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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427)’ 참고 

 

2. 협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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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회 관련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운드캣과 협력구조 구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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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더쇼’ 소란, ‘있어주면 (Be with me)’ 컴백 무대 선보여 

 [주식회사엠피엠지] 램씨, 첫 정규앨범 발매…스텔라장 타이틀곡 피처링 

 [주식회사엠피엠지] “선물 같은 완벽한 봄날”…소란, 온라인 콘서트 ‘퍼펙트데이 0’ 성료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X 윤상 X 김이나, 신곡 ‘말 되지 않을 건 없잖아’ 발매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가 전한 위로, 단독 콘서트 ‘4 월의 숨’ 성료 

 [㈜안테나] ‘유스케 X 뮤지션’ 페스티벌계의 엄친아 페퍼톤스 ♬ 행복을 주는 사람 

 [㈜안테나] ‘밤을 걷는 밤’ 유희열, “딸, 어머니와 함께 밤 산책하고 싶어” 

 [JNH 뮤직]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재즈의 날’, 웅산 X 말로 X 이정식 등 재즈 스타들 29 일 전야 

공연 개최 

 [매직스트로베리㈜] ‘폴 인 어쿠스틱 with 선우정아&서사무엘’ 30 일 개최 

 [매직스트로베리㈜] ‘월간 윤종신’ 4 월호 ‘모처럼’ 22 일 발매..선우정아 버전으로 재탄생 

 [쇼파르엔터테인먼트] 보라미유, 21 일 이기찬 ‘미인’ 리메이크 발매..명곡 재해석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맥대디 X 옐로, 컬래버 음원 ‘Bad Thing’ 발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와 컬래버…’선장과 역적’ 

 [㈜아이원이앤티] 모던 헤비니스 밴드 메스그램, 어쿠스틱 앨범 ‘Acoustiverse’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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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복면가왕’ 육중완, 코믹댄스 1 인자 등극? 

 [프라이빗커브] 유준상, 코로나 19 어려움 겪는 뮤지컬 협회에 1 억 쾌척 

 [㈜뮤직카로마] 아티스트 시옷, 4 월 28 일 첫 번째 EP ‘SERENADE’ 발매 

 [㈜쇼플레이] ‘싱어게인’ 이승윤, OST 음원차트 1 위 ‘위 아’ 

 [㈜쇼플레이] 임영웅-영탁-이찬원-정동원-장민호-김희재, ‘뽕숭아학당’ PART21 발매 

 [㈜쇼플레이] ‘국민 트로트 신동’ 정동원, 5 월 5 일 신곡 ‘내 마음속 최고’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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