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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유튜브 뮤직, 지니 또 제쳤다…’1 위’ 멜론 맹추격 

 스포티파이, 애플워치에 오프라인 음악 서비스 

 스포티파이, 데스크톱∙노트북 PC 에서도 쓴다…데스크톱 앱 출시 

 ‘비싼’ 스포티파이 고전… ‘무료’ 사운드클라우드 떴다 

 지니뮤직, 문체부와 함께 ‘문화 다양성 큐레이션展’ 

 이모션웨이브, NFT 음악 플랫폼 ‘에임플’ 하반기 출시 

 문체부 “중국의 K 팝 저작권 도용… 적극 대응하겠다” 

 ‘그알’서 저작권 침해로 언급된 음악 감독∙회사, “사실과 달라” 반박 

 싸이월드의 부활… 뮤직카우서 추억의 BGM 저작권 소장붐 일어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서울시민, 코로나 1 년간 공연 4.2 회 관람에 7 만 4000 원 지출 

 ‘티몬스테이지’ 인기에 공연∙전시∙티켓 매출 3.7 배 증가 

 이날치-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1 년만에 ‘수궁가’ 공연 

 자우림, 6 월 올림픽홀 단독 콘서트 개최 

 ‘레미제라블’ 콘서트 저작권 합의…서울 공연 일부 취소 

 세븐틴, 美 ‘인종차별 반대’ 부대서 공연 

 방탄소년단, 6 월 ‘데뷔 8 주년’ 기념 공연 개최 확정 

 LG 유플러스, ‘마룬 5’ 온라인 콘서트 독점 중계 

 라디오헤드의 새 밴드 스마일 깜짝 데뷔…’온라인 콘서트’ 진화 

 위로∙희망 담은 ‘제 15 회 대학로거리공연축제’ 28 일 개막 

 제 15 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다음달 18 일 개막…온∙오프라인 막 올라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야외 콘서트 마련…”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3. 기타 소식 

 CJ 문화재단, 튠업 22 기 뮤지션 6 팀 선정 

 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4 관왕 기염…자체 최다 기록 

 위켄드 ‘그래미 설움’ 씻었다…’빌보드뮤직어워즈’ 10 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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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하이픈, 美 ‘빌보드 200’ 뚫었다…18 위 진입 ‘쾌거’ 

 [한류 인사이드-박성일] 韓 음악 드라마로 그려본 미래(하) 

 ‘롤린’이 쏘아 올린 역주행… 3 년간 가장 많이 번 노래는 뭘까 

 아티스트 콘텐츠 & 커머스 플랫폼 ‘원더월’, 100 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 유치 완료 

 차세대 뮤지컬 스타 찾는 ‘2021 DIMF 뮤지컬스타’ 6 월 5 일 첫방송 

 춘천 공지천 의암공원이 공연장으로…공연재생 사업 추진 

 간송 옛집∙K 팝 전문공연장… 도봉구, 문화중심 도시로 변신 

 송파구 ‘악기도서관∙음악창작소’ 문 연다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 

 [유럽] 보그 프랑스 추천 : 관심 가져야 할 새로운 K-pop 아이돌 그룹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24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중국) 

 음원(전체) TOP10, 음원(한국) TOP10 차트 수록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021 년 4 월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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