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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519)’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뷰민라, 테마송 ‘인생 봄날’ 18 일 정오 발매…취소 아쉬움 달랜다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오는 6 월 3 일 새 EP 컴백…이색 스포일러 눈길 

 [주식회사엠피엠지] ‘인간수업’ 박주현 뜨자 OurR(아월) 뮤비 재조명…왜?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몽니, 유회승 3 연승 저지하고 ‘작곡가 조영수 편’ 최종우승 

 [㈜안테나] 권진아 “’뭔가 잘못됐어’는 ‘경험 바탕’ 자작곡” 

 [㈜안테나] 수채화로 흘러가는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매직스트로베리㈜] 10CM 겨울 콘서트 안방서 본다..오늘(14 일) 유튜브 스트리밍 

 [매직스트로베리㈜] 민수는 혼란스럽다, 대중은 민수가 사랑스럽다 

 [매직스트로베리㈜] ‘EBS 스페이스 공감’ 자유로운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서사무엘’이 들려주는 온전한 ‘나’ 

 [매직스트로베리㈜] 밴드 ‘새소년’ 모델 발탁…코오롱 FnC “청년 소통강화”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헤이즈 ‘일기’ 출연…일상 TMI 공개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신곡 ‘품’ 음원차트 1 위…전곡 차트인 

 [㈜쇼파르뮤직] ‘홀로서기’ 볼빨간사춘기 “’볼사’ 장르 보여드리고 싶어요” 

 [㈜웨스트브릿지엔터테인먼트] 온천 마을로 떠나다∙∙∙좋아서하는밴드의 ‘음악여행’ 

 [㈜스나이퍼사운드] ‘음색 보물’ 소낙별, 감성∙독창적 가사 ‘별무리’ 발매 

 [GRDL] 라이너스의 담요, 30 대 공감송 ‘사랑의 기술’ 연작 ‘우주여행’ 발표 

 [GRDL] 스텔라장, 창작력을 각인시킬 앨범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포엔, 여섯 번째 싱글 앨범 ‘네버랜드’ 발매..”나의 모든 진심 담은 곡”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걸그룸 S.I.S 무대의상, 베리스토어(BERRY STORE)에서 경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상사화’ 안예은, ㈜베리스토어에 애장품 기탁 

 [EGO] 그리즐리, 오늘(14 일) 새 EP 앨범 ‘FAKE RED’ 발매 

 [EGO] ‘헤이즈의 일기’ 그리즐리 X 헤이즈, 힙합 R&B 대세 만남→콜라보 기대 폭주 

 [EGO] 리밋 “장점은 꿀성대, 샘김과 콜라보 하고파” 

 [유어썸머] 최낙타∙홍이삭 ‘어서 UP 쑈’ 고막남친 특집…’사랑 노래 vs 이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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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로마] 제 59 회 그래미 어워드 수상’ 프로듀서 RAC, 3 집 ‘BOY’ 발매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온서트-음악은 가까이하기’ 캠페인 성료 

 음악계 피해 규모 633 억 원…안지영∙이국주가 밝힌 ‘현실’ 

 멜론도 실시간 차트 없앤다…”순위 경쟁 지양∙다양성 추구” 

 ‘한국판 넷플릭스’ 왓챠, 음악 유통시장에 출사표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한국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으로 한류 이어 나간다 

 가호∙권진아∙정승환 콘서트 안방서 즐긴다 

 신한카드 디지털 스테이지 세번째 공연 선정 

 광명문화재단 ‘JSFA 재즈의 맛’ 27 일 선봬 

 다시 문 연 문화예술회관…어떤 공연 펼쳐질까 

 

5. 기타 소식 

 콘진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해외진출 비대면 서비스 강화” 

 “25 년 애증의 롤링홀, K 록 성지로 거듭날 것” 

 ‘다가가는 재즈’…웅산, 재즈 대중화 위한 ‘사랑 그 그리움’ 

 ‘문화중심도시’ 송파, 석촌호수를 주민 문화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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