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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도네시아 음악 시상식(AMI)> 개최

  ㅇ 2019년 11월 27일 자카르타 RCTI+ 및 MNC Studios에서 <인도네시아 음악 시상식

(Anugerah Musik Indonesia, AMI)>이 개최됨

  ㅇ 올해로 개최 2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팝, 락, 재즈, R&B, 당

둣(Dangdut, 인도네시아 트로트), 동요 등 각 장르별 50개 카테고리에 따라 

총 71개의 상을 수여함

  ㅇ 수상후보작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에 한하며, 주요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No. 시상 부문 수상자/수상작
1 최우수 여자 솔로 가수 붕아 찌뜨라 레스따리(Bunga Citra Lestari)
2 최우수 남자 솔로 가수 안메쉬 까말룽(Andmesh Kamaleng)
3 최우수 락밴드 꼬딱(Kotak)
4 최우수 R&B 그룹 라이사(Raisa), 디파 바루스(Dipha Barus)
5 최우수 아역 솔로 가수 나우라(Naura)
6 최우수 어반 솔로 가수 뚤루스(Tulus)

7 최우수 합작 작품
요비 위디얀또(Yovie Widianto), 

뚤루스(Tulus), 글렌 프레들리(Glenn Fredly) 
/ 아두 라유(Adu Rayu)

8 최우수 보컬그룹 음악 오늘의 음악(Lagu Hari Ini)

9 최우수 음반제작자
요비 위디얀또(Yovie Widianto) / 아두 

라유(Adu Rayu)
10 최우수 신인 가수 나딘 아미자(Nadin Amizah)

11 최우수 앨범
꾼또 아지(Kunto Aji) / 만뜨라 

만뜨라(Mantra Mantra)

12 특별 공로상
에빗 게 아데(Ebiet G Ade), 

빔보(Binbo)&이인 빠르리나(Iin Parlina)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만화 관련 종합공간, 코넥툰(Connectoon) 오픈

  ㅇ 2019년 10월 23일 자카르타 블록엠(Blok M)지역 엠블록 스페이스에(M Bloc 

Space) 만화 관련 종합공간인 코넥툰(Connectoon)이 오픈함 

  ㅇ 엠블록 스페이스(M Bloc Space)는 2019년 9월 음악가, 건축가, 영화 종사자 

등 총 6명이 세운 청소년들을 위한 팝컬쳐, 음악, 만화 관련 창조공간으로, 

이전에 인도네시아 조폐공사 건물이 있던 자리임

  ㅇ 해당 건물은 총 2채로 구성되며, 앞 건물은 패션, 화장품, 만화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고, 뒷 건물은 약 500여명을 수용 가능한 음악 공연장으로 운영됨

  ㅇ 엠블록 스페이스(M Bloc Space)의 입주자 중 하나인 코넥툰(Connectoon)은 

찌아요 코믹스(Ciayo Comics), 코스믹(Kosmik), 피오니콘(Pionicon) 등 현지 

유명 만화‧웹툰 총 3개사가 협업하여 설립함

  ㅇ 코넥툰(Connectoon)은 현지 만화책과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만화‧웹툰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자 코워킹 스페이스로 활용됨

  ㅇ 이 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정기적으로 토크쇼가 무료로 개최되며 

주로 만화‧웹툰 및 IP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토크쇼에 참여함

  ㅇ 이 외에도 현지 유명 웹툰 작가들이 참여하는 드로잉쇼도 주기적으로 개최됨

  ㅇ 코넥툰(Connectoon) 설립자이자 피오니콘(Pionicon)사의 CEO인 파자메영

(Faza Meonk)은 “그동안 자카르타에 팝컬쳐 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만화책만을 위한 가게가 없었다. 코넥툰(Connectoon)은 현지 만화책을 판

매하는 곳 뿐 만 아니라 만화 커뮤니티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고 

언급함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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