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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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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대응 머리 맞댄다 

 코로나 19 와 한류 콘텐츠 변화 

 (공연 사대주의①) 뮤지컬∙클래식은 되고 가요는 안되는 ‘모순’ 

 (공연 사대주의②) 지원 배제∙뒷북 지침…두 번 우는 대중음악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8 일 새 싱글 ‘러버!(LOVER!)’ 기습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이틀 앞두고 취소..”올림픽공원 측 권고”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SURL, 8 월 5 일 박재범 피처링 신곡 발표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이민혁, ‘소행성’으로 그린 큰 그림 (인터뷰)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새 앨범, 여름 밤의 러브송…성시경 이을 가수 될래요” (인터뷰)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신곡 ‘로맨틱한 바람’ 13 일 발매…중독성 강한 러브송 

 [㈜인넥스트트렌드] 준(JUNE) “꾸밈 NO, 자연스러운 음악”…준은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냈을까 (인터뷰) 

 [㈜인넥스트트렌드] 준(JUNE) , 수록곡 ‘뷰티풀’ MV 티저 공개…가호∙정진우 등 총출동 

 [㈜안테나] 정승환, ‘비긴어게인’ 힐링 버튼 등극…’공감+위로’ 목소리 

 [매직스트로베리㈜]10 주년 옥상달빛 “우리 나이다운 음악 하고파…억지스럽지 않게” 

 [매직스트로베리㈜] ‘10 주년’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처럼 노래로 같이 응원하고 위로하고 싶어 

 [매직스트로베리㈜ 새소년 황소윤, ‘심야행’ 부정 평가한 평론가 공개비판 “창작자를 뭘로보고…공손한 언어로 얘기하시길” 

 [매직스트로베리㈜] ‘놀면 뭐하니?’ 그 노래…’뉴트로 왕’ 박문치 ‘Cool 한 42’ 화제 

 [매직스트로베리㈜] ‘뮤직쇼’ 요조 X 임경선이 밝힌 #우정 #책 #음악…감성충만 1 시간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X 폴킴, ‘여기어때’ 캠페인 영상 1200 만뷰..꿀보이스 저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34903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70535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355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3558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357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357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2490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3526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1814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8388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8417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709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709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8220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7275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7927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99992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3924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10&aid=000007991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27972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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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청량한 섬머송 ‘어쩌다, 여름’ 발매 

 [닥터심슨컴퍼니] 싱어송라이터 그_냥, 단독 공연 ‘무박 1 일 세계여행’ 성료..유쾌 이벤트로 쏠쏠한 재미 

 [누플레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용주, 드라마 OST ‘퍼즐’ 발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초점 잃은 눈빛으로 오싹한 분위기 물씬 ‘독보적 개성’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능소화’ 영상 19 禁 판정 “공포 수위 때문” 

 [EGO] 그리즐리, 31 일 정오 신곡 ‘Homework’ 공개…’꽃 zip’ 시리즈 시작 

 [EGO] 그리즐리, 오늘(31 일) 신곡 ‘홈워크’ 발매.. ’나혼산’ 콘셉트 뮤비 눈길 

 [유어썸머] ‘슈퍼밴드’ 홍이삭, 음악영화 주연…제천영화제 개막작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영탁부터 박혜원까지…’히든싱어’ 출신 모아보니? (HYNN(박혜원)) 

 [주식회사 롤링컬쳐원] ‘보이스트롯’ 조문근, ‘슈스케’ 준우승자의 트로트 도전…’저평가 우량주’  

 [주식회사 롤링컬쳐원] ‘아리랑 라디오’ 디코이, 앨범 비하인드 공개부터 완벽한 라이브 선사  

 [㈜뮤직카로마] 코로나에 맞서 4 인 4 색 비대면 작곡 프로젝트 선보인 알앤비 싱송라 ‘INTEC(인택)’ 리메이크 EP 발매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SM, 네이버에서 1000 억원 투자 유치…음악 영상 강화 

 네이버는 SM 에 왜 1 천억이나 투자할까 

 벅스, 국내 음악 서비스 최초 ‘라이브 앨범 아트’ 도입 

 비욘드라이브∙위버스, 코로나 19 후 떠오르는 新 공연 모델 

 ‘2.5%’ 콘텐츠 제값 낸 넷플릭스..토종 OTT 는 “0.56%” 

 “미국선 개인정보 유출, 이집트선 풍기문란”∙∙∙’틱톡 논란’ A to Z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서울숲재즈페스티벌 2020’ 2 차 라인업 공개 및 공식 티켓 오픈 

 공연 굶주린 덕후 위로하라…카트사 ‘온택트’ 마케팅 

 세계로 통한 4 평 라이브∙∙∙인디 뮤지션 콘텐츠 ‘아지트라이브’ 촬영 현장을 가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살롱콘서트 휴(休,HUE)’ 8 월 공연 오프라인 개최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83 호 (20-08-03)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15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2674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912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8952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840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8414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25001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7986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7&aid=000057557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478951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89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418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31126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391001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802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9649381115522320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4494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3777408
http://www.playdb.co.kr/magazine/magazine_temp_view.asp?kindno=2&page=1&no=5346&NM=Y
https://www.ebn.co.kr/news/view/1445013/?sc=Nave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3024555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83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284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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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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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의 확산, 홍대 인디 아티스트와 ‘인디피플’ 목소리를 듣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① “모든 음악은 평등하며 클래식은 국가의 긴급 도움이 절실하다” 

 백현, 보아 20 주년 기념 프로젝트 첫 주자…박문치 편곡 

 

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007291247329401d0a8833aad_23
http://www.meg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78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47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