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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117)’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2. 협회 관련 기사 

 화이자 코로나 19 백신…가요계 “반갑지만, 아직 들뜨긴 일러” 

 은평문화재단, 은평에서 전하는 음악이야기 ‘은평음악시장 M’ 개최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소란 이태욱에게 직접 기타 레슨을 받는다?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부터 쏜애플까지…명반들의 바이닐(LP)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2030 청년마음콘서트’ 무대 빛내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쏜애플, 브랜드 콘서트 ‘불구경’ 성료…역대급 무대 선사해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16 일 가을 감성 ‘사실 난’ 발매 

 [JNH 뮤직] ‘개여울’ 정미조, 2016 년 컴백 후 세 번째 앨범 ‘바람 같은 날을 살다가’ 발표 

 [㈜인넥스트트렌드] 다비 X 가호, 21 일 오후 7 시 온택트 콘서트 

 [㈜인넥스트트렌드] 호피폴라 하현상, 15 일 ‘틱톡 뮤직 나이트’ 출격 

 [㈜안테나] 적재, 가장 순수하고 예쁘고 빛나던 때를 음악에 담다 

 [㈜안테나] 적재 “고마운 아이유, 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권정열” 

 [매직스트로베리㈜] 라비, 십센치 권정열과 가을 발라드 ‘낙엽’ 발표 “여운 남길 것”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경우의 수’ OST ‘서로’ 14 일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불후’ 방탄소년단, 선우정아 출연에 환호..뷔 “맴버들 최애 가수” 

 [매직스트로베리㈜] 레드벨벳 조이 X 박문치 ‘바라봐줘요’ 컬래버레이션 영상 공개 

 [㈜쇼파르뮤직] WH3N(웬), 첫 정규앨범 ‘bornxoxo’ 스케줄러 공개 

 [GRDL] 로코베리, 12 일 스텔라장과 X-MAS 기부송 음원 발매 

 [애프터눈레코드] ‘싱어게인’ 재주소년, 오디션 안어울린다? 규현ㆍ이해리 호평 

 [애프터눈레코드] 오소영, 따뜻함을 건네는 한 편의 위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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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빗커브] 고상지 X 탱고 챔피언…’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12 일 티켓 오픈 

 [프라이빗커브] 신델라, 유준상ㆍ함춘호와 ‘네가 있음에’ 싱글앨범 출시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첫 연말 콘서트, 단 1 분만에 1100 석 매진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불후의 명곡’ 육중완밴드 ‘피 땀 눈물’ 무대→피독 기립박수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레이지본 준다이, 에너지 넘치는 ‘GO WEST’ 무대…김종진 ‘슈퍼 

어게인’ 사용 

 [㈜롤링컬쳐원] 디코이, 15 일 ‘연애의 참견’ OST 발표 

 [㈜롤링컬쳐원] 디코이, ‘제 1 회 아시안 탑밴드’ 도전장…14 일 첫 여정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형제들, 신개념 케이팝 플랫폼 ‘뮤직 브로’ 선보여 

 좋아하는 가수에게 신청곡 부탁하는 ‘우주스타’ 베타서비스 오픈 

 음악창작에 접목된 ‘AI’ 사업모델은 아직 걸음마 단계 

 ‘개인화를 파는’ 스포티파이, 음악계 주목하는 이유는? 

 한음저협, 저작권 보호 위한 음악 창작자 7000 명 청원서 국회 전달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온:한류축제’ 개막…K 팝 공연으로 ‘코로나블루’ 치유 

 코로나로 멈춘 서리 거리예술 공연…온라인으로 재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비대면으로 11 월 19 일 개최 

 ‘미스터트롯’ 서울공연, 거리두기 격상으로 무기한 연기 

 인디밴드 ‘아이돌’ 몽니 & 데이브레이크, 청춘치유콘서트 

 울산서 한국 재즈의 과거와 현재가 만난다 

 ‘미니멀라이프 페스티벌’ 13 일 리밋ㆍ원셋 공연으로 피날레 

 한국체육산업개발, 코로나 19 극복 ‘조이올팍 힐링콘서트’ 개최 

 

6. 기타 소식 

 ‘슈가맨’ 제작진 새 프로젝트 ‘싱어게인’, 非트로트 음악 예능도 성공할까 

 첫방 ‘싱어게인’ 러브홀릭스 지선→레이지본ㆍ손예림 등장 ‘역대급 라인업’ 

 ‘아시안 탑밴드 코리아’, 개성+실력 갖춘 8 개 밴드 무대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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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 세계 정치적 메시지 중심에 서다 

 공연이 멈춘 코로나시대, 음악인의 삶을 말하다 

 ‘2020 APAN 뮤직 어워즈’, 33 개 수상 부문 공개…대상ㆍ신인상 각축전 

 카카오, MMA 2020 ‘TOP10 선정’ 1 차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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