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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119)’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3. 협회 관련 기사 

 위기의 홍대신 공연장, 현실적 지원 절실 

 홍대 라이브극장 줄폐업, 흔들리는 인디 음악 

 재택근무온라인 수업…일상된 거리두기 

 [코로나 1 년] ‘일상’ 바꾼 코로나… ‘비대면’ 삶으로의 변화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MPMG WEEK 2021’ 라인업프로그램 베일 벗어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식스 영케이 X 이민혁, 19 일 ‘태양계’ 커버 영상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소란, 인기 스트리머 ‘조매력’과 트위치 합방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몽니, 신곡 ‘오늘 밤’ 발매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로또싱어’ 최재림-임태경-김경호-김신의-강형호-이혁, 최종 승자 

6 인 확정 

 [㈜안테나] ‘소울’, 이적 ‘쉼표(with 윤석철)’ 풀 MV 공개…4 분 30 초 귀호강 

 [매직스트로베리㈜] 10CM, 24 일 ‘바른연애 길잡이’ 컬래버레이션 음원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유희열의 스케치북’ 선우정아, ‘뒹굴뒹굴(Idle Idle)’ 라이브 무대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싱어송라이터 윤지영 “좋은 가사는 배배 꼬지 않고 공감 쉬운 노랫말” 

 [매직스트로베리㈜] [㈜문화인] 유라 X 비비 X 황소윤, 2021 주목해야 할 차세대 여성 

싱어송라이터 

 [㈜인넥스트트렌드] ‘유스케’ 정엽 “어느덧 신혼 8 개월차..상반기 신곡 컴백”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모든 날, 모든 순간’ 작곡가 곡으로 1 월 컴백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음중’ 안예은, 신곡 ‘윤무’로 안정감 있는 가창력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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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썸머] 에픽하이 “신보 피처링만 10 명… 베스트 트랙은 김사월의 ‘라이카’” 

 [유어썸머]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 15 일 신곡 발표…버벌진트 피처링 참여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겨울 발라드로 컴백… 새 싱글 ‘그대없이 그대와’ 

발매 

 [㈜롤링컬쳐원] ‘예스터데이’ 조문근밴드 X 조항조, ‘못찾겠다 꾀꼬리’로 호흡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계의 ‘틱톡’ 버시스…내 귀에 맞게 자유자재 음원 편곡 

 텐센트 뮤직 엔터, 中 오디오 엔터 서비스 레이지 오디오 인수 

 클래식 스트리밍 서비스 ‘클래식매니저’ 100 만 다운로드 

 KT, 테슬라와 커넥티드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적용 논의 중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공유로 아티스트 응원해요” 

 엔씨, 케이팝 엔터 플랫폼 ‘유니버스’ 사전예약 300 만 돌파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시대 변화상 담았다 

 방통위-문체부, OTT 저작권료 실타래 풀까 

 “저작권 1 억에 넘길게” 사기…가수 조덕배 2 심 벌금형 

 양준일, 지난해 불거진 저작권 위반 의혹..결국 고발로 번졌다 

 네이버빅히트엔씨, 케이팝 플랫폼으로 ‘무한경쟁’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공공 공연시설에서 3500 여건 공연 취소…대관료 환불율은 94% 

 서울 국립박물관미술관공연장 19 일부터 다시 문연다 

 ‘퐁당당’ 띄어앉기는 그대로…뮤지컬 줄줄이 공연 연기 

 공연장 전염사례 없는데… “강한 규제 이유가 무엇이냐” 

 “온라인 공연장 정식 개관, 영국 따라잡는다” 국립극단 김광보 단장 

 “연극, 앱으로 배달합니다” 연극 공연 플랫폼 앱 출시 

 코로나 여파에 美 펑크 록밴드 그린데이 내한 공연 결국 취소 

 지난 추석 대히트 기록한 나훈아 콘서트, 이번 설에는 ‘이런 소식’ 전해졌다 

 제 14 회 DIMF 개막콘서트, 미국 ‘Broadway On Demand’ 진출 

 춘천인형극제 공연예술 평가 ‘굿’…대표축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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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소식 

 “한국뮤지컬계는 사실상 셧다운” 종사자들, 생존 위한 호소문 발표 

 “음원 사재기 근절”…한매연, 브랜뉴뮤직과 손잡고 캠페인송 발매 

 밥 딜런샤키라 등 음악 판권 파는 팝 스타들 

 세대차이? 세대협업! 가요계 선후배 뭉치면 뜬다 

 에어비앤비, 언텍트로 케이팝 세계 집중 조명 

 스타트업 ‘버시스’, 차기 음악산업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까닭 

 이수만, 케이팝 공헌상 수상…”SM 엔터 가수분들 감사해” [2021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코로나 19 에 온라인으로 열린 ‘뉴질랜드 K 팝 콘테스트’ 

 BTS, ‘가온차트 어워즈’ 6 관왕…’올해의 음반제작상’ 창모 

 

https://n.news.naver.com/article/382/00008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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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978904.html
https://www.fnnews.com/news/202101180817260389
http://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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