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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208)’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비대면 시대 ‘생생한 영상’ 볼 수 있어 좋지만… 온라인 공연장, 코로나 종식 후 활용은?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ㆍ소란ㆍ솔루션스ㆍ SURL, 수험생 응원 나섰다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램씨, 장희원 스페셜 콜라보 듀엣 무대 선보여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정동환과 작업, 값진 경험…’국보 목소리’ 칭찬 감사”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로또싱어’ 몽니 김신의 VS 이혁, 양보 없는 접전 

 [㈜인넥스트트렌드] 브라운아이드소울 나얼의 음악세계, 유튜브에서 본다 

 [㈜인넥스트트렌드] ‘MMA 2020’ 열창하는 가호 

 [JNH 뮤직] ‘열린음악회’ 김우경, 고성현, 정미조, 안치환, 스칼라오페라합창단, 김순영, 장사익 출연 

 [JNH 뮤직] 광주문화예술회관, GAC 11 시 음악산책 박주원의 방랑예찬 

 [㈜안테나] 정승환 오늘, 짧은 기다림 긴 여운 온다 

 [매직스트로베리㈜] ‘두시의 데이트’ 옥상달빛 “텐션? 이미 ‘푸른밤’서 맥시멈이었는데…” 

 [매직스트로베리㈜] 우리는 Cool 한 42 #박문치 유니버스 

 [매직스트로베리㈜] “감사합니다”…백예린→박문치, MMA 2020 영광의 인증샷 공개 

 [㈜쇼파르뮤직] ‘뛰어난 가창력’ WH3N(웬), 인디팝 기준을 끌어올리다 

 [㈜쇼파르뮤직] WH3N “첫 정규 ‘bornxoxo’, 내 사랑의 모든 것” 

 [㈜쇼파르뮤직] ‘아이유 픽’ 최유리, 두 번째 미니앨범 ‘우리만은’ 발매 예고 

 [㈜스나이퍼사운드] 아시안 탑밴드 코리아, MC 스나이퍼→왁스 등 레전드 심사위원 출격 

 [닥터심슨컴퍼니] 그_냥, 데이식스 원필이 참여한 신곡 ‘축_가’ 발매..”국민 축가 됐으면” 

 [GRDL] 롯데홈쇼핑, 스텔라장과 함께 만든 로고송 공개 

 [GRDL] RBW X GRDL X 호서예전, K-POP 공개 오디션 개최 

 [GRDL] ‘쇼미더머니 9’ 릴보이→원슈타인, 음원 차트 상위권 싹쓸이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윤무’ 안예은 “흔히 볼 수 없는 캐릭터, 신기하여 관심 주시는 듯”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열두달, 4 일 ‘Dance With Me’ 발매..리스너 감성 울릴 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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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눈레코드] ‘싱어게인’ 재주소년 “시청해주셔서 감사, 신년콘서트 짜러 갑니다” 

 [유어썸머] ‘경이로운 소문’ 첫 OST 공개…엔딩 테마곡 홍이삭 ‘Close Your Eyes’ 6 일 발매 

 [유어썸머] 우리 나름의 ‘행복의 모양’ (G. 오지은, 성진환 작가)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코로나 19 확산에 연말 콘서트 ‘흰, 겨울’ 취소 

 [㈜엔터테인먼트뉴오더] ‘복면가왕’ ‘차세대 음원퀸’ 박혜원이 듀엣 신청한 복면가수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육중완-권은진-정하은, 정승제 ‘어화둥둥’ 뮤비 총출동! 블록버스터급 

뮤비 ‘눈길’ 

 [뮤직카로마] “프랑스에서 배운 드럼, 현재의 나 있게 해” 

 [뮤직카로마] 압도적인 라이브로 한국 관객을 사로잡은 ‘Kan Sano’ 5 집 발표 

 [뮤직카로마] 전세계 EDM 매니아 사로잡은 Diplo-SIDEPIECE,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OTT 적정 음악 저작권료는?...정부ㆍ학계ㆍ업계 머리 맞댄다 

 리틀송뮤직ㆍ액션파워, AI 음악추천 서비스를 위한 MOU 전격 체결 

 구독서비스, 유료 전환 막는다…7 일 전 안내 의무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아티스츠카드’ 커버음악 전문 플랫폼 ‘커버랄라’ 출시 

 네이버 바이브 “국내 음원 플랫폼 최초로 ‘노래방 모드’ 제공”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BTS→여자친구’ 빅히트 레이블즈 합동 공연,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이야기” 

 월드뮤직 애호가들 갈증 달래줄 이색공연 펼쳐진다 

 전북 유일 지역뮤지션 음악축제! “인디전주 페스티벌” 

 밴드음악인 모여라..’자몽밴드페스티벌’ 총 상금 5 천만원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한국 재즈, 재즈코리아 페스티벌 2020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10 일 온라인으로 연다…총 12 팀 출연 

 

6. 기타 소식 

 거리두기 2.5 단계 직격탄…공연 줄줄이 또 중단 

 ‘라운드 2020’ 한ㆍ아세안 7 억명 환호…온택트 공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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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 등 국내뮤지션 해외공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악 예능계의 종합선물 세트 JTBC ‘싱어게인’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들으세요”…서울시향, 음원 기증 

 코로나 19 에도 돌아온 ‘캐럴시즌’…음원차트 역주행 

 수백만명이 신곡 ‘무한재생’ 반칙…음원순위 주무르는 극성 팬덤 

 인디예술인 아지트 ‘제비다방’, 다섯번째 컴필레이션 앨범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0423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0629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8027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1&aid=0003837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70655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054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