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3. 30 (5 주차) 

[No. 426]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스포티파이, “韓 음원시장 정착은 장거리 마라톤…동반성장 꿈꿔” 

 멜론-밀리의 서재 맞손…”음악∙독서 무제한 이용” 

 소셜 음악 라디오 흐름,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 ‘흐름드살롱’ 론칭 

 “친구랑 음악목록 같이 짤까?”…벅스, ‘콜라보 앨범’ 기능 도입 

 왓챠, 음악 추천 채널 론칭…첫 프로젝트 음원 ‘그거 아세요?’ 공개 

 다날엔터테인먼트-금영엔터테인먼트, 음원 유통 서비스 계약 체결 ‘노래방 애호가 위한 

반가운 소식’ 

 KT 스카이라이프, sky 앨범∙TJ 노래방 서비스 출시 

 지니뮤직, KT 그룹 ‘디즈니+’와 협력…K-콘텐츠 황금기 부가가지 창출 

 “한달만에 1000% 상승, 주식보다 낫네”…차트 역주행에 웃는 저작권 투자자 

 일본, 저작권법 개정 후 불법 음악 앱 이용자 크게 줄었다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이자연 가수협회장, 황희 장관에 대중음악 공연 재개 요청 

 ‘거리두기 차별’에 우는 음악가…스크린으로 간 밴드 

 스페인, 5000 명 모인 ‘마스크 콘서트’ 실험… 문화행사 재개 대책 찾나 

 뉴욕주, 美 최초로 백신여권 도입…”공연장∙경기장∙결혼식장 등 통용” 

 뉴욕, 브로드웨이 재개장 ‘잰걸음’…공연 종사자에 백신 

 서울시 노들섬 봄맞이 축제 ‘2021 러브썸 페스티벌’ 온라인 생중계 

 10CM∙AKMU∙정세운∙정준일 ‘하이크 페스티벌’ 2 차 라인업 

 코로나 뚫고 통영국제음악제 개막…4 월 4 일까지 23 회 공연 

 ‘2021 아시아 송 페스티벌’, 올해도 경주서 열린다 

 ‘소극장오페라축제’ 내달 개막…작품 5 편 100% 한국어 공연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상설공연 개막!...27 일 첫 공연 

 구리아트홀, 10 일 ‘A New Hope’ 신춘음악회 

 라이엇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브: 디 오케스트라’ 공연 전석 매진 

 ‘사랑의 불시착’ 뮤지컬 제작 확정…2022 년 공연 계획 

 조성진∙이루마∙랑랑…온라인서 펼쳐진 거대한 피아노 선율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7683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5895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562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100562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19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8&aid=00007547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8&aid=00007547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095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8705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768987
http://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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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89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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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5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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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NM 온라인 ‘케이콘택트 3’, 전세계서 400 만명 봤다 

 드림캐쳐, 온라인 단독 콘서트 성료…글로벌 팬 2 만명과 호흡 

 홍콩, 장국영 추모 콘서트로 전 세계를 위로한다 

 

3. 기타 소식 

 문체부, 코로나 피해 극복 추경 1844 억원 확정 

 경기도, 박물관∙공연장 등 28 곳 관람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인디음악 활성화에 2 억 2 천만원 지원”…’2021 서울라이브’ 

 TV 조선, 새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이번엔 K 팝, 상금 3 억” 

 역주행 VS 정주행… 박 터지는 음원차트 

 브레이브걸스 ‘롤린’, 가온차트∙빌보드 K 팝차트서도 1 위 

 봄캐롤송 ‘벚꽃엔딩’ LP 로 나온다 

 JYP, 中 음악 플랫폼 기업 TME 와 전략적 협업 체결 

 블랙핑크 로제, 음원∙음반∙MV 신기록 이어 방송 차트까지 정상 ‘싹쓸이’ 

 블랙핑크 로제, 美 NBC ‘켈리 클락슨 쇼’ 출격…K 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 

 이달의소녀, 북미 라디오차트 9 주 연속 진입…K 팝 걸그룹 신기록 

 트레저, 日 최대 음원사이트서 2 주 연속 1 위 

 오메가엑스, 멤버 11 인 최초 공개…’K 팝 어벤져스 팀’ 예고 

 ‘베트남전쟁 위문공연’ 배일집∙현미 “참전유공자 인정해달라”… 국방부는 거부, 왜? 

 옛 대전극장에 내년까지 음악창작소 조성…500 석 규모 공연장도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처 LP 음악감상실 개관 

 정동극장에 ‘국립’ 명칭 붙는다…930 석 규모로 공연장 확대 

 영월에 ‘아르코공연센터’ 오픈… 강원∙충청 예술 활성화 기대 

 음향문제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개선..흡음시설 공사 착공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미국] 제 63 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 개최 

 [미국] 방탄소년단, 다수의 순위권 차지 

 [일본] BTS, <일본골든디스크대상> 사상 최초 8 관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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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88548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28241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2635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2412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5197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7265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2798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40951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74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659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27799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290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2799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241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242132


 

2021. 03. 30 (5 주차) 

[No. 426]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3 - 

 [일본] YG 신인그룹 ‘트레저’, 닌텐도 인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과 협업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16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