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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0818)’ 참고 

 

2. 협회 소식 

 씬디티켓라운지, 채용 진행 중 

 

2-1. 협회 관련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 19 음악산업 피해 1212 억원” 

 (음원플랫폼의 진화②) 고민 끝 개편안…”이제 시작” vs ”변화 못 느껴” 

 (음원플랫폼의 진화③) ‘음악을 사랑하는 자’ 모두를 만족시켜라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가을 인천 개항장 음악으로 가득 채워갈 ‘사운드바운드 2020’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설 “박재범, 역시 월드 클라스! 정말 멋있는 형” (인터뷰①)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설 “공감가는 이야기로 소통 하고파” (인터뷰②)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설 “잔나비 공연에 매료, 혁오 음악적 스타일에 감탄” (인터뷰③)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더 매력적인 민낯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이민혁 “성시경처럼 ‘브랜드’ 있는 뮤지션 되고파” (인터뷰)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오늘(13 일) 신곡 ‘로맨틱한 바람’ 발매…깜짝 라이브 생중계 진행 

 [㈜인넥스트트렌드] 준 “슬럼프 끝낸 ‘Ending’..저를 알아가는 앨범 됐으면” (인터뷰) 

 [㈜인넥스트트렌드] ‘소리바다 어워즈’ 가호,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는 ‘시작’ 

 [㈜인넥스트트렌드] 호피폴라, 새 싱글 들고 20 일 오후 6 시 컴백 

 [㈜붕가붕가레코드] ‘고사 위기’ 공연업계, 규제 완화라도… (고건혁 대표 글) 

 [㈜안테나] 유희열∙정승환 소속사 안테나, ‘안테나 랩’ 오픈…오는 18 일 음원 첫 공개 

 [㈜안테나] 루시드폴, 안테나랩 첫 번째 주자 

 [㈜안테나] “힙합∙R&B 도전하고파”…’누리끼리’ 감정여신 권진아, 진화를 꿈꾸다 

 [매직스트로베리㈜] ‘유스케 X 뮤지션’ 황소윤, 몽환적인 보컬 매력 

 [매직스트로베리㈜] 강북구, 온라인 작가 ‘하상욱∙요조와 함께하는 대화’ 개최 

 [매직스트로베리㈜] 온리원오브, 서사무엘 합류…프로듀서 골든 라인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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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스트로베리㈜] 윤딴딴, 라이브 앨범 ‘딴딴한 여름 2020’ 오늘(12 일) 발매 

 [㈜쇼파르뮤직] 보라미유, 드라마 ‘출사표’ OST ‘내내’ 참여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능소화’ 무대로 연일 화제…독보적 색과 존재감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능소화’ 15 세 버전 MV 공개 ‘순한 맛 공포’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정오의 희망곡’ 안예은 “저작권료 효자곡=홍연…임영웅 위한 곡 만들었다” 

 [㈜스톤쉽] 스톤쉽 신예 래퍼 모싸이코(Mopsycho), 첫 싱글 발매 

 [유어썸머] 청소년드림콘서트 첫 선…홍이삭 싱어송라이터 출연 

 [주식회사 롤링컬쳐원] 조문근, ‘기막힌 유산’ OST 합류…’말을 하지 그랬어’ 공개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원플랫폼의 진화①) ‘사재기’로 바닥 친 신뢰, 회복에 안간힘 

 음악 스트리밍 시장, 코로나에 ‘활황’ 

 (플랫폼 통행세 갑질①) ‘골리앗’만 살아남는 시장…피해는 소비자 몫 

 스포티파이 韓 상륙 임박…음원협상 막바지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윤하, 최낙타, 램씨, 마틴스미스 ‘썸데이 페스티벌 2020’ 촐연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올해도 합니다…10 월 올림픽공원 

 플랫폼창동 61, 28~30 일 ‘2020 서울블루스페스티벌’ 블루스계 전설 총출동 

 국카스텐∙노브레인∙육중완밴드, 세종시 온다∙∙∙여민 ROCK 

 엔씨, 문화축제 ‘피버 페스티벌’도 언택트로 

 

6. 기타 소식 

 [경기문화재단] 2020 문화에술교육 청년 매개자 발굴 및 양성과정 《여지》 참여자 모집 안내 

 문체부, 국민 861 만명에 6 개 분야 소비 할인권 선착순 제공한다 

 코로나 속 K 엔터전쟁…’연합 vs 인수 vs 자생’ 제대로 붙었다 

 4 년 난항 끝에…경기도 ‘K 팝 아레나’ 3 차 사업변경안 승인 

 16 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비대면 최적화 이벤트 일정 공개 

 즐거운데 왠지 슬픈 페이소스…복고에 트렌드 쓸어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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