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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414)’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모트, ‘어서와’ OST 지원사격…”응원했던 드라마 OST 에 참여해 영광” 

 [㈜루비레코드] 랜드오브피스, 일렉트로닉 사운드 실험한 EP ‘Underground’ 

 [㈜루비레코드] 듀오 레인보우노트 봄의 송가 ‘Cherry Blossom’ 

 [엠와이뮤직] 정준일, 오늘(14 일) ‘반의 반’ OST ‘너라고 생각해’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MPMG 사옥 이전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해피로봇 레코드 X 광합성 특별한 랜선 라이브 ‘ON AIR IN NEW MPMG’ 개최 

 [주식회사엠피엠지] 권순관 ‘Connected’ 온라인 음감회…’고퀄리티 끝판왕’ 

 [주식회사엠피엠지] BTS RM 이 알아본 밴드 ‘설’ “제 2 의 00 보다 설로 기억되고 싶어요”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계약우정’ OST 발표…사랑 넘치는 봄 감성 ‘꿈에서 널 봤어’ 

 [㈜안테나] 안테나 랜선 페스티벌 ‘위로’ 통했다…토이부터 샘김까지 

 [JNH 뮤직] <삶과 문화> 모두 살아 있으라 (이주엽 대표 글) 

 [JNH 뮤직] 기타리스트 박주원, 최고의 연주자로 투쟁해왔던 10 년 

 [매직스트로베리㈜] 10CM, 14 일 유튜브 생중계 ‘랜서트’ 진행…”멋진 공연 선물할 것” 

 [매직스트로베리㈜] 싱어송라이터 최정윤, 신곡 ‘Sily Love Song’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 온라인 공연 ‘JAZZ BOX’ 두 번째 라이브 8 일 진행 

 [매직스트로베리㈜] MSB 가 선택한 목소리∙∙∙’싱어송라이터 김수영’ (인터뷰) 

 [쇼파르뮤직] 스웨덴세탁소, 아련함 담은 신곡 ‘사월’ 리릭 이미지 공개..16 일 발매 

 [㈜인넥스트트렌드] ‘역주행 신화’ 가호”’시작’812 위→1 위 깜짝, 힘든 시국 희망됐으면” 

 [GRDL] 스텔라장, 첫 정규 앨범 ‘STELLA I’ 공개…진정한 위로가 온다 

 [누플레이] 혼성듀오 취미, 오늘(10 일) ‘안방 콘서트’로 팬 만난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26 일 ‘안예은, 2020 첫 번째 팬미팅’ 개최 ‘팬들 기대감’ 

 [EGO] 그리즐리, ‘뷰민라 2020’ 합류…감성 저격 무대 예고 

 [EGO] 리밋, 13 일 미니 1 집 마지막 선공개곡 ‘휴일’ 발매 

 [㈜아이원이앤티] 인천문화예술회관, 22 일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 무관객 온라인 공연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2110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661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6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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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6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6321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11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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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썸머] ‘가요광장’ 최낙타 “학창시절 반항정신 강해, 록 음악만 들었다” 

 [유어썸머] 올댓뮤직 김사월 누구? 대한민국 포크 뮤지션, 2014 년 ‘비밀’로 활동 시작, 나이공개 X 

 [유어썸머] 물결처럼 찰랑이는 사운드…20 년을 이어온 ‘기타 팝’ (줄리아하트) 

 [유어썸머] 줄리아하트의 음악에 깃든 가사의 미학 (인터뷰) 

 [㈜뮤직카로마] 박재범∙식케이 참여∙∙∙일본 래퍼 ‘JP THE WAVY’ 첫 정규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코로나 19’로 공연계 스톱, 그 속에서 피어난 감동의 대처법 

 공연∙영화∙미술판 피해 제각각인데∙∙∙’문화예술계’로 뭉뚱그린 지원 대책 

 ‘프듀’ 3 차 공판, 메인작가∙기획사 대표 증인 출석..”안준영 PD 압력∙청탁 없었다” 

 3 월 음원시장 ‘반토막’…아이돌 음반 판매만 살았다 

 정치권 표적 된 음원 사재기, 선거철 ‘반짝 이슈’여선 안되는 이유 

 영탁∙볼빨간사춘기→송하예 “음원순위 조작 사실무근, 법적대응” 

 애플, 인디밴드 돕는 600 억 규모 기금 설립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노들섬 라이브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음악노들 온 에어’ 공연 라인업 공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0, 최종 라인업 공개…5 월 16 일∙17 일 개최 

 ‘놀면 뭐하니?’ 방구석 콘서트, 코로나 19 위기 속 新문화 소통법 

 ‘5 월의 대표 음악 축제’ 서울재즈페스티벌, 코로나 19 확산에 가을로 연기 

 월드뮤직∙인디밴드도 세종문화회관 ‘힘콘’서 만난다 

 방방곡곡사업, 울산 5 개 전 공연장 선정 

 

5. 기타 소식 

 콘텐츠 산업에 블록체인 적용시 필요한 조건은? 

 독특한 매력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셋 

 선거 로고송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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