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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714)’ 참고 

 

2. 협회 소식 

 [제 2 차 코로나 19 대응책 논의 세미나] : 8 월 13 일 개최(예정) 

 씬디티켓라운지, 채용 진행 중 

2-1. 협회 관련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음악산업+레이블 발전 위한 정기모임 개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8 월 코로나 19 대응책 마련 논의 세미나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또 사랑노래?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걸?”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일렉트로니카 듀오 로썸(LOSSOM), 10 일 EP 앨범 ‘Them And’ 발매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직접 프로듀싱한 새 싱글 ‘새벽 한 시’ 20 일 발매 

 [㈜안테나] ‘비긴어게인 코리아’ 정승환, 안동 영월교서 펼친 ‘달빛 버스킹’ 

 [매직스트로베리㈜] 에이핑크 정은지, 타이틀곡 Away 미리듣기 공개..선우정아,10CM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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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르뮤직] 여기어때, 볼빨간사춘기 X 폴킴 듀엣곡 10 일 선공개 

 [스티즈] 정원영밴드 “11 년만에 맴버들 만나 든든해요” 

 [누플레이] 이바다, 8 일 ‘우리 사랑했을까’ OST ‘드림즈’ 공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비디오스타’로 실검 1 위 “미쳤다? 모두 모두 감사” 

 [㈜아이원이앤티] 김목경 – Rock Me Blues 

 [유어썸머] 홍이삭 “대중이 원하는 것과 내 지향 중간점을 찾고있다.” 

 [유어썸머] ‘스페이스 공감’ 홍이삭→허소영, 한 여름밤 꿀잠유도 무대 

 [㈜문화인] 윤현상, 1 년만 싱글 ‘말랑’…타이틀곡 ‘오늘부터’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영탁부터 숙행, 박혜원까지…’히든싱어’가 낳은 특급 스타들은?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불후의명곡’ 육중완밴드, 유쾌한 시간여행…서태지의 ‘난 알아요’ 재해석 

 [롤링컬쳐원] 디코이 혁진, 특별한 색깔 품었다…컴백 콘셉트 포토 공개 

 [롤링컬쳐원] 하리수, 업텐션 선율→조문근 ‘보이스트롯’ 훈훈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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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29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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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yes24.com/Article/View/42257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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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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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로마] 대중적인 브릿팝의 귀환, ‘너드커넥션’ 온스테이지 통해 90 년대 록음악에 불을 지펴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한음저협 “넷플릭스 제외한 국내 OTT, 음악 불법사용 중” 

 “음악, 폰에서만 듣나요?”.. 디바이스 확대나선 음원 플랫폼 

 음악 스트리밍 시장 4 강시대…코로나 19 딛고 큰 폭 성장 

 언택트 바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음악에 감성을 더했다’…지니뮤직, ‘지니 폴라로이드’ 공개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가을 음악 페스티벌, 코로나 19 우려에도 개최 결정한 이유 

 2020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아티스트로 전체 라인업 꾸린다 

 사전 티켓 매진시킨 ‘GMF 2020’, 야외 음악페스티벌 드디어 기지개 켜나 

 10cm→데이브레이크…그린플러그드 경주 2020 1 차 라인업 발표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대구ㆍ경북권 7 월 공연 개최 

 쿨~한 인디음악에 빠지는 대구 여름밤 

 가평군, 18 일 ‘음악역 1939’ 온라인 공연 

 

6. 기타 소식 

 스텔라장→박문치 치스비치, 8 개월만 컴백 “여전사 같은 여름노래” 

 ‘사이코지만 괜찮아’ 11 일 팝 트랙 OST 발매 + 후반부 라인업 공개 

 인터파크씨어터, 온라인 공연하면 대관료 깎아준다 

 지니뮤직, 부활 김태원과 인디음악 오디션 진행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활약에 음악산업 수출액 13.4% 증가 

 ‘너목보’ BBC 편성…한국 음악 예능 전세계로 

 트로트도 ‘듣는 음악’ 존재감…상반기 인기곡 차트 다수 진입 

 네이버 뮤지션리그, 8 월 10 일까지 접수..싱글 발매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7.13.)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18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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