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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215)’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가수 배우도 고용보험 적용…예술인들, ‘고용 사각지대’ 사라질까 

 엔터, 빈익빈 부익부 심화…생존전략은 “오로지 버티기” 

 코로나 19 에 온택트 공연 봇물, 안방 1 열도 진화 중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솔루션스, 연말 콘서트 ‘TALK’ 성료 

 [주식회사엠피엠지] 디에이드 안다은-솔루션스, 16 일 랜선 수요콘서트 ‘놀아도돼’ 개최 

 [주식회사엠피엠지] 장희원, 신곡 ‘서핑’ 통해 이미지 변신 

 [JNH 뮤직] 김현철, 음악 방송도 감동으로 물들이다…주현미ㆍ최백호ㆍ정미조와 한 무대 

 [㈜인넥스트트렌드] 브라운아이드소울 영준, 쎄이 X 드레스와 협업…’달링’ 16 일 발매 

 [㈜안테나] 안테나 크리스마스 캐럴 발표…토이ㆍ정승환ㆍ정재형ㆍ적재 합류 

 [㈜안테나] ‘철파엠’ 정승환 “유희열, 신곡 ‘어김없이 이 거리에’ 칭찬해줘”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허쉬’ OST 첫번째 주인공…12 일 음원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허쉬’, 두 번째 OST 선우정아가 부른다 

 [매직스트로베리㈜] 김성규 “선우정아와 수록곡 ‘룸’ 작업, 많은 깨달음 얻어”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부터 전용준까지…포지티브제로라운지 3 주년 기념 한정판 2LP 참여 

 [매직스트로베리㈜] 29CM, 선우정아ㆍ 10CM 와 큐레이션 캠페인 ‘매일의 가이드’ 진행 

 [㈜쇼파르뮤직] 최유리, 미니앨범 ‘우리만은’ 트랙리스트 공개 

 [㈜쇼파르뮤직] 최유리, 미니앨범 ‘우리만은’ 인트로 티저 영상 공개 

 [닥터심슨컴퍼니] 그_냥 X 데이식스 원필, ‘축_가’ 발매… 차트인 성공 

 [GRDL] 소자본 피자 창업 프랜차이즈 유로코피자, 랩퍼 자메즈와 함께한 ‘PIZZA BREAK X Ja 

Mezz (FIRST BITE 006)’ 발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51567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017193628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72123
http://www.pointn.net/news/articleView.html?idxno=26110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44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242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2404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3932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1750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488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07681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679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060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40768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87078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4234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7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1173638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147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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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DL] ‘쇼미 9’ 역대급 무대 선보인 릴보이… 원슈타인 꺾고 결승행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로또싱어’ 굴비대전 우승…”우등버스 타버린 기분” 

 [유어썸머] 오지은ㆍ성진환, 뮤지션 부부의 말랑하고 소소한 일상 

 [유어썸머] 홍이삭 “뮤지컬 배우 도전…제 음악 더 깊어질 것 같아” 

 [뮤직카로마] 허시 X 사일리, 싱글 ‘Maybe’ 16 일 발매…역대급 컬래버 ‘기대 UP’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확정 

 웨이브 “음악저작권 사용료율 1.5% 부당…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 

 KT-현대차그룹, 커넥티드 카 기반 지니뮤직 서비스 출시 

 한국음악실연자연합-㈜뮤직카우 업무협약 체결 

 뮤직브로, 음반ㆍ MD 서 오디션까지 다양한 음원 서비스 

 인디제이, 나만의 상황ㆍ감정 맞춤 AI 음악 앱 ‘인디제이’ 출시 

 멜론, 모바일 6.0 업데이트 실시…”개인별 맞춤 서비스 강화” 

 벅스와 캐릭터의 만남…벅스, ‘핑크와 벤’ 캐릭터 론칭 

 소리바다, 中 3 대 음악 플랫폼 ‘타이허뮤직그룹’ 협업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랜선 공연’ 코로나 스트레스 훌훌…18 일 ‘경산 공감 락 페스티벌’ 개최 

 안방에서 만나는 인디음악 향연…’인디 크리스마스 선물’ 

 충남음악창작소 뮤지션 ‘쇼케이스’ 온라인 생중계 

 대중음악 콘서트도 줄취소…빅히트 합동공연 온라인만 진행 

 공연영상 앨범온라인 음악회…코로나 속 문화접대 달라졌다 

 신년회 대체공연 취소…거리두기 3 단계 앞두고 ‘멈춘 연말’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철원군민과 공유해야” 

 이승환의 온택트 콘서트…팬들도 채팅창으로 떼창 

 

7. 기타 소식 

 정부 “2.5 단계시 공연ㆍ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50% 감면” 

 인천시, 2025 년까지 음악산업 육성과 공연장 확충 

 글로벌 케이팝 팬덤, 서울가요대상으로 집결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7&aid=0000631002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5746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2&nNewsNumb=20201271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23740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403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18150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5143144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6417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8&aid=00007232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135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07653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209905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121516421697491aef83fcde_1/article.html?md=20201215164547_R
https://paxnetnews.com/articles/68541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0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078746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17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762449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12/1287732/
https://www.fnnews.com/news/20201215154404241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565
https://news.joins.com/article/239455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545452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15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9&aid=00026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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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가야만 ‘K 팝 덕질’ 하나요…언택트 시대엔 ‘팬 전용 플랫폼’ 강세 

 “공연 스태프 상황 더 심각…코로나가 주는 교훈 돌아봐야” 

 [2020 가요계 결산] 뜨거웠던 케이팝트로트음원신인 데뷔는 ‘한파’ 

 방탄소년단트와이스태민세븐틴NCT…’2020 KBS 가요대축제’, 1 차 라인업 공개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 음악으로 희망을 쏘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긴 ‘K-POP 힐링 축제’ 

 타임지 “올 최고의 케이팝” 방탄 펜타곤 블핑 등 10 곡 선정 

 美 타임지 ‘올해의 연예인’ BTS 선정… “팝스타 정점 올랐다” 

 엔씨소프트, 케이팝 플랫폼 ‘유니버스’ 사전 예약 100 만 돌파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77&aid=00002765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2&aid=000152474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44&wlog_tag3=naver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74
http://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36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012141024557410
https://news.joins.com/article/23943076
https://game.donga.com/97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