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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카카오엔터, 멜론 합병 완료…스토리∙뮤직∙미디어 통합개편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 오픈…첫 아티스트 에픽하이 

 유튜브 음악 서비스 유료 가입자 5 천만명 돌파 

 애플, 넷플릭스∙스포티파이 앱에 ‘외부 결제 링크’ 허용한다 

 애플,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업체 인수…”내년 전용앱 출시” 

 텐센트 “음악 저작권 독점 판권 포기한다” 성명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알리, 10 일 온∙오프라인 콘서트 연다…코로나시대 위로의 노래 전해 

 인피니트 남우현, 내달 단독콘서트 포문 

 샤이니 키, 솔로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 9 월 26 일 개최 

 ‘김형석 with FRIENDS 시즌 2’ 온라인 콘서트, 9 월 15 일 개최 

 김형중∙조성모, 발라드로 가을 문 연다…온라인 콘서트 

 위지윅스튜디오-엔피 “언택트 XR 콘서트 성료” 

 잔나비 콘서트 실황, CGV 서 상영…9 월 9 일부터 3 주간 

 LG 유플러스, 일본 통신사 KDDI 와 온라인 K-POP 콘서트 개최 

 비대면 페스티벌 ‘홍대야 놀자 XR’ 개최…넬→이영지 등 16 개 팀 출연 

 제 10 회 대전인디음악축전 ‘플레이 樂(락)’ 내달 4 일부터 개최 

 5 회째 맞이한 ‘서울숲재즈페스티벌 2021’, 내달 16~17 일 개최 

 MBC, ‘강변가요제:레전드’ 원주서 11 일 개최 

 13 회 ‘서울국제음악제’ 올해 주제는 ‘놀이공원’ 

 ‘노마스크’ 떼창에 술까지…8000 명 모인 日음악축제에 방역지침 ‘와르르’ 

 버려진 텐트만 6 만개…英, 뮤직페스티벌 끝나자 쓰레기밭 됐다 

 스웨덴 팝그룹 ‘아바’ 약 40 년만에 컴백…새 앨범 내고 공연 

 

3. 기타 소식 

 음공협 대정부 성명서 “장르 공연과 차별받지 않기를” 

 가온차트 “이대로 가면 음원 다운로드 시장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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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문화재단, ‘제 32 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본선 진출 10 팀 확정 

 ‘범 내려온다’ 조선팝이 ‘K 힙합’으로 변신…관광公 또 대박날까 

 미스틱스토리, 라이브 공간 ‘미스틱커넥트’ 오픈 

 ‘코다’, 가족∙커플→1 인관객도 사로잡은 음악영화…#감동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K-팝 팟캐스트, 오디오 스토리텔링 플랫폼 출시 

 [일본] 후지 록 페스티벌, 오프라인 개최 강행 3 만 5 천 명 입장 

 [유럽] BTS <Dynamite> 영국 플래티넘 인증 획득 

 [베트남] 베트남 아티스트, <조이 러커스 클럽> 페스티벌 참가 확정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39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인도네시아) 

 2021 인도네시아 음악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 2020 년 최다 재생 음악 

 인도네시아 2020 년 최다 재생 뮤직 비디오 

 인도네시아 음원 차트 TOP 30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인도네시아 2021 년 2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인니 2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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