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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707)’ 참고 

 

2. 협회 소식 

 [협회 정기모임] 7 월 정기모임/세미나 : 7.9(목) 16:00, @MPMG 2층 <라운지M> 

1) 16:10~17:00 세미나(페이스북/인스타그램 뮤직)  

2) 17:00~17:40 정기모임 

 씬디티켓라운지, 채용 진행 중 

 신규 협회원사 안내 : 롤링컬쳐원 협회 가입 

2-1. 협회 관련 기사 

 “손해액만 876 억”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 19 發 피해 규모 추가 발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300 석 이하 공연 뮤지션에도 방역물품 지원 결정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10 년 인연’ 해피로봇 레코드와 재계약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새 EP ‘송즈 프롬 어 베드’…”스스로 만족하는 음악”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Dance With Me’로 음악 방송 접수…밴드계 아이돌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청량하고 댄서블한 여름밤을 선사하다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몽니, 조용필의 ‘슬픈 베아트리체’…엔딩,편곡,연주 삼박자의 조화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 몽니, 나태주 꺾고 1 승…김경호도 감탄한 애절한 고음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듀오 빨간의자, 발칙한 고백송 ‘나랑 만날래’ 1 일 발매 

 [JNH 뮤직] 성인 가요의 미학적 파산 

 [㈜안테나] 정승환 신곡 ‘달을 따라 걷다 보면’ 욕실라이브 공개 

 [㈜안테나] “영화 같은 순간”…’비긴어게인코리아’ 정승환 노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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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 ‘방구석 1 열’ 정재형-장윤주 작별 인사 “정성 다했던 프로그램” 

 [매직스트로베리㈜] 엑소 ‘세훈ㆍ찬열’ 13 일 컴백…개코ㆍ 10CM 지원사격 

 [매직스트로베리㈜] ‘더블 V’ 송은이 X 김숙, 선우정아 피처링 신곡 ‘7 도’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에이핑크 정은지 솔로앨범 ‘Simple’ 트랙리스트 

공개…선우정아,10CM 참여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72761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8329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2143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94760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7563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7621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292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7352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3831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5130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6013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59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422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2974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7&aid=0000564872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9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715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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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스트로베리㈜] ‘보이스코리아 2020’ 선우정아, 황주호 X 김지현표 ‘도망가자’에 울컥 

 [매직스트로베리㈜] 박문치 “’놀면 뭐하니’로 실검 1 위, 이효리 언니 감사해” 

 [매직스트로베리㈜] ‘싹스리’ 데뷔곡 후보 만든 박문치…”음원 안 나오면 내가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뉴트로 장인’ 박문치, 정세운 만난다..라디오 출연 

 [㈜쇼파르뮤직] WH3N(웬), 8 일 싱글 ‘into your arms’ 발매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청춘감성 돋보이는 공감뮤지션의 음악세계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스텔라장 “재미있게 본 ‘슈퍼시크릿’, OST 맡게 돼 행복”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비디오스타’ 출연 인증샷…아련보스의 눈빛 

 [애프터눈레코드] 재주소년, 21 세기형 헌정 곡 ‘혜은이’ 발표 

 [유어썸머] 포크가수 김사월이 말하는 김사월이라는 사람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밴드, 레트로 감성 EP 앨범 ‘부산직할시’ 발매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돈플릭스’ 정형돈, 영화음악 제작까지 도전…육중완 지원사격 

 [뮤직카로마] 박혜진 Park Hye Jin, 오는 7 월 2 일 EP ‘How can I EP’ 발매 

 [뮤직카로마] 피치포크서 주목한 DJ 박혜진, 새 앨범 ‘How Can I EP’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애플워치에서 네이버 음원 서비스 ‘바이브’ 들을 수 있다 

 멜론, 오리지널 오디오 컨텐츠 서비스 ‘스테이션’ 개편…’다양한 음악 이야기 전달’ 

 “음악방송 부가수익 가수와 나눠야” 매니지먼트사, 공정위 요청 

 법원 “USB 로 음원 판매… 저작권료 내야” 

 AI 등 환경변화 반영,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오비맥주,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 2020’ 페스티벌 티저 공개 

 경기콘텐츠진흥원, 2020 판타스틱 뮤직페스티벌 개최 

 ‘제 26 회 드림콘서트 CONNECT:D’, 온라인 공연으로 개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10 월 개최…”국내 밴드만 초청” 

 인천문화예술회관 살롱콘서트 ‘휴’ 온라인 녹화중계로 만나다 

 임헌일→노리플라이→아마도이자람밴드…6 개팀 릴레이 공연 ‘전지적 밴드 시점’ 열린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7357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29542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34798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75985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4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04&aid=000026831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6811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721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790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133739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640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735841
http://www.mediapen.com/news/view/53692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810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2&aid=00030180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8298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75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536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6937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465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89130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36024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33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1&aid=00005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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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소식 

 지니, 6 월 차트 톱 20, 아이유 필두로 여성 뮤지션들이 이끌다 

 “아이돌 그룹 내 엄격한 위계질서, 따돌림” 수면 위로…”K 팝의 그림자” 

 워너뮤직코리아 진승영 대표, 팝 아티스트와 거리는 좁히고 K 팝의 글로벌 진출을 꾀하다 

 국방 TV 위문열차 59 년 만에 첫 랜선 콘서트 개최 

 코로나 19 이후 예술 생태계의 미래…’예술포럼’ 개최 

 경기콘진원 ‘언택트 X 뮤직 비즈니스’ 주제로한 뮤직 콘퍼런스 개최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2&aid=000045036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6954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75154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702/13/BBSMSTR_000000010060/view.do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47&aid=000227582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9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