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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622)’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7 월 1 일부터 새 거리두기…500 명 2 단계부터 모임∙영업 제한 

 “인디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음레협, 규정 정립 나섰다 

 ‘OTT 저작권’ 분쟁…’규정 놓고, 해석 새로’ 

 ‘코로나 직격타’ 공연계 여전히 암울, 하반기 숨통 트이나 

 “K-POP 활기” vs “방역 구멍” 콘서트 4000 명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레인보우 노트, 첫 번째 미니앨범 ‘Animation’ 24 일 정오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뷰민라’ 26-27 일 개최, 코로나 19 이후 첫 야외 음악 페스티벌 

 [주식회사엠피엠지] 1 년 6 개월의 기다림…소란, 소극장 콘서트로 만든 ‘기적’ 같은 순간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소란, 미니앨범 ‘Beloved’ 어쿠스틱 믹스 버전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SURL(설), 7 월 단독콘서트 개최…18 일 티켓 오픈 

 [주식회사엠피엠지] 멜로망스 정동환, 피아노 소품집 ‘화이트’ 발매 예고 

 [㈜안테나] ‘컴백 D-2’ 샘김, 새 싱글 기대 포인트 공개 

 [JNH 뮤직] ‘젊은 거장’ 기타리스트 박규희∙박주원, 23 일 첫 듀오 무대 

 [매직스트로베리㈜] 여성 싱어송라이터 프롬 치즈 최정윤 日서 7 인치 바이닐 발표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스무살, 이번엔 최유리와 듀엣 ‘지나가요’ 

 [㈜인넥스트트렌드] ‘싱스트릿 커넥티드’ 음악과 사연으로 연결한 마음…최백호∙정엽∙김현철 

등 출연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스텔라장, 지니뮤직 ‘안녕 프랑스’ 캠페인 참여…프랑스 음악 소개 

 [㈜록스타뮤직앤라이브][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노브레인∙안예은, 협업 싱글 ‘나는 우주’ 

24 일 발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키니케이, 자작곡 ‘E.M.M.M’으로 22 일 컴백…사랑받고 싶은 열망 

 [유어썸머] ‘싱어게인’ 서영주 밴드 너드커넥션, 유어썸머에 둥지 

 [유어썸머] 포항문화재단, 별이 빛나는 포항 시리즈 두 번째 공연 ‘홍이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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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7 월 17 일 콘서트 개최 확정…’흰, 여름 정원’ 

 [㈜뮤직카로마] 페기 구, 6 월 18 일 신보 ‘Nabi’ 발매…오혁 참여 

 [㈜뮤직카로마] MONO NO AWARE, 22 일 정규 4 집 발매 

 [㈜뮤직카로마] 日 보이그룹 세븐 오더, 24 일 신보 발매…여름 시즌송 

 [㈜쇼플레이] 송유진, ‘보쌈’ OST ‘봄바람 봄’ 21 일 공개 

 [㈜쇼플레이] ‘사랑의 콜센타’ 임영웅 ‘잊었니’→정동원 ‘사랑을 위하여’, 22 일 발매 

 [㈜쇼플레이] ‘싱어게인’ 이승윤 22 일 ‘들려고 싶었던’ 발매, “싱어송라이터로 다시 개점하는 

기분” 

 [㈜모브컴퍼니] 아이유∙NCT 작곡가? 아티스트로 더 매력적인 주니 

 [㈜모브컴퍼니] 정준하, ‘부캐’ MC 민지로 래퍼 데뷔…’아새우!’ 발매 

 [주식회사더스트팩토리] 테너 장주훈, 두 번째 한국 가곡 앨범 ‘못잊어’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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