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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110)’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2. 협회 관련 기사 

 ‘2020 서울인디뮤직페스타’ 6 일부터 레이블마켓&쇼케이스 개최 

 제 6 회 ‘서울뮤직포럼 X 은평음악시장 M’, 12 일부터 이틀간 개최 

 “왜’문화’에서 ‘대중음악’ 배제됐나”…음악인들, 정부에 호소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노리플라이 권순관 2 집 ‘Connected’ 바이닐(LP)로 발매…캠페인 신호탄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너만 몰라’, 저와 딱 맞아…곧 신곡도 나와요”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몽니, 밴드 이름 몽니 뜻 재조명 “순수 우리말” 

 [JNH 뮤직] 레트로 감성, 정미조를 알다 

 [㈜인넥스트트렌드] 다비 X 가호, 온택트 콘서트 ‘기억극장’ 21 일 개최…고품격 라이브 

 [㈜인넥스트트렌드] 먼데이프로젝트 종로 ‘가호’ 출연 

 [㈜인넥스트트렌드] 호피폴라 보컬 하현상, 작사작곡 참여한 신곡 발매 

 [㈜안테나] 정승환, 덴티스테 보이는 라디오 DJ 로 변신해 꿀보이스로 여심 저격 

 [㈜안테나] 박재정, 10 일 신곡 ‘너라는 위로’ 발매…조정치ㆍ권진아 지원사격 

 [㈜쇼파르뮤직] ‘음원파워’ 볼빨간사춘기, 컴백 동시 차트 상위권 안착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도도솔솔라라솔’ OST 9 번째 주자로 

 [㈜쇼파르뮤직] “마음 데우고 가셔요” 최유리, 아이유의 ‘모닥불’,’굳은살’ 호평에 감사 인사 

 [GRDL] ’쇼미 6’스윙스, 주비트레인ㆍ맥대디와 함께 리더 선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로또싱어’ 소찬휘→안예은, B 조 승자 6 인 탄생 ‘반전의 반전’ 

 [프라이빗커브] 고상지 반도네오시니스트, 피아졸라 재해석 

 [㈜문화인] 우효, 더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이 ‘silence’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 데뷔 2 년 만에 올림픽홀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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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구미호뎐’ 새 OST ‘그대가 꽃이 아니면’ 6 일 발매 

 [㈜엔터테인먼트뉴오더] 폴킴 X 박혜원 입맞춘 ‘너도 아는’ 듀엣 버전 ‘감동 백배’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손예림, 10 일 컴백…감성 팝 발라드 발표 

 [㈜롤링컬쳐원] 조문근밴드, 글로벌 밴드 도약→ ‘너를 기다려’ 공개 

 [㈜롤링컬쳐원] 조문근 “’슈스케’ 준우승에 ‘보이스트롯’ 3 위? 전혀 아쉽지 않아요”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국내외 음원시장 목소리 키우는 ‘내돈내듣’ 운동 

 국내 음원 확보 못하면…’애플뮤직’ 꼴 날 수도 

 가요ㆍ음원업계 58% “스포티파이 국내서 성공할 것” 

 틱톡 사용자 소니뮤직 계속 이용 가능…양사 저작권 계약 갱신 

 아티스츠카드, 커버음악 전문 플랫폼 ‘커버랄라’ 론칭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SKT, 언택트 VR 콘서트 ‘부르다 프로젝트’ 

 2020 매핑마포 MAPMAP(맵맵) 페스티벌 개최 

 한.아세안 뮤직페스티벌 ‘라운드 2020’ 2 차 라인업 공개 

 홈쇼핑부터 K 팝 공연까지…16 일부터 ‘온:한류축제’ 

 ‘모닥불 앞에서 장범준ㆍ십센치ㆍ옥상달빛 만나다’ DMZ 불감자 콘서트 

 

6. 기타 소식 

 세계적 음악매거진 롤링스톤, 한국서 론칭 “깊이있는 K 팝 콘텐츠 제공” 

 뮤직 페스티벌도 “온라인 가능성 봤다” 

 SK E&S, 힙합가수ㆍ배우와 협업 마케팅 

 부산박물관서 대중가요 100 년 특별전…노랫말 의미와 가치 소개 

 빅히트 사단이 끌고, JYP 가 밀고…연말 가요계는 디스코 열풍 

 ‘그것이 알고 싶다’, 가요계 대리 작곡 문제 제보 받는다…”제보 주신 분 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인디뮤지션을 위한 영상 ‘서울라이브 비사이드’ 온라인 공개 

 콘진원 ‘뮤콘 콜라보’로 국내ㆍ외 뮤지션 글로벌 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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