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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608)’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가자, 콘서트장으로…멈췄던 공연시계 6∙7 월 다시 작동 

 “코로나와 데뷔 맞물려 이제 첫 공연…해외 투어 도전하고파”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K 팝스타 5’ 출신 우예린, 새 싱글 ‘낙원’…”서정적 편곡∙잔잔한 연주로 표현” 

 [㈜루비레코드] 美 워싱턴포스트, 제주 치유의숲 ‘멍 때리기’ 대회 소개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곱나쇼 시즌 2’ 성료…거리두기에도 재미는 2 배 늘었다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OurR(아월), 루프탑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 

 [㈜안테나] 정승환, 예술의 전당 무대 선다..6 월 ‘소소살롱’ 게스트 

 [쇼파르엔터테인먼트] WH3N(웬), ‘떠나든가’ 발매 새 싱글 신보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최유리 ‘둘이’, 5 월 상반기 케이인디차트 1 위 

 [㈜스톤쉽] 닐(Neal), 새 싱글 ‘이미 다 해봤어’ 발매…MBA 크루 지원사격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열린음악회’ 안예은, 자작곡 ‘빛이라’→’8 호 감방의 노래’ 

강렬한 존재감 

 [EGO Group] ‘유니크 신예’ CHE, 5 일 새 싱글 ‘About Us’ 발매..유라 피처링 

 [유어썸머] 김사월∙오지은∙슬릭∙랄라스윗, ‘정동의 여름’ 콘서트 

 [유어썸머] “N 포세대 무력감, 밝은 선율로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뿐” 

 [유어썸머] 고양문화재단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선봬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싱어게인’ TOP3X 김경호∙노브레인∙에일리, 

특급 콜라보 (유명가수전)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이무진 X 최준, ‘신호등’ 라이브…치명적 케미 실화야?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미스터트롯’ 톱 6 서울 콘서트, 다음 달 재개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남승민,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로 첫 DJ 도전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송유진, “동요천사 이미지 벗어나 ‘만능캐’ 수식어 얻고파” 

 [㈜모브컴퍼니] 주니(JUNNY), ‘inside the sober mind.’ 발매…더블 타이틀로 대중성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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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브컴퍼니] 주니(JUNNY), 알고 보니 아이유 ‘성덕’…’inside’∙’sober’ 감성의 특별함 

 

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유튜브, 세계 음악 업계에 1 년 간 4 조원 넘게 지급 

 스포티파이, ‘프라이드 달’에 성소수자 아티스트 음악 큐레이션 

 엔씨의 ‘K-팝’ 플랫폼 유니버스, 1000 만 다운로드 돌파 

 플로(FLO), 개인 플레이리스트 공유 서비스 도입… 先 체험 선발대 모집 

 인터랙티브 음악 시장 개척하는 ‘버시스’, 해외 투자사들 주목 

 음악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 170 억 투자 유치 

 파스텔뮤직-차세정 ‘MR 파일’ 소송…사실상 기획사 승소 

 하이브∙SM 등 음반제작사, OTT 음악사용 공동대응…협의체 발족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음공협, 첫 총회 및 세미나 성료…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연계 목소리 결집 

 암표거래 막는다…LGU+, 공연 예매 서비스에 양자내성암호 적용 

 서울시, 야외거리 50 개소에서 ‘서울 365 거리공연’ 시작 

 ‘덕수궁 차 없는 거리’ 문화예술공연 열린다…30 일까지 개최 

 에픽하이 ‘FOREST 2021’ 콘서트, 7 일 티켓 오픈 

 ‘명품 보컬’ 김연자, ‘2021 김연자 콘서트’ 시동…공연계 반색 

 자이언티 X 원슈타인, 25 일 예술의전당 ‘블렌딩’ 콘서트 개최 

 경기도 인디뮤지션 총출동… ’아무 공연’ 녹화현장을 가다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 온라인 음악축제 성료 

 美코첼라, 코로나로 2 년만에 2022 년 4 월 개최 

 “코로나 안녕”…’인구 69% 1 차 접종’ 뉴욕, 8 월 중 콘서트 개최 

  

6. 기타 소식 

 “인디 뮤지션 활동 지원 다채… 음악 사랑하는 누구나 환영” 

 청춘의 음악 ROCK 이 돌아왔다…Z 세대 ‘록스타’의 탄생 

 방탄소년단, 롤링스톤 코리아 2 호 커버 장식…15 일 국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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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美빌보드와 손잡고 K 팝스타 키운다 

 “동영상 배경음악 걱정 끝” 30 초 AI 작곡가가 뜬다 

 네이버∙카카오, 오디오 시장서 격돌한다 

 카카오식 클럽하우스 ‘음(mm)’ 출시 

 올가을부터 아이폰으로 화상 대화하면서 영화∙음악 공유 

 싸이월드 BGM 도 부활 

 서울 송파구, 공연장 ‘석촌호수 아뜰리에’ 개관 

 전주 에코시티에 야외무대 설치…”공연∙축제장으로 활용” 

 그림∙음악을 쪼개 판다…MZ 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조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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