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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420)’ 참고 

 

2. 협회 소식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전담 인력 채용 중 (팀장급 관리자 및 운영 인력) 

 

3. 주요 지원사업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접수 : 4.15~5.3)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접수 : 4.15~4.29) 

 

4.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첫 번째 정규 1 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 개최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쏜애플, 문화콘서트 난장 출연…올해 EP 발매 가능성 언급 

 [주식회사엠피엠지] ‘컴백 D-day’ 소란, 미니앨범 ‘Beloved’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소란, 신곡 ‘있어주면’ MV 로 전소민과 재회 

 [주식회사엠피엠지] 소란 콘서트 ‘퍼펙트데이’, 올해는 온라인으로…25 일 무료중계 

 [주식회사엠피엠지] 뮤직카우, 엠피엠지와 파트너십 체결…”음악 플랫폼 확장시킬 것”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달달 X 설렘 보이스..’오! 주인님’ 새 OST ‘Only Your 

Love’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SURL, 양일간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콘서트 ‘DEMO’ 성료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실력자들의 보컬 전쟁 ‘보이스킹’ 화제…첫회부터 예능 평정 

 [㈜안테나] 권진아, ‘소녀의 세계’ 음원 컬래버…자작곡 ‘문턱’ 

 [㈜안테나] 이진아, 영화 ‘아이들은 즐겁다’로 영화 음악감독 데뷔 

 [매직스트로베리㈜] 1 인 밴드 치즈, 웰메이드 댄스곡 선보인다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아이유 Pick’ 최유리, 첫 단독 콘서트 전석 매진 

 [㈜인넥스트트렌드] 오왠, 밤의 감성 노래한다…16 일 새 앨범 ‘무드 나이트’ 발표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유스케 X 뮤지션’ 스텔라장 완벽 오마주,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CM 송도 접수…’문어의 꿈’ 1000 만뷰 넘었다 

 [EGO Group] CHE, 18 일 싱글 ‘FACETIME’ 공개..롱디의 재해석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095.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096.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6142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782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124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786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33576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8911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4772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4772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793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7&aid=000156855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0354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9027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33015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4879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77&aid=000029489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3475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037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38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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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싱어게인 28 호 준다이, 첫 솔로 싱글 ‘우산’ 발매 

 [주식회사롤링컬쳐원] 김천성 롤링홀 대표 인터뷰 

 [프라이빗커브] 피아졸라 탄생 100 주년…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공연 

 [㈜쇼플레이] ‘싱어게인’ TOP3 굿즈 완판 ‘대세 인증’ 

 [㈜쇼플레이] ‘국민 손자’ 남승민, NC 다이노스 야구장에 뜬다…’시구+애국가 제창’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0214
http://izm.co.kr/contentRead.asp?idx=30614&bigcateidx=11&subcateidx=13&view_tp=1&view_sort=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8129&inflow=N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3119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95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