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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원사이트 소리바다 회장, 횡령 혐의로 피소 

 다시 뜨는 오디오 시장…음원 플랫폼의 재포지셔닝 

 개인화 서비스 1 인자 스포티파이, 차세대 음악 추천 기능 도입 

 스포티파이, 음악 ‘클하’ 만드나…베티 랩스 인수 

 유튜브 뮤직, 지니뮤직 꺾고 음악앱 2 위로 

 지니뮤직, 제휴사 고객 음악스타일 정조준..고객확대 

 SKT, 고가요금제 웨이브∙플로 무료혜택 변경…”혜택범위 확대” 

 멜론, 유니버스와 플랫폼 연동…카카오-NC 협업 강화 

 황희 장관 “OTT 음악저작권 창작자-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성 지원” 

 ‘사이먼 앤드 가펑클’ 주요 히트곡 소니뮤직에 넘어가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뮤지컬은 되고 콘서트는 안되고…” 공연 형평성 논란 

 대전 대덕구,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꿈꾸라’ 스텔라장, 유성우, 데이브레이크 등 특별 생방송 라이브 페스티벌 

 ‘공연장이 꽉 차 좋아요’…경기아트센터, 객석 거리두기 후원배너 설치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 신중현 명곡이 뮤지컬로…’미인’, 3 년 만에 귀환 

 ‘범 내려온다’로 대박 난 7 인조 밴드 이날치 “조선 힙스터 칭호 감사… 목표는 글로벌 무대” 

 250 석 일지홀부터 6 만 웸블리까지…BTS 콘서트 뒷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서 페기 구 디제잉…MMCA 온라인 공연 

 반갑다 브로드웨이… 387 일만에 문열고, 36 분 맛보기 공연 

 롯데월드타워, 랜선 벚꽃축제 연다…10CM∙악뮤 버스킹 공연도 

 ‘한-UAE 축제’ 폐막…온라인 K 팝 공연 조회수 273 만 기록 

 ‘유니버스’ 온라인 콘서트 ‘UNI-KON’ VOD 공개 

 샤이니, 첫 온라인 콘서트 대성황…뭉클한 3 년만의 완전체 공연 

 LoL 음악으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공연, 2~3 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료 

 ‘코로나 끝나면 韓 관광지로”…김장훈, 광명동굴서 콘서트 한 이유 

 시나위, 전자음악과 ‘새로운 실험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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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비대면 ‘언박싱:인디음악편’ 콘서트 개최 

 양산시 시설공단, ‘김광석 노래, 클래식∙가곡∙판소리로 만난다’ 공연 기획 

 ‘재즈∙클래식∙국악’ 亞문화전당 브런치콘서트 상반기 공연 

 CGV, 4 월 월간 클래식 공연 ‘거슈윈 영화 음악 콘서트’ 

 ‘사랑의 불시착’ 일본서 콘서트 연다 

 

3. 기타 소식 

 PC 방∙노래방∙영화관∙공연장∙학원∙독서실 등 33 개 시설에서 음식 먹으면 과태료 10 만원 

 라이브 클럽은 열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K-인디 차트’ 김선희 대표 “K 인디∙K 팝의 공존 증명하고파” 

 K 팝 아이돌 아니어도… 해외에서 주목 받는 인디 아티스트들 

 “유튜브, 아시아인 혐오 음악 삭제 거부…직원들 반발” 

 수익률 1000% 롤린 음원 대박서 배우는 투자의 정석은 

 ‘지브리 감성’ 넷마블 신작 ‘제 2 의 나라’…광고모델에 거장 ‘히사이시 조’ 

 SM, 비음악 계열사 통합…자회사 ‘SM 스튜디오스’ 설립 

 ‘BTS 소속사’ 하이브, 아리아나 그란데-저스틴 비버 품었다 

 방시혁 “하이브∙이타카 결합, 음악 산업 새 패러다임 열 것” 

 방탄소년단, 신곡 ‘Film out’ 음원∙뮤비 나왔다 

 아이콘 ‘왜왜왜’, 日 주요 음원차트 월간 1 위…국경 없는 ‘음원강자’ 증명 

 더 쟁쟁해진 ‘킹덤’, 논란 걷어내고 전설의 무대 만들까 

 삼성, 구단 최초 디지털 팬북 제작…USB 에 응원가 음원 수록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미국] 블랙핑크 로제, 글로벌 차트 장악 

 [일본] 소니 ‘360 리얼리티 오디오’ 특화 신개념 스튜디오 론칭 

 [유럽] 녹음 음악 : 2020 년 프랑스 시장 매출 781M € (+0.1%), 스트리밍+20.6% 

 [심천] 콰이쇼우 음악저작권생태발표회 개최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1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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