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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함을 흉내내지 말라. 가장 자기다운 모스으로 기꺼이 받아 들여라.
- 사무엘 콜리 -

공지사항

❏ “음반제작자” 여러분. 제작하신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하셨나요?
<미분배 보상금 신청 안내>
￮ 홈페이지(http://www.riak.or.kr)에 접속하셔서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지급현황을 확인
하시고, 신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 드립니다.
￮ 아이디 및 패스워드 발급/확인 및 등록여부 문의 : 콘텐츠팀 김가인 사원(02-3270-5933)

❏ 분배 일정 안내
￮ 2017 년 3 월분 신탁사용료 / 2017 년 1 분기 방송보상금 분배 예정 : 2017 년 5 월 25 일(목)
￮ 분배 관련 문의 : 신탁사용료(박지혜 사원, 02-3270-5962)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김현지 사원, 02-3270-5963)

❏ 가요심의 접수
￮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음반제작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심의(KBS)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심의 접수 문의 : 박창현 차장, 김정수 사원(02-3270-5986~7)

❏ 한국음반산업협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최근 소식과 신보 및 컴필,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facebook) 주소 : https://www.facebook.com/riakmusic
￮ 트위터(twitter) 주소 : https://twitter.com/riakmusic
❏ 협회 주요 소식
협회 홈페이지(www.riak.or.kr)에 방문하시면 협회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 및 회원 로그인을 통한
분배금액(신탁/보상금)확인과 등록앨범조회 등 회원님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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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 대중음악시장에서의 소년·소녀 (2017. 4. 26. 헤럴드경제)
❏ [2017 음악 페스티벌①] 취향저격! 당신에게 맞는 페스티벌은? (2017. 4. 18. 서울경제)
❏ [특징주]넥스트리밍, 구글과 손잡고 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 ↑ (2017. 4. 21. 이데일리)
❏ 한국인 41%,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는다 (2017. 4. 17. 디지털타임스)
-MP3 다운은 옛말…절반은 스트리밍으로 감상 (2017. 4. 17. 한국경제)
❏ "IPTV 음악과 케이블 음악은 다를까"...IPTV 3 사, 공정위에 음악저작권협회 제소 맞불 (2017. 4. 24.
이데일리)
❏ 로엔, 카카오 시너지 2 분기 · 실적 서프라이즈는 3 분기부터 (2017. 4. 26. NSP 통신)
❏ 대형 엔터주 희비…JYP 상승세 YG·SM 반등 FNC·큐브 적신호 (2017. 4. 25. 쿠키뉴스)
-[사드,위기의 엔터테인먼트] FNC, 사드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주식 가치 40% 하락…사업 다각화로 반등
기대 (2017. 4. 14. 아주경제)
❏ 엔터로 무대 옮긴 AI 콘텐츠 전쟁… 선두 ‘SM’, 맹추격 ‘YG’ (2017. 4. 18. 비즈엔터)
-AI 생태계 음원이 핵심인데···SKT "멜론을 왜 팔았을까···" (2017. 4. 26. 서울경제)
❏ 글로벌 시장에 손 뻗는 中인터넷 공룡들 (2017. 4. 26. ZDNet Korea)
❏ [The New York Times] 공룡이 된 구글, 이제 칼을 댈 때다 (2017. 4. 26. 중앙일보)
❏ 벅스, 음악 창작자를 위한 'Bside' 5 월 오픈… 아티스트 사전 신청 접수 시작 (2017. 4. 26.
파이낸셜뉴스)
❏ 유니버설뮤직, 한국 첫 레이블 '온 더 레코드' 론칭 (2017. 4. 21. 뉴시스)
❏ 음악 스트리밍 업체가 팝스타 직접 키우네 (2017. 4. 25. 매일경제)
❏ 선거 로고송, 어떻게 만들어지나? (2017. 4. 20. 스포츠동아)
❏ 설 자리 잃어가는 무료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 벽 못 넘었다' (2017. 4. 20. 키뉴스)

보고서, 발간자료, 알림 기타 등
❏동영상 실시간 서비스(Live Service)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2017. 4. 19. KT 경제경영연구소 Dig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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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관련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년 7 월 01 일부터 CD 케이스 등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반제작자에게도 분리배출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CD 케이스 및 포장 필름(바코드, 라벨 등이 부착된 경우에 한 함) 등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며, 법률 위반 적발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액 10 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 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 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 톤 이상인 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법률에 관하여 회원님들의 확인을 바라오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 바랍니다.
o 분리배출표시제도 : 한국환경공단 032-590-4205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분담금) : 한국환경공단 032-590-4199

“음반 표지” 이미지 및 서체 사용에 대한 안내
협회는 최근 신탁계약 및 보상등록 음반의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사진, 그림 등) 또는 서체(폰트)와
관련하여 해당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업체 또는 대리인(법무법인)]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수신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음반의 표지를 제작할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피해를
회원님들께서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음반 표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음반 표지의 저작권 침해가 의심‧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사용중지(온라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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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지)와 함께 사용허락 받은 이미지, 서체 등이 사용된 음반 표지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업체가 허락받은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문의 : 콘텐츠팀 3270-5936, 기획법무실 3270-5916

테이프 복각 음원의 서비스 관련 안내
회원님께서 과거에 테이프의 음원을 복각하여 MP3 음원 형태로 협회에 등록하여 주신 음원의 온라인
서비스 반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거 회원님께서 일부 테이프의 음원을 MP3 파일로 등록하여 주신 앨범 중, 테이프의 A 면ㆍ B 면에 있는
모든 곡을 하나의 MP3 파일로 전달해 주신 음원에 대하여, 테이프의 A 면ㆍ B 면의 곡을 트랙별로
구분하여 CD 또는 MP3 파일 형태로 복각하여 재등록 해주시면 온라인 사이트 (멜론, 지니, 엠넷,
소리바다, 벅스 등)에 재등록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재등록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CD 또는 MP3 로 복각하시어 협회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콘텐츠팀 담당자 : 정정수(02-3270-5931), 하수정(02-327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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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RIAK) 신규 신탁음원
[가수 '공휘' 감성 짙은 싱글 '어땠을까']
이번곡 “어땠을까” 는 너에게빠져들어, 사랑인가봐,
사진 등을 작곡한 작곡가&프로듀서 “최순호” 의 작
품이며, 공휘의 이번 디지털 신곡 ”어땠을까”는 먹먹
하고 아련한 감성을 이야기하는 곡으로서 담담한 피
아노선율과 첼로라인, 그리고 공휘의 보컬이 잘 서로
적절히 어우러 졌다는 평이다.
그동안 개그콘서트 301302 배경음악 ‘이불킥’, sbs드
라마 달려라장미 ‘끝내자’ 등 OST활동에 이어 표인
봉, 이민용, 조아영, 정지민과 함께 심장병어린이 돕
기 연예인봉사팀 '지하트'의 앨범들로 참여한 공휘는
밀알심장재단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며 어려운 이를 위
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가수 공휘는 'MBC별이빛나는 밤'에 별밤뽐내기 출신으로, 'KBS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SBS 영스오
디션' 등 방송3사 라디오 오디션에서 1위한 경력을 가진 실력있는 가수로 2014년에는 소치동계올림픽
공식응원가를 부른 이력이 있다.
['비온리(Beonly)' 의 세월호를 위한 '석양너머']
조금 예민할 지도 몰라요
세월호라는 단어가.
하지만 저에겐 그저 소중한 사랑을 잃은 이들의 아
픔만이 다가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일까요.
서쪽, 석양너머 그 어딘가로 작고 작은 몸짓의 갈매
기 한마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지치거나 가라 앉지 말고 꼭 만나기를..
마음으로 들어 주세요.
석양너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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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최이슬의 3번째 싱글 ‘노란비행기’]
싱어송라이터 최이슬의 3번째 싱글앨범 ‘노란비행기’
꽃이 되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이들을 위한노래.
이곳에서의 아픔보단 행복했던 기억만을 기억한 채 날
아가길 바랍니다..

['블랙 스트라이크 (Black Strike)' 의 첫 정규앨범
'City Of Mine']
10년차 중견 래퍼 '블랙 스트라이크 (Black Strike)' 의
멈추지 않는 도전
마음만은 항상 설레는 신인같은 그의 첫 정규앨범
'City Of Mine'
2007년 '칠린스테고' 라는 그룹으로 시작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블랙 스트라이크는 어느덧 데뷔한지만
10년째가 되는 중견래퍼가 되었다.
두 장의 이피앨범 이후엔 GLV와의 프로젝트 그리고
김태현, 인아 등과 함께한 다양한 싱글까지..
멈추지 않고 신곡을 발매하는 행보는 직업을 따로 가
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그 꾸준한 노력이 아티스트라면 한번은 목표
로 둘만한 정규앨범 작업까지 이어지게 된다.
10년차 래퍼 블랙 스트라이크의 첫 번째 정규앨범 'City Of Mine'은 이런 그의 노력과 감성들이 고스란
히 녹아있는 작품이다. 호소력 있는 보컬인 '김태현'과의 그간 싱글 몇 개를 포함한 다수의 곡들과
프로듀서 JA의 비트위에 쓰여진 힙합 본연의 색깔을 과시하는 트랙들까지..
오랜시간을 작업해온 스트라이크 (Black Strike)의 첫 정규작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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