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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331)’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베를린 테크노클럽 ‘시시포스’…음악으로 찾아가볼까 

 [㈜루비레코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의 그곳-소싯적 ‘여관’의 발칙한 변신 

 [주식회사 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온 권순관, ‘무결점 팝의 진수’를 보여주다 

 [ 주 식 회 사  엠 피 엠 지 ]  데 이 브 레 이 크  이 원 석 ,  ‘ 투 게 더 앳 홈 ’  랜 선  라 이 브 진 행 

 [주식회사  엠피엠지 ]  이민혁  투게더  앳  홈  동참 ,  고퀄리티  유튜브  라이브  공연 

 [㈜안테나] ‘불후의 명곡’ 정승환, ‘독보적 감성’ 빛났다…’명품 보컬’ 인증 

 [㈜안테나] 정승환, ‘n 번방 사건’ 분노 “같은 남자, 인간인게 무섭고 갑갑하다.” 

 [㈜안테나] 권진아, 신곡 ‘뭔가 잘못됐어’ 오디오 티저 공개…몽환적 보이스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놀면 뭐하니?’ ‘뮤지션들의 뮤지션’ 선우정아-새소년, 한 무대에!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온라인 페스티벌 ‘시크릿페스타’ 성료.. 옥상달빛, 서사무엘 참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한밤’ 선우정아, 송창식 헌정무대 펼친다…’신구함께’ 첫 선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소수빈, 24 일 군입대 “몸 건강히 조심히 다녀올게요”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류이치 사카모토가 애정하는 뮤지션, 새소년 ‘황소윤’ 화보 공개 

 [쇼파르뮤직] ‘음색 여신’ 보라미유, 두 번째 미니 앨범 ‘Dear My Color ’ 예약 판매 시작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신곡 ‘10 분 전’ 티저+수록곡 쇼트 필름 공개∙∙∙30 일 발매 

 [㈜인넥스트트렌드] ‘음원 차트 1 위’ 가호, 더블싱글 ‘A song for you’ 발매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29 일 새 싱글 ‘론리’ 컴백 

 [닥터심슨컴퍼니] 싱어송라이터 그_냥, 정규 2 집 앨범 ‘두_울’ 23 일 발매 

 [GRDL] 제시카 알바도 했다.. 스텔라장 ‘컬러스’ 글로벌 역주행 

 [GRDL] 그랜드라인의 준비된 ‘새 얼굴’ 유지희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송소희와 감성폭발 ‘달무리’ 무대..전곡 작사,작곡 실력파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포엔, 네 번째 싱글 ‘유난한 봄날’ 발매…”아픈 사랑 위해” 

 [EGO] 그리즐리, 24 일 이별 R&B ‘내가 없어도’ 발표 

 [㈜뮤직카로마] “코로나 19 속, 봄을 느꼈으면”…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수상자 니쥬, ‘IF’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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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K 팝 인기에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대’ 

 지니뮤직, 타 서비스서 듣던 음악목록 가져온다…OCR 도입 

 ‘음원계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 초읽기-K 팝 팬덤∙기획사 위주인 韓 시장서도 통할까 

 바닥에 떨어진 ‘음악방송’ 권위,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코로나 직격탄 맞은 중소레이블…취소∙연기 공연만 61 건 

 DMZ 뮤직페스티벌 1,2 차 라인업 공개 

 희귀한 레코드 다 모여! ‘레레마켓’ 4 월 19 일 개최 

 방구석에서 즐기는 ‘콘서트’… 가요계 ‘투게더앳홈’ 캠페인 확산 

 

5. 기타 소식 

 자신만의 색으로 잔잔한 ‘위로’ 전하는 아티스트 

 야심한 밤, 무료한 시간에는 ‘랏도의 밴드뮤직’ 

 온라인으로 즐기는 공연&전시 

 산책길을 떠남에 함께 하고픈 노래 

 인천시, ‘음악창작소’조성…대중음악 도시 부활의 첫걸음 

 “제 2 황치얼, 영탁 키운다” 경주시에 음악창작소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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