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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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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번 연기’ 미스터트롯 콘서트, 첫날 현장 어땠나 

 “속빈 강정”…온택트, 왜 가요계 살릴 대안 못 되나 

 코로나 이후, 이태원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8 일 새 싱글 ‘러버!(LOVER!)’ 친필 가사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디테일이 곧 완성도”..셀프 프로듀싱 AtoZ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아이돌 라디오’서 7 곡 라이브 선사+즉석 컬래버까지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신곡 ‘로맨틱한 바람’ 티저 영상 공개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불후의 명곡’ 김종국 X 터보 특집 편 출격…오늘(10 일) 녹화 

 [㈜인넥스트트렌드] 준 “슬럼프 끝 새 시작”…BTS 작곡가 거쳐 모두가 아는 가수로 (인터뷰) 

 [㈜인넥스트트렌드] ‘이태원 클라쓰’ OST ‘시작’ 주인공 가호, ‘2020 소리바다 어워즈’ 참석 

 [㈜안테나] 정승환, ‘비긴어게인 코리아’ 마지막 버스킹 ‘유종의 미’ 

 [㈜안테나] 샘김, 박보검 팬송 프로듀싱…”박보검 의뢰로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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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스트로베리㈜] ‘10 주년’ 옥상달빛 “삼포 세대 달랬던 힐링송, 나이들어도 필요” 

 [매직스트로베리㈜] 준비된 강자, 90 년대생의 90 년대 노래 ‘박문치 레트로’의 세계 

 [㈜쇼파르뮤직] 볼빨간사춘기 ‘아틀란티스 소녀’ 8 월 7 일 오후 6 시 공개 

 [㈜쇼파르뮤직] ‘음색 퀸’ 볼빨간사춘기…신곡 ‘품’부터 ‘여행’ 등 대표곡 퍼레이드 

 [스나이퍼사운드] 소낙별, 어른들의 이야기 담은 신곡 ‘On the Way’ 발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34903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0107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0342
http://ch.yes24.com/Article/View/4251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85172
http://www.point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84939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626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183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953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3953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568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54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3930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17792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302500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1&aid=000377830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44378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9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04&aid=000026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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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DL] 자메즈, 오늘(6 일) ‘New Yesterday’로 컴백..친동생 참여 

 [누플레이] 스웨비 차일드, 누플레이와 손 잡았다…감각적 새 EP ‘ETC.’ 발매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MV-티저 19 금 판정 ‘능소화’ 언급 “전체관람가용 제작 예정”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능소화’로 돌아본 독특한 세계관 

 [㈜문화인] ‘수영해’ 유라(youra) “유니크한 사람 돼, 재미난 것 할거예요” 

 [주식회사 롤링컬쳐원] “서바이벌 강자” 조문근 ‘보이스트롯’ 3 라운드 진출  

 [주식회사 롤링컬쳐원] ‘데뷔 6 개월’ 밴드 디코이의 잊을 수 없는 순간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 콘텐츠 다 모았다…KT, 보는 뮤직 서비스 ‘MU:Z’ 출시 

 상반기 음악 저작권료 절반 ‘스트리밍∙유튜브’서 나와 

 음악방송 ‘직캠’이 불편했던 가요계, ‘수익 배분’ 해결할까 

 대세된 OTT 에 32 년史 음악 저작권료 새 갈등 폭발 

 “음악 산업 확장하는 아마존의 트위치…’K-pop’ 콘텐츠 이용도 급증”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콘진원, ‘뮤즈온 2020’ 뮤지션 20 팀 선정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라인업∙출연가수 공개 

 2020 파주포크페스티벌, 9 월 12 일 열린다…’레전드 오브 포크’ 무대 

 수원문화재단 수원 SK 아트리움서 즐기는 힐링 콘서트 ‘여행일기’  

 코로나로 사라진 공연, ‘언택트’로 살린 신한카드 

 드팜므 산후조리원, 가수 정승환 초청 1 주년 기념 파티 개최 (리밋, 도후) 

 

6. 기타 소식 

 [KOCCA] 위클리글로벌 184 호 (20-08-11) 

 [KOCCA] 코로나 19 관련 해외거점별 주요동향 (2020-08-10) 

 생소한 북한음악 한 자리에…국립국악원 ‘북한음악자료실’ 신설 

 제 16 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JIMFF2020 온라인 프로그램 공개 

 KF-빅히트 에듀-한국외대, 한국어교육 콘텐츠 활성화 위해 협업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8500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171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1769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3656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68513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4452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3934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30278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10754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207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47311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566985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349246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77&aid=0000257928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975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5239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395570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289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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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289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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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57/184288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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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074121i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1853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2&oid=468&aid=000068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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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 젠더의 경계를 넘어라 

 상업적인 음악은 예술성이 없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7&aid=0000006556
https://www.vop.co.kr/A0000150506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