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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스포티파이에 카카오엔터 음원공급 재개…한국서도 서비스
멜론, 카카오에서 떨어진다…6 월 ‘멜론컴퍼니’로 독립
네이버 바이브, ‘인별정산’ 후…음원료 77% 더 받은 가수 나왔다
나만을 위한 SF9 공연…지니뮤직, ‘실감음악 앨범’ 출시
‘문체부 장관’ 만나는 OTT 업계, 음악저작권료 갈등 해결될까
KT-LGU+,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공동 소송 제기
“음악 저작권 사고 파세요, 돈도 벌고 감상도 하고”
‘롤린’ 뜨니 ‘하이힐’ 가치 상승…저작권으로 덕질하는 팬들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뮤지컬은 되고 콘서트는 100 명 미만? 대중음악계 잔혹사
이소라 콘서트 결국 취소…형평성 논란 ing
불 꺼진 무대…대중음악 공연도 ‘숨 쉬고 싶다’
공연은 유흥 아닌 문화…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방탄 자선공연 ‘뮤직 온 어 미션’ 참여…’다이너마이트’ 열창
코로나 시대의 대안 콘서트 ‘아지트 라이브 프리미엄’
‘내달 해체’ 아이즈원, 마지막콘서트…’눈물 피날레’
샤이니, 3 년 만에 단독 콘서트…내달 4 일 ‘비욘드 라이브’
‘포르테 디 콰트로’, 내달 8 일 단독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4 월 10~11 일 세종문화회관서 개최
뮤지컬 ‘위키드’ 부산 첫 공연, 5 월 20 일 개막 확정
뮤지컬 ‘레미제라블’ 佛 오리지널팀 내한 콘서트
EMK 엔터, 온라인 콘서트 수익금 기부

3. 기타 소식
콘진원, 차세대 음악 콘텐츠 발굴에 102 억원 지원
박영선 “대중 예술 공연 제한 완화해야…보상 사각지대 해소할 것”
BTS, 그래미 수상 불발됐지만 K 팝 새로운 이정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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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들 보이콧∙축하공연 거부에 빛바랜 그래미
‘미나리’ OST 뮤비 공개…오스카 음악&주제가상 1 차 후보
로제, 스포티파이 24 시간 스트리밍 韓솔로 가수 최고 기록
아이콘, 日 라쿠텐 뮤직 일간 차트 5 일 연속 1 위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뮤비 8 억뷰 돌파
슈퍼주니어, 10 집 ‘더 르네상스’로 컴백
브레이브걸스 ‘롤린’, ‘인기가요’ 1 위…”믿고 기다려준 용감한 형제 감사해”
유튜브 알고리즘 신의 간택? 브레이브걸스 ‘역주행’ 신화
뮤직카우, 역주행 ‘롤린’→송가인 ‘꿈’ 라인업 공개
임영웅, 신곡 음원 차트 상위권 “인기 최정상급 아이돌 버금가”
배철수 소신발언 “정책당국 공연업계도 지원해주길…코로나 탓 힘들어”
‘학전’ 개관 30 주년… 대학로 소극장 문화의 산 역사
138 만 구독자 ‘데일리버스킹’, 전세계 통하는 음악의 힘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미국] 방탄소년단 온라인 자선공연 참가
[유럽]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85 개국 추가 서비스 출범 발표
[유럽] 스페인, ‘테스트 콘서트’ 성공 힘입어 7 일간 음악 축제 개최 발표
[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2020 년 음반 시장 결산 통계 발표… 스트리밍 강세
[유럽] 독일 라디오 방송 BTS 비난 관련 현지 여론은?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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