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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OTT 음악 저작권 소송’ 8 월 13 일 본격화 

 함저협, CISAC 가입…”해외 단체와 상호계약 가능해져”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인별정산’ 추가되나…음원 업계 촉각 

 K-POP 음악거래플랫폼 뮤직카우, 2021 년 예비유니콘 선정 

 카카오서 분사한 ‘멜론’…카카오엔터와 글로벌 시너지 노린다 

 “음원시장도 유튜브가 먹나”…부동의 1 위 ‘멜론’이 떨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도 음악 무제한 듣는다…지니뮤직 제휴 요금제 출시 

 스페이스오디티, ‘케이팝 레이더’에 스포티파이 지표 더해 

 공연예술 커뮤니티 플랫폼 ‘1 막 1 장’ 첫 시즌제 오픈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2021 다시 함께, K-POP 콘서트’ 7 월 개최…”코로나 이후 첫 대규모 대면 콘서트” 

 윤하, 7 월 30 일부터 단독 콘서트 ‘MINDSET’ 개최…1 일 선예매 

 김재환, 2 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 ‘알람’ 개최…체조경기장 입성 

 밴드 노바소닉, 11 년 만에 단독 콘서트 연다 

 5 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조승우의 ‘헤드윅’ 

 예지, DJ 오즈그린 손 잡고 EDM 온라인 콘서트 개최 

 제 15 회 DIMF ‘폐막콘서트’, 5 일 대구오페라하우스서 열려 

 마포문화재단, 13 일부터 ‘2021 마포 M 탭댄스 페스티벌’ 개최 

 제 2 의 이날치들 총출동…여우락 페스티벌 7 월 2 일 개막 

  

3. 기타 소식 

 콘진원, 뮤지션 육성사업 ‘뮤즈온 2021’ 본격 추진 

 ‘슈퍼밴드 2’, 비주얼+실력 갖춘 음악 천재 등장…시청률 3.4% 

 한터 글로벌 케이팝 리포트 : 2021 년 상반기 

 JYP 엔터, 두나무 손잡았다…K 팝 기반 NFT 플랫폼 사업 진출 

 방시혁, 하이브 대표직 내려놓는다…음악 프로듀서 역할에 집중 

 하이블 레이블즈, 방탄소년단+세븐티니+TXT, 한∙미∙일 음악 차트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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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이수만 “프로슈머 시대, 콘텐츠가 재화∙자산이 될 것” 

 블랙핑크, 미국서 음악 작업…YG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달의 소녀, K 팝 걸그룹 최초 美아이튠즈 차트 전 앨범 1 위 쾌거 

 스눕독까지 스며든 한사랑산악회 ‘피치스’…미국 진출 가나? 

 ‘싸이월드 BGM 2021’ 소유, ‘Y’ 리메이크…추억+공감에 반응 HOT 

 라이엇게임즈, 크리에이터 위한 무료 음악 앨범 출시 

 MSG 워너비 데뷔 앨범, 홍콩∙대만서도 인기 짱 

 음악대장 등장, ‘복면가왕’ 모바일 리듬액션게임 나온다 

 구리시 음악창작소 조성 본격화…국비 10 억 확보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방탄소년단 빌보드 메인 차트 4 주 연속 1 위 

 [미국] 공연 행사 재개 

 [일본] BTS, 가상 시어터 앱 ‘smash.’ TV 광고에 출연 

 [일본] NiziU, 소프트뱅크 ‘5G LAB’ 광고에 등장 

 [유럽] 프랑스 매거진, 데뷔 8 주년 기념 BTS 를 둘러싼 편견과 진실 5 개 소개 

 [베트남] 우아! ‘Purple’ 베트남 K 팝 MV 4 주 연속 1 위 

 [베트남] GS25, 초대형 음악 축제 한국∙베트남 등 4 개국 동시 개최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30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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