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2. 09 (2 주차) 

[No. 419]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209)’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연극∙뮤지컬은 시작했는데”…대중음악계, 세부지침 차별에 ‘한숨’ 

 “홍대 라이브 공연장은 대중음악 근간…상생 모색해야” 

 한국 대중음악의 조용한 죽음… 26 년간 홍대 인디씬 지켜온 롤링홀 가보니 

 “스탠딩 공연장에 앞뒤∙양옆 1m 씩 거리두기? 사실상 영업중단 명령” 

 한희정∙윤지영, 온라인 콘서트…’그럼에도 인디는 어렵다’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천재 싱어송라이터 故 장덕 트리뷰트…세 번째 주자는 레인보우 노트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신곡 ‘말이 안 되잖아’, 딘딘→십센치 뜨거운 반응 

 [주식회사엠피엠지] 광합성 신인 아티스트 제이유나, 10 일 EP ‘디스커버리’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데이 X 데이’ 이번엔 ‘키스 더 라디오’에서 만난다 

 [주식회사엠피엠지] 엠피엠지, ‘MPMG WEEK 2021’ 성황리 마무리…일주일 총 17 개 프로그램 선사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SURL, 미공개 히든 트랙 ‘카세트 테이프’에 담았다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아카이브 K’부터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까지.. 신곡 활동 청신호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안녕 그대 안녕’ 셀프 리메이크…9 일 공개 

 [㈜안테나] 권진아, 18 일 EP ‘우리의 방식’ 발표..기대감 상승 

 [㈜안테나] 유희열이 준 젝스키스 신곡 ‘뒤돌아보지 말아요’, 음원 차트 1 위 

 [매직스트로베리㈜] 밴드 새소년, 신곡 ‘자유’…유아인 티저영상 특별 출연 

 [매직스트로베리㈜] 요조, 단독공연 ‘작은 사람 : Weak People’ 28 일 

 [매직스트로베리㈜] 선우정아 ‘루카 : 더 비기닝’ 첫 OST 주인공 낙점 

 [㈜인넥스트트렌드] 가슴이 아련해지는 일상의 기록…사진집 낸 ‘미대오빠’ 나얼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1241/?sc=Naver&watchtype=auto_light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0405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80630011&code=96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80630001&code=9601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8_0001332914&cID=10601&pID=106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9001001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62216/?sc=Naver&watchtype=auto_light
https://www.point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880
http://www.mark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16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2808/?sc=Naver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416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127506551578862010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102051244263044879_1
https://www.nocutnews.co.kr/news/549607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3145400005?input=1195m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2041748003&sec_id=540301&pt=nv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8MW144911484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494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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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힐링 X 공감 선사하는 ‘Home’ 3 일 발매…박근태 프로젝트 2021 년 

첫 주자 낙점 

 [㈜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우효, 정규 1 집 ‘어드벤처’ 칩디스크로 재출시 

 [㈜문화인] 유라, 스포티파이 ‘In The K-인디’ 메인 장식 

 [㈜록스타뮤직앤라이브] 크라잉넛∙노브레인 함께 부른 ‘밤이 깊었네’ 발매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열린음악회’ 육중완밴드∙노라조∙채연∙박남정∙최정빈∙민해경 ‘추억’ 

떠올리는 명곡 메들리 

 [㈜쇼플레이] ‘싱어게인’, 톱 3 매니지먼트-전국투어 콘서트 쇼플레이와 계약 체결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벅스, 맞춤형 음악 추천∙선곡 서비스 ‘24/7’ 출시 

 나에게 맞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포티파이-애플 뮤직-유튜브 뮤직 특징 비교 

 ‘애플뮤직’ 고수하던 애플, 다른 음악앱에도 길 터주나 

 스포티파이 상륙 “음원시장 흔들 것” vs “음원 부족, 영향 미미” 

 네이버, 바이브 AI 노래방 인기…매일 5 천곡 100 시간 부른다 

 지니뮤직 “음악과 미술 만남으로 문화 상생 에너지” 

 K-스타트업 인디제이(inDJ), 스포티파이를 넘을 음악 추천 서비스 

 “2020 년 저작권료 1 위는?”… ‘제 7 회 저작권대상’ 18 일 개최 

 “비욘세 노래가 금보다 나은 자산”… 음악 저작권 펀드가 뜬다 

 음악가들, 음악 저작권 담보로 가상자산 대출받는다 

 OTT 음악저작권료 결국 소송전…OTT 3 개사, 행정소송 제기 

 한음저협 “해외 23 개국 음악단체, 국내 OTT 업체 저작권료 납부 촉구”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홍대 3 대 명절’ 경록절, 이번엔 온라인…”집에서 놀자” 

 황희 “신속 PCR 검진 일반에 승인되면 대규모 K 팝 공연” 

 신한카드도 공연사업 뛰어든다…’신한카드 더 모멘트’ 론칭 

 공연사들 “무통장 입금 NO” 결제 제한 나선 이유는 

 블랙뮤직페스티벌,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2030328&t=NN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2030328&t=NN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0022?ref=nave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8947568&mediaCodeNo=25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8_0001333109&cID=10601&pID=10600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640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640
https://star.ytn.co.kr/_sn/0117_20210204170613286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064300017?input=1195m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07
http://www.bloter.net/archives/525394
https://www.nocutnews.co.kr/news/5493645
http://www.inews24.com/view/1341081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2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20802109923041001&ref=nave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8946912&mediaCodeNo=258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2/05/LKXDQS57U5F3JDKZXLTU3MK3B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fnnews.com/news/2021020410013935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8071500005?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28948880&mediaCodeNo=25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9_0001323225&cID=10601&pID=10600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7039700001?input=1195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89831i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EWX9NJA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203131446395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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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꾼 이자람 & 소설가 배명훈 한 무대에, 렉처 콘서트 ‘소소살롱’ 20 일 개최 

 BTS, 2020 온라인 콘서트 수익 1 위… 500 억원 ↑ 

 트와이스, 내달 일본 온라인 공연 ‘트와이스 인 원더랜드’ 

 28 만명 모은 블랙핑크 온라인 공연, 미국서 가장 많이 봤다 

 넉살, 무료 온라인 콘서트 ‘1Q87 Untact Live!’ 개최 

 송가인 콘서트, 설 연휴엔 TV 와 스크린으로 

 

7. 기타 소식 

 코로나 19 로 ‘격차’ 심해진 가요계…홍대 음악인∙밴드들은 지금… 

 ‘아카이브 K’ 인디 음악, 무엇과도 타협 않는 뮤지션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중음악’ 

 아리랑 TV ‘다큐멘터리 A-한국음악, 세계로 간다’ 2 부작 

 포항 출신 인디밴드 ‘공중그늘’, 한국대중음악상 2 개부문 후보작 선정 

 美 ‘K 팝 팬덤’ 92%가 여성∙만 13 세…첫 대면 통로는 음악스트리밍 

 인스타그램도 틱톡처럼…숏폼 플랫폼 ‘릴스’ 국내 출시 

 이달의소녀, 美 포브스 극찬 “2021 년 성공할 케이팝 걸그룹” 

 NEW 계열 뮤직앤뉴, 음악 유통사→미디어 사업자로 

 CJENM 작년 매출 뒷걸음, 코로나 19 에 음악과 영화 사업 부진 

 아이유, 가온차트 주간 차트 4 관왕 

 엘턴 존 “英 브렉시트가 신흥 뮤지션-음악산업 다 망쳐놨다” 

 위켄드,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 오른다 “꿈꾸던 무대, 영광스럽고 황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http://www.playdb.co.kr/magazine/magazine_temp_view.asp?kindno=2&page=1&no=5671&NM=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28947568&mediaCodeNo=258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5044200005?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053600005?input=1195m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2136
http://mksports.co.kr/view/2021/11734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3000762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163039&plink=ORI&cooper=NAVER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10208/105339537/1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37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300070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0191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mksports.co.kr/view/2021/127991/
https://www.fnnews.com/news/202102051649145943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6203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8574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8/105337489/1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2051712003&sec_id=540301&pt=nv
https://www.arko.or.kr/board/view/4053?cid=180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