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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1122)’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아직 ‘위드 코로나’ 할 수 없는 대중음악 산업 

 ‘빠’ 넘어 산업된 ‘팬덤’…그림자도 짙었다 

 서울인디뮤직페스타 27~28 일 개최…20 팀 무대 꾸며 

 10CM∙소란∙크라잉 넛 등 20 팀 출격…’LIVE. ON’ 공연 라인업 공개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인디 아이돌 모트(Motte), 대만 뮤직 페스티벌 ‘LUCfest’ 한국 대표로 참가 

 [㈜루비레코드] 모트∙김태훈, 17 일 ‘필 라이크’ 공개…”국경 초월 협업” 

 [주식회사엠피엠지] 데이브레이크, ‘× ÷ SHOW 시즌 3’(곱나쇼) 개최 예고…12 월 3 일부터 

5 일까지 

 [주식회사엠피엠지] 소란, 싱글 ‘셔터’ 발매 기념 소극장 투어 ‘The Moments’ 개최 

 [주식회사엠피엠지] 이민혁, 싱글 ‘너의 사랑이 날 웃게 해’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프로듀싱 역량 입증’ 장희원, 내달 새 EP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멜로망스, 26 일 ‘N 번째 연애’ 컬래버 음원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슈퍼밴드 2’ 제이유나, 9 개월 만에 컴백…25 일 신곡 발매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밴드 몽니, 7 년만 정규 오늘(22 일) 발매…”노력의 결실” 

 [엠와이뮤직] 디어클라우드 나인, 2 년 2 개월 만에 신곡…’잘자요’ 

 [엠와이뮤직] 위아영 표 설렘 가득…자작곡 ‘너로 가득한 하루’ 17 일 공개 

 [㈜안테나]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 안테나에 ‘둥지’…유희열 사단 합류 

 [㈜안테나] 적재, 첫 전국투어 서울 공연 성료…140 분 꽉 채운 ‘웰메이드 공연’ 

 [㈜안테나] 정승환, 데뷔 후 첫 전국투어…내달 서울∙부산∙대구 공연 

 [㈜안테나] 안테나 X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티저 공개  

 [㈜안테나] 유재석, 카카오엔터 주주됐다…유희열과 유상증자 참여 

 [매직스트로베리㈜] 윤지영, 네덜란드 뮤지션 베니 싱즈 함께한 새 싱글 ‘My luv’ 발매 

 [쇼파르엔터테인먼트] 스웨덴세탁소, 23 일 ‘사랑의 모양’ 발매…”사랑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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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넥스트트렌드] ‘슈퍼밴드 2’ 준우승팀 시네마, 플로 X 모스뮤직 손잡고 ‘본격 활동’ 예고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자메즈 “7 년간 아티스트로 활동했던 그랜드라인, 이제는 대표로” 

(인터뷰①)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자메즈 “그랜드라인 첫 컴필 ‘모험’, 만화 ‘원피스’ 보는 것 같아 만족” 

(인터뷰②)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자메즈 “영입하고 싶은 아티스트 많아…첫 번째 기준은 인성” 

(인터뷰③)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그랜드라인 그룹, 첫 걸그룹 하이키 출격…내년 1 월 5 일 데뷔 

 [누플레이] “귀호강 라인업!”…누플레이 레이블, ‘2021 연말 콘서트’ 개최 

 [누플레이] 에코브릿지 X 김필, 신곡 ‘그대가 부네요’ 17 일 공개…감성 콜라보 

 [JMG] 안예은, 새 EP ‘섬에서’ 트랙리스트 공개…기대심 자극 

 [JMG] 키니케이, 삶의 가치 풀어낸 새 싱글 ‘리얼 미’ 발매 예고 

 [유어썸머] 김사월 연말 공연 ‘엉엉콘’, 돌아옵니다 

 [유어썸머] 너드커넥션, 12 월 콘서트 ‘신세기 명화극장’ 연다 

 [주식회사문화인] 싱어송라이터 유라, 20 일 새 싱글 ‘Rawww’ 발매 

 [㈜쇼플레이] ‘컴백 D-1’ 정동원, 첫 앨범 선주문 10 만 장 돌파 

 [㈜쇼플레이] 송유진, ‘지헤중’ OST 다섯 번째 주자…26 일 ‘I Miss You’ 발매 

 [㈜쇼플레이] 이승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뮤비 티저 눈길 

 [주식회사더스트팩토리] 장주훈, 세번째 한국 가곡 시리즈 ‘봄날에 물드는 것’ 발매 

 [칠리뮤직코리아] 김경희, ‘너닮사’ OST 다섯번째 주자…’미드나잇 선’ 

 [칠리뮤직코리아] 에이프릴 세컨드, “음악으로 누군가의 세상을 색칠하는 것…그것이 우리의 

방향성” 

 [㈜뮤직카로마] 일본의 자매 보컬 듀오 키토리(Kitri), 11 월 17 일 새 싱글 발매 

 [㈜아티스츠카드] ‘슈스케 7’ 케빈오, 열두 번째 “’온스타인웨이’로 팬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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