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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1005)’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위아영·우예린→나루까지…음레협의 신보 ‘秋’천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7080 세대·인디 뮤지션이 만났을 때 

 [주식회사엠피엠지] 거리두기 4 단계 연장에 그랜드민트페스티벌 결국 취소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나루, 11 년 만의 솔로 앨범…’그레이드 아웃’ 

 [주식회사엠피엠지] ‘레트로 신성’ 구만, 3 일 ‘나 혼자 남은 지구’ 발표 

 [주식회사엠피엠지] 멜로망스 김민석, 동생 김우석과 ‘복면가왕’서 다정한 듀엣 무대 

 [엠와이뮤직] 권영찬, 3 년 만의 신보 ‘그렇게 우리는 (Feat. 프롬)’ 발매 

 [㈜안테나] ’우당탕탕 안테나’ 유희열 “14 년만의 신사옥 이사, 기뻐” 

 [㈜안테나] 권진아, ‘2 년만 단독 공연’ 3 분만 초고속 매진…’믿듣보’ 티켓 파워 

 [㈜안테나] ‘재즈 뮤지션’ 윤석철, 국내 최초 공감각적 전시 ‘dreamer, 3:45am’ 참여 

 [매직스트로베리㈜] 옥상달빛 티저, 1 년 만의 신곡 ‘푸른밤’ 발매 “3 년차 DJ 입담 케미” 

 [매직스트로베리㈜] ‘뉴트로 천재’ 박문치, 미니앨범 ‘박루라’ 발매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최유리, 네 번째 미니 앨범 ‘여정’ 트랙리스트 공개 

 [㈜인넥스트트렌드] 정엽, 드라마 ‘원더우먼’ OST 참여…’안아줄게요’ 

 [㈜빌리빈] 싱어송라이터 김필선, 신보 ‘부산 편지’ 10 월 6 일 정오 발매 

 [JMG] 안예은, 9 일 컴백…한글날 기념 싱글 ‘열 달 아흐레’ 발매 

 [JMG] 싱송라 김새벽, 따스한 러브송 ‘너와 밤과 별’ 발매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흰, 가을 산책’ 소극장 콘서트 

 [㈜쇼플레이] 가수 정동원, ‘선한트롯’ 가왕전 상금 150 만 원 백혈병 환아 돕기에 기부 

 [㈜쇼플레이] 송유진, ‘신사와 아가씨’ OST 엔딩곡 주인공 

 [㈜쇼플레이] 정홍일, 신곡 ‘손에 닿지 않는 기억’ 발매 

 [㈜쇼플레이] 이승윤, 이정권 신곡 ‘그리움은 버릇처럼’ 작곡 참여 “’싱어게인’ 인연” 

 [㈜모브컴퍼니] 채원빈·진호은, 달달한 커플 연기 심쿵…뉴올 ‘나랑’ MV 서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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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로마] 니쥬, 29 일 새 EP ‘nijuu in the forest’ 발매 

 [㈜뮤직카로마] 브랜뉴뮤직의 실력파 3 인조 보이그룹 BDC, 10 월 1 일 일본 데뷔 싱글 발매 

 [㈜아티스츠카드] 바이올린 켜는 싱어송라이터 강이채, 온·오프라인 콘서트 개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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