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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126)’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3. 협회 관련 기사 

 대중음악 공연 비대위 측 “대중음악 공연, 지금 숨조차 쉬기 힘든 한계 상황..차별금지 촉구” 

 한국공연장협회 “대중음악, 절체절명 위기…실효성 대책 요구” 

 “힘겨웠던 1 년, 생활터전 지키기 위해 버티고 또 버텨” 

 생계 위협에 업계 떠났지만…”삶꿈은 지속되야”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원조 여성 싱어송라이터’ 장덕의 감성, 30 년만에 되살아나다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1 월 24 일 디지털 싱글 ‘Emotional’ 발매…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2 월 2 일 신곡 발표…윤상김이나헤이즈 지원사격 

 [엠와이뮤직] 정준일, ‘월간 윤종신’ 리페어 프로젝트 1 월호 주인공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신곡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22 일 발매…”코로나 현실 속 위로 

메시지” 

 [매직스트로베리㈜] 10CM, ‘음원 강자’ 저력 발휘…’이 밤을 빌려 말해요’ 음원 차트 정상 

 [매직스트로베리㈜]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여성 10 인 인터뷰 모음 

 [매직스트로베리㈜] 윤지영, 2 월 첫 온라인 단독공연 개최…”전에 없던 음악적 교감” 

 [㈜인넥스트트렌드] 브라운아이드소울 영준 “완전체 활동? 올해 하프 나온다” 

 [㈜인넥스트트렌드] 민경훈 본업 컴백…웹예능 ‘주크박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불후의 명곡’서 국악인 이봉근과 역대급 콜라보 ‘봄비’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독보적 실력+센스로 다방면 활약…독보적 존재 甲 

 [㈜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유라, 2 월 2 일 새 EP 앨범 ‘가우시안’ 발매…트랙리스트 공개 

 [㈜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APAN 뮤직 어워즈 신인상 수상 

 [㈜록스타뮤직앤라이브] ‘포커스’ 준우승 밴드 기프트, 눈부신 성장세 증명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260377&t=NN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5_0001317311&cID=10601&pID=10600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7035/?sc=Naver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7035/?sc=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5500127&wlog_tag3=naver
http://www.mark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69
https://www.news1.kr/articles/?41920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CSQSWAE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5804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580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5000331
http://munhaknews.com/?p=40185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80496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89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10120/105009365/1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28
http://mksports.co.kr/view/2021/63534/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200363&t=NN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1251029003&sec_id=540301&pt=nv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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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컬쳐원] “매일 리즈 경신” 조문근,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트로트 장르까지 완벽 소화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스포티파이, 틱톡, 게임, 공연장… 달라진 음악 시장 

 “트렌디한 음악, 더 쉽게”… 멜론, ‘최신 24Hits’ 신설 

 음악제작, 판매 등 양방향 개방형 플랫폼 뮤직팩토리 출시 

 딥러닝 AI 로 김광석 환생하고, K 팝 30 초 만에 뚝딱 작곡…음악 신세계 열려 

 엔씨 K 팝 플랫폼 ‘유니버스’, 자체 예능음원도 선보인다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빵야 TV(빵야네트웍스)’, 전세계 250 만 유저 확보해 

 지니뮤직 케이팝 충성고객 믿는다, 스포티파이 진출에 맞서 전열정비 

 NHN 벅스, 20 주년 기념 ‘내 인생곡 픽(Pick)’ 차트 순위 공개…아이유방탄소년단 분야별 톱 3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마스크 채 공연하란 말인가… 외면당한 공연계 

 공연영화계 “2 차 감염 전무… 좌석 70% 허용해달라” 

 자우림 콘서트 취소 “좋은 공연으로 꼭 다시 찾아뵐 것” 

 진성박현빈 공연을 기내서…디너쇼 못지않은 ‘관광비행’ 

 ‘데뷔 10 주년’ 수지표 팬서트→’믿보 공연장인’ 비투비포유세븐틴 

 ‘캣츠’ 앙코르 내한공연, 서울서 5 주간 관객 만나요 

 ‘뮤직 킵스 고잉’ 2 월 공연, 4 팀 롯데콘서트홀 무대 선다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2 월 27 일 온택트 공연 

 ‘효 디너쇼’도 온라인으로…남진김연자 등 비대면 공연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코로나 19 로 올해도 취소 

 퍼포먼스+토크 콘서트…빵야뮤직페스티벌 성료 

 DAY6, ‘믿듣데’ 명성 빛난 온라인 콘서트 성료 

 블랙핑크, 팬들을 위한 실시간 콘서트 리허설 공개 

 ‘사랑의콜센타’ 언택트 콘서트 개최 

 송가인 콘서트, 영화로 재탄생…설 개봉 

 포켓돌 스튜디오 “미스트롯 콘서트 제작비 미지급 해결 노력중”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190238&t=NN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1352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28921328&mediaCodeNo=258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63
https://news.joins.com/article/2397669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88100005?input=1195m
https://www.betanews.net/article/1251538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415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7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02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1/01/21/J7YUYAPTEVC4LJBZH2UR2S2KD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nocutnews.co.kr/news/548512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219381g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80138.html
https://www.nocutnews.co.kr/news/5487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5/2021012500049.html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5_0001316376&cID=10601&pID=1060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0500151&wlog_tag3=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042751005?input=1195m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120516079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1250927013&sec_id=540101&pt=nv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04081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10121/10503439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28921328&mediaCodeNo=258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1211405013&sec_id=54020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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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소식 

 콘진원 올해 예산 4842 억원…게임음악분야 지원 증가 

 실감형 비대면 공연영상 스튜디오, 내년 남산에 개장 

 20 대 여행객, “여행갈 때 음악 리스트부터 챙겨요” 

 “블랙핑크 음악 듣고 충격” J-POP 제작자의 고백 

 이날치 밴드, 이번엔 KB 국민카드와 ‘맞손’ 

 에픽하이, 뉴욕 타임스퀘어 메일 전광판 등장…스포티파이 선물 

 “트로트 전쟁”…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TV 조선-MBN 의 포맷 도용 

 엔터테인먼트 덩치 키우는 네이버카카오…콘텐츠 주도권 격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한국판 마블 나오나 

 아이오케이, 男 아이돌 론칭 등 음원사업 첫발… 종합엔터 본격화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5_0001316318&cID=10701&pID=1070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124300004?input=1195m
http://san.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253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san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81126
http://www.gokorea.kr/697688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115462171577169010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2200072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02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500053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1MW1515345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