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22 (4 주차) 

[No. 412]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222)’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코로나가 바꾼 2020 년 연예계, 빈익빈 부익부 

 [2020 문화결산] 벼랑끝 음악산업, 온라인으로…가능성과 한계 

 코로나 19 라는 다이너마이트, 가요계 어떻게 바꿨나 

 중소기획사 부도→가수들 위기, 정책 지원도 부족 [가요계 덮친 코로나 19] 

 ‘온택트’에도 도사리는 위험… 코로나 습격이 남긴 것 [2020 가요계 숙제]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천재 싱어송라이터’ 故장덕의 노래, 후배 뮤지션들이 재해석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문경 콘서트 언택트로 코로나 연말 녹인다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소란’ 고영배, 방송 수익금 ‘빛이나’에 기부 

 [주식회사엠피엠지] 안다은 of 디에이드 x 솔루션스 ‘놀아도 돼’ 성료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욕망 밴드 몽니, ‘Love Poem’으로 2020 왕중왕전 첫 

무대 

 [엠와이뮤직] ‘지난 겨울 뉴욕 이야기’ 정준일, 뉴욕 브이로그 시즌 2 론칭 

 [㈜안테나] ‘집사부일체’ 정재형, 온택트 콘서트로 완성한 ‘미리 크리스마스’ 

 [매직스트로베리㈜] 10CM, 겨울 시즌송 ‘입김’으로 23 일 컴백…공명 MV 출연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옴니버스식 온라인 콘서트 ‘수고했어 오늘도’ 26 일 진행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 7 개월 만에 신곡 티저 공개…”내년 1 월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복면가왕’ 맨홀 정체는 서사무엘 “방송 욕심,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매직스트로베리㈜] 밴드 새소년 ‘비적응’, 美피치포크 ‘올해의 록 앨범 35 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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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넥스트트렌드] 나얼, 신곡 ‘서로를 위한 것’ 음원차트 1 위→활발한 소통 행보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1216010003883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01700005?input=1195m
https://www.nocutnews.co.kr/news/5468214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085988051571889010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69345921594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70900005?input=1195m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64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1_0001278013&cID=10601&pID=10600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820#0BNb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320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32003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5677
https://tenasia.hankyung.com/tv/article/2020122100864
https://www.news1.kr/articles/?4154358
http://www.theceluv.com/article.php?aid=1608099860356273007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012171045165049233_1
http://mksports.co.kr/view/2020/1303793/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077400005?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25999176&mediaCodeNo=258
http://osen.mt.co.kr/article/G11114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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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로니추, 2 년 만의 신곡 ‘바이바이’ 발표… ‘감성 장인’ 오왠 

작곡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허쉬’ 3 번째 OST ‘이대로 괜찮을까’ 20 일 공개…오왠 참여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쇼미더머니 9 우승자는…5 년 공백기 깬 릴보이 “음악에 확신 줬다”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싱스트리트’ 25 일 방송, 하림-스텔라장-정세운 등 참여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매직스트로베리㈜] 스텔라장 선우정아 민수, 日 HMV 차트 

123 위 ‘우타다 히카루와 어깨 나란히’ 

 [(주)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유라, 선공개곡 ‘하양’ 23 일 발표…헤이즈 피처링 협업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불후’ 육중완 밴드, 2 연승으로 왕중왕전 최종 우승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내돈내듣 좋아요”… 네이버 바이브 핵돌풍 

 스포티파이 2021 년 상반기 한국 서비스 론칭 계획 발표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한 ‘열린상담실’ 무료 운영 

 사운드그램, NFC 연동 앱 형태 앨범 출시…내년 1 월 정식구현 

 네이버 온스테이지, 바이브나우와 다장르 지원 

 뮤직플랫, 영상 배경음악 골라주는 AI 검색 서비스 ‘셀바이뮤직’ 출시 

 굽히지 않는 문체부, OTT 이용료 인상 우려 커져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리메이크 저작권 최초 승인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서울시 ‘제야의 종’ 올핸 안 울린다…’온라인 공연’ 대체 

 ‘호두까기인형’마저 사라진 연말… ‘집콕’ 랜선 콘서트가 채운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0 주년 라이브 공연…존 레전드 등 출연 

 연말 안전한 집에서 공연 즐겨볼까…비대면 문화프로그램 풍성 

 “홍대 대신 랜선 공연”… 대중문화 지원 나선 유통업계 

 집에서 즐겨요! 에이핑크→방탄소년단, 연말 언택트 공연 

 인천글로벌캠퍼스, 온라인 뮤직페스티벌 개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0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개최 

 마포문화재단, 21 일부터 ‘인디 크리스마스 선물’ 온라인 중계…”음악인들에게 도움되길”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95940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95940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1220508148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121962107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012211015300310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69384418277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69384418277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201217090025
https://www.news1.kr/articles/?415556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102100931054002&ref=naver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64
https://www.etnews.com/20201221000283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20122209000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570&cID=10601&pID=10600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28097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0332.html
https://nc.asiae.co.kr/view.htm?idxno=202012201837323778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00853316633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7500180&wlog_tag3=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060200005?input=1195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41969&code=61111311&cp=nv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122210495152511
https://www.ytn.co.kr/_sn/0117_202012201714274522
http://www.breaknews.com/774559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888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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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소식 

 SKT, 소상공인 매장에 ‘캐럴 송’ 무상 지원 

 “터틀맨김현석 AI 가수 복귀” AI 창작 시대에 법은 ‘제자리 걸음’ 

 예술가들의 자유와 도전정신을 응원하는 맥주 ‘버드와이저’ 

 5 인 이상 모임 금지…영화관, 공연장 이용은 가능한가? 

 메이크어스 ‘딩고(dingo)’, 제 8 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대상 수상 

 K-POP 의 새로운 무대 유튜브, 세력 확장하는 크리에이터 

 코로나 19, 트로트, BTS, 테스형 등… 올 한 해 미디어 업계 달군 10 대 키워드 

 삼성 TV 플러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키운다 

 방탄소년단, 케이팝 레이더 주간 1 위 재탈환 “유튜브 조회수 최다 기록” 

 한데 모인 여성 록 뮤지션 “여기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 

 ‘20 년 12 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기설명회(온라인) 

 2021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 사업설명회 

http://www.gokorea.kr/695034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0298.html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12228000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1153848887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03014622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45627&code=61181111&cp=nv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41397#0DLM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08598924210032091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68431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150413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5256
https://www.youtube.com/watch?v=wiFcAHwbevM&feature=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