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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스포티파이, 한국의 떠오르는 인디 아티스트 조명하는 ‘FRESH FINDS KOREA’ 론칭 

 21 분기 만에 흑자 낸 플로 “오디오 더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 필요” 

 네이버 바이브-돌비, 3 차원 공간 음향 사운드 제공 

 “음악 들으며 웹툰 본다”…카카오페이지-멜론, 연계 프로모션 진행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 연주 플랫폼 ‘더플레이어’, 27 일 프리 론칭 

 싸이∙제시∙헤이즈 음악을 게임으로… ’슈퍼스타 피네이션’ 출시 

 원작자도 모르게 편곡된 악보 개당 2,000 원에 무단 유통 (유명무실 저작권)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코로나 19 뚫고 대중음악 공연 돌아온다 

 ‘NFT’ 공연예술 수익화∙소유권 보호에 KT 도 나선다 

 매진 또 매진…’보복 관람’ 관객에 공연 티켓 동난다 

 인공지능 로봇, 미술전시∙영화∙공연도 안내한다 

 서울시, 공시생∙취준생 위한 공연 선물한다 

 인디음악, 방구석에 외치다 ‘우리 살아 있어!’ 

 ‘튠업’ 22 기 뮤지션 6 팀 금요콘서트서 만난다 

 ‘4 인조 밴드’ 루시, 6 월 18-19 일 첫 단독 콘서트 개최 

 ‘트롯 전국체전’ 콘서트, 티켓 오픈과 동시에 티켓 예매율 1 위 기록 

 엔니오 모리꼬네 영화음악 콘서트 진행… 27 일 티켓 오픈 

 피원하모니, 美 롤링스톤 라이브 공연..”참여 영광” 소감 

 미 음반사 88 라이징, 아시아 증오범죄 피해자 위한 자선 콘서트 

 ‘드림콘서트’ 6 월 26 일 상암 개최 “오프라인 공연 가능성도” 

 경기아트센터, 문화공감 콘텐츠 ‘디 오브젝트(The Object)’ 공연 

 랜선으로 즐기는 인디음악 100 팀 공연, 경콘진 ‘2021 아무공연’ 개최 

 ‘살롱콘서트 休’ 내달 5~27 일 인천문예회관서 열려 

 고창읍성 매주 일요일 ‘모양성 유랑단’ 상설공연 

 혼라이프 뮤직 크로스오버, 28 일 티켓 오픈 

 강릉∙울릉에서 펼쳐지는 축제 ‘릉릉위크’ 성공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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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쿠스틱 무명, 숨은 고수들, 남이섬서 뜬다..보름간의 축제 

 佛,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제한 없이 실내 콘서트 안전 여부 실험 

 맞으면 2 만원, 안 맞으면 111 만원…美 ‘백신 할인’ 콘서트 

  

3. 기타 소식 

 CJ 문화재단 ‘설립 15 주년’… “젊은 창작자들의 성공 신화 만들어 나갈 것” 

 CJ ENM, K 콘텐츠 창작자 등용문 ‘오펜’ 신규 기수 출범 

 LG 전자, 뮤직∙무비 프로젝트로 MZ 세대와 소통 

 “컬러링도 볼 수 있다고?”… 이통 3 사, ‘V 컬러링’ 공동 서비스 

 네이버 D2SF, 음악 AI 스타트업 ‘포자랩스’에 후속 투자 

 ‘복면가왕’ 일본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독점서비스 

 한동철 PD, 세계적 공연 제작사로부터 월드투어 삼천만 달러 제안 받았다 

 ‘K-POP 빅데이터 기업’ 한터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최종 선정 

 ‘K 팝’ 인기 배 아팠나…견제 나선 중국의 ‘상상초월 수법’ 

 방탄소년단, 美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2 관왕 

 BTS ‘버터’ 영국 오피셜 싱글 3 위…내달 2 일 ‘2021 BTS 페스타’ 

 드림캐쳐, 세계 최대 음악 축제 ‘프리마베라 사운드’ 오른다…韓 가수 유일 

 가수 스컬, 더 샌드박스 NFT 메타버스 합류…”가상 콘서트∙팬미팅” 

 제주음악창작소 ‘제뮤(JEMU)’, 오는 6 월까지 무료시범 운영 

 고양시, 지역 음악인들을 위한 ‘음악창작소’ 내년 1 월 개관 

 의정부시, 음악과 공간의 융합 음악도서관 개관 

 전주에 ‘마당 창극’ 전용 공연장 건립…”관람환경 대폭 개선” 

 “도서관에 수영장∙공연장이”…진주시, ‘혁신도시 시즌 2’ 총력 

 국립국악원, 전국 명소 배경 국악 뮤직비디오 매주 한 편 공개 

 (사)한국음악협회, (재)국악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창작 음악 발전에 기여할 것” 

 YG, 신사옥 앞에 팬들 위한 독립 공간 마련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방탄소년단, 아시아 그룹 아티스트 최초 잡지 표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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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천] 콰이쇼우(快手, 중국 숏클립 플랫폼) 음악 앱 ‘샤오선창(小森唱)’ 출시 예정 

 [유럽] 나윤선 재즈 공연, Coutances 에서 열릴 예정 

 [UAE] Issam Harris 와 Marwan Moussa 가 인기 게임의 아랍어 음악 트랙 제작 

 [UAE] 두바이 촬영 뮤직 비디오가 하루만에 거의 200 만 조회수 기록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25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미국)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미국 스트리밍 음악산업 현황과 전망 

1. 미국 대중음악산업이 2020 년에 겪은 변화 

1) 스트리밍 증가로 인한 음반시장의 9.2% 성장 

2) 라이브 공연 시장의 지속적 하락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국 스트리밍 음악산업 전망 

1) 스트리밍은 계속된다 

2) 공연장 문화의 대안 

3) 2021 년 하반기부터 재기에 시동을 거는 미국 공연산업 

3. 재기에 시동을 거는 미국 공연산업 

1)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결국 2022 년으로 연기 

2) 버추얼 이벤트를 통한 회복 진행 중 

4. 정리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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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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