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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디지털 음원 파일이 25 만원?... 국내에서도 NFT 열풍 불까 

 카카오, 멜론 오디오북 ‘브런치 라디오 시즌 2’ 공개 

 스포티파이 맹추격에… 애플 ‘팟캐스트 유료서비스’ 시작 

 플로, 음악 토크쇼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공개 

 네이버 VIBE, ‘NOW. 오리지널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 출시 

 벅스 음악 들으면서 ‘실시간 가사보기’ 된다…토종 AI 가 기술 지원 

 민요∙방언 등 음원 8 천건, 저작권 걱정 말고 쓰세요 

 문체부-토종 OTT 업계, 음악저작권료 소송 소모전 지속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음공협 “대중음악 공연 살리기, 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촉구 

 백신 없이 일상 되찾은 뉴질랜드…5 만여 관중 ‘노 마스크’ 콘서트 

 ‘BTS 후보’ 英 브릿 어워드, 4000 명 ‘노마스크’ 관람한다 

 세계적 록페스티벌 글래스톤베리, 올해는 랜선으로 공연 

 YB, 첫 온라인 공연 무산…”주최 측, 일방적 취소 통보” 

 ‘레미제라블’ 내한 공연, 긴급 시간-장소 변경…코로나로 인해 공연 연기돼 

 규현∙태민∙제시∙이영지 참여…틱톡, 언택트 공연 개최 

 루나솔라, 5 월 1 일 온라인 공연 개최…22 일 티켓 오픈 

 강남구, 5 월 한달 간 K-팝스타와 함께 릴레이 ‘온택트 G★KPOP 콘서트’ 개최 

 지니뮤직, 현대차 쏘나타 센슈어스와 온라인 콘서트 개최 

 KT-롯데홈쇼핑, 언택트 공연 사업 협력 추진 

 ‘인천개항장 근대음악쌀롱’ 렉처콘서트 개최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공연 5 월 17 일 티켓 오픈 

 코로나 19 로 멈춘 여수박람회장 ‘빅오쇼’, 공연 재개 

 장범준→10CM 밝힌 ‘하이크 페스티벌’ 참여 소감 “긴장되면서도 설레” 

 봄날의 궁에서 영화 보고 음악 듣자… 궁중문화축전 30 일 개막 

 ‘한화와 함께하는 2021 교향악축제’ 성황리에 종료 

 랜선 공연으로 펼쳐지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내달 6 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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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혁신위 “부산형 메가 스마트 뮤직∙EDM 페스티벌 개최하자” 

 

3. 기타 소식 

 홍대 공연장 ‘당일 취소’ 사태…법이 놓친 빈틈은 없을까 

 BTS∙케이팝 넘어 세계로…’1 조 빅딜’ 방시혁의 도전 

 “BTS 음악 이야기 집대성” 하이브 뮤지엄 ‘HYBE INSIGHT’ 개관 

 팬데믹 속 한류, 어떻게 볼 것인가? ‘2020 한류백서’ 발간 

 오바마 경제교사가 인정한 ‘경제 천재’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의 경제학 ‘로코노믹스’ 

 아스널 팬들 ‘구단주 퇴출’ 요구에…스포티파이 대표 “내가 살게” 

 미국 가는 ‘K-콘텐츠’…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美상장 가능할까 

 미 완구회사 해즈브로 음악사업 블랙스톤에 매각합의 

 ‘밀양 박씨’가 그래미 수상∙빌보드 1 위…앤더슨 팩, 누구? 

 ‘다다다’ 루나솔라, 日 진출…비클립∙테이치쿠 계약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미국] 방탄소년단, 빌보드 기록 경신 

 [심천] 중국 뉴 트렌드 - 우수 영화, 드라마 IP 를 뮤지컬로 각색 

 [일본] YG 신인 ‘트레져’ 일본 데뷔 앨범, 빌보드재팬 1 위 차지 

 [일본] 트와이스, <Feel Special> 오리콘 스트리밍 횟수 1 억 회 돌파 

 [유럽] YouTube 3 월 음악 스트리밍 : 블랙핑크 로제 K-Pop 솔로 신기록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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