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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020)’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ㆍ설, 20 대 청춘에 ‘맞춤형 응원가’ 선물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빨간의자 ‘오 삼광빌라’ OST 합류…’사랑할거야’ 리메이크 

 [JNH 뮤직] 말로, 재즈로 호출한 송창식…플라멩고ㆍ탱고 ‘왜 불러’ 

 [㈜안테나] ‘스타트업’ OST, 정승환 ‘Day & Night’ 18 일 발매 

 [㈜안테나] 적재, 23 일 네이버웹툰 ‘바른연애 길잡이’ 컬래버 음원 ‘나랑 같이 걸을래’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온라인 공연 ‘Sound of Forest’ 개최 

 [매직스트로베리㈜] 새소년 황소윤, 태국가수 품 비푸릿과 협업 싱글 

 [매직스트로베리㈜] 서사무엘, NEW EP ‘UNITY II’ 트랙리스트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버드와이저, 아티스트 콜라보 한정판 LP 앨범 출시 “다운,짱유,비비,서사무엘”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새싱글 ‘노력했는데’ 오는 25 일 발매 

 [GRDL] ‘쇼미더머니 9’ 릴보이, 남다른 포부 “긱스 색깔 타파하고 싶다” 

 [㈜빌리빈] 프렌치 집시 밴드 ‘더스키 80’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고택음악회’ 안예은 “MC 로서 첫 무대, 새로운 경험”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11 월 ‘시간이 흐르면’ 개최…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열두다, 20 일 ‘그때의 우리는 사라졌어’ 공개…감성 포크송 탄생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포엔, 19 일 감성 포크송 ‘Anymore’ 공개 

 [유어썸머] ‘어쿠스틱 감성’ 가을방학ㆍ최낙타 울산서 한무대 

 [㈜문화인] ‘남성 솔로’ 섞김, 14 일 첫 정규앨범 ‘불규칙, 제 1 규칙’ 발표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김이나 X 박근태 손잡고 감성 발라드 발표..22 일 공개 

 [㈜롤링컬쳐원] ‘보이스트롯’ TOP3 조문근, 제 2 의 전성기 예고 

 [뮤직카로마] 신카이 마코토 작품 감동 다시 한번…OST 앨범 출시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95554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760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1341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6448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2927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1&aid=00024460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9561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431664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1019800006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1019800006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852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9&aid=000054499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4&aid=000107316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362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50963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3645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36244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236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1503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1350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6304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12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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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임박한듯 보이던 스포티파이 한국 음원 시장 진출 베일 속…왜? 

 지니뮤직 “할인마케팅 없이 가입ㆍ점유율 늘어…비결은 음원 서비스 고도화” 

 “음악과 컬러 매칭, 초개인화 서비스”..지니뮤직 달라졌다  

 한음저협-한국교회저작권협회, 저작권이용합의 체결 

 음저협 “매출 전체의 2.5% 내라” VS OTT 음대협 “기존보다 4 배, 말도 안돼”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아세안 10 개국 아티스트가 펼치는 온택트 페스티벌 ‘ROUND 2020’ 

 CGV, ‘케이콘택트’ 시즌 2 23 일ㆍ 24 일 공연 생중계 

 용인문화재단, 2020 아트트럭 기획공연 ‘어텀 스피릿’ 개최 

 ‘미스터트롯’ 톱 6 서울공연, 다음 달 12~22 일 8 회 진행 

 ‘몽니→S.I.S’…10 월 31 일 ‘세븐컬러스 언택트 콘서트’ 개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0’ 결국 취소…”방역ㆍ금전적 손실 고려”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94 호 (2020-10-20) 

 ‘쇼! 음악중심’ 케이팝 글로벌 1 위 투표, 7 개월간 ‘1 억 4 천 2 백만표’ 행사 

 서울시, 노들섬 개장 1 주년 기념 공연 등 ‘노들섬이라 문섬합니다’ 개최 

 ‘차이나는 클라스’ 쿠바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음악 이야기 

 ‘홍대야 놀자’, 12 일 개막…노브레인ㆍ육중완밴드ㆍ원위 등 20 팀 참여 

 ‘포스트코로나 K 힙합의 새로운 기지개’ Mnet 쇼미더머니 9 

 노래와 연주는 노동이 아니다? 

 ‘싱어게인’ 11 월 첫 방송…’슈가맨’ 제작진 新 음악 예능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 기업의 예술협력 전략모색 

 서교, 오늘 : 중간 조직이 사라진 문화예술 거버넌스 미리보기 

 제 5 회 코로나 19 예술포럼 <전환기, 예술지원의 위기진단과 해법모색>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8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4322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7602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9452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43&aid=000001105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3054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04&aid=0000273422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596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95502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41847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35484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324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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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17&aid=0003419257
http://www.sentv.co.kr/news/view/5810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7&aid=0000250084
http://www.joynews24.com/view/130720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30&aid=0002907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438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47687
https://www.mecenat.or.kr/ko/community/notice.php?n_idx=87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cbIdx=982&bcIdx=115949&type=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4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