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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KT, OTT ‘시즌’ 자회사 분사 추진…지니뮤직 최대주주로 

 지니뮤직, 음원 유통 호조에 1 분기 영업익 신기록 달성 

 애플뮤직, 다음달 무손실 음원 서비스…에어팟으론 못 듣는다 

 AI 기반 음악 플랫폼 인디제이, 애플 앱스토어 ‘음악앱 1 위’ 등극 

 국립국악원, ‘국악놀이터앱’ 개발 서비스 

 한음저협, 저작권분쟁 조정위 설치…”유령 작곡∙작사가 근절” 

 ‘그알’ 갑질 의혹 언급된 음악감독, 인기 시즌제 드라마 음악 못 맡아 

 中 유튜브, 아이유 저작권 도용…한음저협, 강경대응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운드유엑스와 사운드리프 음원 계약 체결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코로나 19 사태로 공연∙전시 피해 5000 억원 넘었다 

 [홍대 Blues ③] “공연하면 DM 으로 욕설”…언택트의 비난들 

 티켓링크, ‘링크위크’ 진행…공연∙전시 최대 55% 할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브릿어워즈 깜짝 등장…BTS 는 수상 불발 

 BTS, 4 년 연속 BBMAs 에서 공연…신곡 ‘버터’ 무대 최초 공개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 성료…조회수 300 만 기록 

 경기아트센터, 22 일 ‘2021 DMZ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 

 게임 음악, 세종문화회관서 사상 첫 공연 ‘전석 매진’ 

 ‘히사이시 조 필름 콘서트’ 앵콜 공연, 14 일 티켓 오픈 

 가수 하연∙AI 작곡가 에이미문, MS 메타버스 콘서트 

 하림∙정인∙조정치의 의기투합 ‘다 카포 콘서트-오르막길’ 

 발레로 되살린 허난설헌의 시…국립발레단 22~23 일 공연 

 국악관현악으로 듣는 BTS ‘소우주’…’소소 음악회’ 내달 무대에 

 예술의전당, 연못 무대서 ‘예술기부 숲속음악회’ 

 원주 ‘한 여름밤의 꾼’ 공연, 15 일 개막…8 월까지 공연 

 제천문화재단, 22 일 모산동 헬기장서 드라이빙 콘서트 

 미 음악축제들 문 연다…롤라팔루자∙피치포크 일정 나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44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41&aid=00031156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223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222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49285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49341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4927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5033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956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49508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833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22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31858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5030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9038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3456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6143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639312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8/2021051801426.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997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53546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9&aid=00026743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5022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885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3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40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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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서 게임하고 가상 공간 따라가보면… ‘취향 저격’ 공연이 짜잔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 28~30 일 20 여팀 공연 

 세계적 드러머 서울 집결, 서울드럼페스티벌 온-오프라인 개최 

 “올해는 산(Alive)”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온다… 18 일 티켓 오픈 

 벡터 디제이 페스티벌, 2021 초대형 EDM 페스티벌 관련 영상 게재…개최 가능성 보여 

  

3. 기타 소식 

 ‘비디오 시대의 역설’…커지는 오디오콘텐츠 시장, 치열해진 콘텐츠 확보전 

 ‘삼성도 올라탔다’…비트코인 아성 넘보는 NFT 

 NFT 대중화 팔걷은 이베이… 스포츠카드∙예술품 마켓 연다 

 포럼 ‘NFT 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참가신청 : ~5.18 까지) 

 메타버스 생태계 키운다…첫 민관협력체 결성 

 김범주 유니티 본부장 “메타버스, 2~3 년 뒤 일상 완전히 바꾼다” 

 대중음악 ‘직관’ 사라지니… 장비∙현수막∙경호업체도 ‘휘청’ 

 K 팝 엔터사, 지각변동…플랫폼 기업과 잇단 합종연횡 왜? 

 K 팝의 심장, 굿바이 강남… 빅 4 기획사 사옥 이전 

 [한류 인사이드-박성일] K-OST, 드라마가 만든 새로운 한류(상) 

 “K 팝 소재 美영화 제작 잇따라”…K 팝의 위상, 할리우드도 주목한다 

 ‘콜롬비아 시위 반대’ 트윗이 K 팝 사진으로 도배된 이유는 

 중국 벗어나 북남미로… K 팝 전전기지 바뀌는 이유 

 김수영∙쏠∙라쿠나∙준 ‘뮤즈온 2021’ 홍보 앞장 

 FNC, 200 억 투자 유치 성공 “음악 관련 사업 투자” 

 딩고, 글로벌 채널 DGG 오픈…론칭 프로그램 ‘내 이름은 손민수’ 티저 눈길 

 아이유 데뷔 이끈 피제이 “아이유 버금가는 아티스트 만들 것” 

 하이브 음악을 한눈에…’HYBE INSIGHT’ 14 일 개관 

 방탄소년단, 美 대표 음악 잡지 롤링스톤 표지 장식…亞 그룹 최초 

 글로 쓴 음악평론이 사라진다… 영상-음성 비평 시대의 딜레마 

 제천음악영화제 올해는 대면 상영도 진행 

 코로나 19 극복 응원곡 ‘2021 지금 다시 하나되어’ 발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3571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347723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82&aid=0000910565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9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45471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5873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37769
https://www.instagram.com/p/CO4irChFfcR/?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4004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9093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8636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4953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61398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08343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730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972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6045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9295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4423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2989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44214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58797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3516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3577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3917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1&aid=000391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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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음악방송’ 1 주년 성과?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K-POP 아티스트 다수의 방송 등장 

 [일본] 음악 관련 4 개 단체, 정부의 ‘무관객 공연 개최 요청’ 철폐 성명 발표 

 [인니] 2021 년 라마단 신곡 발표 

 [UAE] 팔레스타인 아티스트 Lina Makoul, 독특한 음악 앨범 제작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23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1.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미국) 

 뉴노멀 음악 소비 틑렌드를 주도한 K 팝의 인기 

1. 코로나 19 가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1) 변화하는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2)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바꾼 K 팝 

2. 뉴노멀의 방향성 제시한 K 팝 

1) 음악시장의 판도 변화 주도 

2) 음악을 통한 사회적 변화 

3. 주요 뮤직 차트별 K 팝의 성과 

1) K 팝의 빌보드 차트 인 

2) 유튜브, K 팝 성장의 동력 

3) K 팝에 눈 돌린 스포티파이 

4) 애플 등 기타 뮤직 차트 성과 

4. 정리와 시사점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미국 2021 년 3 월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미국 21-3 호] 

 

5-2.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중국) 

 음원(전체) TOP10, 음원(한국) TOP10 차트 수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903871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4406.do?menuNo=203288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50/1844408.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781&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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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021 년 3 월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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