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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505)’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플럭서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랜선 콘서트 진행…안녕바다-김사월-안예은 출연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데이브레이크, 헨리-제시-나플라 이어 ‘집콕라이브’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세계 최초 무관중 온라인 야외 페스티벌 ‘Have A Nice Day’ 성공적 마무리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몽니, 작곡가 조영수 편 출사표…끊임없는 열일 행보 

 [㈜안테나] 유희열∙이진아∙정승환 등 참여한 ‘Everything Is OK’ 호평 쇄도  

 [매직스트로베리㈜] 코오롱스포츠, 인디밴드 ‘새소년’ 모델로 발탁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X 백현, 역대급 콜라보 ‘나비와 고양이’ 7 일 발매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샤이니 ‘I Say’ 고 3 때 만든 곡, 독하게 음악해”  

 [DHPE] ‘노래에 반하다’ 출신 달리, 오왠 소속 DHPE 와 전속 계약 

 [GRDL] 글로벌 역주행의 기적을 보여준 스텔라 장 ‘컬러스(Colors)’  

 [GRDL] ‘정희’ 스텔라장 “20 대 후반, 신념 무너졌다” 

 [㈜빌리빈] 나상현씨밴드, 인디레이블 빌리빈뮤직 합류…첫 일정은 ‘음악노들 온 에어’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상사화’ 안예은, ‘랜선 콘서트’로 청취자 만난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포크송 가수’ 포엔(4&), 절절한 외 사랑 ‘Melted’ 발매 

 [EGO] 리밋, “나만 알고 싶은 가수? 저 유명해지고 싶어요” (인터뷰) 

 [㈜아이원이앤티] 5 인조 혼성 록그룹 ‘메스그램’, 해외 반응 갈수록 뜨거워 

 [㈜아이원이앤티] “춘천은 추억의 장소, 블루스 라이브 계속할 것” (김목경) 

 [유어썸머] 최낙타, ‘어서와’ OST 마지막 주자…티저 공개 

 [유어썸머] 김사월∙안예은∙안녕바다, EBS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랜선콘서트 출연 

 [유어썸머]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초여름의 이별 발라드 “네가 없는 하루” 발표 

 [유어썸머] 감정소모송라이터,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의 음악 Part1 

 [문화인] 우효, 새 싱글 ‘브레이브’ 29 일 전세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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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코로나 19 에 62 억 손해”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정부지원 촉구 

 매장음악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제고한다 

 “이 노래 추천해요”…음악플랫폼, AI 기술전쟁 

 앞에서 ‘공정’, 뒤에선 ‘할인’…음원 스트리밍 앱의 두 모습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힙합∙트로트∙록 다 모였네…네이버 나우 모바일 공연 

 5 월 황금 연휴, ‘집콕’ 하며 즐길 랜선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까지 생중계…인디씬에도 ‘언택트 공연’ 바람 

 차 안서 라이브 공연 즐겨요…서리풀 ‘드라이브인 콘서트’ 

 여름바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그린플러그드 동해’ 7 월 개최 

 빈지노∙10cm∙크러쉬∙선우정아…’KB 랩비트 페스티벌’ 1 차 라인업 공개 

 

5. 기타 소식 

 [삶과 문화] 위험한 웃음거리, 허경영 (이주엽 대표, 글) 

 위축된 음원 시장 틈에서 드라마 OST ‘전성시대’ 

 벅스, 상상커넥트 9 번째 아티스트로 가수 ‘메일’ 선정 

 코로나가 바꾼 소비자 디지털 이용 형태…그에 따른 디지털 광고 캠페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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