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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유튜브뮤직 약진에 음원앱들 긴장…오리지널 콘텐츠 승부수 

 ‘커넥티드카’ 시장을 잡아라…멜론∙지니뮤직 등 경쟁 치열 

 음원 앱 1 위 ‘멜론’의 미로 같은 구독 해지에 소비자 분통 

 지니뮤직, 스트리밍 플랫폼 다양화…기가지니로 신곡 듣는다 

 아이유-BTS ‘차트아웃’ 사태, 플로에게 물었다 

 음산협∙ETRI, 디지털음악 콘텐츠분야 R&D 협력사업 LOI 체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 저작권 관리단체 연맹’ 회원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서울시 “공연장 정규 공연만 허용…경기장 등 임시 공연 안돼” 

 서울 종로 공연장서 22 명 집단감염…관객 감염 첫 사례 

 코로나 19 비상 ‘다시 함께 K-POP’ 결국 비대면 “심각한 수준이라” 

 ‘워너원’ 출신 가수 김재환 단독 콘서트 취소…코로나 여파 

 10 만뷰 ‘자라섬 온라인 올라잇’ 재즈 페스티벌 7/31 개최 

 링컨센터 공연 73 세 로커 한대수 “돈 못 버는 예술은 바보되는 세상” 

 잠비나이, 미국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출연…”맹렬한 공연” 

 BTS 콘서트, 프랑스 파리에서 가상현실로 만난다 

  

3. 기타 소식 

 플랫폼∙메타버스∙NFT…새 성장동력 찾는 K 팝 

 로블록스, 소니뮤직과 손잡고 메타버스 음악사업 강화 

 유느님까지 영입하나…연예계 대어 모으는 카카오엔터 

 트위터 스페이스 인기, K 팝 아티스트가 견인한다 

 방탄소년단, 차트 장악…170 만 장 판매∙92 개국 1 위 

 트와이스∙있지 이을까…JYP, 내년 2 월 신인 걸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美 ‘빌보드 200’ 4 주 연속 차트인…’팝 에어플레이’ 첫 진입 

 이달의 소녀, 영국 반응 심상찮다…전 세계가 주목하는 걸그룹 

 김목인→시와…마장뮤직앤픽처스, K 모던 포크 앨범 LP 로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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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 BGM 2021, 2 차 가창자 라인업 공개…강다니엘∙이해리∙유주∙정승환 등 참여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K-POP 아티스트 빌보드 차트 성적 

 [심천] 정용화, 소경등(萧敬腾) 한중 콜라보 음원 공개 

 [일본] NiziU, 신곡 <Super Summer> 코카콜라 광고로 공개 

 [유럽] 프랑스 국립 음악 센터, 2020 년 음악 관련 기관에 9,790 만 유로 지원 

 [유럽] Global Beatles Day 맞아 BTS 와 비틀스 인기 비교 

 [UAE] 이슬람 라마단 종료 축제 ‘이드 알 아드하’에 맞춰 라이브 콘서트 재개 

 [UAE] 아랍 음악 스트리밍 회사 앙가미, 스포티파이와의 싸움에서 입지 강화 

 [베트남] 정민혁 ‘베트남의 아이유’ 장미(Jang Mi)와 콜라보 싱글 발매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31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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