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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01229)’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OTT 음대협 “문체부가 한류 콘텐츠 발전 저해시킨다” 

 “한류 성패의 관건” VS “성공 가름은 아직” 온택트의 양면성 

 케이팝 한류 성과에도 현실적 생존기반 무너져 

 코로나, 위기 혹은 기회? 2020 년 가요계 명과 암 

 코로나로 취소연기된 콘서트 990 건…비대면 BTS 공연에 환호한 99 만명 

 코로나 직격탄 맞은 문화계 ‘영화공연 초토화’ 

 ‘코로나 블랙홀’에 빠지다…2020 년 대중음악 연말 결산 

 매출 급감…여행공연미술시장 ‘최악’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착한 쇼호스트로 변신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멜로망스 정동환 손잡고 신곡 ‘재생’ 선보여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로또싱어’ 김신의, 몽니 공태우와 ‘나 항상 그대를 로큰롤 버전 

 [엠와이뮤직] 새해엔 초록을 가까이, 플랜트플루언서 임이랑의 홈 가드닝 레슨 

 [매직스트로베리㈜] 겨울 시즌송으로 돌아온 가수 10CM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언택트 위문 공연 ‘수고했군, 올해도’ 개최 

 [매직스트로베리㈜] 이석훈선우정아알리, 故김현식 리메이크 앨범 티저 공개 

 [㈜쇼파르뮤직] 최유리 “’우리’ 삶의 흔한 고민고찰을 노래하는 사람” 

 [㈜쇼파르뮤직] 싱어송라이터 스무살, 28 일 새 싱글 ‘Closer ’로 컴백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긱스 루이 X 정바스 “’그림칠’ 새로운 도전.. 자주 협업하고 싶어요”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아직은 순수하게 음악해도 괜찮구나”…릴보이, ‘쇼미 9’ 우승으로 

증명한 가치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1223143244523786fbbc3c26_1/article.html?md=20201223151154_R
http://www.theceluv.com/article.php?aid=1608760800357477007#rs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9617/?sc=Naver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012210926551433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IWZ7TG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76117.html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541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9000384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1229/104682531/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802109919039035&ref=naver
https://star.mbn.co.kr/view.php?year=2020&no=1322404&refer=portal
https://woman.donga.com/3/all/12/2331961/1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3514416?OutUrl=naver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799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1228/104657459/1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088472091572657010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6108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0122421580336893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6463?ref=naver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646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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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로또싱어’ 안예은, 선미 ‘가시나’ 색다른 무대 “주술하는 컨셉” 

 [애프터눈 레코드] 재주소년이 다시 부른 ‘터’’홀로아리랑’…리메이크 앨범 

 [애프터눈 레코드] ‘싱어게인’ 70 호 재주소년71 호 우지원, 온라인 콘서트서 뭉친다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롤링컬쳐원] ‘트롯파이터’ 육중완 X 조문근, 신인그룹 ‘와니 그니’ 

결성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지니뮤직, 현대차 ‘제네시스 GV70’에 지니 음악 서비스 탑재 

 내년 지니뮤직 결합상품 최대 60%↑…”음원값 인상” 

 인디제이, AI 기반 감성 맞춤형 음악 추천 모바일 앱 출시 

 모바일 결제 스퀘어, 음악 스트리밍 ‘타이달’ 인수 관심…왜? 

 저작권 걱정 없는 BGM 사이트 셀바이뮤직, 국내 유튜버들과 맞손 

 모바일 음원 SKT ‘플로’, KT ‘지니’ 턱 및 추격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의 의미…높은 벽 넘을까 

 한류 TV 서울, 中 타이허뮤직과 음원 상호 공급계약 

 금영엔터, 내년 2 월 삼성 스마트 TV 에 ‘K-팝 노래방 서비스’ 개시 

 공정위, 구글 ‘30% 수수료’ 실태조사… 국내 게임음원업체 대상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발간 

 AI 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 인정… 법적 책임도 진다 

 OTT 음원 저작권료 논란 확산…타 서비스比 저작권료 3 배 ↑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백신 여권’ 개발 한창…해외여행공연장 갈 때 접종사실 입증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공연 없이 시상만… “안전이 우선” 

 KBS, 보신각 타종행사 대신 ‘새날마중’ 음악회 개최 

 NCT ‘Beyond LIVE’ 스페셜 공연, 전 세계 124 개국 20 만 시청자 열광 

 SM 엔터, 1 월 1 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무료 공연 

 콘진원, 가상현실 접목 ‘콘투어 백스테이지’…라이브 공연갈증 달래 

 [집콕 공연] 온라인 공연으로 송년회, 신년회… 뮤지컬부터 클래식까지 

 대한가수협회, 연말 구세군 ‘스페셜 자선냄비’ 버스킹 공연 

 연말 K-팝 공연 객석을 채운 해외팬 인형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43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118200005?input=1195m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092191911573187010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6844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6844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1605.html
http://www.inews24.com/view/1329596
https://www.etnews.com/2020122700005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073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28645
https://www.ebn.co.kr/news/view/1465362/?sc=Naver
http://news.tf.co.kr/read/entertain/1833681.htm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54000371?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22600848?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6035800002?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1223000027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4124435250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1224165125271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8003700091?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6003112&mediaCodeNo=25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29MW103039838364
http://www.mark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75
https://www.fnnews.com/news/20201228083031452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81357151603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81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12280922003&sec_id=540301&pt=nv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1227/104649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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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온라인 축제로 세밑 장식 

 몬스타엑스-에이비식스, 빵야 TV 온라인 페스티벌 참여 

 

7. 기타 소식 

 한국 대중음악사를 기록하다…SBS ‘전설의 무대-아카이브 K’ 

 ‘케이팝의 아버지’ 이수만방시혁, 美 ‘버라이어티 500’ 선정 

 텐센트, 유니버셜뮤직 지분 확대, 중국 음악시장 장악 신호탄 

 ‘놀면 뭐하니?’, 음원 및 부가사업 수익 총 18 억 기부 

 훈훈한 크리스마스… 각곳서 무료 캐럴 음원 통해 나눔 전해 

 KFA, 코로나 19 의료진 헌정 대국민 음원 기부 프로젝트 실시 

 네이버 브이라이브, 비대면 흐름 타고 다운로드 1 억회 돌파 

 방탄소년단부터 트와이스몬스타엑스까지…’골든디스크’, 최정상 케이팝 가수 총출동 

 24 시간 케이팝 뉴스채널 ‘후즈팬 뉴스’ 론칭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447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290186&t=NN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9119&plink=ORI&cooper=NAVER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509801592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321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6002128&mediaCodeNo=258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5506991?OutUrl=naver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844682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138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0526/?sc=Naver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12241619003&sec_id=540301&pt=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