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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201)’ 참고 

 

2.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49 명씩, 1000 명 만날 때까지”…데이브레이크, 소규모 공연 전석매진 

 [주식회사엠피엠지] 페스티벌의 황제 ‘데이브레이크’, TBS TV <그대에게> 11.26 출연! 

 [주식회사엠피엠지] 장희원, 12 월 5 일 신곡 ‘서핑’ 발표…스노우 공모전 선발곡]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불후의 명곡 왕중왕 전 녹화 참여…’파격적인 선곡’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코로나 19’로 12 월 18 일 2020 콘서트 취소..죄송” 

 [엠와이뮤직] ‘미니멀라이프 페스티벌’, 아티스트 기증 애장품 공개 ‘관심 UP’ 

 [JNH 뮤직] 정미조와 나 

 [JNH 뮤직] 김현철, 주현미 X 최백호 X 정미조와 협업한 새 앨범 ‘Brush’ 공개했다 

 [㈜인넥스트트렌드] 싱어송라이터 준(JUNE), 캐럴 분위기 달달 고백송 ‘10cm’ 발매 

 [㈜안테나] 정승환, 8 일 윈터 싱글 발표…겨울 발라드의 진수 

 [㈜안테나] 권진아, 박진영 ‘촌스러운 사랑 노래’ 주인공 도전? 

 [㈜안테나] 안테나, 프로듀서 라인업 보강…작곡가 서동환 합류 

 [매직스트로베리㈜] sogumm(소금), 10CM 와 함께한 신곡 ‘위로’ 발매 

 [㈜쇼파르뮤직] ‘음색 요정’ 보라미유, 어쿠스틱한 ‘라이프 고즈 온’ 커버영상…어떤 매력? 

 [㈜쇼파르뮤직] ‘WH3N(웬)’ 정규 앨범 ‘bornxoxo’ 발매…볼빨간사춘기 지원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로니추에 자작곡 선물…12 월 발매 

 [닥터심슨컴퍼니] ‘포커스’ 전범선, 방탄소년단 ‘Dynamite’ 재편곡으로 1 차 합격 

 [GRDL] ‘복면가왕’ 메밀묵=긱스 루이 “예능 첫 출연, 한해 보고 마음 편해져” 

 [GRDL] 현대제철 유병재ㆍ스텔라장 초청 ‘2020 방구석 드림톡콘’ 개최 

 [GRDL] ‘쇼미더머니 9’ 칠린호미 VS 맥대디, 양보 없는 무결점 디스전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직접 작사ㆍ작곡한 韓 왈츠 ‘윤무’… 시간 초월한 사랑 표현 

 [애프터눈레코드] ‘싱어게인’ 재주소년, 단독 신년 콘서트 ‘소년, 소녀를 만나다 7’ 개최 예고 

 [유어썸머] ‘아마도이자람밴드’, 두 가지 이야기 담은 연말 콘서트 연다 

 [유어썸머] 아마도이자람밴드, 빌리카터, 애리 등 여성 록 음악가 12 팀 뭉쳤다 

 [유어썸머] 임강성ㆍ유현석ㆍ홍이삭ㆍ여은 등 ‘올 댓 상하이’ 캐스팅 “韓中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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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뉴오더] 숙녀가 된 ‘슈스케 꼬마’… “다양한 모습 보여줄 것” 

 [㈜롤링컬쳐원] 조문근, ‘누가 뭐래도’ OST ‘내 마음의 보석상자’ 감동 선사 

 

3.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이모션웨이브, 인공지능 기술로 음악 시장 내 본격 확장 나선다 

 인기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크리덴셜 스터핑에 당해 

 엔씨, 케이팝 플랫폼 ‘유니버스’에 AI 음성합성ㆍ모션캡처 IT 기술 다 넣었다 

 케이팝 플랫폼 hello82.tv 론칭 

 음저협-OTT 저작권료 갈등 향방은 

 

4.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홍대 버스커버디페스타’, 랜선으로 만나는 버스킹 

 ‘2020 올더케이팝’ 언택트 라이브 콘서트 개최..AB6IX→이진혁 참가 확정 

 BTS→임영웅ㆍ영탁 총출동… ‘MMA 2020’ 메인공연, 화려한 볼거리 가득 

 글로벌 온라인 뮤직 페스티벌 ‘더블 해피니스’ 개최 

 ‘라운드 2020’ 음악으로 한국과 아세안을 하나로 묶다 

 두아리파, 온라인 콘서트 ‘Studio 2054’ 개최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만화경 될 것” 

 

5. 기타 소식 

 웬(WH3N) ㆍ NCT ㆍ딕펑스ㆍ히피는 집시였다 [이번주 뭐 들었니?] 

 한국의 방송은 음악인들을 이렇게 밖에 대할 수 없는 것일까 

 공연ㆍ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현장 점검 

 코로나 19 장기화에 연말 대중음악 콘서트도 ‘실종’ 

 “연말 콘서트 갈증, ‘비긴어게인:REUNION’ 으로 풀어요” 

 버드와이저, ‘버드엑스비츠’ LP 앨범 추가 공개 

 BTS, 그래미 ‘보수 장벽’ 뚫고 후보…”’팝스타=백인’ 인식에 균열” 

 한국어 가사 최초 빌보드 1 위 등극, BTS 식 화법 통했다 

 ‘2020 실용음악 대학가요제’ 성료, 동덕여대 ‘신소이 밴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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