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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토종 음원 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로 볼륨 키운다 

 멜론 스테이션, 1 년만에 누적 스트리밍 4,000 만 돌파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 기능 도입…실시간 대화하며 함께 음악 감상 

 벅스, ‘첫달 100 원, 6 년간 최대 50% 할인’ 등 대학생활 내내 할인 및 적립 혜택 제공 

 스포티파이, 웨어 OS 스마트워치 오프라인 재생 지원 시작 

 “웹툰과 음악 만난다”…리디, 웹툰 OST 사업 본격화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마마무, 유쾌+감동 선사한 온라인 콘서트 ‘WAW’ 

 박지훈, 온라인 콘서트 ‘유어 컬렉션’ 성료…전 세계 메이 만났다 

 구리문화재단 “어쿠스틱 루프탑 콘서트’ 2 일 개막 

 소리꾼 고영열 첫 단독콘서트, 연주는 ‘이스턴모스트’ 

 ‘미스트롯 2’ 별사랑, 10 월 단독 공연 연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0 월 화려한 귀환 

 KBS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언택트 공연 29 일 개최 

 서울신라호텔, 유니버설뮤직코리아와 ‘랜선 공연’ 

 한국만화박물관, 만화〮애니메이션 주제가 콘서트 25 일 온라인 개최 

 제 5 회 여수음악제, 내달 1 일 막 올라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올해도 온라인 개최…이승환∙이날치 등 합류 

 글로벌 온택트 K 팝 페스티벌 ‘뉴비기닝 위드 케이팝 수퍼 페스트’ 개최 

 

3. 기타 소식 

 아바타로 스타 팬미팅… K 팝 새 먹거리 ‘메타버스〮NFT’ 

 중국 MZ 세대, 메타버스로 K 팝 댄스 등 한국 체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美 빌보드∙日 오리콘∙스포티파이 휩쓸었다 

 블랙핑크 리사, 내달 솔로 데뷔…”글로벌 음악시장 겨냥” 

 K 팝 4 세대 주도권을 선점하라…쑥쑥 크는 차세대 아이돌 

 OST 에 꽂힌 게임업계…공연∙음원 판매로 외연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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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클리 글로벌 

 [미국] 빌보드 ‘21 세기 최고의 프로듀서 50 인’ 선정 

 [유럽] 프랑스 공영 라디오 채널, K-팝 노래 추천 

 [유럽] 독일, 올해 상반기 음악 시장 수익 9 억 380 만 유로 기록 

 [유럽] GQ 프랑스, 한국 가수 <콜드> 포함 가수 21 명 소개 

 [인니] 엠텍그룹, 비대면 자선 콘서트 개최 

 [베트남] 베트남 민요, 중국 SNS 강타 

 [UAE] PopArabia, 음악 저작권 회사 ESMAA 출범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38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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