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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콘협 “OTT 와 음악저작권 갈등, 저작권료 징수하기 어려운 시대” 

 싸이월드-NHN 벅스, ‘미니홈피 BGM 서비스’ 구축 

 애플워치 단독재생 효과 톡톡…지니뮤직 음원 스트리밍 급증 

 지니뮤직∙신세계, 강점 부각 융합마케팅→고객경험 확장 나서 

 롤링스톤 코리아, 멜론과 ‘#Hashtags in Korea’ 협업 

 SKT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상반기 흑자…’플로’ 성장 지속 

 OTT 이어 ‘음원 유통’ 서비스 나선 왓챠 “데이터로 문화콘텐츠 영토 확장” 

 엔씨소프트-소니뮤직, 엔터 사업 협력 MOU 체결…”유니버스 확대”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경계 허무는 인디음악인들의 독창적 무대…’2021 인디열전’ 

 방탄소년단, 코로나 19 확산에 투어 취소 “새로운 형태 공연 준비” 

 손태진∙케빈오, 10 월 ‘2021 힐링 라이브콘서트’ 무대 선다 

 조성진 “다시 쇼팽으로” 부산 등 4 곳 순회음악회 

 박지훈, 28 일 온라인 콘서트 개최…K 팝 솔로 최초 최첨단 실감형 공연 

 기리보이, 국립현대미술관 신진작가 전시와 컬래버 공연 

 신세계百, 지니뮤직과 인디 아티스트 ‘언택트 공연’ 연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썸머뮤직 페스티벌 온라인 축제로 성료 

 제 31 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5~27 일 대구콘서트하우스 

 늦여름 밤, 국악과 함께…국립국악원 ‘우면산별밤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김현철 등 1 차 라인업 7 개팀 발표 

 코로나 19 확산에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10 월 말로 연기 

 코로나도 못 막은 뉴욕 ‘홈커밍 콘서트’ 허리케인에 중단 

 “한국인 예술성 없다” 막말 주커만, 카네기홀 공연 취소돼 

 

3. 기타 소식 

 위지윅∙위즈온센, K-공연 다큐영화 제작… “전세계 극장가 희망 될 것” 

 대중음악잡지 ‘포토뮤직’ 부활…한국∙일본판 동시 발행 ‘11 월 창간’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62980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66944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69246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63065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3660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3600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459276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7561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60551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0&aid=000337718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52204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8393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76887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248268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953058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21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88&aid=000071776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501563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67735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60905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50169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84141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5017372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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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막…’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 작품상 

 가평군, 음악역 1939 거리 경관 개선사업 완료 

 케이팝 레이더, 메타버스까지 영역 확장…’이달의 아티스트’ 발표회 개최 

 TXT, 아이튠즈 15 개 국가∙지역 ‘톱 앨범’ 차트 1 위 

 (여자)아이들, 美 ‘2021 MTV VMA’ 베스트 케이팝 후보 

 올 상반기 트위터 해시태그 ‘톱 10’ 중 절반은 K 팝 관련…#BTS 가 2 위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MTV VMA 후보 발표 

 [일본] 엔하이픈, 일본 데뷔 싱글 앨범 ‘골드디스크 플래티넘’ 인증 

 [유럽] 영국, 음악 및 라이브 행사 보험 제도 마련 

 [베트남] 2021 년 2 분기, 베트남 음악 저작권 보호 센터 370 억 동(VND) 수익 

 [베트남] 베트남 아티스트 40 여 명, 코로나 19 극복 뮤직 비디오 참여 

 [베트남] 베트남 래퍼 파오의 <Hai phút hơn>, 중국 SNS 에서 열풍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37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1.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중국-북경) 

 5 월 음원(한국) TOP10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021 년 9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1-9 호] 

 

5-2.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일본) 

 일본 음악시장의 최신 동향 및 전망 

1) 2020 년도 일본 음악시장 개요 및 현황 

2) J-POP 및 해외음악 중심의 시장 분석 

3) 일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 동향 

4) 일본 내 음악 미디어 이용자 분석 

5) 일본 음악시장의 향후 전망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670292
https://www.breaknews.com/82818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8205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501357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527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3093454
https://c11.kr/rjgz
https://c11.kr/rj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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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일본 2021 년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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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베트남) 

 베트남 문화∙콘텐츠 관련 정부 정책 

 베트남 문화∙콘텐츠 주무 관청 

 베트남 문화∙콘텐츠 및 문화외교 발전 동향 

 베트남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정책 전문가를 만나다!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베트남 2021 년 7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베트남 21-7 호] 

 

https://c11.kr/rjhn
https://c11.kr/rj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