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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421)’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소란, 신한카드 유튜브 계정에서 라이브 공연 

 [주식회사엠피엠지] ‘랜선 음악회’ 기획한 권순관 “그 순간 우린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안테나] 안테나, ‘집콕족’ 위한 소규모 릴레이 스트리밍 성료…위로와 힐링 

 [JNH 뮤직] 광명문화재단 ‘전제덕 <봄의 왈츠>’ 네이버 TV 생중계 

 [매직스트로베리㈜] 십센치 권정열 “유튜브 생중계 ‘랜서트’, 실제처럼 설렜다” 

 [매직스트로베리㈜] ‘바이바이 배드맨’ ‘서울문’의 이루리, 무대 중앙에서 노래하는 베이시스트 

 [매직스트로베리㈜] 새소년 황소윤 “기존 멤버 입대, SNS 로 새 멤버들 직접 물색”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측 “김근태 후보 사과 않으면 고소” 

 [쇼파르뮤직] 스웨덴세탁소, 16 일 발매 싱글 ‘사월’ 리릭 비디오 티저 공개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알고보니 ‘너목보’ 출연한 가수…인스타그램서 활발한 소통 ‘유튜브까지’ 

 [㈜인넥스트트렌드] 두 겹의 모순 속에, 나얼은 살아갑니다 

 [GRDL] “CD 를 삼킨 라이브”..’낰낰낰’ 스텔라장, 귀를 호강케한 3 분 열창 

 [㈜빌리빈] 나상현씨밴드 x 히미츠, 신인 그린프렌즈 우승…공식 스테이지 기대해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가수 안예은, 대중성과 개성 사이에서 찾은 길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상사화’ 부른 임영웅에 콜라보 신청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포크송 가수’ 포엔(4&), 다섯번째 싱글 ‘Melted’ 커버 

 [EGO] 싱어송라이터 리밋, 27 일 데뷔 첫 미니앨범 ‘장르불문 e☆’ 발표 

 [㈜아이원이앤티] 혼성 5 인조 록 밴드 메스그램(Messgram), 첫 정규앨범 발매 

 [㈜뮤직카로마] 감각적인 사운드의 日 프로듀서 신 사키우라, 정규 3 집 공개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 페스티벌 줄줄이 연기 ∙∙∙ ‘대목’ 지워버린 코로나 

 네이버 바이브 ‘착한 정산’ 도입했지만 비판 여론, 왜? 

 네이버 新음원 정산 방식, 사재기 근절 가능할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5611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468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468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5972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40975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395883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1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2686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5540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64432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29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4943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193875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4&c1=04&c2=04&c3=00&nkey=202004201559263&mode=sub_view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3961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6490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15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1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3678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358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3534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6676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87606625737760&mediaCodeNo=25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4200100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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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차트 폐지한 플로, ‘개인화 차트’ 선보인다 

 ‘아니면 말고’식 음원 사재기 의혹, 해명은 아티스트 몫? 

 음원 사재기의 늪① 10 년 묵은 의혹, 여전히 제자리걸음 

 음원 사재기의 늪② ‘암묵적 방관자’ 음원사이트, 변화 가능할까 

 음원 사재기의 늪③ “뮤비 5 천회 비용은”…’사재기’ 견적서, 현실성 있나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코로나 19 가 바꾼 무대…콘서트∙뮤지컬,유튜브로 넘어가나 

 코로나에 ‘그린플러그드 서울’ 7 월로 연기 

 페스티벌 ‘해브 어 나이스 데이’ 야외 공연 취소하고 온라인 무료 중계 

 코로나 19 최대 피해지역 대구에서 희망 메시지 전한 지역 인디 뮤지션들 

 코로나 19 아픔에 전 세계가 뭉쳤다 ‘원 월드: 투게더 앳 홈’ 

 국내 가수들도 ‘원월드’ 음악 축제도 온라인으로 

 

5. 기타 소식 

 강원도 문화예술인 60% “석달 간 소득 전혀 없어” 

 위기의 문화노동자…살 길은 공모전 

 “케이팝 소개 큐레이터 역할 하고 싶어…해외 뮤지션 한국 매니지먼트 지원도” 

 제주 음악인들 ‘세월호 기억해요’ 온라인 추모 공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46651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4808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39741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39741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397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946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54870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67756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00415010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676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48943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356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191006011#csidx910d542cb4b69d6836dc85c9f40311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281671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93722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