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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SKT 부당지원 52 억 받은 멜론, 과징금은 0 원…왜? 

 카카오엔터, 음악 플랫폼 ‘멜론’ 품는다…9 월 전격 합병 

 “음악 선곡 장인이 되는 방법”…플로(FLO), AI 기반 ‘크리에이터 테마리스트’ 운영 

 스포티파이, 애플워치 다운로드 및 오프라인 재생 기능 국내 공식 런칭 

 카카오 ‘음’ 저작권 침해 심각…신탁단체와 ‘늦깎이’ 협상 

 서울시, 세금 상습 체납자 특허권∙저작권도 압류한다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수도권 코로나 19 확산세에 대중음악 공연 줄줄이 취소∙연기 

 골든차일드, 단독 콘서트 ‘서머 브리즈’ 연기…코로나 19 확산여파 

 엔플라잉, 코로나 19 여파 콘서트 연기 

 하성운,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서울 공연 연기 “지방은 정상 진행” 

 ‘보이스킹’ 우승자 리누, 토크 콘서트 연기 “코로나 확산세 고려” 

 NCT 드림부터 오마이걸까지…안방 1 열 달군 ‘다시 함께, K 팝 콘서트’ 

 DAY6 (Even of Day), 미니 2 집 활동 성공적 마무리→첫 온라인 콘서트 

 ‘블랙핑크’ 콘서트, 극장에서 4DX 로 즐긴다 

 코로나 잊은 ‘어게인 테스형’ 공연…나훈아 “욕 먹을 각오로 한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 페스티벌’ 성료 

 제 11 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 성료 

 밀양시, 코로나 19 로 제 21 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취소 

 사천 락 페스티벌 ‘실내 공연’으로 전환 

 제 3 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 온라인으로 진행 

 샤이닝랩 랜선페스티벌 시즌 2 ‘썸머선셋 페스티벌’ 22 일부터 4 일간 개최 

 독립예술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내달 4 일 개막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 썸머&뮤직 페스티벌 개최 

 K 팝, 마드리드 흔든다…한국, 아시아 첫 스페인 축제 주빈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118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5481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33707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73860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455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7841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32&aid=0003085920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076&aid=0003754193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69&aid=00006170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75516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98736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58003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4693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731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8&aid=0000712777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034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642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6133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995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6026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516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9887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6111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8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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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소식 

 음콘협 “병무청, 대중음악계만 가혹한 이중잣대 들이댄다” 

 ‘K 팝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나’…美 워싱턴포스트 비결 분석 

 가상현실에 빠진 대중음악…메타버스∙NFT∙AI 가수가 K 팝의 미래일까 

 JYP, 소니뮤직과 손잡고 니쥬 이을 新 보이그룹 론칭 

 ‘하이브 레이블즈’ 日 음악 시장 장악…BTS 부터 세븐틴까지 

 BTS 신곡 ‘퍼미션 투 댄스’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16 위 

 엔시티 그림, ‘헬로우 퓨처’ 日 오리콘 위클리 차트 1 위 

 MSG 워너비, 가온 주간차트서 5 관왕…방탄소년단 3 관왕 

 이노션, 베뉴라이브와 손잡고 온라인 공연 광고사업 론칭 

 예스 24, 뮤지컬 잡지 ‘더뮤지컬’ 인수…공연사업 박차 

 넥슨재단, 게임 소재 전통예술 공연 판 깐다 

 BC ‘블랙핑크 카드’, 신한 ‘BTS 카드’…불붙은 팬덤 마케팅 

 헬스장 ‘음악속도 제한’ 없다…에어로빅 등 그룹운동만 규제 

 윤도현의 ‘2021 아리랑’으로 도쿄올림픽 응원…무료 공개 

 학폭 논란 올림픽 음악 감독, 미 NBC “폭력 쓴 사람이 올림픽을?” 

 그리스 인기 관광섬 24 시간 음악금지령…벌금 최대 2 억 7 천만원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방탄소년단, 미국 유명 TV 토크 쇼 ‘지미 팰런 쇼’ 다시 출연 

 [미국] 버라이어티지, 한국 콘텐츠 소비 통계 자료 발표 

 [일본] ENHYPEN, 일본 데뷔 기념 지상파 TV 생방송 출연 

 [베트남] woo!ah! ‘Pandora’ 활동 돌입, ‘Purple’ 베트남 MV 차트 6 주 연속 1 위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32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1.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싱가포르) 

 2021 년 싱가포르 음악 산업동향 

1) 싱가포르 음악 시장 개요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72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531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6173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7863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7&aid=00002714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53073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60995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4789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476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5297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6109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799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6114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457701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45&aid=00000261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1457511
https://c11.kr/qn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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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음악 공연 시장 

3) 싱가포르 음악 소비 현황 

 싱가포르 2020 년 최다 재생 음악 콘텐츠 

 싱가포르 2020 년 최다 재생 뮤직 비디오 

 싱가포르 음원 차트 TOP 30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싱가포르 2021 년 01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싱가포르 21-1 호] 

 

5-2.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필리핀) 

 2021 년 필리핀 음악 산업동향 

1) 필리핀 음악 시장 개요 

2) 필리핀 음악 공연 시장 

3) 디지털 음원 사업자 현황 

 필리핀 2020 년 최다 재생 음악 콘텐츠 

 2020 년 필리핀 대중 가요(OPM) 인기 순위 

 필리핀 음원 차트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필리핀 2021 년 01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필리핀 21-1 호] 

 

https://c11.kr/qnnn
https://c11.kr/qn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