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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지니뮤직, 국내 전자책 1 위 ‘밀리의 서재’ 인수…”구독형 서비스 확대” 

 플로, 서비스 1000 일 기념 ‘너의 음악취향으로부터’ 캠페인 진행 

 ‘델타항공 타면 스포티파이가 음악 추천합니다’ 

 뮤직카우, 8 월 음악저작권 거래액 556 억…작년 월평균보다 19 배↑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사업 본격 궤도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홍대 앞 클럽 공연도 중계…인디 뮤지션들 온라인 공연 증가 

 개장 2 주년 노들섬, 10 월 8 일 기획 공연 ‘THE WONDER WEEKS’ 개최 

 넬, 역대급 콘서트 성료…레전드 공연 만들었다 

 발라드 가수 조성모, 25 일 반전의 댄스 콘서트 연다 

 자전거 탄 풍경, 10 월 온〮오프라인 콘서트 연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0 월 첫 단독 콘서트 ‘액트:보이’ 개최 

 인디음악 발굴 ‘포크라노스:와다다다’ 페스티벌 연다 

 “콘서트 티켓 팝니다”…팬들 돈 수천만원 가로챈 20 대 징역형 

 

3. 기타 소식 

 “韓 대중음악 공연산업 죽어간다” 음공협, 대책 마련 호소 

 “팬클럽 활동도 규제” 중국 연예게 정풍운동…K 팝에 미칠 영향은 

 CJ ENM ‘MAMA’, 12 월 11 일 한국 개최 

 키인사이드, 김형석과 손잡고 ‘NFT 아티스트’ 키운다 

 블랙핑크 리사 솔로 MV, ‘이틀 만에 1 억 뷰’…K 팝 솔로 최단 기록 

 방탄소년단,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과 유튜브 ‘RELEASED’ 스페셜 에피소드 출연 

 스트레이 키즈, 음악방송 5 관왕 달성…’소리꾼’ 인기 질주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유튜브 뮤직 사용자 5,000 만 명 돌파 

 [심천] 넷이즈 클라우드 뮤직, 모든 아티스트 인기 차트 삭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468&aid=000078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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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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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ITZY(있지), 일본 공식 데뷔 

 [일본] BTS <Butter>, 오리콘 사상 최단 기간 누적 스트리밍 2 억 회 돌파 

 [유럽] BTS <Butter>, 올 여름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들은 곡 9 위 

 [베트남] 베트남 <MTV 팬 초이스 2021> 공식 개막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40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산업 정책 및 규제 현황 

1)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관련 국가 개발 정책 

2) 콘텐츠 산업 법령 및 규제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인니 2021 년 3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인니 2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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