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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609)’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레트로 듀오 ‘레인보우 노트’ 정규 1집 

 [주식회사 엠피엠지] 정동하, 데이브레이크 김장원과 신곡 작업...컴백 예고 

 [주식회사 엠피엠지] 밴드 솔루션스, 신곡 ‘Dance With Me’ 댄스 챌린지 오픈 

 [주식회사 엠피엠지] ‘미라’ 솔루션스, 입덕부르는 청량 보이스 “퓨처팝은 우리가 최초” 

 [㈜안테나] ‘비긴어게인 코리아’ 정승환, ‘올 포 유 → 너였다면’ 열창...성공적 첫 버스킹 

 [㈜안테나] 서강준X정승환, 미니무비로 폭발적 시너지 예고 

 [㈜안테나] 권진아, ‘오 마이 베이비’ OST 참여...장나라 테마송 

 [㈜안테나] 이소라-이진아, 두 여성 싱어송라이터 싱글 발표해 

 [매직스트로베리㈜] 가요광장, 선우정아 “코로나19 탓 공연 전부 취소, 온라인으로 팬 만나” 

 [매직스트로베리㈜] “뮤지션의 뮤지션” 선우정아, 아이유→GD 사로잡은 비결 

 [매직스트로베리㈜] 이든X서사무엘,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면 ‘SOON’ 

 [매직스트로베리㈜] 가수 윤지영, 2개월 만에 신곡 ‘부끄럽네’ 발매 

 [㈜쇼파르뮤직]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최유리, ‘동네’ 티저 공개...발매는 4일 

 [㈜쇼파르뮤직] ‘유스케’ 볼빨간사춘기 “듀엣곡, 백현만 생각...최고의 파트너” 극찬 

 [㈜쇼파르뮤직] 백현vs오마이걸vs볼빨간사춘기, ‘인기가요’ 1위 트로피 대결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달리, 싱글 ‘괜한 기대’ 발표… 소속사 계약 후 첫 싱글  

 [㈜브이엔터테인먼트] 마틴스미스 엘던, 솔로 신곡 ‘pink cheeks’ 4일 공개 

 [㈜아이원이앤티] 가수 김도향과 떠나는 지역 여행...LG헬로 ‘낭만읍 고향리’ 

 [㈜인플래닛] 미노이, 펀치넬로 새 싱글 ‘우리(Feat.미노이)’ 발매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유스케’ 2주 연속 출연...가창력 입증 

 [㈜뮤직카로마]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다프트펑크의 기마누엘과 콜라보… 프랑스 

아티스트’Sebastien Tellier’ 6번째 앨범 공개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복잡한 구독해지ㆍ억울한 자동결제 NO!”...콘텐츠 구독 서비스 바뀐다 

 멜론 실시간 차트 폐지→스포티파이 韓 상륙...음원 시장판도 바뀔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60401000127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265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2698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067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666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5681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47751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4924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28600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28602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26258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30
http://thetravelnews.co.kr/06/32144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67998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2925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77&aid=0000247076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66016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7625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664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279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279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8535
http://star.hankookilbo.com/News/Read/202006041176087768?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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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스타, 음악 전문 해외 홍보 서비스 개시 

 ‘소리도 스트리밍 서비스’ 그라프사운드, 새로운 음악 생태계 공략...8월 베트남 첫선 

 ‘K-인디 차트’ 일본 진출...국내 인디 뮤지션 알린다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여우락 페스티벌 내달 3 일 개막 

 퇴근길에 공연 한 편 볼까...LG 아트센터 ‘러시아워콘서트’ 시작 

 “민수ㆍ스텔라장ㆍ창모 라이브공연, 집에서 AR 로 만나세요” 

 

5. 기타 소식 

 음원차트로 옮겨간 트로트열풍...스트리밍 185% 증가 

 “온라인 유료 공연 고민하지만”...돌파구 없는 중소 레이블 

 “공연장 K-방역, 전 세계 우러러봐” 도움 요청한 영국 

 한문연ㆍ KBS, 공연예술ㆍ지역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온라인 공연의 미래ⓛ] 코로나 19 가 바꾼 케이팝 콘서트 시장 

 [온라인 공연의 미래②] ‘2 시간 공연에 34 억’...수익성, 오프라인과 차이 無 

 [온라인 공연의 미래③] ‘대체제’ 아닌 新사업 모델, 지속 가능성 높아 

 음악으로 말하는 부평 미군부대 생생한 역사 

 코로나 19 장기화, ‘랜선 콘서트’ 일상된 대중음악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476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550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6627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6553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6559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435654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61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406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32832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89851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0616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0616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06164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15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6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