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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526)’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엠와이뮤직] 정준일, 2020 소극장 콘서트 ‘겨울’ 리허설+공연 비하인드 이미지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신보 ‘LOAD’ 발매 기념 ‘솔루션스 위크’ 연다 

 [㈜안테나]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29 일 신곡 ‘데인저러스 드림’  

 [매직스트로베리㈜] ‘나는보리’X 옥상달빛 콜라보,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뮤비 탄생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표 여름 노래 나온다…28 일 컴백 

 [매직스트로베리㈜] 네스카페 X 선우정아, 온라인 재즈 콘서트 ‘카페 뉴올리언스’ 개최 

 [매직스트로베리㈜] ‘로꼬∙화사∙황소윤과 작업’ 우기, 오늘(20 일) 새 싱글 ‘베러’ 공개 

 [슈가레코드] 밴디지 이찬솔, 오늘(25 일) ‘본어게인’ OST 발표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측 “허위사실∙악의적 비방, 법적대응” 

 [㈜아이원이앤티] 1 집까지 10 년 걸린 메스그램 “실패가 우릴 만들어” 

 [유어썸머] 감정소모송라이터,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의 음악 Part3 

 [㈜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유라, 신곡 ‘행복은 도피여야 해’ 26 일 정오 공개 

 [㈜문화인] 전미도∙우효,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참여 22 일 음원 공개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6 월 ‘코로나 19’ 피해 대책 세미나 

 실시간 음원차트 폐지, 불법적인 움직임도 사라질까 

 왓챠 ‘유통수수료 0%’ 걸고 음원사업∙∙∙”콘텐츠 분야 확장 계획있다” 

 이용 급증 ‘유튜브 뮤직’ 가사 지원 합법성 논란 

 구글, 음원 서비스 ‘유튜브 뮤직’ 단일화 박차 

 해외문화홍보원,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홍보 사업’ 시작 

 그 여자 작사, 그 AI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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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콘진원 ‘랜선 K-팝’ 콘서트, 전 세계 한류팬이 환호하다 

 음악 플랫폼 ‘플로’, 랜선 콘서트 ‘홍대를 옮기다’ 개최 

 실황보다 더 뜨거운 ‘방구석 랜선 콘서트’…댓글로 ‘떼창’ 부르고 ‘야광봉’ 응원까지 

 랜선음악여행 – 트립 투 케이팝, 씬디스케치 랜선 라이브 진행 

 현대차, ‘현대모터스튜디오 Stage X 드라이브 인 콘서트’ 개최 

 

5. 기타 소식 

 CJ 문화재단, 튠업 21 기 뮤지션 6 팀 선정…K 인디스타 나올까 

 경기콘텐츠진흥원, 인디뮤지션 육성 사업 ‘인디스땅스’ 1489 팀 지원 

 [삶과 문화] 이 비루한 인간의 욕망 (이주엽 대표 글) 

 해외 스타트업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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