸른안개’ 공개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연천군 ‘2020 전곡리안 랜선 콘서트’…육중완밴드ㆍ키썸 등 출연 

 [㈜롤링컬쳐원] 조문군 “’타타타’ 무대 후 김국환 선생님 직접 전화…감동”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코로나 운영중단 때 노래연습장에 부당 징수 저작권료 환불 

 IT 는 음악에 축복인가, 재앙인가 

 류대원 CTO “인공지능 음원 추천 ‘FLO’, 완벽한 개인화 추구” 

 YG PLUS, 전세계 90 개 플랫폼에 K-팝 음원 유통 나선다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2020 MAMA’ 티저 영상 공개..화려한 음악 축제 예고 

 광명서 ‘무경계 음악 콘서트’ 

 K-POP 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 볼 수 있는 ‘7Kolors’(세븐컬러스) 언택트 콘서트 

 충북, ‘2020 임산부를 위한 힐링 EQ 콘서트’ 13 일 열어 

 올해 첫 대면 대중음악 축제 ‘GMF’ 킨텍스로 장소 바꿔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93 호 (2020-10-13)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10-12) 

 케이팝 깔보던 독일… 어느 음악전문지의 반성문 

 한국이 문을 연 휴대용 디지털 음악 세상 

 코로나 시대의 인디음악 페스티벌…”이런 거 처음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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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벽 넘은 ‘아시아송페스티벌’, 550 만 명 라이브로 즐겼다 

 김유정예술제 성황리 개최 

 연매협, ‘2020 APAN 어워즈’ 내달 개최…음악 부문 신설 

 “CJ ENM, 영화ㆍ음악 등 주춤한 사업부문의 정상화가 중요” 

 “페드로형, 윈윈음반 내자” 인디밴드들의 ‘기타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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