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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027)’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2. 협회 관련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행정안전부 주최 ‘국민제안 워크숍’ 추진 

 마스크에 전신 소독까지…코로나 확산 후 첫 ‘대면 축제’ 

 [저작권으로 수익 내는 음악 펀드 ‘라운드 힐’ IPO 추진] 12 만 곡으로 포트폴리오 

구성…年 11% 수익 목표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가수 모트, 코로나 시국에 우주로 떠나는 가을 신곡 ‘로켓’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인천서구문화재단,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선보여 

 [엠와이뮤직] 위아영 구기훈, 오늘(27 일) ‘나’ 발매..소집해제 후 2 년만 컴백 

 [JNH 뮤직] 인성 ’문제없음’…최백호 실수에, 박주원 ”제가 못난 탓” 

 [㈜인넥스트트렌드] 정진우, 새 미니앨범 트랙리스트 공개…이로한ㆍ가호ㆍ준ㆍ모티 피처링 

 [㈜인넥스트트렌드] ‘히든싱어 6’ 마지막편, 이소라 출격..이수현ㆍ린ㆍ호피폴라 명곡 메들리 예고 

 [㈜안테나] 정재형,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서 온라인 야외 공연 

 [매직스트로베리㈜]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영화 음악감독, 외주 프로듀싱, OST 작업, 

심지어 유튜브까지 하는 이유 Part.1 

 [매직스트로베리㈜]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영화 음악감독, 외주 프로듀싱, OST 작업, 

심지어 유튜브까지 하는 이유 Part.2 

 [매직스트로베리㈜] 서사무엘 신곡 ‘굴레(Cycle)’ 라이브 에스콰이어에서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광산구, 하상욱 작가 초청 인문학콘서트 등 

 [매직스트로베리㈜] 윤딴딴, 21 일 ‘도도솔솔라라솔’ OST ‘Melody’ 발매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11 월 4 일 싱글 ‘Filmlet’ 컴백 확정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싱글 ‘노력했는데’ 오피셜 포토 공개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1900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4&aid=0001074978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5&t_num=13609742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5&t_num=1360974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96406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6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04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449046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43854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5886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588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969664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9644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9644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9657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9657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97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423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44046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0102308205731021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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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르뮤직] 박지훈 첫 정규 ‘갓차’ 피처링 군단, 드레스코드부터 스웨덴세탁소까지 ‘화려’ 

 [㈜스나이퍼사운드] MC 스나이퍼, 3 개월 만에 새 싱글…’벌써 겨울’ 

 [GRDL] ‘쇼미더머니 9’ 릴보이 “5 년간 정신적 병 앓아”…클래스 입증하며 2 차 통과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반지원정대’ 안예은 “’복면가왕’ 통해 얼굴 알리고 싶었다” 

 [㈜아이원이앤티] 최향석과 부기몬스터, 엄인호-김목경-이경천 등 함께한 잼곡 ‘블루스 

브라더 빅쇼’ 21 일 선공개 

 [㈜아이원이앤티] 가족 찾아 태평양 횡단한 루크맥퀸 “음악은 정신적 샘을 찾아가는 것” 

 [유어썸머] ‘열린음악회’ 박학기, 김사월, 하남석, 권서경, 고은성, 해바라기 출연 

 [유어썸머] 지옥 같은 현실 덤덤히, 김사월의 ‘음악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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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뉴오더] 박혜원,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하자’…김이나 X 박근태 프로젝트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밴드, 전남 신안 알리기 감성 싱글 ‘서울 안갈래’로 컴백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팟빵-음저협, 저작권이용계약…팟캐스트 무료 음악 제공 

 휘파람이나 콧노래로 음악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 

 웨이브-티빙-왓챠, 국내 OTT “정부의 음악저작권 중재 필요”..음악저작권 협상 난관 

 국내 최초 ‘음악제작, 판매홍보 스트리밍’ 개방형 플랫폼 ‘뮤직팩토리’ 오픈 예정 

 워너뮤직코리아, 에어비앤비와 파트너십…”K 팝으로 세계인 연결”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인천시, ‘2020 코리아뮤직 드라이브 인 페스티벌’ 개최 

 강화군, 31 일 ‘강화 10 월愛 콘서트’ 개최 

 ‘코로나 19 극복’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2020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 30 일 개최 

 50 시간 논스톱으로 즐기는 인디음악 향연…’잔다리 언리얼’ 

 고양아람누리, 다시 문 연다..’낙타상자’등 선봬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95 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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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76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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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1503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14266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4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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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972903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51526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2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965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765404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329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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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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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10-26) 

 데뷔 30 돌 015B “매달 싱글 내는 이유? 뮤지션은 음악 안 하면 불행” 

 ‘2020 라이브 인 디엠지-디엠지 콘서트’ 케이(K) 방역 주목 

 음원차트 정체현상, 침체된 시장 활기 되찾을 수 있나 

 음악과 악기가 한자리에…’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개관 

 서부산 문화 갈증 해소…낙동강 아트홀 공연장부터 착공 

 수억원대 적자 공연 속출..’띄어앉기’에 공연계가 무너진다 

 베란다에서 감상한 음악회, 코로나 우울을 달래주네요 

 “영원히 기억될 가요계 ‘가왕’”..故신해철, 오늘(27 일) 6 주기 

 완연한 가을 ‘문화감성 UP’…발길 닿는 곳곳 축제열기 

 스트리밍과 바이닐 레코드 ‘왕좌의 게임’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57/184327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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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5&aid=0003046484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32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36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23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9729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769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47&aid=000228931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5865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4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680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