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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공고 및 자료 

 첨부파일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공모리스트(211206)’ 참고 

 

2. 협회 관련 기사 

 음레협, 콘진원과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씬디 프레젠트’ 딕펑스→안예은, 8 팀 뮤지션 합류..음악 축제 개최 

 정준일-사이먼 도미닉 출격..아리랑 TV, 12 월 둘째 주 ‘LIVE. ON’ 라인업 공개 

 플랏나인∙정해일∙이민혁…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12 월 픽 

 

3. 협회 회원사 관련 소식 

 [㈜루비레코드] ‘인천여관 X 루비살롱’...1960 년대 여인숙으로 ‘시간여행’ 

 [주식회사엠피엠지] 연말 페스티벌 ‘카운트다운 판타지(COUNTDOWN FANTASY) 2021-2022’ 

티켓 오픈 

 [주식회사엠피엠지] 싱어송라이터 장희원, 크리스마스 감성 저격하는 신곡 ‘12 월’ 발매 

 [주식회사엠피엠지] ‘시즌 36 회 장기공연’ 밴드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 ÷ SHOW 시즌 3' 성료 

 [엠와이뮤직] 정준일, 내년 1 월 소극장 콘서트 ‘겨울’ 개최…2022 년 행보 본격 스타트 

 [㈜안테나] 안테나, 시즌송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로 음원차트 1 위 등극 

 [㈜안테나] 이미주, 안테나 이적 후 첫 프로필 공개 

 [매직스트로베리㈜] 구원찬, 군 제대 후 2 년 만의 컴백…새 싱글 ‘표현’ 5 일 발매 

 [매직스트로베리㈜] 박문치, 지난 26 일 ‘박문치 Show’ 공개…게스트 Young K(DAY6)-죠지 출격 

 [㈜인넥스트트렌드] 브라운아이드소울 정엽, 6 일 ‘Tonight’ 발매…경루 로맨틱 감성 

 [㈜아이원이앤티] 미국 입양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루크맥퀸(Luke McQueen) 1 집 ‘Good 

Thing’ 발표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뉴오더] HYNN(박혜원), 추억의 장소 익산서 단독 공연 개최 

 [㈜록스타뮤직앤라이브] 밴드 기프트, 새 싱글 ‘놀자’ 발매…힐링 메시지 

 [㈜쇼플레이] 정동원, 임영웅 이어 ‘신사와 아가씨’ OST 부른다 

 [㈜쇼플레이] 이승윤 ‘폐허가 된다 해도’ 뮤비 티저 공개 

 [㈜쇼플레이] 이무진 X 헤이즈 ‘눈이 오잖아’, 음원차트 1 위 

 [칠리뮤직코리아] 인디신 대표 밴드로 성장한 에이프릴세컨드 그들이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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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로마] 독보적 소울 감성의 R&B 아티스트 범키, 12 월 1 일 日 데뷔 싱글 발매 

 [㈜뮤직카로마] 日 배우 겸 가수 모리사키 윈, 12 월 3 일 라이브 앨범 발매 

 [㈜뮤직카로마] 보노보-하이에이터스 카이요테,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790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8037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8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