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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406)’ 참고 

 

2. 협회 소식 

 4 월 8 일 (목요일) 18:00 총회 (장소 : 엠피엠지 2 층) 

 대중음악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시행 (접수 : 사업자 4.15~4.29, 개인 4.15~5.3) 

 대중음악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전담 인력 채용 중 

 

3. 협회 관련 기사 

 “아직 과제 남았다”…마포구 라이브클럽 운영 재개, 그 이후 

 콘진원 363 억 추경, 대중음악 공연 분야 등 3200 명 일자리 지원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소규모 장기공연 ‘곱나쇼’ 시즌 2 시작 

 [주식회사엠피엠지] 레트로 포크 싱송라 구만, 정기공연 ‘응답하라 일구구만’ 두 번째 공연 개최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불후의 명곡’ 김경호 X 크라잉넛 X 몽니, 여성팀과 로커 대전 ‘최종우승’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3 년 만에 ‘4 월의 숨’ 개최…”당신과 나 사이에 흐르는 노래” 

 [㈜안테나] 정재형, 오노프 콘서트 성료…벅찬 감동 선사한 120 분 

 [매직스트로베리㈜] 웅킴∙박문치∙치즈..유키카 ‘Timeabout,’ 화려한 프로듀서진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스무살, ‘별을 세던 밤’으로 돌아온다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13 일 세 번째 미니 앨범 ‘둘이’로 컴백 

 [㈜인넥스트트렌드] 브라운아이드소울 정엽, 신곡 ‘Waltz For You’ MV 티저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래퍼 모티, 새 앨범 트랙리스트 공개..가호∙맥대디∙카모 피처링 참여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16 일 새 앨범 발표…명민호 일러스트 작가 참여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MBC, 4 월 초 창사 60 주년 기념 브랜드송 공개 “스텔라장 작사 작곡”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표 세계관 초대…’출항’ 뮤직비디오 공개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신곡 ‘출항’ 발매 동시 음원차트 진입…동양적 색채 通했다 

 [㈜쇼플레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금 전달, 가수 정동원의 ‘선한 영향력’ 

 [㈜쇼플레이] 첫방 ‘유명가수전’ 이승윤∙정홍일∙이무진 새로운 음악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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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플레이] ‘싱어게인’ 정홍일, 김해시 문화도시 홍보대사 위촉 

 [㈜뮤직카로마] 日 래퍼 제이피 더 웨이비, 31 일 두 번째 EP 출시…’키드밀리 참여’ 

 [㈜뮤직카로마] 日 인디밴드 미츠메, 6 일 정규 6 집 발매…데뷔 12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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