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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630)’ 참고 

 

2. 협회 소식 

 협회 정기모임 : 7 월 둘째 주 목요일 실시 예정 (07.09) 

 씬디티켓라운지, 채용 진행 중 

2-1. 협회 관련 기사 

 “빅히트, SM 은 온라인 공연이라도 한다지만”… 중소 기획사 코로나 19 에 ‘눈물’ 

 코로나ㆍ온라인ㆍ빅히트ㆍ트로트ㆍ깡…상반기 대중음악 결산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하트시그널 3’ OST, 모트 ‘너랑 좀 걷고 싶어’ 24 일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유스케 X 뮤지션’ 권순관 ♬가족 (Feat. 랜선 합창단)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LambC(램씨), 새 EP ‘송즈 프롬 어 베드’ 발매 예고 

 [엠와이뮤직] 정준일 7 월 새 싱글로 가요계 컴백 ‘궁금증 UP’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몽니, 22 일 녹화 출격…2020 상반기 결산 특집 등장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듀오 빨간의자, 싱글 ‘나랑 만날래’ 재킷 이미지 공개.. 1 일 발매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로썸, EP 앨범 ‘Them And’ 재킷 이미지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베이빌론 30 일 싱글 ‘나이스 웨더’ 발매…가호 피처링 지원사격 

 [㈜안테나] 정승환, 8 일 만에 신곡 ‘달을 따라 걷다 보면’로 차트 연착륙 

 [㈜안테나] ‘비긴어게인 코리아’ 정승환, ‘위로와 낭만’ 노래했던 크루즈 버스킹 

 [㈜안테나] 샘김 ‘사이코지만 괜찮아’ OST ‘숨(Breath)’ 28 일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놀면뭐하니’ 박문치, ‘여름안에서’ 녹음하는 비에게 “공기 빼달라” 

 [매직스트로베리㈜] 정세운, 첫 정규 ‘24’ 파트 1 트랙리스트…김이나→박문치 지원사격 

 [㈜쇼파르뮤직] 스무살, 친구 사이는 인제 그만…설렘 담은 레트로 신곡 ‘7942’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아늑하고 편안한 청취감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세번째 EP ‘사랑했던 날부터 이별했던 날까지’ 발표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초심으로 돌아온 음악, 내 곡이지만 계속 듣고 싶어”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달리, 쉽게 소통ㆍ공감하는 ‘데일리한 가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765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93763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93763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125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38&aid=00000291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3823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73041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65394319822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73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8233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598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42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4229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6272357322671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337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062000005?input=1195m
http://ch.yes24.com/Article/View/4210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0201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1007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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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고등래퍼 2’ 출신 박준호, 두 번째 EP ‘0.7’ 발매..음악적 역량 증명 

 [애프터눈레코드] 오소영 “죽음이라는 주제 아래의 콘셉트 앨범” 

 [유어썸머] 홍이삭, “벗고싶은, 잊고싶은 모습을 영화음악에 담았어요” 

 [유어썸머] 소리꾼 이자람 

 [㈜문화인] 매력적인 음색으로 귓가를 사로잡은 싱어송라이터 유라(youra)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밴드, ‘1 승이 목표입니다!’ 불후의 명곡 출근길 

 [뮤직카로마] 영국 BBC 주목한 싱어송라이터 니쥬 ‘EP’ 발매 

 [뮤직카로마] 영국 BBC 라디오에 소개된 뮤지션 ‘니쥬’, EP ‘nijuu in the sea’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 저작권 플랫폼 위프렉스, 한음저협과 업무협약 

 내가 낸 돈, 내가 듣는 음악에 줬더니…바이브 “40% 수입 늘기도” 

 ‘음원 사재기’에 칼 빼든 멜론ㆍ플로ㆍ바이브, 반란은 通할까 

 “공유저작물로 새로운 음원콘텐츠 만들자”…창작공모전 개최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그린플러그드 경주 2020’ 개최 공식 발표, 9 월 12 일 개막 

 ‘믿듣’ 가수들이 선사하는 한여름 밤 콘서트…8 월 ‘기억극장’ 

 안전하게 즐기는 여름철 공연 축제 

 미스터트롯 콘서트 서울콘 일정 확정, 360 도 무대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0, 코로나 19 로 취소 

 

6. 기타 소식 

 제 1 회 코로나 19 예술포럼 

 경기콘진, 인디스땅스 TOP13 선정 

 ‘캐스퍼 라디오’, V 라이브 채널 종료…’십란한 밤’ 잠시만 안녕 

 음원 스트리밍과 페이 투 윈(pay to wi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슬기로운 대처방향은? 

 당첨 위해 음반 수백 장 사기도…아이돌 가수들 줄줄이 ‘영통 팬싸’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14316
http://ch.yes24.com/Article/View/421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47&aid=00022744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33120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23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5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9&aid=000260601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960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6919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9094
http://www.joynews24.com/view/12770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70962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784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027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599429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1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0673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06731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236&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69286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2&aid=000045001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65635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25480349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2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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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위기도 가능성도 맛본 공연계 

 문화예술계 “철저한 방역 통해 공연장 폐쇄조치 완화해야” 

 ‘한한령’ 해제 공식화…中전역에 韓 상품 판매 개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7602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675872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676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