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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105)’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코로나 시대, 우리는 생존했는가 

 “온라인 콘서트, 돈 내고 볼게요!...1 만원 정도?” 

 “모니터로 만나요” 코로나가 만든 진풍경 

 비대면 콘텐츠 강화… 악플은 여전한 숙제로 

 ‘테스형’ 나훈아, 올해는 공연장에서 만나요…제발 

 기적의 방탄소년단→트로트 르네상스, 코로나 19 속 달라진 가요계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노리플라이 정욱재, 환경 전시 ‘공존’ 참여…환경활동가로서 경각심 

일깨워 

 [주식회사엠피엠지] ‘런 온’ OST Part.5 설호승(SURL) ‘너였으면 좋겠어’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데뷔 10 주년’ 소란, 10 년의 발자취 담은 다큐멘터리…’A Decade of 

SORAN’ 

 [주식회사엠피엠지] 멜로망스 정동환, ‘놀면 뭐하니’ 출연…유재석 “고급인력이 어떻게”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이장원 6 시 5 분전’ 출연… ‘문제적 남자’→아이유 팬심 고백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몽니 김신의,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조장혁 “내 영역 침범” 

 [엠와이뮤직] 정준일, 미발매곡 ‘눈사람’ 공개…소박하지만 따뜻한 새해 선물 

 [엠와이뮤직] ‘믿고 듣는’ 정준일, 5 일 신곡 ‘첫사랑 (feat.SOLE)’ 발매…감성 정조준 

 [매직스트로베리㈜] ‘정희’ 옥상달빛 김윤주 “배우 황정민과 함께 OST 작업했다” 

 [매직스트로베리㈜] 6 개월 만에 신보 ‘동거’ 발표하는 가수 겸 음악감독 선우정아 

 [누플레이] ‘교대역 외국인’ 안코드 영입…새 음악 세계 예고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여자)아이들 새 앨범 1 번 트랙 참여 “영광스러워”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9633/?sc=Naver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1040463
http://www.mediapen.com/news/view/588530
https://www.vop.co.kr/A00001537654.html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1/509/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012310100217440013417&servicedate=20201230
http://www.mhj21.com/138129
http://www.mhj21.com/138129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12311753003&sec_id=540201&pt=nv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71546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71546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102505204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1051014003&sec_id=540301&pt=nv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8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01MW091533841050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050030&t=NN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12/1339052/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53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73813
http://mksports.co.kr/view/2020/133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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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스타뮤직앤라이브] ‘트롯파이터’ 육중완→서정희 첫 등장…눈귀호강 만족시킨 2R 

 [㈜롤링컬쳐원] ‘보이스트롯’ 조문근, 11 일 트로트 싱글 ‘원샷’ 발표…데뷔 확정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오디오북 윌라-음원서비스 플로 MOU…고객 접점 확대 

 신개념 K 팝 플랫폼 ‘뮤직 브로’ 등장…BMP 결제 시스템으로 음악 시장 혁신 신호탄 

 음원값 상승스포티파이 상륙…요동치는 음원 업계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 순조…2021 년 음원계 ‘넷플릭스’ 시간문제 

 한국판 ‘아마존’ 꿈꾸는 쿠팡, OTT 다음은 음원 스트리밍? 

 아마존, 팟캐스트업체 원더리 인수…음원서비스 시장 경쟁 격돌 예고 

 금융위 “넷플릭스멜론, 구독경제 해지도 가입만큼 쉽게 할 것”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공방 장기전 돌입 

 홍진영 한음저협회장 “음악저작권료, 부가가치보다 매우 저평가”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SM 온라인 콘서트, 186 개국서 사상 최다 스트리밍 기록 

 카더가든 온라인 콘서트, ‘클룩’에서 스트리밍 

 BTS 부터 신해철 추모까지…풍성했던 빅히트 연말 온택트 공연 

 유튜브 아닌 줌으로? 세계 아티스트 모은 ‘월드 줌 콘서트’ 눈길 

 문체부 신년음악회, 6 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다 

 네이버, 지난해 비대면 공연 600 여개 개최… 1 년 전보다 7.5 배 늘어 

 조성진, 새해 첫날 ‘온라인 공연’…베를린필 협연 공개 

 코로나로 공연 관객 90% 사라져 

 ‘팬텀싱어 3’ 스페셜 콘서트, 안방극장서 본다…5 일12 일 공연 실황 방송 

 세븐틴, 23 일 온라인 콘서트 ‘인-컴플리트’ 개최…완성형 무대 예고 

 ‘코로나 블루’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브런치 콘서트’로 풀자 

 대구 중구, 영원한 가객 故 김광석 25 주기 추모 공연 개최 

 

7. 기타 소식 

 ‘새해송’, 올해도 소원성취곡으로…염원담은 노래들, 음원차트 역주행 

 코로나 블루와 레트로 감성 타고… 카세트테이프 돌아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1606626004096&mediaCodeNo=258
http://mksports.co.kr/view/2021/1014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4_0001293286&cID=10701&pID=10700
http://www.globaledunews.co.kr/view.php?ud=2021010414414819046cf2d78c68_29
https://www.etnews.com/20210104000209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7739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685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3108475431885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928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9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136200005?input=1195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3L82E2V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9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01MW08543012114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600376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IX8MQW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4/202101040093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976783.html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1/01/04/C2P5AX3VOJBEZN6P3N756EUFB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www.mediapen.com/news/view/589927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1050100029050001667&servicedate=202101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41032011&code=620106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74708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97725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550749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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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사재기 논란, 2021 년에는 모두 밝혀내자(ft.그알) 

 제 1 회 전주 인디뮤직 어워드 올해의 음원, 음반상에 노야, 고니아 

 추락하는 지상파 음악프로, 그 뒤엔 목소리 커진 기획사가… 

 게임 OST 부터 AI 까지…음악 경연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 주목 

 ‘아카이브 K’ 이문세→조성모, 다큐 음악쇼 새 지평열까 

 윤종신-장윤정-규현-웬디 음악 예능 ‘배달 gayo-신비한 레코드샵’ 22 일 첫 방송 

 엔씨와 CJ ENM 의 만남… “IT 접목한 콘텐츠 사업 확대” 

 이달의 소녀 ‘star ’ 북미 라디오차트 진입…원더걸스블랙핑크 이어 세번째 

 지난해 세계인이 가장 많이 들은 여성 케이팝 스타는? 

 빌보드코리아, 2020 년 ‘빌보드 케이팝 100’부문별 선정 발표…BTS-아이유-오마이걸-에스파 

등 총 집합 

 SM-JYP-YG-빅히트, 가요계 4 대 공룡의 2021 년 

 코로나 19 가 빚어낸 또 다른 가요계 장르 ‘언택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8573?ref=naver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3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607&code=13180000&cp=nv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0502101031054001&ref=naver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1040758382310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73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514540005145?did=NA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1/1094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09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050191&t=NN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050191&t=NN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1060100026120001488&servicedate=20210105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1040743002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