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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525)’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코로나에 대중음악 공연 취소 1 천여건…1 천 800 억 피해 추정” 

 “온라인 공연 답 없다”던 인디계, 온라인서 돌파구 찾을까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야외 뮤직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 6 월 개최 

 [주식회사엠피엠지] 구만(9.10000), 공연 ‘응답하라 일구구만’ 성료 

 [㈜루비레코드] 서귀포시 웰니스 치유의 숲 속에서 멍 때리다 

 [엠와이뮤직] 정준일, ‘오월의 청춘’ OST 참여…’기억의 나날’ 공개 

 [㈜안테나] 정승환, 신곡 ‘친구, 그 오랜시간’ MV 티저 오픈..26 일 EP ‘다섯 마디’ 발매 

 [㈜안테나] 정재형 합류, KBS 新 오디션 ‘새가수’ 심사위원 출격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스웨덴세탁소, “강렬했던 마음의 조각들을 담아낸 앨범” 미니앨범 

‘우리가 핀 2 – 조각’ (인터뷰) 

 [슈가레코드] 밴드 모브닝 “임준혁, 군대 가서 남자다워져” (인터뷰①) 

 [슈가레코드] 모브닝 “청춘을 대변하는 밴드 되고 싶지 않아” (인터뷰②) 

 [슈가레코드] 모브닝 “모두가 아는 밴드 됐으면” (인터뷰③) 

 [슈가레코드] ‘모던록 밴드’ 엔분의일, 6 월 단독 콘서트 개최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24 일 싱글 ‘Rush Hour’ 발매..신나는 서머송 

 [㈜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새벽 4 시 잠들지 않아~” MZ 세대 위로하는 싱어송라이터 오왠 

 [㈜스나이퍼사운드] MC 스나이퍼 “유튜브 영상 찍다 리메이크 앨범 냈죠” 

 [㈜스나이퍼사운드] 소낙별, 24 일 신곡 ‘지나가’ 발매..20 대 진솔한 고민 담아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유로코피자, 래퍼 스카이민혁과 ‘PIZZA BREAK X 스카이민혁’ 발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예은 X 헤이즈, ‘빗물에게 들으니’ 발매와 동시에 차트인 

 [㈜프라이빗커브] “’비틀쥬스’ 그 자체”…유준상∙정성화가 만드는 발칙한 무대 

 [㈜프라이빗커브] 여주세종문화재단, ‘고상지 트리오 콘서트-반도네온의 항해’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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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플레이] 남승민, ‘트로트클라쓰’ 고정 출연 확정…’국민 손자’의 매력에 빠질 시간 

 [㈜쇼플레이] 송유진, 신곡 ‘반했어’ 티저 이미지 눈길…’상큼+청량’ 

 [㈜쇼플레이] ‘싱어게인’ 이승윤 X 정홍일 X 이무진, 첫 페스티벌 출격 

 [㈜쇼플레이] 이승윤, tvN ‘마인’ OST ‘This is Mine’ 23 일 발매 

 [㈜뮤직카로마] 민주희, 26 일 EP ‘파도’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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