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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OTT 와는 다르다… ‘토종 음악 앱’ 강세 

 스포티파이 상륙에도 ‘멜론’은 건재했다…청취율 1 년 만에 2 배 ‘쑥’ 

 지니뮤직, 애플워치 탑재로 단독 재생 서비스 가능 

 KT, 베트남판 ‘지니뮤직’ 사업 추진 

 지니뮤직-CJ ENM-업보트 엔터테인먼트 협업, 국내최초 AI 자장가 앨범 출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시장 지표 제시..음악 저작권 지수 MCPI 개발 

 소리바다, NFT 기반 음악 플랫폼 개발…”연내 출시 준비중” 

 AI 기반 음악플랫폼 스타트업 인디제이, 중기부 팁스(TIPS) 선정 

 인니 가수 “한국 예능, 내곡 무단사용”…”저작권 문제 없어”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시끌벅적한 음악 페스티벌은 사라졌지만…의미 있는 행보는 ‘여전’ 

 비대면 음악 공연 ‘하이크 페스티벌’, 커머스 라인업 발표 

 5 월 축제, 어플로 참여하는 온라인 페스티벌 ‘러브 홀림픽’ 

 여행스케치 남봉준과 함께하는 음악역 1939 ‘봄 버스킹’ 

 돌아온 ‘방방콘’…BTS 부산∙상파울루 공연 유튜브서 본다 

 마마무, 영국 ‘라이브나우’에서 온라인 공연… K 팝 그룹 최초 

 클릭비 4 인 콘서트 개최…김태형 “팬들 위해 ‘존버’ 할게요” 

 에일리, 5 월 전국투어 콘서트 ‘SHOW TOK’ 개최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 26 일 대구콘서트하우스서 

 무대∙객석 경계 없이 공연장 전체가 들썩..이 작품 뭐지? 

 

3. 기타 소식 

 2021 년 추경 대중음악 공연/방송영상/콘텐츠 수출 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안내 

 “온라인 공연 등 ‘콘텐츠 뉴딜’ 박차… 비대면 일자리 늘릴 것” 

 문체부, 공연예술 인력 4100 명 채용 지원 

 홍대 클럽 폐업∙휴업…설 곳 없는 인디밴드 

 음악∙영상 소비에 딱 좋은 나이…큰손 ‘액티브 시니어’를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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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터글로벌, 빅데이터 기반 ‘케이팝 유니콘 기업’ 목표로 성장 거듭 

 12 살 저스틴 비버 발굴한 미 연예계 큰손… 그는 왜 ‘하이브’의 이사가 됐을까 

 저스틴비버∙BTS→마마무 X 오마이걸 동행, 몰아치는 M&A 속사정 

 방탄소년단, 美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3 개 부문 후보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6000 만명…곧 세계 아티스트 1 위 

 ‘글로벌 대세’ 에이티즈, ‘케이팝 레이더’ 이달의 아티스트 

 세븐틴, 일본 음악방송도 접수..후지 TV→TBS 출격 

 음악콘텐츠협회 “대중가수 병역연기법, 실효성 문제” 반대의견서 

 ‘이용자 중심 정산 모델’, 팬과 음악가 연결 복원 시도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미국] 블랙핑크 로제, 켈리 클락슨 쇼 출연 

 [심천] 2021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주제곡 공모 완료 

 [일본] BTS 베스트 앨범 발매, 일본 오리지널곡 영화 ‘시그널’ 주제곡도 수록 

 [유럽]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 ‘2020 글로벌 음악 보고서(Global Music Report)’ 발표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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