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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721)’ 참고 

 

2. 협회 소식 

 씬디티켓라운지, 채용 진행 중 

 

2-1. 협회 관련 기사 

 콘서트, 길어지는 침체기..온라인서 ‘활로’ 모색 

 코로나 6 개월…엔터계의 ‘생존 분투’ 속 뼈아픈 빈부격차 

 콘서트-행사 취소 장기화…대중음악계 ‘폐업 쓰나미’ 몰려오나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엠와이뮤직] 정준일, 10 개월만에 신곡 ‘스마일’…22 일 발매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새 싱글 ‘새벽 한 시’ 발매…”위로 전하는 곡” 

 [주식회사엠피엠지] ‘그랜드민트페스티벌 2020’, 새 프로그램 ‘The Moment of You’ 론칭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누적 시청자 92 만명 기록 

 [주식회사엠피엠지] “장르∙국적 불문, 뭐든 시도” 램씨가 기대되는 이유 (인터뷰) 

 [㈜안테나] ‘비긴어게인 코리아’ 정승환, ‘애절 감성’ 끝판왕 무대…’바캉스 버스킹’ 감동 

 [㈜안테나] 이진아, EBS ‘뭐든지 뮤직박스’ 출연…아이들 위한 공연 선물 

 [㈜안테나] ‘13 년차 싱어송라이터’ 박새별, 동요와 사랑에 빠지다 (인터뷰) 

 [㈜안테나] 정재형, ‘불후의 명곡’ 8 년 만에 하차 “마음속 깊이 감사” 

 [JNH 뮤직] ‘열린음악회’ 정미조 나이 일흔 두살…이지적인 이미지와 기품 넘치는 목소리 

 [JNH 뮤직] 충남문화재단, 25 일 마티네 콘서트 ‘스페인과 집시 음악’ 진행 (박주원) 

 [㈜쇼파르뮤직]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악플러 고소, 합의∙선처 없다” 

 [㈜인넥스트트렌드] 플라네타리움 준, 신보 트랙리스트 공개…따마∙가호∙정진우 피처링 

 [DHPE] 오왠 “상상 속 사랑노래가 오히려 쉬웠어요” 

 [스나이퍼사운드] MC 스나이퍼, 신공 ‘펭귄’ 발표 “어른들을 위한 동화” 

 [GRDL] 치스비치 “목표는 길보드∙빌보드 접수, 가요계 新르네상스 열 것” (스텔라장) 

 [스티즈] <오후여담>정원영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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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즈] 정원영 “11 년 만에 밴드로…학생이었던 원년멤버들, 이젠 다 저보다 잘나가요” (인터뷰) 

 [EGO] 리밋 (Limit), 오늘(18 일) ‘그대가 아니면’ 발매..가슴 절절한 그리움 자극 

 [애프터눈레코드] “혜은이 선배 위한 헌정곡, 가수로서 전환점 될 것 같다” (재주소년)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노브레인 X 육중완밴드, ‘최파타 락페’ 불태운 라이브.. 

 [롤링컬쳐원] 디코이, 새로운 세계관 확장한 새 싱글 ‘고 어웨이’ 티저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엔터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끌겠다”…’콘텐츠 공룡’ 카카오 M 의 야망 

 페이스북,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예정 

 이름 바꾼 실시간 차트, 대중이 진짜 원하는 것은 

 빌보드 끼워팔기 ‘번들’ 없앤다…팝시장 변화 가져올까 

 미디어, 예술 그리고 저작권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데이브레이크→정은지 GMF∙∙∙, 1 차 라인업 공개 

 장범준∙악뮤→백현…썸데이 페스티벌 티켓 예매 오픈 

 인천국제공항,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공연 ‘인천국제공항 온택트 공연’ 7 월 확대 진행 

 볼빨간사춘기부터 정은지∙HYNN 등 ‘그랜드민트페스티벌 2020’ 1 차 라인업 구축 

 ‘미스터트롯’ 콘서트 결국 취소되나…송파구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 

 독립예술인 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내달 온∙오프라인 개최 

 

6. 기타 소식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07-20) 

 [KOCCA] 위클리글로벌 181 호 (2020-07-20) 

 제 2 회 코로나 19 예술포럼 <코로나 19 이후,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보장> 

 오디션 공화국, 10 년의 흥망성쇠 

 빅히트∙엠넷 합작 서바이벌 <아이랜드>∙∙∙공들여 만든 200 억짜리 ‘지옥도’ 

 밴드 자우림이 별안간 홈쇼핑에 나온 까닭 

 ‘25 주년’ 크라잉넛 “코로나라고 멈출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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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10 주년’ 밴드 고래야, 4 년만의 정규 ‘박수무곡’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음악에 있다, 잇다’ 특별기획전 

 SM 엔터, 온라인 음악교실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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