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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1101)’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소개하는 ‘11 월의 L.I.A.K 앨범’ 

 아리랑 TV, 10CM→크라잉넛 ‘LIVE. ON’ 11 월 라인업 공개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이정선∙모트∙우예린∙레인보우 노트, 온라인 공연으로 뭉친다 

 [주식회사엠피엠지] 밴드 소란, 31 일 새 싱글 ‘셔터(Shutter)’로 컴백 

 [주식회사엠피엠지] 소란 고영배, ‘스포왕 고영배’로 라디오 DJ 정식 데뷔 

 [주식회사엠피엠지] 멜로망스 김민석,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캠페인 참여 

 [엠와이뮤직] 신개념 공연 ‘ATAW’ 열린다…정준일∙디어클라우드∙위아영 출격 

 [엠와이뮤직] 정준일, 뮤니콘 프로젝트 참여…감성 신곡 ‘366 일’ 7 일 발표 

 [㈜안테나] 안테나 캐럴 음반 제작…유재석 포함 전 아티스트 참여 

 [㈜안테나] 권진아, 단독 공연 2 년만 성료…따뜻한 울림 

 [쇼파르엔터테인먼트] 볼빨간사춘기, 새 콘셉트 통했다…’나비효과’ 정상 훨훨 

 [㈜인넥스트트렌드] 가호, ‘지리산’ OST 두번째 주자 

 [누플레이] 서울다반사, 청춘 위로할 새 싱글 ‘팬시’ 31 일 공개 

 [스티즈] 정원영 ‘국무총리 표창 수상’ 

 [JMG] 거미∙안예은∙장하은…가을 맞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노래한다 

 [JMG] 우재, 3nd 싱글 ‘감정의 사치’ 30 일 정오 공개 

 [㈜아이원이앤티] 록밴드 메스그램, 새 미니음반 ‘파트 오브 유’ 발매 

 [유어썸머] 너드커넥션, 첫 정규 음반 ‘New Century Masterpiece Cinema’ 

 [주식회사문화인] 싱어송라이터 나히, 새 싱글 ‘City Drive’ 26 일 발매…90 년대 레트로 감성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29 일 소극장 공연 ‘흰 가을 산책’ 개최 

 [㈜록스타뮤직앤라이브] 잔나비, 29 일 노브레인 25 주년 헌정곡 ‘한밤의 뮤직’ 발매 

 [㈜쇼플레이] ‘싱어게인’ 이승윤∙정홍일∙이무진, 11 월 콘서트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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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플레이] ‘정규앨범 컴백’ 정동원, 26 일 첫 단독 콘서트 확정 

 [㈜쇼플레이] 이승윤, 정규 앨범 타임테이블 공개…11 월 24 일 발매 

 [㈜모브컴퍼니] 프로듀서 뉴올, 힙합신의 다빈치를 꿈꾸며 

 [칠리뮤직코리아] 인디신 대표 여성 보컬 이나래의 음악세계는 현재 진행형 

 [㈜뮤직카로마] 캬리 파뮤파뮤, 데뷔 10 주년 기념 정규 5 집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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