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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616)’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유스케 X 뮤지션’ 노리플라이 권순관이 부르는 명곡 ♬ 태양계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글로벌 밴드 인기…’언택트 라이브’ 100 만뷰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8 주년 넘어 80 주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래할 것” 

 [JNH 뮤직] (삶과 문화) 아이는 웃고 우리는 운다 

 [JNH 뮤직] 국립국악관현악단, 7 월 ‘정오의 음악회’ 진행…”’개여울’ 가수 정미조 참여”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싱스테이 2’ 음악 감독 참여…김재환과 케미 기대 

 [㈜안테나] ‘컴백’ 정승환, 여름 발라드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MV 티저 공개 

 [㈜안테나] ‘비긴어게인’ 정승환, 대구 시민위한 위로 목소리 ‘눈물’ 

 [매직스트로베리㈜] 박문치,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와 전속 계약…10CM 와 한솥밥 

 [매직스트로베리㈜] 세종문화회관, 책과 클래식 ‘에티카 토크 콘서트’…특별 게스트 요조 

 [매직스트로베리㈜] 황소윤, “황소윤 자체로써 느껴지는 창작을 하고 싶어”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이 들려주는 ‘사랑했던 날부터 이별했던 날까지’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우주소녀 설아 X 스텔라장 컬래버 ‘BUTTERFLY’ 음원버전 공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해 ‘광야에서’ 무대 선사 

 [EGO 엔터테인먼트] 그리즐리, 싱글 ‘Favorite’ 발매…펀치넬러-쏠 지원사격 

 [㈜아이원이앤티] ‘가요무대’ 김목경, 송대관, 진성 등 출연 

 [유어썸머] 싱어송라이터 최낙타, 15 일 싱글 ‘어떡해’ 발매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손예림 “’슈스케’ 출연 후 힘들었다”…’숙희네 미장원’ 

 [뮤직카로마] Lauv 의 글로벌 리믹스 앨범 참여, 日 차세대 실력파 아티스트 ‘Vaundy’ 1 집 

발표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저협-넷플릭스 ‘음악 사용료 계약’ 정부 승인 없었다 

 OTT 발목 잡는 음악 저작권 문제, ‘확대된 집중관리’ 대안으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위프렉스’ 런칭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조사 결과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38&aid=00000290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9062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08&aid=0000094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506308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5851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3020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0941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89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7&aid=000055268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119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2985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7730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59863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2273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151640291852204ead0791_1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912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30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3021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6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8874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01705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5032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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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워터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 올핸 8 월과 9 월로 연기한다 

 2020 채플린 뮤직 페스티벌 

 코첼라 2020, 코로나 19 로 전격취소.. ‘내년 4 월 기약’ 

 ‘KB 랩비트 페스티벌 2020’ 출연자 최종 확정 

 

5. 기타 소식 

 빅히트, 美 ‘키스위(Kiswe)’와 MOU 체결…음악 산업의 원스톱 서비스 구현 

 우리에겐 음악과 유튜브가 있다! 

 벅스, 음악 추천 플레이리스트 ‘뮤직 PD 앨범’ 3 만개 돌파 

 활짝 열린 온라인 유료공연 시대…코로나시대 K 팝 대안 될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 19 피해 대책 논의 세미나 개최 

 “순수예술 지원, 대중음악 배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 19 긴급지원 해명 요구 

 코로나 19 극복 뮤지션 지원 프로젝트 ‘ZERO 콘서트’ 

 콘텐츠진흥원, 코로나 19 로 어려운 대중음악공연기업과 음악가 지원 

 수도권 학원, PC 방도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4694204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427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45922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1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67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08&aid=0000027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0427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676455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1820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6020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76411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699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07961_3263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