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24 (4 주차) 

[No. 408]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124)’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2. 협회 관련 기사 

 인천시, 12 월 1 일 음악도시 조성 정책 토론회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인디씬 아이콘 모트, 새 노래 ‘비행기 모드’ 22 일 발매 

 [㈜루비레코드] 360 도 라이브공연 영상으로 담은 개항장 공간들, ‘201 호의 모던보이’ 

루비튜브 온라인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솔루션스, 스튜디오 라이브 클립 네 편 공개…어느덧 데뷔 9 년차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이민혁, 새싱글 ‘겨울을 건너’ 22 일 발매 

 [JNH 뮤직] ‘디바’ 정미조 3 년만에 컴백 “일흔한해…바람 같은 날들이었네” 

 [JNH 뮤직] 김현철, 주현미ㆍ최백호ㆍ정미조 등 가요계 레전드들과 협업 

 [매직스트로베리㈜] 규현부터 선우정아까지...김현식 30 주기 리메이크 앨범 1 차 라인업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치즈(CHEEZE), 신곡 ‘잘 자, 안녕’ 23 일 발매…독보적 감성 

 [매직스트로베리㈜] 서사무엘의 의미 있는 생존작, UNITY II 

 [매직스트로베리㈜] 옌자민, 21 일 ‘Life finds a way’ 발표…서사무엘 피처링 

 [㈜쇼파르뮤직] tvN 토일드라마 ‘스타트업’ OST, 볼빨간사춘기의 ’Love Letter’ㆍ JAMIE 의 

‘상상한 꿈 발매’ 

 [㈜쇼파르뮤직] WH3N(웬), ‘bornxoxo’ 타이틀곡 ‘Only One’ 티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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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심슨컴퍼니] 샵 ’스위티’ 19 년만 재탄생..그_냥 버전 18 일 발매 

 [GRDL] ‘쇼미 9’ 스카이민혁, 그랜드라인 전속계약…긱스ㆍ스텔라장 한솥밥 

 [GRDL] “음원이랑 똑같아” ‘뮤플리’ 스텔라장, CD 삼킨 완벽 ‘컬러스’ 라이브 

 [GRDL] “엄청 고통스러워”…릴보이, 사고 후 무대 참여→같은 크루 원슈타인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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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23 일 ‘윤무’ 프리오더 시작…팬들 위한 특별 선물 

 [EGO 엔터테인먼트] 그리즐리, 22 일 새 미니앨범 ‘꽃 zip’ 발매…수민&쿠기 지원사격 

 [유어썸머] ‘힐링스테이지 그대에게’, 브로콜리너마저-김사월-박상영 작가 출연 

 [유어썸머]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라면’ 행복을 찾아가는 뮤지션 부부 

 [유어썸머] 아마도이자람밴드,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2020 연말 콘서트 개최 

 [유어썸머] 우주히피 한국인 ‘포커스’ 등장에 김필 “이분이 나온다고요?”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최연소 복면가왕’ 박혜원, 한국시리즈 3 차전 애국가 

 [㈜롤링컬쳐원] 조문근밴드, ‘스페이스 공감’ 출격 선언…’온택트 불금’ 예고 

 [뮤직카로마] 싱어송라이터 크로크노트, 정규 2 집 ‘작은 밤’ 18 일 발매…겨울 감성 저격 

 [뮤직카로마] ‘싱어게인’ 너드커넥션, ‘너목보’ 볼빨간사춘기 편 실력자…김이나 작사가 극찬 

 [뮤직카로마] Spotify 2 억 스트리밍 기록 달성, 프로듀서 카스보(Kasbo) 신작 ‘The Making of 

a Paracosm’ 발매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신한카드, “월 1760 원으로 음원 스트리밍 사용하세요” 

 OTT 음악 저작권료 ‘줄다리기’ 올해 결론 

 스타와 손쉽게 연결하는 지적재산권 오픈 플랫폼 ‘아이리퀘스트’, 24 일 출격 

 음원 서비스 ‘멜론 독주’ 끝날까 

 어메이저라이브, ‘K 팝+아바타+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해외 공략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4 일간 펼쳐지는 온라인 페스티벌…’MMA 위크’ 편성표 공개 

 ‘라운드 2020’ 최종 라인업 공개…십센치ㆍ이날치 합류 

 서울시, 북서울꿈의숲으로 집콕 음악소풍…’뮤직 테라피’ 공연 

 상무소각장 문화스튜디오서 온라인 공연…육중완밴드ㆍ가호 출연 

 

6. 기타 소식 

 (재)은평문화재단, ‘컬트러스 In 은평’ 행사 성황리에 종료 

 가수 말보 (MALVO) 서울 뮤직 포럼 메인무대 프론트맨으로 올라 

 거리두기 2 단계 격상에 외식ㆍ공연ㆍ여행 소비쿠폰 다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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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온스테이지, 인디 라이브 음원 100 곡 독점 발매 

 대중가요 공연에 확진자 방문…추가 감염 없는 듯 

 공연ㆍ콘서트 다시 꽁꽁…영화관도 막막 

 코로나 19 에 가짜 소문까지…’줄취소’ 사태 맞은 콘서트 

 LP 의 재발견, 기획전 ‘레코드 284-문화를 재생하다’ 

 브이라이브ㆍ위버스ㆍ유니버스까지…K 팝 놀이터가 늘어난다 

 ‘캡틴’ ‘포커스’, 엠넷 투표조작 오명 벗길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788906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23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2&aid=00015176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458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7898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1696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72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