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음악밴드 Muse, Faithless 및 신예 아티스트 Metric 과 Eliza 
  Doolittle 은 GSMA 의 밴드 애플리케이션 오디션에서 혁신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요구 
 
    런던, 2010 년 11 월 24 일 /PRNewswire/ --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협회인 GSMA 는 세계적인 음악밴드 Muse, Faithless 및 떠오르는 
아티스트 Metric 과 Eliza Doolittle 를 처음으로 GSMA 밴드 앱 오디션(Band App 
Audition)에 초대했습니다. 이 오디션은 아티스트가 세계적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혁신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요구하는 경기대회입니다. 
 
    피처드 아티스트 연합(Featured Artists Coalition: FAC)과 뮤직 매니저 
포럼(Music Managers Forum: MMF)과 협력하여 GMSA 가 주최한 이 대회는 11 월 
23 일부터 2011 년 1 월 15 일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우승 후보자와 승자는 2011 년 2 월 
14 일에서 17 일까지 열릴 GSMA 의 세계 이동통신산업 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에서 앱 플래닛(App Planet) 행사 중 공표될 예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각 아티스트의 그래픽, 트랙 및 기타 콘텐츠 자료와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obileappchallenge.com/challenges/bands 
 
        GSMA 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Michael O’Hara 는 "밴드 앱 오디션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공개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새 방식을 통해 아티스트가 모든 모바일 
OS 플랫폼에서 팬과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첫 대회이며 세계의 선두를 달리는 훌륭한 아티스트와 신예 아티스트가 이 
경기에 초대되었다는 점에 대해 기쁨을 표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FAC 의 공동의장이자 Pink Floyd 그룹의 드럼 연주자인 Nick Mason 은 "아티스트는 
팬과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밴드 앱 오디션은 
아티스트와 개발자가 공동 협력함으로써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도입에 내재된 기본 취지를 부각시키며 3 분간 
지속되는 비디오 동영상을 제출합니다. 아티스트와 경영진이 심판을 맡고 상으로 만남과 인사, 
투어티켓, 홍보상품 및 그외 다른 상뿐만 아니라 수상자에게는 참가한 밴드의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국 그룹인 Muse 는 세계적으로 최상인 락밴드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9 년에 출시한 앨범 'The Resistance'는 영국에서 3 번째 연속으로 1 위를 차지했고 
21 세기에는 차트에서 최고의 위치를 지켜나갔습니다. 2009-10 년 투어에서 세계곳곳의 
경기장과 스타디움의 티켓은 150 만장이 팔리면서 매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과 프랑스의 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무대는 각각 이틀동안 매진이었습니다. 
 



    Muse 의 매니저 Anthony Addis 는 "밴드그룹은 스튜디오 활동으로 돌아오면서 앨범 
발표기간 사이에 팬과의 그들의 활동관계를 유지해 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개발자가 안내서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위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룹 Faithless 는 항상 클럽장면의 아이콘뿐만 아니라 늘 음악 주동자이자 추진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1990 년대 중반 처음으로 댄스 뮤직 장르가 단 한 번뿐인 트랙이 아닌 
전반적인 앨범 모두에 풍부하게 녹음될 수 있다는 생각은 라이브 콘서트에서 선보였으며 모든 
종류의 장르를 가져왔고 음악 팬들은 아주 혁명적으로 보였습니다. 14 년에 걸쳐 몇몇 앨범과 
수많은 글로벌 투어, 축제와 히트를 통해 Faithless 의 질은 21 세기 음악 분야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밴드 매니저 Craig Newman 는 "Faithless 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개척적인 
댄스 기풍을 반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습니다. GSMA 의 밴드 앱 오디션은 기대컨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세계가 창조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발굴할 훌륭한 음악 
실험적인 대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룹 Metric 은 토론토에서 형성된 캐나다 출신 인디 락이자 뉴 웨이브 밴드입니다. 
2009 년 Fantasies 음반을 낸 이후 Metric 은 음반사와 계약으로 얻는 이익없이 활동해 
얼터너티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독립적인 성공은 밴드가 음반을 홍보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 덕분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밴드의 최신 음반 "Eclipse (All Yours)"는 영화 최신 영화 Twilight Saga 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밴드 애플리케이션 오디션을 통해 Metric 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팬과의 소통 
유형에서 새 지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Metric 의 매니저인 Mathieu Drouin 은 "단순히 
웹 브라우저를 모바일 장비에 복사하거나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기술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마케팅과 팬과의 소통 가능성을 활용하는 기능을 보여주는 
개발자가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가수 Eliza Doolittle 는 런던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그녀가 직접 제목 붙인 첫 
앨범은 영국 차트에서 3 위를 차지했고 올 여름 3 주 동안 50 만장 이상 판매했습니다. 아직 
가수로서 초기단계이지만 Eliza 는 분명히 주목할만한 아티스트입니다. 2011 년 영국은 물론 
미국, 유럽, 호주에서 공연 투어가 곧 열릴 예정이며 그녀에게는 바쁜 해가 될 것입니다. 
 
    Eliza 의 매니저인 George Roberts-Bascombe 는 "저희는 밴드 애플리케이션 오디션에 
들떠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은 Eliza 가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한 모든 것에 관해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Eliza 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얼마나 창조적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GSMA 에 관한 정보 



    GSMA 는 세계 모바일 통신산업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219 개국에 걸쳐 GSMA 는 약 
800 개의 세계 모바일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제공사업자, 인터넷 기업, 미디어, 오락 등 광범위한 모바일 생태계 안에 있는 200 여 
기업들을 통합합니다. GSMA 는 회원들을 위한 혁신, 육성, 신규 기회 창조에 중점을 두며 이 
모든 것들은 모바일 통신산업 성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지향합니다.  
 
    추가정보를 원하면 모바일 통신산업의 새로운 온라인포털 모바일 월드 라이브(Mobile 
World Live, http://www.mobileworldlive.com)나 GSMA 
홈페이지(http://www.gsmworld.com)를 방문하십시오. 
 
    FAC 에 관한 정보 
    피처드 아티스트 연합(Featured Artists Coalition)은 리코딩 아티스트로 구성, 
경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티스트가 항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단체 발언권을 
갖도록 해 줍니다. FAC 은 회원이 기술과 사업분야 및 모던 음악 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AC 은 2,500 명이 넘는 지지자가 있으며 이사회 회원으로는 Kate Nash, Billy 
Bragg, Master Shortie, Mark Kelly (Marillion), Hal Ritson (The Young Punx), 
Nick Mason (Pink Floyd), Dave Rowntree (Blur), Annie Lennox, Sandie Shaw, 
Ross Millard (The Futureheads), Howard Jones, Lucy Pullin (The Fire 
Escapes), Ed O'Brien (Radiohead), Fran Healy (Travis) 및 Rumer 가 있습니다. 
 
    FAC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FeaturedArtistsCoalition.com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MF 에 대한 정보 
    1992 년에 설립된 이후 MMF 는 매니저가 경험, 기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 아니라 영국 매니저와 그들의 아티스트를 교육시키고 대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을 다 해 왔습니다. 
 
    또한 MMF 는 이 변화의 시기에 회원과 아티스트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점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능력을 돕고 아티스트를 위한 청중을 
찾거나 새 시장을 열고 마진을 개선합니다.  
 
    광범위한 일반 또는 특정 이익은 모두가 이용가능하고 모든 회원은 조직체에서 자신의 
직업 발언권을 목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티스트 매니저는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MMF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TheMMF.net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 GSMA 
    연락처: Daniel Lowther, +44-7747-636-687, press@gs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