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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428)’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나인, EBS 다큐 내레이션 첫 도전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소란, 언택트 공연 ‘퍼펙트 스트리밍’ 성료 

 [㈜붕가붕가레코드] JJ 핫산, 가수∙투자전문가로 이중생활…”부모님도 몰라” 

 [㈜안테나] 안테나, 유희열→정승환 ‘전 아티스트 참여’ 음원 29 일 발표 

 [㈜안테나] 사랑을 노래하는 권진아의 다채로운 목소리 (유희열의 스케치북) 

 [JNH 뮤직] 방구석 1 열에서 생생한 ‘재즈 하모니카’…광명문화재단 내일 전제덕 무대 생중계 

 [매직스트로베리㈜] 황소윤 “솔로 활동, 새소년과 자아 완전히 달라” 

 [쇼파르뮤직] 김지수, 22 일 싱글 앨범 ‘Sweety’ 발매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김근태한테 차트조작 없음 직접 확인” 

 [쇼파르뮤직] 감성 뮤지션 WH3N(웬), 싱글 ‘기억’ 뮤직 비디오 티저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비디오스타’ 가호 ‘이태원 클라쓰’ OST ‘시작’ 무대, 방송 최초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정희’ 가호, 역주행곡 탄생에 “’이태원 클라쓰’ 제작진, 감사해” 

 [GRDL] 첫 정규앨범 스텔라장 “변화무쌍 20 대 후반…순간의 기록” 

 [누플레이] 용주, ‘더 킹’ OST ‘메이즈’ 오늘(25 일) 발표∙∙∙이민호 테마곡 

 [㈜스톤쉽] 전주에 제이통∙EK 온다…정기힙합콘서트 ‘WHO DAT’ 개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임영웅 ‘상사화’ 음원 발매에 “제 이름 석자가 함께” 감격 

 [EGO] 리밋, ‘낱말’ MV 티저 공개…’찐엔딩’ 주인공 재회 

 [EGO] 싱어송라이터 리밋 “첫 미니앨범, 작정하고 이별곡 모았다” (인터뷰①) 

 [EGO] 싱어송라이터 리밋 “숨기는 것 없이 풀어낸 앨범, 편안하게 감상해주길” (인터뷰②) 

 [㈜아이원이앤티] 메스그램, 결성 9 년 만에 첫 정규앨범…’Cheers For The Failures’ 

 [㈜아이원이앤티] <오후여담> 김목경 블루스 30 년 

 [㈜아이원이앤티] “60 대 노부부의 이야기, 지금 보니 80 대에 어울리는 가사” (김목경) 

 [팝인코리아] 밴드 오늘 “4 월, 바람, 꽃잎” 발매 

 [팝인코리아] ‘K 팝스타 2’ 최예근 첫 정규앨범 “아티스트로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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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1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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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규영 회장∙윤동환 부회장 연임 

 네이버는 왜 음원 정산 방식에 매달리나 

 서바이벌 강국서 부진의 수렁으로…추락하는 Mnet 

 中, 국가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화웨이 폰에 첫 적용 

 코로나 시대 라이브와 레코딩 장벽 무너져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뷰민라 2020’ 코로나 19 장기화에 연기 아닌 ‘취소’ 

 JTBC, 코로나 19 극복 온라인 음악 페스티벌 ‘On your H.A.N.D’ 개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5 월에 ‘랜선 공연’ 

 [흔들리는 공연 생태계①] 메르스 사태, 왜 교휸이 되지 못했나 

 [흔들리는 공연 생태계②] 최악 상황 속 지혜 모으는 공연계 

 [흔들리는 공연 생태계③] “코로나 19, 문화정책 재정비 기회” 

 

5. 기타 소식 

 굿바이, PC 통신 [임희윤 기자의 죽기 전 멜로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20’ 공식 옴니버스 앨범 SUM(숨∞) 발매 

 ‘슈퍼밴드’ 출신 밴디지, 오늘(23 일) 엠카 출격…음악 방송 첫 무대 

 게임 속 콘서트? 트래비스 스캇의 뜻밖의 가상콘서트 

 코로나 이후의 자유주의 / 전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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