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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20103)’ 참고 

 

2. 지난해 협회 소식 총정리 

2021 년 2 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온라인 공연 선호도 조사 실시…코로나 19 장기화 대비 

 음악권리자단체 “OTT, 상생 위해 협의하자” 호소문 발표 

2021 년 3 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마포구청 직무유기 관련 사과 요청 및 개선 방안 촉구 

2021 년 4 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운드캣과 협력구조 구축 

 콘진원, 대중음악 공연 등 일자리 지원 363 억원 투입 

2021 년 5 월 

 음레협, 대중음악 생태계 보호+불공정행위 규제 정책 마련 촉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021 년 대중음악 정책을 위한 포럼’ 개최 

 음레협, 음악산업계 코로나 19 피해 규모 발표 “손해액만 1,840 억 원 추정” 

 정부, ‘OTT 음악저작원 상생협의체’ 출범 

2021 년 6 월 

 “인디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음레협, 규정 정립 나섰다 

2021 년 7 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공익법인’ 지정 

2021 년 8 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뮤지션∙레이블 권익 위한 대중음악지원본부 신설 

 JTBC∙엠피엠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대중음악산업 발전금 각 1 억 원 기부 

2021 년 9 월 

 아리랑 TV, 문체부∙음레협∙KOCCA 손잡고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지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 19 손실보상 요구..”평균 77% 매출액 손해” 

2021 년 10 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국민청원, 공정한 지급 기준 필요”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431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187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2238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192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8929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43006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603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88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930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50404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60173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5632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833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8819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47920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66026


 

2022. 01. 03 (1 주차) 

[No. 466]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2 - 

 음레협, 대중음악업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력 촉구 

2021 년 11 월 

 음콘협 등 5 단체, “비례배분+이용자별 정산 등 정책 병행 고민 필요” 

 서울인디뮤직페스타 27 일~28 일 개최…20 팀 무대 꾸며 

2021 년 12 월 

 음레협 X 콘진원, 2021 대중음악 산업 발전 위한 세미나 성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021 LIAK WEEK’ 개최 

 ‘씬디 프레젠트’ 딕펑스→안예은, 8 팀 뮤지션 합류..음악 축제 개최 

 ‘서울뮤직포럼’, 16~17 일 비대면…’위드 코로나’ 다룬다 

 음레협, 한터글로벌과 MOU 체결…”케이팝 바운더리 넓힌다” 

 문체부∙콘진원∙연제협∙음레협, 대중음악 공연 업계 코로나 19 피해 지원 

 

3. 이번주 협회 관련 기사 

 카무디∙리디∙나인, 음레협이 소개하는 ‘1 월의 L.I.A.K 앨범’ 

 다이나믹듀오∙크래쉬∙딕펑스 등 출격…1 월 ‘LIVE. ON’ Part1 라인업 오픈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엠와이뮤직] 정준일, 정규 1 집 ‘러버스’ 발매 10 주년 기념 LP 제작 

 [㈜안테나] 유재석 2 년 연속 ‘MBC 연예대상’ 트로피…이변 없었다 

 [㈜안테나] 안테나, ‘우당테나’ 가요제 우승 상금 1,000 만원 저소득층에 기부 

 [매직스트로베리㈜] 10CM∙새소년 황소윤 ‘디어유 버블’ 서비스 오픈 

 [누플레이] 주형진, 재즈 듀오 LaY 함께 ‘스페셜 콘서트’ 개최 

 [JMG] 안예은, 심장병 환자 위해 1 천만 원 기부..”조금이나마 힘 되면 좋겠다” 

 [EGO Group] 그리즐리, 5 일 ‘Beige coat’로 1 년 만 컴백..설렘美 가득 

 [㈜쇼플레이] 정동원, TV 조선 새 예능 ‘개나리학당’ 출연…1 월 17 일 첫 방송 

 [㈜모브컴퍼니] 주니, 새 싱글 ‘nostalgia’ 아이튠즈 3 개 지역 1 위…글로벌 감성 통했다 

 [㈜모브컴퍼니] 구피, 29 일 ‘Don’t Kill My Vibe’ 발매 

 [㈜뮤직카로마] 세계적 아카펠라 팀 리얼 그룹, 한국 및 아시아 팬 위해 온라인 공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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