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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즈의도시 리버풀흔든한국인디락

최근영국리버풀에서열린 리버풀사운드시티페스티벌무대에선락듀오 57(왼쪽)과코리안스테이지에서 한국인디밴드의공연을보기위해관객이몰려든모습

한국콘텐츠진흥원제공

대한민국인디밴드가영국리버풀의밤

을후끈달궜다 공연을관람한현지팬들

은박수와환호로뜨겁게화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

각)과 주영국한국문화원(원장 용호성)은

2일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 음악 축제인

리버풀 사운드 시티 페스티벌(Liver�

pool Sound City festival)에서 최근 K

뮤직 쇼케이스 코리안 스테이지를 성황

리에개최했다고밝혔다

지난달29일오후6시부터3시간동안리

버풀브람레이무어선착장에서개최된 코

리안 스테이지에서 한국의 인디밴드 5개

팀은공연장을찾은 1000여 명의영국인들

을K뮤직의매력에흠뻑빠져들게했다

이날무대에오른 6개팀은▲아이돌그

룹을연상시키는외모와연주실력을겸비

한 일렉트로닉 팝 밴드 위아더나잇(We

are the night) ▲감각적인사운드구성이

돋보이는 2인조얼터너티브락밴드 레이

브릭스(Lay Bricks) ▲뛰어난 연주력과

에너지로 무대를 사로잡은 펑크 락 밴드

DTSQ ▲탄탄한 연주와 개성 있는 보컬

의 2인조혼성락듀오 57 ▲베이스기타

와키보드 플레이로다이내믹한사운드를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펑크 락 밴드 페이

션츠(PATiENTS)다

또 28일에는 지난해 이 무대를 통해 영

국 현지 레코드사인 발틱 레코드와 음반

계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은데드 버튼즈

(Dead Buttons)가리버풀사운드시티메

인무대에서공연을펼쳐현지인들의열렬

한반응을이끌어냈다

한편한국의인디음악을유럽시장에알

리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

와 주영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코리안 스테이지는 올해로 3년 째 한국

인디음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전략적플랫폼으로활용되고있다

지금까지총 15개팀이현지에서공연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쇼케이스에 참가한

잠비나이와데드 버튼즈가 영국 레이블

사와 현지 음반 발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성과를만들어내고있다

이번쇼케이스를참관한리버풀사운드

시티의 데이비드 피칠링기(David

Pichilingi) 대표는 한국 인디밴드는 언

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뛰어난 연주력과

재능으로 리버풀을 찾는 음악 마니아를

놀라게 한다며 앞으로도 코리안 스테

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한국 인디음악을

만날수있게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사운드시티코리안스테이지

5개밴드참여한국인디음악유럽진출발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

장조성광)는 2일 기업윤리의날을맞아

조성광본부장과 부서부장들이 캠페인

문구가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출근직

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안내문과 흰 절편

을나누는행사를했다 <사진>

기업윤리의날은윤리경영문화확산

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로전남본부는윤리경영에대한공감대

형성을위해흰절편나눔행사를마련했

다

이날 행사에서는안내문배부를통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부정청

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이해를높이고청렴송따라부르기등

의행사를하며청렴의지를다졌다

조성광 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을

높이고기본과원칙이바로서는청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

울이겠다고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어촌공사전남본부 청탁 절대안돼요

국립전파연구원(원장유대선)은 2017년

ICT 국가표준 수요조사를 위해 ICT 국

가표준아이디어공모전을오는 8월 31일

까지진행한다고 2일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2

개 부문으로 나뉜다 지정공모 부분은 산

업체 유관협단체 유관대학학과 대상 3

개 분야(공공행정 사회안전보안강화

산업진흥)의 표준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자유공모부분에서는 ICT 관련융복합기

술에대한일반인들의자유로운의견을접

수한다

아이디어 제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

이지(wwwrragokr) 와이메일접수(cu�

bicms@ifrerekr)를통해접수가가능하

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연예제작자

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온라인

의 근거 없는 소문과 언어 폭력을 막고자

건강한사이버세상 만들기 캠페인을펼

친다고 2일밝혔다

댓글을 칭찬으로 채워주세요란 슬로

건을내건이번캠페인은▲캠페인송▲

칭찬 댓글을 권장하는 연예인기업인스

포츠선수등의 릴레이영상▲대중문화

예술인과 함께 하는 거리 캠페인 등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송인 손끝의사랑에는 우리들

의세상을아름답게하는말고마워축하

해 사랑해 미안해 응원해 등의 가사가

담겼다캠페인송은 4일서울월드컵경기

장에서열리는 2016 드림콘서트에서공개

된다

또 비투비 에이프릴 오마이걸 에이젝

스등인기가수들이재능기부를통해캠

페인을위한음원녹음및뮤직비디오제

작에참여한다

오는 16일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는 연

예인들과함께하는거리캠페인이열린다

거리캠페인에는30여명의연예인이로

고배지와함께캠페인 티셔츠 바른말표

현을 위한 홍보물 등을 시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캠페인로고는댓글을나타내는말풍선

안에 해시태그(#)를 넣어 사이버 세상에

서의 대화를 표현했으며 말풍선을 채운

달콤한색상은상대방에게용기와격려를

북돋워 주는 따뜻한 칭찬을 뜻한다고 한

콘진은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

KCA)는 2일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와

경기북부지역 스마트미디어 분야벤처기

업육성및창의인재양성을 위한업무협

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KCA KICT 경기스마트미디어센터

와경민대산학협력단이체결한이번협약

에 따라 두 기관은 ▲스마트미디어 분야

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안정적성장지원

을 위한 보육시스템 구축 ▲시설기자재

등공동활용▲입주기업모집등주요사업

홍보협조 ▲경기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

기업과산학협력단입주기업간교류증진

경기북부지역내창업촉진과활성화를위

해협력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민대와창업지원협약

한콘진 아이돌과 칭찬 댓글 뮤비 제작

한전KPS는 2일 광주전남혁신도시

본사에서광주지방경찰청과 4대사회악

피해자보호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

다 <사진>

최외근 한전KPS 사장은 체결식에서

후원금 전달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사랑나눔을실천할수있는계기가

되길바란다고말했다

후원금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

력 불량식품관련생활주변범죄등4대

사회악 피해자 가정과 생계곤란 청소년

의주거생활지원에쓰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ICT 국가표준아이디어공모

국립전파연구원 8월까지

한전KPS 범죄피해자보호1000만원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