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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0830)’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JTBC∙엠피엠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대중음악산업 발전금 각 1 억 원 기부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멜로망스, 뜨거운 감자 ‘고백’ 리메이크…29 일 음원 X 뮤비 동시 공개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박명수 라디오쇼’ 고정 합류 

 [주식회사엠피엠지] 고영배, ‘헐왓챠파티에’ 유인나와 호스트로 출격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빨간의자, 신곡 ‘그동안 고마웠어’ 재킷 이미지 공개 

 [㈜안테나] 英 NME “샘김, 자작곡 ‘Love Me Like That’의 성공” 음악적 감각 호평 

 [매직스트로베리㈜] 서핑 국가대표 조준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합류 

 [쇼파르엔터테인먼트] 보라미유, 청량∙러블리 신곡 ‘단밤’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첫 글로벌 온라인 콘서트 성료…”항상 음악으로 응원할 것” 

 [㈜스톤쉽] EK(이케이), 24 일 EP 앨범 ‘FLAME BLAME’ 발매 

 [JMG] 호러송 ‘창귀’로 새 장르 쓰는 안예은…”나는 전생 체험 시켜드리는 가수” 

 [JMG] 안예은, 인기 웹툰 ‘야화첩’ OST 티저∙앨범 자켓 공개…28 일 발매 

 [JMG] 키니케이, 24 일 신곡 ‘Blah!Blah!’ 발매…무더위 날릴 시원한 이지리스닝 뮤직 

 [JMG] 싱어송라이터 노디시카, 27 일 청량하고 경쾌한 사운드의 ‘Birthday’ 발매 

 [JMG] 키디비, 유성은과 콜라보 신곡 ‘WE-YOU’ 티저 공개…30 일 컴백 

 [유어썸머] 김사월, 9 월 새 EP 공개…선공개 싱글 ‘너만큼’ 

 [㈜쇼플레이] ‘국민손자’ 남승민, 온라인 라이브공연 ‘울림 LIVE-울트라’ 성료 

 [㈜쇼플레이] 이승윤, ‘집콕’으로 랜선 버스킹…”다채로운 라이브→진솔토크까지” 

 [㈜쇼플레이] 이무진, 조규만 음원 프로젝트 첫 번째 곡 ‘담아갈게’ 발표 

 [주식회사더스트팩토리] '해설이 있는 클래식 렉쳐콘서트' Season III – 펜트 & 팬텀 9 월 

25 일 개최 

 [주식회사사운드리퍼블리카] 코로나 속 희망가 ‘어게인스트 더 윈드’, 발매…12 개국 70 팀 참여 

 [㈜뮤직카로마] 견고한 재즈 아티스트 송용창, 27 일 라이브 EP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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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로마] 아티스트 박혜진, 30 일 ‘I Need You’ 싱글 발매 

 [㈜아티스츠카드] 아티스츠카드, 싱어송라이터 이설아 온∙오프라인 콘서트 티켓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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