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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202)’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무너지는 인디음악의 터전…”미래의 혁오가 사라진다” 

인디음악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라이브클럽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홍대 인근 라이브 공연장 10 여곳이 줄줄이 폐업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화 생태계의 붕괴”다. 홍대를 주축으로 활동을 이어온 

뮤지션들도 그들의 터전이 직격탄을 맞으며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살아야 나도 산다”…뭉치는 대중문화예술인들 

코로나 19 이후 대중문화예술계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 ‘사라짐’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한 건 연대의 힘이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코로나 

초기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활동 정도가 눈에 띄었다면, 지난해 말부터 

고사위기의 대중음악계를 위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공연장협회’는 

소규모 공연장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상황을 토로하며 성명서를 냈다. 또 공연기획사, 

제작사, 음악 레이블, 프로덕션,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된 ‘대중음악 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정부호소문을 발표했다. 

 

 “제발 공연하게 해달라”… 절규하는 대중문화계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발 공연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공연장 관계자는 물론이고 페스티벌 제작사, 공연기획사, 

매니지먼트사, 뮤지션 및 음악감독, 심지어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장 관계자 등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한데 뭉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7000625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60887/?sc=Naver&watchtype=auto_light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01513928?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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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엠피엠지] ‘스위트홈’ 김성철, 데이브레이크 ‘말이 안 되잖아’ 뮤직비디오 출연 

‘스위트홈’ 배우 김성철이 데이브레이크 신곡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 공개된 

티저에서는 김성철, 임세주가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끈다. ‘말이 안 되잖아’는 

데이브레이크와 헤이즈, 윤상과 김이나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주식회사엠피엠지] 엠피엠지 위크, 베일 속 신인 세 팀 공개… 연일 화제 

지난 1 일 마스터플랜 뮤직 그룹(엠피엠지)은 그들의 대표 팬 감사제인 ‘MPMG WEEK’를 

통해 신인 아티스트 ‘구만’, ‘라쿠나’, ‘제이유나’ 세 팀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주식회사엠피엠지] 민트페이퍼 공개 오디션 ‘원콩쿨’ 성료…우승자는 성해빈 

민트페이퍼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ONE CONCOURS(이하 원콩쿨 2021)’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원콩쿨은 ‘1 guitar, 1 piano, 1 voice’라는 헤드카피를 앞세워 이에 걸맞는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민트페이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1 일 

진행된 원콩쿨 2021 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성해빈이 최종 우승했다.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6 일 단독 콘서트 ‘NEXT’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밴드 솔루션스가 오는 6 일 저녁 7 시 단독 콘서트 ‘NEXT’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입장 인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 온라인 콘서트 송출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는 ‘MPMG 

WEEL 2021’의 메인 이벤트로 기획됐다. 

 

 [㈜안테나] 젝키 x 유희열 ‘뒤돌아보지 말아요’ M/V 티저 공개 

tvN ‘뒤돌아보지 말아요’가 본격 신곡 작업 현장과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한다. 

유희열이 젝스키스만을 위해 직접 티렉팅한 정통 발라드의 작업 과정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매직스트로베리㈜] 한음저협, 송민호→선우정아 정회원 승격..”대중 22 명 비대중 3 명”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준회원 가운데 저작권료 상위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28919360&mediaCodeNo=25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918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2/107874/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2/106189/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10129/105180620/1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10127094656577107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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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선우정아 등 싱어송라이터 다수가 정회원 승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매직스트로베리㈜] BTS∙백예린∙이날치∙선우정아∙정밀아, 한국대중음악상 최다 후보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는 26 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제 18 회 한국대중음악상 

후보를 발표했다. 방탄소년단과 가수 백예린, 선우정아, 정밀아, 퓨전 국악그룹 이날치가 

총 5 개로 가장 많은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박근태 프로듀서 손잡고 신곡 발매! 직접 작사한 ‘Home’ 3 일 

공개 

싱어송라이터 가호(Gaho)가 박근태 프로듀서와 협업한 새 싱글 ‘Home’을 발매한다. 

‘Home’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2 일에 공개, 음원은 3 일 오후 6 시에 발매된다.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1 일 신곡 ‘난 당신의 고요함이’ 발표…감성 고백송 

가수 오왠(O.WHEN)이 ‘모든 날 모든 순간’ 작곡가와 손잡고 신곡을 냈다. 오왠은 1 일 

싱글 ‘난 당신의 고요함이’를 발표했다. 오왠은 싱글 발표에 이어 올 봄 네 번째 

미니앨범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브이엔터테인먼트] 마틴스미스 전태원 X 드러머 김은석, 프로젝트 듀오 결성 

브이엔터테인먼트는 28 일 마틴스미스 멤버 전태원과 드러머 김은석이 프로젝트 듀오 

카멜레온(KAMELEON)을 결성하고 이날 첫 음원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카멜레온은 

‘카멜레온(KAMELEON)’과 ‘다이빙(DIVING)’ 두 곡을 더블 타이틀로 온라인에 공개한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저작권 부자’ 안예은, 작업실 공개+컴백 예고… “노래 또 

어렵게 썼어”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컴백을 예고했다. 지난 1 일 안예은은 SNS 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안예은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노래 작업에 한창인 연습실 풍경이 담겨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6500169&wlog_tag3=naver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6876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6876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6876
http://www.joynews24.com/view/1339702
http://news.tf.co.kr/read/entertain/1840097.htm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84996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8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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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눈레코드] ‘싱어게인 70 호 재주소년, ‘싱어게인 동창회’ 프로젝트 진행 

‘싱어게인’ 70 호 가수로 활약했던 재주소년 박경환이 “싱어게인 동창회”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을 통해 비춰진 무대는 2-3 분 남짓이었지만, 그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재주소년의 ‘싱어게인 동창회’에서 집중 

조명한다. 

 

 [㈜문화인] ‘2 월 2 일 컴백’ 유라, 새 EP 타이틀곡은 ‘미미’..MV 티저 공개 ‘화제’ 

싱어송라이터 유라(youra)가 지난 28 일 새 EP 앨범 ‘가우시안(GAUSSIAN)’의 타이틀곡 

‘미미(MIMI)’ 뮤직비디오 티저 이미지를 게재했다. ‘가우시안’은 2 월 2 일 오후 6 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주)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 여운 짙은 보컬..이유 있는 성장세 

2018 년 12 월 데뷔한 HYNN 은 지난 2 년여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전후로 

데뷔한 신인급의 여자 보컬리스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HYNN 은 ‘2020 APAN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의 신인을 위한 ‘뉴 웨이브’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록스타뮤직앤라이브] 크라잉넛→노브레인, 홍대 라이브 클럽 ‘드럭’에서 태동한 인디밴드 

1 세대 ‘아카이브 K’ 

‘아카이브 K’에서 홍대 라이브 클럽 드럭 출신 배드 크라잉넛, 노브레인의 탄생을 

재조명했다. 1 월 31 일 방송된 SBS ‘전설의 무대-아카이브 K’에서는 홍익대학교 라이브 

클럽에서 꽃피운 인디밴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운드리퍼블리카] 사운드리퍼블리카, 뉴패러다임서 초기 투자유치 

글로벌 음원 유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운드리퍼블리카’는 액셀러레이터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에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올해 21 조 7,000 억 원으로 추산되는 글로벌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에서 유니버설, 

소니, 워너에 이은 글로벌 유통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383474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101291713256990986_1
http://news.tf.co.kr/read/entertain/1839917.htm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1311805322310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13118053223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11020174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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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로마] ‘싱어게인’ 너드커넥션 서영주, 새 싱글 ‘진눈깨비’ 발매 

JTBC ‘싱어게인’ TOP10 패자부활전까지 오르며 심사위원은 물론 시청자를 사로잡은 

26 호 가수 서영주가 밴드 ‘너드커넥션’으로 싱글 ‘진눈깨비(Time Falling)’를 발매했다. 

국내 음원유통사 뮤직카로마 측은 “’너드커넥션’의 개성 있는 음악과 스타성은 차기 

슈퍼 밴드로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라 밝혔다. 

 

 [㈜쇼플레이] ‘미스트롯 2’ 13 개 도시 전국투어…4 월 서울에서 시작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 출연진들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4 월부터 시작된다. 공연 

제작사 쇼플레이는 4 월 9~11 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7 월까지 전국 13 개 

도시에서 ‘미스트롯 2’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쇼플레이] 아이유 X 여진구 ‘호텔 델루나’ 뮤지컬화 확정…2022 년 초연 목표, 쇼플레이 

제작 

2019 년 드라마 히트작 ‘호텔 데루나’가 뮤지컬로 돌아온다. 제작은 뮤지컬부터 

콘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작한 쇼플레이가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쇼플레이가 제작하는 뮤지컬 ‘호텔 델루나’는 오는 2022 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음악 듣는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앱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국내에서 

선보인다. ‘음악’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프로필 등에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음악 스티커’, ‘가사 

스티커’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I 음악플랫폼 지니, 인터랙티브 라이브음악서비스플랫폼으로 혁신 변모 

최근 지니뮤직은 2021 년 AI 음악플랫폼 지니 서비스전략을 공개했다. AI 음악플랫폼 

지니 서비스 방향은 ▲고객 음악감상 사이클을 반영한 실시간 고객 인터랙티브 서비스 

확대 ▲편리미엄 지향, AI 서비스 고도화 및 스마트 UX 구현 ▲위키디피아 형태의 

고객참여 메타 DB 구축해 고객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음악서비스혁신을 이뤄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117771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1/202102010091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1280100186430011660&servicedate=20210127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1280100186430011660&servicedate=2021012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910466289216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37039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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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대 음악스트리밍 스포티파이 서비스개시…무료재생 빠져 

세계 최대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2 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포티파이는 이날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국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인기∙장르별∙테마별∙아티스트별 등 한국 전용 플레이리스트도 

준비했다. 요금제는 혼자 쓰는 ‘프리미엄 개인(월 1 만 900 원∙부가세 별도)’과 두 명이 

쓸 수 있는 ‘프리미엄 듀오(월 1 만 6 천 350 원∙부가세 별도)’가 있다. 그러나 먼저 

출시된 나라에서처럼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대신 무료로 음악을 듣는 기능은 빠졌다. 

일단 가입만 하면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3 개월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네이버∙NC∙CJ 까지…한층 치열해진 K 팝 팬덤 플랫폼 전쟁 

K 팝 팬덤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각각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운영해온 네이버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손잡고 ‘위버스컴퍼니’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8 일에는 NC 소프트가 만든 신규 플랫폼 ‘유니버스’가 134 개국에 동시 

출시됐다. K 팝이 세계 음악 산업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생겨난 변화다. 

 

 월드클래스 뮤지션 노하우를 온라인에서, 글로벌 음악교육 플랫폼 ‘오픈트랙’ 

‘오픈트랙’은 프로 뮤지션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프로가 되기 위한 전과정을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제공하고, 커리큘럼의 각 세부분야를 세계 정상급 

전문가들이 맡아서 교육한다.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중재 나서나…최기영 장관, 문체부 만남 시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와 만나 갈등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문체부는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있고, 과기정통부는 OTT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며 문체부와 잘 협력해서 (조율해)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웨이브∙티빙∙왓챠, 이르면 다음 주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를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1179100017?section=news
https://news.joins.com/article/23983488
http://www.inews24.com/view/133909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0230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etnews.com/20210201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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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행정소송을 택했다. OTT 사업자는 이르면 다음주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영화관∙공연장 함께간 일행, 이제 바로 옆자리 앉아도 된다 

2 월 1 일부터 공연장∙영화관의 객석 띄어앉기 수칙이 일부 조정됐다. 바뀐 수칙에 따라 

1 일부터 공연장에서는 1.5 단계~2.5 단계에 함께 관람하는 일행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 다른 일행 사이에만 한 칸(2 단계) 혹은 두 칸(2.5 단계)씩 좌석을 띄우게 된다. 

 

 블랙핑크 온라인 공연 110 억원 벌었다…전 세계 28 만명 집결 

31 일 열린 블랙핑크 온라인 유료 공연에 전세계 팬덤 28 만 명이 집결했다. 이번 

공연으로 110 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블랙핑크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온라인 공연 ‘YG 팜 스테이지-2021 블랙핑크: 더 쇼’ 개최했다. 

유튜브 공식 채널 유료 멤버십을 추가 가입해야 관람이 가능한 유료 공연이었다. 

 

 벤타브이알, VR 로 코로나 19 의료인 위한 공연 마련 

VR 스튜디오 ‘벤타브이알’이 코로나 19 최전방에서 활약한 의료진을 위한 비대면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 29 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한 ‘2020 

벤타 엑스 브이알엑스알 콘서트(2021 VENTA X VR/XR CONCERT)’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연에는 걸그룹 에이프릴과 장범준이 출연했다. 

 

 트와이스, 미국 타임지 주최 행사서 특별공연 

트와이스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주최한 행사에서 특별 공연을 펼쳤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가 29 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타임 100 톡스(TIME100 

Talks)에서 엔딩 무대를 장식했다고 밝혔다. 

 

 ‘트롯 전국체전’, 25 일 언택트 공연 ‘스페셜 갈라쇼’ 진행 

KBS2 트롯 경연 프로그램 오는 25 일 오후 7 시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 갈라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언택트 공연으로 펼쳐질 ‘스페셜 갈라쇼’에는 ‘트롯전국체전’ 결승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542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2/103016/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310100070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06600005?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8946584&mediaCodeNo=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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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자 톱 8 이 참여할 예정이다. 

 

7. 기타 소식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코로나 19 장기화’ 따른 비상행동 

뮤지컬∙연극 제작자들의 연합체인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는 28 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 행동 3 원칙을 정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1. 연극∙뮤지컬 공연의 특성에 맞는 특헝화된 방역 지침 연구, 공유 

2. 과학적∙전문화된 객석지침 수립 촉구, 방역 매뉴얼화 

3. 관객∙연극∙뮤지컬 관계자 간의 ‘서로응원 캠페인 준비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 홍대앞 인디뮤직 음원 1 일 발매  

SBS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 5 회를 장식한 ‘홍대앞 인디뮤직’ 출연팀들의 음원이 1 일 

낮 12 시에 발매된다. 지난 31 일 방송된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의 ‘홍대앞 인디뮤직’ 

편은 크라잉넛, 노브레인, 자우림부터 잔나비, 새소년까지 20 년이 넘는 한국 인디 음악 

역사를 장식한 뮤지션들이 총출동, 한 편의 페스티벌 같은 무대를 선보였다. 

 

 레고그룹, 음악-AR 결합 신규 시리즈 ‘레고 비디요’ 공개 

레고그룹이 유니버설뮤직그룹과 공동 개발을 통해 레고 놀이와 음악, SNS 가 결합된 

‘레고 비디요(LEGO VIDIYO)’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레고 비디요 시리즈는 실제 레고에 AR(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전용 앱을 통해 전세계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이다. 

 

 워너뮤직, 사우디 음악회사와 2 억달러 투자 협의 

워너뮤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로타나 뮤직과 2 억달러 상당의 소수 지분 취득을 

협의하고 있다. 로타나뮤직은 사우디의 큰 손으로 알려진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소유한 로타나 미디어 그룹의 자회사다. 로타나 뮤직은 아랍 세계에서는 최대의 

음반회사이다. 

 

 빅히트엔터, YG PLUS 에 700 억 투자..위버스 및 음원 등 협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 비엔엑스(beNX)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0798&cID=10701&pID=107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28946256&mediaCodeNo=25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709333614288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472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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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에 총 700 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빅히트와 비엔엑스, YG PLUS 는 이번 

투자를 통해 전략적 협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플랫폼, 유통, 콘텐츠 등 각 사가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지니뮤직, 임영웅∙김호중∙BTS 이름으로 5 천만원 기부 

지니뮤직이 ‘2020 지니뮤직 어워드’에서 투표로 선정된 올해의 가수 TOP3 아티스트 

임영웅, 김호중,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사랑의달팽이에 5 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음악을 듣기 어려운 난청아동 소리 찾기 지원으로, 장애 아동들의 수술비로 사용된다. 

 

 세종시에 새로 지어지는 공연장 ‘세종예술의전당’으로 명칭 확정 

세종시문화재단은 세종시 나성동 일대에 새롭게 들어서는 공연장의 명칭을 

‘세종예술의전당(Sejong Art Center)’으로 확정했다고 1 일 밝혔다. 

 

 BTS, 서울가요대상 대상 포함 6 관왕…임영웅은 2 관왕 

방탄소년단(BTS)이 제 30 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해 6 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대상, 본상, 최고음원상, 최고앨범상, 후즈팬덤상, 한류특별상 6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관광∙공연∙체육 할인권 835 억원 배포…문화생태계 활기 넣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공연∙체육시설 분야에 835 억원 규모의 할인권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연할인권을 

174 만명에게 139 억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피해가 큰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권 배포 규모를 대폭 늘렸다. 

 

 CGV 월간 클래식, 국내 최초 세계적 음악 축제 상영 

국내 최초로 전국 CGV 에서 영국 런던의 세계적 음악 축제인 ‘BBC 프롬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CGV 는 2 월 ‘아르헤리치와 바렌보임 콘서트’를 시작으로 ‘BBC 프롬스’의 

공연 실황을 4 월까지 매달 한 편씩 상영한다고 밝혔다. ‘BBC 프롬스’는 영국 국영 

방송사 BBC 가 주최하며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매년 여름 개최되는 126 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다.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101295219H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11226204451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86568&code=61181611&cp=nv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2704?division=NAVER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7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