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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1025)’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음레협, 대중음악업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력 촉구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인천을 담은 노래 ‘인천시티팝’ 최종 6 곡 선정…”찬란한 도시를 수놓는 BGM” 

 [㈜루비레코드] 늦가을 인천 정서진에 떠오르는 ‘음악의 섬’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SURL(설), 종합 문화 페스티벌 ‘YOUNG&ALIVE’ 개최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웹드라마 ‘너의 재생목록’ OST 첫 주자 

 [주식회사엠피엠지] 유키카 X 데이브레이크, 네이버웹툰 ‘아는 여자애’ OST 참여…28 일 ‘속이 

궁금해’ 발매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25 일 신곡 발매…차예련∙조한선 MV 출연 

 [㈜안테나] 안테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업무 협약 체결…캠페인송 제작 

 [매직스트로베리㈜] 셀럽파이브, 옥상달빛∙요조→선우정아∙치즈∙박문치와 컬래버…28 일 ‘잘 

먹고 잘 사는 법’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박문치→김뜻돌, 온라인 콘서트 ‘CLUB CASPER 2021’ 성료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컴백 볼빨간사춘기 측 “앨범활동은 쉬어가기로 결정” 

 [㈜인넥스트트렌드] 브라운아이드소울 정엽, ‘Look at the Sky’ 티저 이미지 공개…22 일 발매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스텔라장 “생각 많은 스타일…괴롭지만 그게 창작의 원천” 

 [JMG] 안예은, 24 일 ‘잊는다고 없던 일이’ 음원 발매…모친과 듀엣 

 [JMG] 힙합 아이돌 JIN(진), 22 일 ‘빠져버렸다’ 발매…사랑에 빠진 노래 

 [JMG] 글로벌 듀오 수지유나, 25 일 싱글 ‘Zizazu’ 발매 

 [애프터눈레코드] 유하, 정규 2 집 ‘낮잠’…”남반구 여행과 꿈의 기록” 

 [유어썸머] 영국 록밴드 감성으로 공동창작…”음악적 시너지로 빅뱅” 

 [유어썸머] 92:1 경쟁률 뚫고…콧 “세상에 없는 음악 찾아가요”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노브레인∙육중완밴드 등 출연 ‘페스티벌하고싶다’, 11 월 개최 

 [주식회사롤링컬쳐원] 프루던스 “청춘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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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플레이] 정동원, 11 월 17 일 컴백…첫 정규 앨범 타임테이블 공개 

 [칠리뮤직코리아] 에이프릴세컨드, 두 번째 EP ‘somewhere between you and me’ 

 [㈜뮤직카로마] 마일드 하이 클럽, 21 일 정규앨범’ Going Going Gone’ 발매 

 [㈜아티스츠카드] ‘아티스츠카드’, 피아니스트 윤한 10 월 온∙오프라인 동시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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