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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공정위, SK 텔레콤 제재절차 착수…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라잇업, 중∙고교 학습 음악 앱 ‘열공뮤직’ 출시 

 한류 플랫폼 ‘팬투’ 베타 서비스 시작…AI 가 실시간 번역 

 ‘BTS 의 힘’…작년 문화예술저작권 최초 흑자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무대를 지켜주세요” 온라인서 뭉치고 극장으로 간 인디밴드 

 귀로 듣는 콘서트, 43 인 인디 뮤지션의 온라인 릴레이 오디오라이브 콘서트 개최 

 국카스텐 ‘해프닝(HAPPENING)’ 공연실황, 영화관서 상영 

 동양고주파, 27~28 일 단독콘서트 ‘점 선 면’ 

 온라인으로 열린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오프라인 공연장서 재연… 첫 타자는 ‘오티움 프로젝트’ 

 롯데콘서트홀, 개관 5 주년 기념 라인업 공개…’체코필하모닉∙조성진 협연’ 등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4 월 12 일 티켓 오픈 

 ‘수교 40 주년’ 한-UAE, 4 월 2 일 K 팝 합동공연 

 10 월 ‘K-팝 슈퍼콘서트’ 개최지로 순천만정원 최종 선정 

 

3. 기타 소식 

 ‘#StopAsianHate’ 외치는 케이팝 스타들… 강해진 ‘목소리의 힘’ 

 음악 동아리 ‘작은 평화’ “이익 집단 아닌 인디 음악 응원 연대” 

 이날치의 ‘필 더 리듬 코리아’ 기획자 오충섭 팀장 대통령상 표창 

 임영웅 “음악방송 1 위, 역사다 역사”…아이돌 중심에서 이룬 쾌거 

 빅히트, 새 회사명 ‘하이브’ 공식 발표 “음악의 힘 믿는다”…용산 신사옥 공개 

 윤석준 빅히트 글로벌 CEO ‘SXSW 온라인 2021’서 연설…韓 음악계 유일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美레코드산업협회 ‘더블 플래티넘’ 

 퍼플키스, 데뷔 앨범 아이튠즈∙애플 뮤직 차트 진입 

 SM, 엑소 ‘댄싱킹’ 음원 수익 2 억 7,900 만원 기부 

 라붐, ‘상상더하기’ 음원차트 상승곡선으로 역주행 입증 

 역주행 중심 선 ‘밀보드’…걸그룹 위문공연 곡 잇달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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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잘못 면죄부 아냐” 비아이, 기부 앨범 발매 

 손호영, 활동명 바꾸고 5 년만 가요계 컴백…’SHY’ 

 유튜브, 틱톡 대항마 ‘쇼츠’ 미국서 출시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조정에 폭탄 맞을 네이버∙카카오 ‘울상’ 

 부산 광안리에 ‘비대면 문화 콘텐츠 공연장’ 문 연다 

 영화관의 변신, 새 수익원 될까 임시처방 그칠까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미국]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 

 [심천] 한국 음원 유통사 Sound Republica, 중국 음원 유통사 KANJIAN 과 계약체결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실버∙골드 인증’에 K-POP 아티스트 7 곡 선정 

 [유럽] 방탄소년단, 2020 년 ‘베스트셀러 아티스트’로 선정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15 호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2482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7658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2708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6853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2&aid=00010767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884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