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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302)’ 참고 

 

2. 협회 소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채용 중 (씬디티켓라운지) 

  

3. 협회 관련 기사 

 “온라인 콘서트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이민혁, 김우석에 곡 선물→OST 까지 활동 활발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듀오 빨간의자, 오는 4 일 신곡 ‘Re; 오늘 밤’ 발매 

 [엠와이뮤직] 위아영 김경민, 오늘 육군 만기 전역…밴드 완전체 복귀 

 [㈜안테나] 권진아 “데뷔 6 년차, 유희열 보고 배우며 성장” 

 [매직스트로베리㈜] 디어 재즈 오케스트라와 선우정아의 하모니…’싱 포 유’ 

 [매직스트로베리㈜] 박문치∙데이식스 영케이 뭉쳤다…신곡 ‘왓 어 원더풀 워드’ 

 [매직스트로베리㈜][그랜드라인] 스텔라장∙선우정아∙민수, 日 바이닐 앨범 24 일 발매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쇼미 9’ 우승 릴보이, 상금 1 억 투입 ‘릴머니’ 설립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릴보이∙원슈타인∙미란이…’쇼미 9’ 래퍼들, 3 월 콘서트 

 [㈜인넥스트트렌드] 버즈, 2 년 만의 신보 ‘잃어버린 시간’…”또렷한 메시지 담아” 

 [㈜인넥스트트렌드] ‘불후의 명곡’ 가호, 희망신청곡 특집 우승… 코로나 블루 날렸다 

 [누플레이(NUPLAY)] 이바다, 새 감각 품은 싱글 ‘러브 드러그’ 발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드라마 ‘달이 뜨는 강’ OST 참여…’바람이 불어와도’ 공개 

 [㈜쇼플레이] 임동균 쇼플레이 대표 “온라인 공연, 현장 콘서트 대체할 수 없어요” 

 [㈜쇼플레이] ‘미스트롯 2’ 서울 콘서트, 1 차 티켓 판매분 11,000 석 매진 

 [㈜쇼플레이] ‘미스트롯 2’ 무대 뒤 임영웅∙이찬원∙영탁∙장민호∙정동원∙김희재 

 [㈜쇼플레이] ‘싱어게인’ TOP10 지방 공연 티켓 오픈…서울 매진 파워 잇는다 

 [㈜쇼플레이] ‘싱어게인’ 이승윤-정홍일-이무진이 스스로 쓴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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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전 세계 스포티파이에서 카카오 M 음원 중단…”기존 계약 만료” 

 아이유 음원 등 서비스 중단… 스포티파이∙카카오 M 갈등에 K 팝 팬덤 반발 

 뮤직브로, 카카오 M 음원 서비스 시작 

 플로, 개인화 추천 서비스 강화…첫 14 일의 추천 

 조훈 지니뮤직 대표 “청각점유율 높이겠다” 

 라이브 음악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아티스츠카드’ 오픈 

 美 스트리밍서비스에 아기상어∙K 팝 전용 채널 론칭 

 ‘고래싸움’ OTT 저작권료 분쟁에 애꿎게 소비자 등터질라 

 국내 OTT 3 사, ‘한국 OTT 협의회’ 출범… “저작권 문제 등 이슈 한 목소리” 

 송가인 측 “저작권∙초상권∙성명권 불법사용 법적대응 

 ‘소양강처녀’ 가사 저작권 소송 대법원으로 

 음악저작권 경매에 돈 몰린다…마마무 낙찰가 25 배 진기록 

 AI 가 만든 음악은 누구 몫?...디지털 신기술 보호한다 

 

5.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인디 공연장 살리기 페스티벌 티켓 오픈 

 ‘해리빅버튼’ 이성수 “공연은 음악인의 삶… 무대를 지켜주세요” 

 ‘러브썸 페스티벌’ 4 월 온∙오프 동시 개최…가호→엔플라잉 8 팀 공연 

 서울문화재단, 객석 거리두기로 생긴 빈자리 티켓 산다 

 지난해 공연 티켓 판매 75% 감소…공연장 지킨 관객은 20~40 대 여성 

 MBC ‘집콕콘서트 이승환’편 안방 열광…’잔나비, 서태지’ 편에 기대감 수직 상승 

 이소라, 3 월 14 일 첫 온라인 콘서트 개최…치유와 위로의 시간 

 잠비나이∙백다솜, 세계 최대 음악 산업 축제 SXSW 초청 

 통영국제음악제 ‘변화하는 현실’ 주제 26 일 개막 

 AB6IX, 日 대형 페스티벌 연이어 출연 ‘글로벌 인기 입증’ 

 BTS, 그래미 주간 온라인 자선공연 출연 

 예스 24-KT, K 팝 공연사업 시장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뮤지컬 ‘캣츠’ 40 주년 내한공연, 서울∙부산 이어 6 개 도시 투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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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직공원에 600~900 석 규모 야외상설공연장 들어선다 

 

6. 기타 소식 

 히트곡 없이도 꾸준히… 월 수백만원 버는 ‘인디 중산층’ 뜬다 

 빅히트, 공연 없이 사상 최대 매출…”위버스 플랫폼 경쟁력 강화할 것” 

 빅히트, 김광석 AI 만든 ‘수퍼톤’에 40 억원 규모 투자 

 BTS, 美 ‘MTV 언플러그드’… “출연하게 돼 영광, 더 좋은 음악으로 머물겠다” 

 온앤오프, 신곡 ‘Beautiful Beautiful’ 美 아이튠즈 톱 케이팝 송 차트 1 위 

 아이유 2 관왕, ‘셀러브리티’로 가온 디지털∙스트리밍 차트 정상 

 임영웅, 2020 년 유튜브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 2 위 등극 “뜨거운 사랑에 감사” 

 ‘고등래퍼 4’ 9 명 멘토∙MC 넉살, 음원 ‘멘토스’ 수익 기부 

 레이블 설립한 수란 “제한없는 음악적 자유 구현하고파” 

 3∙1 운동 102 주년 맞아 헌정음원 공개…인기 래퍼 참여 

 들국화→김현철, 국내 최초 레이블 회원제 시도한 동아기획 사단 ‘아카이브 K’ 

 클럽하우스, 아이폰 전용 앱 탈피?...안드로이드 개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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