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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112)’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3. 협회 관련 기사 

 코로나 19 에 홍대 공연장 줄폐업…인디 생태계 붕괴 

 한국 인디신이 위태롭다…코로나 19 에 홍대 공연장 줄폐업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모트가 부르는 ‘천재 뮤지션’ 장덕의 노래는…리메이크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MPMG WEEK 2021’ 30 일부터 8 일간 개최…새로운 얼굴은 누구? 

 [주식회사엠피엠지] ‘음색 깡패’가 뭉쳤다…’데이 X 데이’ 깜짝 듀엣 예고 

 [주식회사엠피엠지] 민트페이퍼, 공개 오디션 ‘원콩쿨’ 개최… “비대면 진행”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쇼! 음악중심’ 출격…’꽃길’ 무대 예고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신곡 ‘오늘 밤’ 재킷 이미지 공개…오는 18 일 발매 

 [엠와이뮤직] 정준일, 신곡 ‘첫사랑’ 음원 차트 1 위…쏠과 시너지 

 [㈜안테나] 안테나, 롯데백화점 X 김환기 미디어 프로젝트에 ‘오디오 도슨트’로 참여 

 [㈜안테나] 유희열 X 젝스키스 신곡 프로젝트 ‘뒤돌아보지 말아요’, 22 일 첫 방송 확정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 ‘쇼!음악중심’ 신곡 ‘동거’ 라이브 최초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치즈→이석훈Ph-1…’스테이지앤플로’ 랜선콘서트 

 [매직스트로베리㈜] 메이플스토리, 하현우/비와이/선우정아와 함께 한 OST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싱어송라이터 최정윤, 10 번째 싱글 ‘블룸’ 오늘 발매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릴보이의 음악적 신념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2 월 소극장 콘서트 3 일 연속 전속 매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Proust (프루스트)’로 안민혁과 콜라보…과학이 노래로 

 [EGO 엔터테인먼트] 그리즐리, 스포티파이 선정 2020 최다 스트리밍 K 팝 아티스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62800005?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11400005?input=1195m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1566?ref=naver
http://news.tf.co.kr/read/entertain/1835787.htm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748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8166628915752&mediaCodeNo=258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8823
https://www.news1.kr/articles/?4172863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7QUSY19
http://www.breaknews.com/779261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101094585I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68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49935&site=maple
https://www.nocutnews.co.kr/news/5478119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4105732073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46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46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01/27052/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1/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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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눈레코드] ‘싱어게인’ 재주소년의 맑은 음색으로 재탄생한 ‘홀로아리랑’ 

 [유어썸머] [㈜록스타뮤직앤라이브] ‘포커스(Folk Us)’, 피 튀기는 전쟁 속에 세미파이널 진출할 

이는 누구? 

 [㈜롤링컬쳐원] 조문근밴드 ‘예스터데이 존재감..하춘화 “’커피 한잔’ 멋있다” 

 [㈜롤링컬쳐원] 조문근 ‘원샷’ ★들의 지원사격 

 [㈜뮤직카로마] 日그룹 7ORDER, 13 일 정규 앨범 ‘ONE’ 발매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금영엔터테인먼트, 새 방식 ‘읽어주는 노래방’ 서비스 특허 취득 

 차량 인포테인먼트 합종연횡 가속…음원 서비스 탑재 확대 

 카레뮤직 비저작권 음악으로 매장음악 고민 해결 

 스포티파이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한국에서는 ‘글쎄’ 

 알리바바그룹, 계열사 음악스트리밍서비스 ‘샤미뮤직’ 내달 폐쇄 

 엔씨소프트, 케이팝 플랫폼 ‘유니버스’ 사전예약 200 만 돌파 

 이모션웨이브(Emotionwave), 음악 교육 서비스 ‘뮤런’ 알린다… 50,000 개 이상의 음악 

데이터베이스, 수업 콘텐츠 리소스 지원 

 “오디오 콘텐츠로 MZ 세대 취향저격”…음원 사이트의 진화 

 ‘이중고’ 겪는 음원 플랫폼…OTT 의 미래? 

 문체부, OTT 업계 저작권료 정보공개청구 전부 ‘불허’ 

 음악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값’ 찾기 

 한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 약 2460 억원…’전송’’복제’가 증가세 견인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플로, 랜선 콘서트 ‘스테이지앤플로: 취향의 발견’ 공개 

 비틀쥬스광화문 연가…CJ ENM 2021 공연 라인업 공개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네이버 TV 통해 공연전시 콘텐츠 제공 

 두칸 띄는 공연, 하지말라는 말”…도마 오른 ‘퐁당당’ 객석 

 

7. 기타 소식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 놓친, 인디씬의 ‘겨울 노래 5’ 

 아이유, BTS블랙핑크 누르고 ‘골든디스크 디지털음원 대상’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4355/?sc=Naver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18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18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1010911190384416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1120849003&sec_id=540301&pt=nv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24453
https://news.joins.com/article/23967507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6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8000092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0120404039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1051939578212b5d048c6f3_1/article.html?md=20210106060013_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1102109931054004&ref=naver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588898&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588898&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7AZ1NL7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106162030338786fbbc3c26_1/article.html?md=20210106170251_R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14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7153739907
https://www.etnews.com/20210106000027
https://www.ebn.co.kr/news/view/1466987/?sc=Naver
https://www.nocutnews.co.kr/news/547930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09010001489
https://news.joins.com/article/23967729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2775/?sc=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615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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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스트리밍 시대에 美 오프라인 시장서도 판매 1 위 

 지니뮤직, 팝가수 크리스토퍼 온라인 팬미팅 개최 

 음악 플랫폼 지니뮤직, MBC ‘트로트의 민족’ 온라인 결승 투표 돌입 

 네이버, YG 엔터와 부동산개발공연 합작사 설립 

 상반기 진출 예정 스포티파이, 2020 케이팝 결산 내놔 

 ‘슈퍼밴드’ 멤버는 남자만 된다니…여성 참가 배제한 jtbc 오디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06790&code=61181611&cp=nv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1846628917064&mediaCodeNo=25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07MW140156664023
http://www.bloter.net/archives/510493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0913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97802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