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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223)’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인디씬 살리기 운동,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 

 음악권리자단체 “OTT, 상생 위해 협의하자” 호소문 발표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램씨, 디지털 싱글 ‘웬 마이 하트 브레이크스’ 발매 

 [㈜안테나] 권진아 신보 ‘우리의 방식’ 수록곡 라이브 클립으로 감동 선사 

 [스티즈] 정원영, 8 집 ‘볕’…”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엮은 소리”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열두달, 22 일 ‘불새 2020’ OST 공개…이별 공감 자극 예고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마성의 오빠들’ 육중완밴드, 불후의 명곡 희망신청곡 특집서 ‘해 뜰 

날’ 열창 

 [㈜쇼플레이] 임동균 대표, 포스터 알바부터 공연 제작사 대표까지 (인터뷰①) 

 [㈜쇼플레이] 임동균 대표 “’미스터트롯’ 콘서트, 부담감에 3 주 불면” (인터뷰②) 

 [㈜쇼플레이] 임동균 대표 “정동원으로 돈 벌 생각 안해..아티스트로 성장이 우선” (인터뷰③) 

 [㈜쇼플레이] ‘사랑의 콜센타’ 임영웅 X 갈소원→정동원 X 구혜선, 명품배우 6 와 트롯맨들의 

특급 듀엣 

 

5.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내 음악취향 어떻게 알았을까’…토종플랫폼, 큐레이션 전쟁 

 스포티파이 “무손실 음원 즐기세요”…하반기 하이파이 버전 출시 

 부처 대결로 번진 OTT 음악저작권료 논란…과기부∙방통위 “문체부의 저작권료 인상 부당” 

 OTT 음악사용료 갈등에 KT∙LGU+도 합류…”문체부에 소송 검토” 

 ‘음악 저작권료’ 소송에 쏙 빠진 카카오…OTT 키우지만 음원공룡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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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장관 “’OTT 음악 사용료 갈등’ 중재 노력하겠다” 

 ‘저작권료 182 억’ 빼돌려 법정구속 멜론 전 대표 1 심 불복, 항소 

 ‘BTS 프로듀서’ 피독, 3 년 연속 저작권대상 

 

6.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윤종수 변호사, 인디공연장 살리기 캠페인…”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지난해 공연예술계 ‘코로나쇼크’…휴∙폐업률 45.8%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공연장, 우리는 무조건 연다” 

 공연계도 봄 찾아오나..3 월 대중음악 콘서트도 기지개 

 서태지∙이승환∙잔나비 콘서트 MBC 서 다시 본다 

 중랑구, 3 월 5 일 ‘브로콜리너마저’ 랜선콘서트 연다 

 이성렬 밴드 X 에버모어뮤직, 스튜디오 라이브 콘서트 성료 

 ‘트롯 전국체전’ 콘서트 100 억 계약 러브콜 거절 

 LG 유플러스, 비대면 콘서트 ‘아돌라 4U’ 개최 

 ‘재즈 거장’을 기리며…국내 아티스트들, 칙 코리아 헌정공연 

 가수 윤복희 데뷔 70 주년 뮤지컬 공연 

 

7. 기타 소식 

 공연예술계의 실시간 정보를 한번에…’DPS 컴퍼니’ 공식홈페이지 개설 

 예술계 회복 지원한다…서울문화재단 6 대 정책 공개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치중… 명맥 끊길라 

 빅히트-유니버설, 내년 美 오디션으로 글로벌 보이그룹 론칭한다 

 세계적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 결성 28 년만에 해체 

 유니버설뮤직 X 레고 합작 아티스트 ‘라마(L.L.A.M.A)’ 데뷔 

 방탄소년단 뷔 자작곡 ‘블루 앤 그레이’ 美아마존 1 위 등극..’롱런 막강 음원 파워’ 

 돌아온 샤이니 건재 과시…45 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차트 정상 

 엔씨 ‘유니버스’ 본격 몸풀기…콘서트 이어 팬파티 띄운다 

 정태영 부회장 ‘클하’에 또 등장…”슈퍼콘서트 어마어마한 적자” 

 음성 SNS 클럽하우스 뚫렸다…제 3 회 웹사이트서 스트리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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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얼 인플루언서’ APOKI, 케이팝 도전…22 일 신보 ‘GET IT OUT’ 발매 

 “집시음악에도 명가가 있다” 신티뮤직 드디어 국내 출시 

 ‘아카이브 K’ 윤도현, “90 년대 대학로는 꿈의 무대”…’대학로 소극장 전성시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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