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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103)’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2. 협회 관련 기사 

 ‘50 시간 라이브, 헤드폰 두른 숲’…코로나 시대의 음악 페스티벌 

 ‘씬디 티켓라운지’ 기획 공연…”코로나 어려움 극복하자” 

 미스터트롯→노을ㆍ자우림 오프라인 콘서트 기지개, 아이돌 공연은 언제쯤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노리플라이 권순관, ‘나의 위험한 아내’ OST 참여 

 [주식회사엠피엠지] 권순관, ‘힐링스테이지 그대에게’ 유재하 특집 출연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소규모 단독 공연 ‘× ÷ SHOW’ 1 차 총 9 회 성료 

 [주식회사엠피엠지] 쏜애플, 한국 최초 대만 최대 인디음악 시상식(GIMA) 노미네이트 

 [주식회사엠피엠지] ‘나를 사랑한 스파이 OST Part.2’, 이민혁 ‘너만 몰라’ 5 일 발매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국민엄마 고두심의 ‘인생 곡’ 

공개…임태경ㆍ몽니→유태평양  

 [엠와이뮤직] ‘DSAC 시그니처 시리즈’ 첫번째 ‘국카스텐 X 디어클라우드’ 무대 

 [엠와이뮤직] ‘동갑내기 싱어송라이터’ 권영찬ㆍ프롬, 오는 21 일 백년가약 맺는다 

 [JNH 뮤직] ‘재즈 보컬’ 말로, 송창식을 다시 부르다…”나를 찾아가는 과정” 

 [JNH 뮤직] 고양문화재단, <정미조 X 말로 X 박주원 ‘The 3 LIVE’> 개최 

 [㈜인넥스트트렌드] ‘시작’ 가호, 이태원 클라쓰 OST  

 [㈜인넥스트트렌드] 정진우, 미니앨범 발매…이로한ㆍ가호ㆍ준ㆍ모티 ‘막강 피처링’ 

 [㈜안테나] EBS 라디오 ‘경청’ 연말 프로젝트, ‘10 대들을 위한 10 팀의 스페셜 DJ’…첫 주자는 

싱어송라이터 권진아 

 [㈜안테나] 정재형 X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공연 개최…가을 정취 담은 피아노 앙상블 

 [매직스트로베리㈜] ‘스타트업’ 여섯 번째 OST ‘10CM’의 ‘Where Is Dream’ 31 일 공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0400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03426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0102917260225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77503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7723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2093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74540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9843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CG7ROGP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CG7ROGP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2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642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46511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03010000968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03010000968
https://www.news1.kr/articles/?4105311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82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40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388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9&aid=000054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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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스트로베리㈜] ‘아침창’ 잔나비ㆍ선우정아, 김창완 자택서 펼친 가을 감성 라이브 

 [매직스트로베리㈜] 예술 교육 플랫폼 ‘원더월’ 박문치와 콜라보 컬렉션 출시 

 [매직스트로베리㈜] 썸머소울 X 이루리 X 윤지영, 일본 한정반 7 인치 바이닐 앨범 발매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4 일 컴백…티저에 데이식스 원필 출연 

 [㈜쇼파르뮤직] 전곡 작사ㆍ작곡…볼빨간사춘기, 트랙리스트 발표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타이틀 곡 ‘Dancing Cartoon’ 컨셉 포토 공개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가을 맞춤 신곡 ‘노력했는데’ 공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슬픈 이야기로 손 잡아주는 가수, 안예은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로또싱어’ 소찬휘→안예은, 미친 가창력→스튜디오 눈물바다 

 [프라이빗커브] 정총리 만난 배우 유준상 “공연장 띄어앉기하면 적자” 호소 

 [프라이빗커브] 고상지 “투박하지만 진솔한 ‘반도네온’ 선율로 탱고 명작 선사”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손예림, 성숙 X 차분한 매력 담은 ‘November July’ 재킷 공개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한 노브레인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우리가 잘 몰랐던 육중완의 ‘이중생활’…1 억 4 천만원이 모였다 

 [㈜롤링컬쳐원] 조문근, ‘단독 콘서트 with 조문근 밴드’ 개최…30 일 티켓 오픈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네이버-음실련, 디지털 음악 산업 발전 ‘맞손’ 

 온라인 신청곡 요청 서비스 ‘우주스타’ 베타 오픈 

 투바앤, 플렉스엠과 음악 콘텐츠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페어 뮤직 코리아, 음악 저작권료 자율화 길을 열다 

 네이버, 한국판 ‘아마존 프라임’ 도전장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양평군, 6 일부터 거리음악회 ‘양평 드라이브 in 콘서트’ 

 경기콘진 ’사람사랑 樂 페스티벌’ 개최 

 카카오, 12 월 ‘언택트’ 음악 축제 연다 

 ‘성악부터 실용음악까지’ 광주음악제 개막…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화축제’ 온라인으로 오세요…K-컬처 마켓 ㆍ K 팝 공연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9606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610720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998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67613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1027508277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10291492I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0368727315632410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08&aid=000002771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668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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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9122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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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6339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61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460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5650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1624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1_0001218026&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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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빨간 사춘기부터 데이브레이크까지…’ROUND 2020’ 2 차 라인업 공개 

 

6. 기타 소식 

 인기 웹툰-음원강자 협업, 이제는 ‘대세’…웹툰 OST 제작 활발 

 음원 강자 총출동 하는 ‘11 월 컴백’ 가수 라인 업 6 

 서울 도봉구, 인디뮤지션 오디션 ‘위메이크뮤직 2020’ 개최 

 2020 년이야, 1980 년이야…대중음악 레트로 열풍 

 BTS 신곡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서 부른다 

 공연 멈추자 ‘앨범 판매’ 날았다… 올 ‘K 팝 밀리언셀러’ 5 장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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