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90팀, 뮤지컬 8편

‘Live Nation Merchandise’는 Aerosmith와 같은 록부터 뮤지컬 Cats에 이르기까지, 총 90
팀의 아티스트와 8편의 뮤지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넓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라이브네이션 로고에 등장하는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무대 가운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아티스트의 모습이
며, 두 번째로는 관객들이 공연을 즐기며 환호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라이브네이션 공식 홈페이지(http://www.livenation.com/)에서는 보유한 아티스트의 콘서트
스케줄 및 티켓 오픈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기존 Best 9 콘서트
현장의 생생한 영상도 참고할 수 있다.

ROCK
AEROSMITH
ALLMAN BROTHERS
ANDRE3000
ARCADE FIRE
AUGUSTANA J
BOSTON
BRIAN WILSON
BRUCE SPRINGSTEEN
CHICKENFOOT
COLDPLAY
CHRIS CORNELL
DANZIG
DAVID BOWIE
DEF LEPPARD
DREAM THEATER
EAGLES
EDDIE VAN HALEN
FLEETWOOD MAC
FOO FIGHTERS
GORILLAZ

HOUSE OF BLUES
HUNTER HUNTED
INSANE CLOWN POSSE
JAKE BUGG
THE J. GEILS BAND
JOHN LEGEND
JOHN MELLENCAMP
JOURNEY
JOE PERRY
JOE SATRIANI
KURT COBAIN
LAWSON
LED ZEPPELIN
LENNY KRAVITZ
LYNYRD SKYNYRD
LUIS MIGUEL
MEAT LOAF
MEGADETH
MISFITS
MUSHROOMHEAD

ROCK
MY DARKEST DAYS
NICO&VINZ
NICKLEBACK
NIRVANA
NOEL GALLAGHER
NEW KIDS ON THE BLOCK
PAT BENATAR
PAUL MACCARTNEY
PETER FRAMPTON
POISON
PUSSY RIOT
RDGLD GRN
ROBERT PLANT
ROBIN THICKE
ROGER DALTREY
SAVATAGE
SAMHAIN
SEX PISTOLS
SID VICIOUS
SOUNDGARDEN
STONE TEMPLE PILOTS

STEELY DAN
SUBLIME
TED NUGENT
THE CLASH
TORI KELLY
TRANS - SIBERIAN ORCHESTRA
THE FILLMORE
THE KOOKS
U2
VAN HALEN
WINGS
YOU ME AT SIX

• 소개
1997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얼터너티브 록 밴드. 2000년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밴드로
꼽힌다. 특히 3집(X&Y), 4집(Viva la Vida or Death and All His Friends), 5집(Mylo Xyloto)은 전
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공식 페이지: http://coldplay.com/)

• 구성원
크리스 마틴: 리드 보컬, 리듬 기타리스트, 피아니스트
조니 버클랜드: 기타, 하모니카, 백 보컬
가이 베리맨: 베이스, 신디사이저, 백 보컬
윌 챔피언: 드럼, 퍼쿠션, 백 보컬, 피아노

• 예시 아트워크

• 소개
록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밴드 중 하나이다. 음반 판매량은 공식 1억 3800만장이며, 추정
으로는 2~3억장이다. 전체 뮤지션 랭크 중 6위, 록 뮤지션 중에서는 3번째 순위이다. 기존 하드
록을 헤비메탈로 발전시킨 밴드 중 하나로 평가 받으며, 모던록의 시대에도 그 영향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공식 페이지: http://www.ledzeppelin.com/)
• 구성원
존 보넴 (John Henry Bonham)
로버트 플랜트 (Robert Anthony Plant)
지미 페이지 (James Patrick "Jimmy" Page)
존 폴 존스 (John Baldwin "John Paul Jones")
• 예시 아트워크

• 해외 라이선싱 제품

• 소개
90년대 전 세계 대중 음악계를 강타했던 밴드이다. 이 밴드의 등장은 90년대 초, 얼터너티브 록
이 음악시장을 장악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당시 상업성이 극대화 된 록 음악의 틀을 깨
고 언더그라운드 씬, 펑크와 같은 마이너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데뷔 이후, 전 세계적으
로 75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다.
• 구성원
크리스 노보셀릭(Krist Novoselic)
커트 코베인(Kurt Cobain)
데이브 그롤(Dave Grohl)
• 예시 아트워크

• 소개
1975년에 정식공연을 딱 한 번 했으나, 엄청난 여파를 불러 일으켰던 영국의 레전드 펑크 록 밴
드이다. 유명한 곡으로는 메가데스(Megadeth)도 커버한 적이 있는 <Anarchy in the UK>, 영국
국가를 패러디한 <God Save the Queen> 등이 있다. 섹스 피스톨즈의 음악계 여파는 상상 초월
이었다. 이 그룹이 있었기에 펑크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헤비메탈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
당시의 록 음악에 대한 반발로, 얼터너티브 록(그런지)이란 카테고리가 등장했다. 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룹이다. (공식 페이지: http://www.sex-pistols.net/)
• 구성원
쟈니 로튼(Johnny Rotten): 보컬 및 리더
글렌 매틀록(Glen Matlock): 첫 번째 베이시스트
시드 비셔스(Sid Vicious): 두 번째 베이시스트
스티브 존스(Steve Jones): 기타리스트
폴 쿡(Paul Cook): 드러머
• 예시 아트워크

• 소개
더클래시는 선동적인 가사와 과격한 사운드로 저항정신을 전달하는 영국 펑크씬의 뼈대가 된
그룹이다. 이들은 섹스 피스톨즈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리더인 조 스트러머가 런던에
서 섹스 피스톨즈의 공연을 보고 감동하여, 소속되어 있던 밴드 101'ers를 탈퇴하고 믹 존스와
함께 클래시를 결성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1976년 12월에는 섹스 피스톨즈의 ‘대영제
국의 무정부 상태’ 순회공연에 참가해, 펑크 물결 확산에 나섰다. 그러나 섹스 피스톨즈를 넘어,
그들만의 특색을 가지는데 성공하였고 현재까지 펑크록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밴드이
다. (공식 페이지: http://www.theclash.com/)
• 구성원
조 스트러머(Joe Strummer): 보컬 및 리더
믹 존스(Mick Jones): 기타
니키 히든(Nicky Headon): 드럼
폴 시모넌(Paul Simonon): 베이스

• 예시 아트워크

POP
BECKY G
DEPECHE MODE
EMBLEM3
GEORGE MICHAEL
JAMIROQUAI
KE$HA
MADONNA
MAROON5
PALOMA FAITH
RIHANNA
SHAKIRA
SIMPLE MINDS

• 소개
살아있는 팝의 여왕 (Queen of Pop)으로 분류된다. 또한 전 세계 여가수들 중 음반 판매량 1위
를 기록하고 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변신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역량
으로 확고한 탑가수 위치에 올랐다. '제2의 마돈나'라는 수식어는 현재까지도 마돈나를 롤 모델
로 삼는 미국 여가수들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공식 페이지: http://www.madonna.com/)
• 대표곡
La Isla Bonita(Album ‘The Immaculate Collection’)
Like A Virgin(Album ‘Like A Virgin’)
Like A Prayer(Album ‘Lika A Prayer’)

• 예시 아트워크

• 해외 라이선싱 제품

•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6인조 팝&록 밴드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밴드이다. 특히 한국에
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로, 신보가 나오면 해외차트 10위권 안으로 전 곡이 랭킹 된
다. 보컬 애덤 리바인이 출연했던 <비긴 어게인>도 한국에서 큰 흥행을 거둔 바 있다. 특유의
음악 색과 보컬 목소리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공식 페이지: http://www.maroon5.com/)

• 대표곡
One More Night(Album ‘Overexposed’)
Moves Like Jagger(Album ‘Moves Like Jagger’)
Sugar(Album ‘Sugar’)

• 예시 아트워크

Hip Hop
BEASTIE BOYS
JUICY J
MAC MILLER
ODD FUTURE
OUTKAST
PHARRELL WILLIAMS
WU TANG CLAN

• 소개
OFWGKTA(Odd Future Wolf Gang Kill Them All)라고 주로 표기하며, Wolf Gang 혹은 W와 G
를 바꾼 Golf Wang으로 불린다. 오드퓨쳐는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영상부터
스케이트에 이르기 까지 모든 방향으로 특화된 60명 가량의 크루들의 집합이다. 특히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직접 디자인 한 Golf Wang 브랜드는 특유의 비비드한 색감과
독특한 패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식 페이지: http://www.oddfuture.com/)

• 대표 크루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 패션 브랜드 ‘Golf Wang’ 디자이너)
프랭크 오션(Frank Ocean: 음악 부문에서 뛰어난 아티스트)
얼 스웨트셔츠(Earl Sweatshirt: 랩 및 패션에서 두각을 보이는 막내 크루)

• 예시 아트워크

• 소개
1992년에 데뷔한 이스트 포인트, 애틀랜타, 조지아 기반의 남부 힙합 듀오로, 안드레 3000과 빅
보이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엔 Two Shades Deep란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추후에 OutKast로 그
룹 명을 바꿨다. 활동하는 음악 분야는 더티 사우스와 G-FUNK 장르이다. 2003년에는 Hey ya!가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 싱글 곡으로 꼽혔다. 개인활동을 선언하며 해체설이 돌았으나
2014년에 재결합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다.(공식 페이지: http://www.outkast.com/)

• 구성원
빅 보이(Big Boi, 본명: Antwan André Patton)
안드레 3000(Andre 3000, 본명: André Lauren Benjamin)

• 예시 아트워크

Dance
CALVIN HARRIS
DEADMAU5
DEADMAU5 SPACE
INVADERS

Country
BRANTLEY GILBERT
CHRIS YOUNG
FLORIDA GEORGIA LINE
ROY ORBISON

• 소개
캘빈 해리스는 대중 및 일렉 리스너 모두에게 고른 호평을 얻고 있는 뮤지션이다. 리한나와 함
께 작업한 <We Found Love>는 20여개국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빌보드 차트에서 10주간 1위를
지켰다. 또한 그가 프로듀싱, 보컬을 직접 맡아 화제가 되었던 <Summer>는 발매 즉시 UK차트
1위로 올라가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디제잉, 프로듀싱에만 멈추지 않고 직접 보컬 작업
을 하는 등 다재 다능한 능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페이지:
https://www.youtube.com/user/CalvinHarrisVEVO)
• 대표곡
We Found Love(Feat. Rihanna), in ‘18 months’ album
Summer, in ‘Summer(single)’ album
Outside(Feat. Ellie Goulding), in ‘Outside’ album
• 예시 아트워크

Theater
CATS
EVITA
JESUS CHRIST SUPERSTAR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UR DREAMCOAT
LOVE NEVER DIES
PHANTOM OF THE OPERA
STARLIGHT EXPRESS

• 소개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의 연작시인 <노련한 고양이에 대한 늙은 주머니쥐의 책(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을 대본으로 삼아 제작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이다. 새로운 수
명을 받을 젤리클 고양이를 선정하기 위한 무도회가 열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세계 4대 뮤지컬
로 분류된다. 고양이의 습성이나 행동양식을 연구하고 접목해서 안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며,
배우들의 분장이나 무대 분위기로도 매우 잘 알려진 공연이다. (국내 공식 페이지:
http://www.musicalcats.co.kr/)
• 예시 아트워크

계약 안내

• 계약 기간
섬유 제품: 2년 ~ 3년 계약
일반 제품: 1년 ~ 3년 계약
• 로열티
출고가의 7 ~ 8%
• 미니멈 개런티(MG)
상품화 사용 신청서를 근거로 산정
• 계약 체결
1. 상품화 사용 신청서 접수
2. 면허업체 – SMC – Live Nation Merchandise 3자 계약 체결
• 아트워크 제공 및 디자인 승인
Live Nation의 아트워크 담당자를 통해 신청 후 다운로드
온라인 시스템(DS.I System)을 통한 신속한 승인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