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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EU “애플리 우월적 지위로 음악구독 시장 왜곡” 

 스포티파이, 음악산업 성평등 캠페인…레드벨벳 웬디 참여 

 애플뮤직, ‘하이파이’ 서비스 준비 중…추가 비용 없어 

 지니, 앱 개편… “큐레이션 음악, 클릭 한 번으로 저장” 

 플로 3 년간 2000 억 투자 ‘1 등 음악 플랫폼’ 야심 

 네이버의 휴식∙힐링…음악 감상만이 아닌 ‘일상의 바이브’를 느낀다 

 SK 텔레콤 ‘K 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 

 NFT 관련 ‘K 팝 플랫폼’ 론칭…스노우닥 

 스페이스오디티, 케이팝 팬덤 앱 ‘블립(blip)’ 20 만 다운로드 달성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다…이병훈 의원 ‘박송희법’ 발의 

 이억원 기재차관 “외식∙공연 쿠폰 온라인 사용 추진…5 월 중 지급” 

 마포구,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 추진 

 “日정부, 긴급사태로 공연 중단시 2 억 5 천만원 지급” 

 5 천 명 참가한 스페인 실험 콘서트…”코로나 19 확산 징후 없었다” 

 백신 선도 영국서 마스크 벗은 5000 명 모인 ‘이상한 콘서트’ 

 中 우한도 1 만명 노마스크 떼창…코로나 완전 잊었다 

 英해리왕손 부부, ‘백신 공유’ 자선콘서트 이끈다 

 컨테이너 9 개 동원, 짐 싸는 데만 사흘…방탄콘서트 이렇게 만들어졌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서 ‘비대면 콘서트’ 연다 

 ‘비욘드 라이브’ 태민 “솔로 콘서트, 기다렸던 순간..내면적인 마음 내포한 공연” 

 송가인, 올 가을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개최 

 경기도, 5 월 28~30 일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제 18 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10 월 8 일부터 3 일간 열려… 5 월중 프로그램 공개 

 제 21 회 밀양 공연예술축제, 7 월 23 일부터 16 일간 개최 

 

3. 기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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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진원, 지역 음악창작소 운영..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마포문화재단-CJ ENM 대중음악 발전에 함께 협력 

 KT&G 상상마당 춘천 7 주년, 150 만명 방문한 문화명소 발돋움 

 한예리가 부른 ‘미나리’ 노래에 숨겨진 비밀 

 피네이션 패밀리, ‘롤링스톤 코리아’ 창간호 커버 장식 

 인터파크, 공연∙전시∙음악 등 굿즈 구매하는 ‘티켓 MD 샵’ 오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인 뮤지션을 위한 온라인 음악 아카데미 ‘인필드’ 공개 

 아프리카티비, 젊은 예술가들 돕는다…’뮤지션 매칭 서비스’ 오픈 

 동영상 시대, 오디오 콘텐츠 돌풍…MZ 세대 “어라? 신선하잖아” 

 뮤비보다 음반? 음악방송 점수 집계의 아이러니 

 하이브, 美타임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 대 기업’ 

 소니뮤직코리아 장윤중 대표, 美빌보드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끄는 리더’ 선정 

 빅히트∙SM∙JYP 컴백 러쉬…뜨거워질 가요계 

 위클리, 美빌보드 차트 입성+스포티파이 3 주째 글로벌 톱 3 

 엔하이픈, 국내외 음원∙음반 차트 장악…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200’ 진입 

 ‘신개념 디지털 아이돌’ 룰루팝 루, 핑크 무드 티저 이미지 공개 

 “K-소리 찾는다” 국악 오디션 ‘조선판스타’ 시작 

 청하, 미국 10 대 여성 케이팝 팬덤 마음 저격 

 서울 도봉구, 창동 LP 음악감상실서 ‘故 유재하 음악감상회’ 

 캔디드뮤직, 2021 년부터 본격적인 음원유통 서비스 시작 

 유니버설뮤직, 4 일 유아음악 전문 유튜브 채널 유니키즈 론칭 

 

4. 해외 음악시장 동향 

 [일본] JYP 소속 Stray Kids 의 일본 발매 첫 싱글, 일본레코드협회서 골드 인증 

* 해외 음악시장 동향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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