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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수민, “문체부, 콘텐츠 불법복제 42억원 징수한다더니...4900만원 징수”
2. 위메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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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점하라…'스마트물류 콘퍼런스 2019' 24일 부산서 개최
2. 덱스터 위지윅스튜디오, 실감콘텐츠 육성정책에 사업 더 밝아져
3. 브이리스브이알, ab엔터와 손잡고 KT에 VR웹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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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골목상권 상품권 1조원 확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1024002&
wlog_tag3=naver
文대통령 “콘텐츠 산업 투자금액, 1조원 이상 확대"
http://www.zdnet.co.kr/view/?no=20190917152243
통합OTT ‘웨이브’ 출범…OTT시장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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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9월 10일
지디넷코리아
9월 17일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4067&ref=A

9월 17일

디즈니, 英 스튜디오 장기 임대···EU 'OTT 콘텐츠 쿼터제' 영향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09000212

9월 09일

화웨이 창업자 "5G기술 개방, 큰 전진 위한 것...6G도 선도"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1909171618535617

9월 17일

넷플릭스·디즈니 콘텐츠 확산... 국내 OTT 산업 '합종연횡' 필요

톱데일리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9150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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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문체부, 콘텐츠 불법복제 42억원 징수한다더니...4900만원 징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5000065

9월 15일

위메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돕는다
http://www.fnnews.com/news/201909161831499608
스마일게이트, 게임업계 상생 행보 ‘눈길’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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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9월 16일
더게임스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31

9월 16일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점하라…'스마트물류 콘퍼런스 2019' 24일 부산서 개최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6000131

9월 16일

덱스터 위지윅스튜디오, 실감콘텐츠 육성정책에 사업 더 밝아져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3705

9월 18일

브이리스브이알, ab엔터와 손잡고 KT에 VR웹툰 공급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39339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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