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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페이스북, 스포티파이와 협업…’붐박스’ 프로젝트 진행 

 애플뮤직, 1 회 스트리밍에 0.01 달러…스포티파이의 ‘2 배’ 

 음악플랫폼 플로(FLO),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음원서비스 부문 1 위 

 음원사이트 플로, 실시간 라이브방송 플랫폼 스푼라디오와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 

 유튜브뮤직 VS 지니뮤직, 음원시장 2 위 놓고 치열한 경쟁 

 카카오 ‘멜론’, 나만을 위한 음악도, 내가 몰랐던 음악도…둘 다 즐길 수 있어요 

 신세계 스무디킹,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소송전… 왜? 

 이용자 중심 음원사용료 정산, 음악 다양성 기반 되길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성인 절반이상 백신 접종…英 다음달 5000 명 ‘노마스크’ 콘서트 연다 

 코로나 19 시대 콘서트, 해외 “수천명 실험” vs 국내 “무조건 불가” 

 바렌보임 내한 공연 결국 불발…예술계 “백신여권 논의해야” 

 인터파크 “중소극장 공연, 40% 할인 가격에 보세요” 

 이승환, 24 일 돌발콘서트 개최 “여러분은 아직 소리칠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 8 시간 언택트 공연 ‘방방콘 21’ 성료…동시 접속자 최고 ‘270 만명’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BTS∙트와이스 등 총출동 

 태민, 솔로 콘서트 ‘Beyond LIVE’ 개최…5 월 2 일 공개 

 한섬, 타미 힐피거 ‘지구의 날’ 기념 언택트 콘서트 연다 

 전통∙현대 어우러진 음악 무대…’무형유산 너나들이’ 

 영화관에서 클래식 음악과 미술까지…CGV ‘윤지원의 클래식하게’ 진행 

 축제철 코앞인데 아직 ‘깜깜’…대중음악축제 올해는 열릴까 

 강북구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21’ 락(樂) 뮤직페스티벌 개최 

 춘천시 축제 ‘기지개’…마임∙인형극∙연극 상설공연 

 “들을 기회 없었던 베토벤 곡 중심으로”…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개막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특별 기획공연 ‘다시, 봄 페스티벌’ 개최 

 광주시문화재단 출범기념 페스티벌 5 월 3 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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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소식 

 ‘놀면 뭐하니?’ SG 워너비 소름돋는 라이브에 음원 재주행까지 

 ‘팬텀싱어’ PD “귀호강 비결? 디테일까지 음악에 공들인 결과죠” 

 위버스, 19 일 美 라이징 팝스타 제러미 주커 커뮤니티 오픈 

 화웨이, VR 음악 공개…中 피아니스트 ‘랑랑’과 협업 

 음악 특화 청주 가로수도서관 29 일 개관 

 LGU+ “5 월 가정의달, 콩순이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세요” 

 오디오 서비스 기능 탑재 페이스북 클럽하우스 견제 나선다 

 (시론) 콘서트를 허하라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미국] 방탄소년단, 빌보드 기록 경신 

 [일본] JYP 엔터 니쥬, 신곡 MV 7 일 만에 3 천만 뷰 화제 

 [유럽] Spotify : 프랑스, 뉴스 팟 캐스트와 음악을 결합한 기능인 ‘Mon Daily’ 출시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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