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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 스핀오프 콘텐츠,
‘백마도 가을소풍’ 공개
○ 김포시 ‘백마도’에서 진행되는 인디뮤지션들의 가을소풍 영상 콘텐츠
○ 데이브레이크, 라포엠, 롤링쿼츠 세 팀의 뮤지션과 함께하는 라이브 공연과 이야기
○ 유튜브 채널 ‘경기뮤직’을 통해 10월 15일 공개 예정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이하 경콘진)은
오는 10월 15일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이하 ‘마페’)’의 스핀오프 콘텐츠인
‘백마도 가을소풍’을 온라인 공개한다.
‘백마도 가을소풍’은 지난 5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소통형 온라인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마페’의 스핀오프 콘텐츠다.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뮤지션과
함께 올해 개최지였던 김포시 ‘백마도’의 모습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아냈다.
영상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미지의 섬인 ‘백마도’의
때 묻지 않은 자연과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뮤지션들의 멋진 공연 무대,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까지 담아 페스티벌을 즐겼던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백마도 가을소풍’에는 ‘마페’에서 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대표
뮤지션 세 팀이 출연한다. ▲완성도 높은 음악성과 연주력은 물론, 특유의
시원하고 청량한 사운드로 매년 페스티벌과 공연 섭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밴드 ‘데이브레이크’, ▲TV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팀이자 세계 최초

정통 카운터 테너(여자 음역대를 노래하는 남성 성악가)가 포함된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그룹 ‘라포엠’, ▲공식 데뷔 후 순식간에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메탈 음악 기반의 K-걸밴드 ‘롤링쿼츠’가 그 주인공이다.
경콘진 김선미 매니저는 “지난 5월 개최된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에서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개최지 ‘백마도’의 매력적인 모습을 대중에게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이번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영상에서
뮤지션 세 팀의 멋진 공연과 더불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콜라보
무대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콘텐츠 세부 일정과 영상은 경콘진 음악사업 공식 SNS 채널인 ‘경기뮤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콘진 콘텐츠산업팀(032-623-803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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