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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1129)’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사이먼 도미닉∙정준일→멜로망스 출격…12 월 ‘LIVE. ON’ 라인업 오픈 

 유령처럼 떠돌던 ‘음원 사재기’ 첫 적발…가요계 왜 잠잠?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주식회사엠피엠지] ‘카운트다운 판타지’ 12 월 31 일 개최, 에픽하이 VMC→10CM 소란 출연 

 [주식회사엠피엠지] 솔루션스 박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OST ‘Stay’ 작사∙작곡 참여 

 [주식회사엠피엠지] 노리플라이, 3 년 만의 단콘 ‘오래전 그 멜로디 : Bookend’ 예고 “새로운 

여정의 시작” 

 [주식회사엠피엠지][㈜아티스츠카드] 노리플라이 권순관, 27 일 온오프라인 콘서트 연다 

 [주식회사엠피엠지][쇼파르엔터테인먼트] 이민혁 X 보라미유, ‘지헤중’ OST 참여…’사랑일지도 

몰라’ 발매 

 [㈜안테나] 안테나 총출동, 캐럴 콘셉트 포토 공개 

 [㈜안테나] 안테나,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획단과 손잡았다..테마송 MV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밴드 새소년, 9 개월 만 신곡 ‘조크!’ 발매 

 [㈜인넥스트트렌드] 크로스오버 라포엠 ‘빈체레’로 12 월 7 일 컴백 

 [㈜스나이퍼사운드] 하진→SISO, 이름 바꾸고 신곡 발매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긱스∙스텔라장 소속사 걸그룹’ 하이키, 첫 번째 멤버 옐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스텔라장 소속사 걸그룹’ 하이키, 두 번째 멤버 서이 “롤모델 현아” 

 [누플레이] 에코브릿지 X 김필, ‘그대가 부네요’ 비하인드…”진심으로 감사” 

 [누플레이] 취미(CHIMMI) 피터 ‘7080 레트로 감성’ 품은 첫 솔로 EP 발매 

 [JMG] 안예은, ‘섬에서’ 하이라이트 메들리 티저 공개…탄탄한 세계관 

 [JMG] 안예은 “베트남 음원차트 1 위, 전혀 예상 못했다” 

 [JMG] 안예은 X 뽀로로, 컬래버 신곡 ‘멋쟁이’ 발매…’문어의 꿈’ 잇는다 

 [JMG] 김새벽, 새 싱글 ‘괜찮아 넌’ 발매…’나긋한 위로의 메시지’ 

 [유어썸머] 박소은∙김사월∙오지은, 연말 공연으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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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플레이] 정동원 첫 단독 콘서트, 3 천 우주 총동원 ‘열광’ 

 [㈜쇼플레이] 정동원, 크리스마스 콘서트 연다…’성탄총동원’ 

 [㈜쇼플레이] 이승윤, 24 일 전곡 자작곡 ‘폐허가 된다 해도’ 컴백…트리플 타이틀 

 [㈜쇼플레이] ‘신호등’ 이무진, 4 개월 만에 컴백…12 월 여성과 듀엣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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