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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602)’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시티팝으로 그려낸 도시 풍경 … 레인보우노트 ‘오늘 밤은’ 

 [주식회사엠피엠지] 흐름에 몸을 맡긴 솔루션스, 코로나 19 가 만든 그들의 변화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정규 5 집 선공개곡 ‘우.봄.아’ 재킷 이미지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정진우, ‘쌍갑포차’ OST 첫 주자…28 일 ‘Dive’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요조 “쓰기는 늘 두려움…그럼에도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 5 개월 만의 신곡…여름 시즌송 ‘뒹굴뒹굴’ 

 [매직스트로베리㈜] 이든, 콜라보 첫 타자는 서사무엘…3 일 발매 

 [㈜쇼파르뮤직]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동그라미’에 이어 ‘동네’ 싱글 발매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핫펠트&스텔라장, 당당한 여성뮤지션들의 카리스마 화보공개 

 [누플레이] 취미(CHIMMI), ‘빈티지 사운드’ 품고 오늘(2 일) 미니앨범 컴백 

 [애프터눈레코드] 꿈과 현실의 경계, 11 년 만에 돌아온 오소영 

 [유어썸머] 가을방학, 정규 4 집 선공개곡 ‘루프탑’ 발매 “위안 되기를”  

 [뮤직카로마] Pitchfork, Hypebeast 등 해외 웹진의 관심을 받은 박혜진, 새 싱글 발표 

 [뮤직카로마] 뉴트로 알앤비 뮤지션 ‘덕스훈트’, EP 발매 … 윤훼이와 싸이퍼 MV 출연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첨단기술로 저작권 보호” …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길 넓힌다 

 네이버 멤버십, 6 월 1 일 출시… 쇼핑,예약,음악 등 다양한 혜택 

 플로, MBC 와 전략적 제휴로 한 단계 진화한 구독서비스 ‘아티스트앤플로’ 2.0 론칭 

 지니뮤직, 텐센트뮤직, 푸가 등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 K 팝 음원 공급한다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그린플러그드 동해 2020’ 1 차 라인업 발표 

 플로, 인디 아티스트 100 팀 랜선 콘서트 5 월 30 일부터 공개 

 ‘케이콘택트 2020 서머’, 최종 콘서트 라인업 발표.. 총 32 팀 아티스트 출연 

 대구독립음악제 8~13 일 온라인 공연…인디뮤지션 30 팀 출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5295
http://www.mark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258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455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28903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6397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25710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7967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9053685251195020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4435460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4336
http://www.theceluv.com/article.php?aid=1590564470324584007#rs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530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523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638502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5291435398235bf45d5d5ea_1/article.html?md=20200529154558_R
http://www.social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600274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398729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737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886875
http://www.breaknews.com/7335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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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소식 

 CJ 올리브영, 가수 권정열, 고영배 참여 ‘올영세일 송’ 흥행 

 ‘비긴어게인 코리아’ 이소라→정승환, 2 차 포스터 공개 .. 싱그러운 분위기 가득 

 “블랙아웃 화요일 선언한다” … 美 음악산업 스톱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전 세계 동참, 국내 뮤지션들도 ‘블랙아웃 화요일’ 

 인디뮤지션 무대 보고 싶다면…홍대 말고 랜선 접속하세요 

 코로나에 발목 잡힌 K 팝, 온라인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 19 여파…연예계 ‘양극화’ 심화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28931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5775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44&aid=00006742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44&aid=0000674208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08/0000094378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08/0000094378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18/0004649092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18/00046490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132698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1326986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82/0000825645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82/0000825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