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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728)’ 참고 

 

2. 협회 소식 

 씬디티켓라운지, 채용 진행 중 

 8 월 13 일 (목) 2 차 코로나 19 음악 산업 대응책 세미나 개최 @MPMG 사옥 2 층, 오후 2 시   

 

2-1. 협회 관련 기사 

 음악산업 정책 자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 기 출범 

 고사 위기의 공연계, 전시행정 아닌 현실적 대안 내놓아야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모트, ‘그놈이 그놈이다’ OST ‘몹시 좋다’ 27 일 공개 

 [루비레코드] 방구석을 페스티벌로 바꾸어 놓을 댄스 록 사운드, 밴드 ‘펀시티’ 싱글 ‘놀러(Noller)’ 24 일 발매  

 [엠와이뮤직] 정준일, 22 일 새 앨범 ‘다만 내가 잊지 않으면’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이민혁 “여름밤 듣기 좋은 노래, ‘소행성’에 가득 채웠어요”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힘 빼고 민낯 드러내니 반응 더 좋네요” (인터뷰)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팬들 위해 소수정예 여행콘서트 개최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피날레 무대 

 [JNH 뮤직] 여주세종문화재단, 집시음악의 매력-박주원 콘서트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1 년 7 개월만의 미니앨범 ‘스틸 어 차일드’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만이 전할 수 있는 담담하지만 진솔한 위로 (유스케) 

 [매직스트로베리㈜] 송소희, 선우정아→적재 이어 ‘유스케 X 뮤지션’ 37 번째 목소리 

 [매직스트로베리㈜] ‘음색 여신’ CHEEZE(치즈), ‘사이코지만 괜찮아’ OST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10CM X 폴킴, 콜라보 온라인 콘서트 유튜브로 진행 깜짝 공개 

 [㈜쇼파르뮤직] ‘음색 여신’ 보라미유, 새 싱글 ‘어쩌다, 여름’ 29 일 발매 예고…청량한 분위기 물씬 

 [㈜쇼파르뮤직] 20 주년 보아 대표곡, 백현∙볼빨간사춘기 등이 다시 부른다 

 [㈜인넥스트트렌드] 준(JUNE), 오늘(28 일) 첫 미니앨범 ‘엔딩’ 발표 

 [㈜인넥스트트렌드] 싱어송라이터 준(JUNE) “신보 ‘엔딩’ 작업하며 슬럼프 극복했죠” (인터뷰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4678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171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88838
http://thetravelnews.co.kr/07/44135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876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564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69951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2240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45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2701000605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676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38&aid=0000029534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609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609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386944
http://thetravelnews.co.kr/07/4411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7138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2394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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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넥스트트렌드] 준(JUNE) “컴백 위해 15kg 체중 감량, 1 일 1 식 계속 유지” (인터뷰②) 

 [㈜인넥스트트렌드] 준(JUNE) “빅히트 연습생 시절, 25 년 인생에서 최대치로 성장” (인터뷰③) 

 [닥터심슨컴퍼니] ‘조선 록’하는 책방 사장이 모텔 개조하는 이유 (인터뷰)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컴백’ 안예은, 스산한 분위기 ‘능소화’ 콘셉트 티저 공개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걸그룸 에스아이에스(S.I.S), 신곡, ‘기다리지 말아요’ 31 일 정오 발매 

 [㈜아이원이앤티] 가수 김목경, 앨범 ‘외출’ 발매 기념 힐링콘서트 

 [애프터눈레코드] 헌정곡에서 공연 게스트로…혜은이와 재주소년의 인연 

 [유어썸머] 이자람 “국악인? 인디뮤지션? 어느 순간 둘다 본캐가 됐습니다” 

 [유어썸머] 용인문화재단, 홍이삭 출연 ‘청소년드림콘서트’ 개최 

 [주식회사 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유라, 오늘(28 일) 새 싱글 ‘Virux Mix’ 발매 

 [주식회사 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윤현상 “일년만 앨범, 편식 안하는 음악 하고파” (인터뷰)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 밴드 “지금 우린 낭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 밴드 “70~80 년대 사운드가 더 신선하네요” (인터뷰)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 밴드, 남진 헌정식 참석 

 [주식회사 롤링컬쳐원] 디코이, 오늘(25 일) ‘심플리 케이팝’ 출연  

 [주식회사 롤링컬쳐원] ‘컴백’ 디코이, 오늘(22)일 ‘쇼!챔피언’서 신곡 ‘GO AWAY’ 첫 무대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저협 “OTT 협의체, 음악저작권료 공동협의 요구는 억지 주장” 

 극장∙예술가 상생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중인 온라인 공연 저작권 

 (김호정의 왜 음악인가) 무료 체험이 끝난다 

 “기존 음악 편곡해 올린 유튜브, 불법인가요?” 

 만년적자 ‘스포티파이’의 반란…팟캐스트 기대감에 주가 49%↑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크라잉넛∙노브레인부터 피싱걸스…비대면 록페스티벌 ‘온써페’ 8 월 개최 

 평창평화페스티벌 K-POP∙지역예술인 공연 다채 

 제주 자연에 음악 덧입힌 ‘설문대할망 음악제’ 

 플랫폼창동 61, 2020 하반기 공연 시리즈 ‘치어업 위드 뮤직’ 개최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8118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8118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811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47&aid=000227831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1284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722/6/BBSMSTR_000000010060/view.do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6808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590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4661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572607
http://www.theceluv.com/article.php?aid=159590148133544600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826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50620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98548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2107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147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5603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778594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71332290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3019280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30946406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44558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788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807272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4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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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음악역 1939 서 G-SL 개최..누적 조회수 1 만 2000 회 넘어 

 

6. 기타 소식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07-27) 

 [KOCCA] 위클리글로벌 182 호 (2020-07-28)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빅데이터 in 문화마케팅(심화과정)> 수강 신청 

 “’스테이지앤플로: 홍대를 옮기다’, 인디씬 부활에 일조 기대” (인터뷰)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와 ‘Book an Air’ 유튜브에서 동시에 즐기자 

 부산 담은 時와 소설, 영상∙음악∙회화로 펼친다 

 트로트는 미학적 파산을 면할 수 있을까 

 방송의 ‘트로트 열풍’과 빈약한 음악 문화 현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32900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57/1842809.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861&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2816.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288&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s://www.gokams.or.kr:442/02_apply/event_apply01.aspx?Idx=967&flag=0&page=1&txtKeyword=&ddlKeyfield=T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82446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764291#07Pk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3873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5188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6&aid=0000103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