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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512)’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싱어송라이터 모트, 여행 떠난 동무에 대한 부러움과 그리움 담은 신곡 ‘시차’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이 부른 ‘굿캐스팅’ 두 번째 OST ‘그 날’, 오늘(11 일) 발매 

 [㈜안테나] 권진아 “신곡 ‘뭔가 잘못됐어’, 실제 사랑 바탕으로 쓴 노래” (‘최파타’)  

 [㈜안테나] 박새별 ‘딩동댕 유치원’ 합류..숲속 음악회 진행 

 [매직스트로베리㈜] 폴킴∙선우정아, ‘더 킹-영원의 군주’ OST 합류 

 [매직스트로베리㈜] 서사무엘, 11 일 미니앨범 ‘다이얼’…백예린 피처링 

 [매직스트로베리㈜] 새소년, ‘난춘’으로 지니 7 위∙벅스 25 위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타이틀곡 ‘품’ 오피셜 포토+티저 공개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빈칸을 채워주시오’ 티저 공개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X 엑소 백현 시너지 통했다…신곡 차트 상위권 안착 

 [㈜인넥스트트렌드] 민경훈, 페이커 지목에 ‘기침 예절 챌린지’ 동참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보컬 듀오 열두달의 신곡 ‘빨강 네일’ 공개 

 [EGO] 그리즐리, 2 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14 일 새 EP 발매 

 [EGO] 리밋 “음색여신? 부끄럽지만 기분 좋아…샘 김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 

 [유어썸머] 감정소모송라이터,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의 음악 Part 2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에도 음악은 가까이” 캠페인 

 <뉴스와 시각> 언택트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카드업계도 ‘랜선 공연’ 마케팅…효과 쏠쏠하네 

 “이 노래 추천해요”…음악플랫폼, AI 기술전쟁 

 ‘생활 속 거리두기’ 기지개 켜는 공연시설∙예술단체 

 가평군, 道교육청 음악역 1939..활성화 ‘맞손’ 

 BMW, 멜론에 ‘DJ BMW’ 채널 열어 음악 서비스 제공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162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162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7062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36143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5731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6077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1&aid=000242701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59687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2&aid=000044538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387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706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3741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452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7&aid=00014527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6323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359957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7700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16/00016714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274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520121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5/45941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0677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422356


 

2020. 05. 12 (2 주차) 

[No. 380]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2 -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현대카드, 나플라∙아도이 등 참여하는 ‘랜선 공연’ 이벤트 

 [취재파일]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LG 아트센터도, 자라섬 재즈도 온라인 

 네이버 랜선콘서트로 인디뮤지션∙작가∙창작자 무대 지원한다 

 주요 페스티벌 잇달아 가을 개최…’울트라 코리아’도 연기 

 

5. 기타 소식 

 [크리틱] 온라인 콘서트, 안전한가요? /미묘 

 [김희철의 문화칼럼] 사막의 우물을 함께 지킨 시간 

 이소라→정승환 7 人 ‘비긴어게인 코리아’ 출연 확정…6 월 첫방송 

 ‘뮤지션들의 뮤지션’ 조동익의 귀환…26 년만에 정규 앨범 

 ‘1 일 1 깡’ 열풍에 편승한 지역방송사 유튜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5921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8132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4207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59638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4191.html#csidx6b2fd52f1ebc5e098d94774b239d8d2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1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5640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59390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