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5. 11 (2 주차) 

[No. 432]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511)’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음레협, 대중음악 생태계 보호+불공정행위 규제 정책 마련 촉구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소란, 팬과 함께 하는 걸음기부 캠페인…유기견센터 후원 

 [주식회사엠피엠지] 소란, 피운 유스케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보이스킹’, 1:1 지목대결 시작…양동근-홍경인-조장혁-김신의 무대 예고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관객 중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전파 無, 전원 음성” 

 [㈜안테나][매직스트로베리㈜] ‘MMCA 라이브 X 나태주∙루시드폴∙요조’ 11 일 공개 

 [㈜안테나] ‘대화의 희열’ 시즌 3 까지 온 이유..유희열 “변하지 않는 대화의 가치” 

 [JNH 뮤직] ‘재즈 디바’ 말로(Malo), 송창식 명곡을 재즈로 재탄생시키다 (스페이스 공감) 

 [매직스트로베리㈜] 10CM, 13 일 신곡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발매..악뮤 이수현 피처링 

 [㈜인넥스트트렌드] 나얼 X 에코브릿지, 멜론 스테이션 ‘디깅 온 에어’ 8 일 오픈…’음악 

이야기&플레이리스트’ 

 [㈜인넥스트트렌드] 버즈 민경훈, 동요 프로젝트 ‘싹싹이’ 음원발매… 코로나 19 예방 캠페인 독려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오왠, 내달 단독 공연 ‘무드 나이트’ 개최 

 [㈜스나이퍼사운드] MC 스나이퍼, ‘BK LOVE’ 리메이크…이해리∙하진 피처링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맥대디 X 옐로, 개성있는 두 뮤지션이 만났을 때 

 [㈜누플레이(NUPLAY)] 서울다반사, 봄 설렘 가득 머금었다…첫 싱글 ‘성수로 와’ 발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키디비, 로칼하이레코즈와 계약 체결…새 둥지서 도약 예고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섬으로’ 인디 차트 1 위 안착…존재가 장르 입증 

 [애프터눈레코드] 자연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전호권 1 집 ‘코스모스’ 

 [유어썸머] 배우로 빛나는 소리꾼 이자람의 연극 ‘오일’ 

 [주식회사문화인] 윤현상, 온라인 공연 ‘히스토리 라이브’ 15 일 개최 

 [㈜프라이빗커브] 고상지의 반도네온 142 음 라디오 라이브로 듣는다…’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출연 

 [㈜쇼플레이] ‘티맵셀럽’MZ 세대에 인기…최준∙싱어게인 톱 3 등 목소리 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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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플레이] ‘싱어게인’ 이승윤, tvN ‘마인’ OST 참여 

 [㈜쇼플레이] 정홍일, ‘보쌈’ OST ‘모난 돌멩이’ 10 일 발매…’시원+강렬 록 보이스’ 

 [㈜쇼플레이] ‘싱어게인’ 이무진, 신곡 ‘신호등’ 콘셉트 포토 공개 ‘14 일 발매’ 

 [㈜뮤직카로마] “노래로 누군가의 마음속 상처 꿰매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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