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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플로 X 스푼라디오, 월간 오디션 진행…신인 아티스트 찾는다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장민호, 10 월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 전석 매진 

 하동균, 10 월 단독 콘서트 ‘Here I am’ 개최 

 손호영, 솔로 데뷔 15 주년 콘서트 개최 

 세븐틴, 재미+감동으로 가득 채운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글로벌팬 환호 

 방탄소년단, 1 년만에 온라인 콘서트…10 월 24 일 개최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 홀로그램 콘서트로 만난다 

 소프라노 조수미, 예술의전당 홀로그램 콘서트로 만난다 

 샤이니 키, 26 일 ‘Beyond LIVE’ 콘서트 통해 신곡 무대 선공개 

 콘진원, ‘리퍼반 페스티벌 2021’에 주빈국으로 참가 

 가을, ‘대중음악 축제’ 기지개…’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등 재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해외 아티스트 라인업 발표 

 인천시, ‘2021 인천포크페스티벌’ 개최 

 온∙오프로 만나는 ‘2021 부산국제록페스티벌’ 10 월 2 일 개최 

 문체부, 제 5 회 공연관광 축제 ‘웰컴대학로’ 27 일 개막 

 

3. 기타 소식 

 10 주년 맞은 ‘뮤콘(MUCON) 2021’…’K 팝 전 세계에 알린다’ 

 국내 첫 콘서트 전문 공연장, 창동 ‘서울아레나’ 건축심의 통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플레이엠-크래커 합병…멀티 레이블 고도화 

 BTS 추석 연휴 유엔 연설∙공연 1000 만 클릭 

 블랙핑크 ‘UN 홍보대사’ 됐다 

 블랙핑크 리사, 솔로곡 글로벌 유튜브 송 톱 100∙뮤비 차트 1 위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BTS <FAKE LOVE>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 10 억 회 달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88819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64128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8976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7209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79019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7226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85492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50392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9068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6997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73195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712615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23101452851027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9889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4972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464776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72276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7028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2486295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44&aid=000076258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7&aid=0000276507


 

2021. 09. 23 (3 주차) 

[No. 451]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2 - 

 [일본] 일본 아이돌 그룹 ‘초특급’ 한국어 제목 노래 발표 화제 

 [일본] 2PM, 아사히 TV <뮤직 스테이션> 10 년 만에 출연 확정 

 [유럽] 이탈리아 상반기 음악 시장 수익 1 억 2,900 만 유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LA 댄스를 선보이는 힙합 안무가 

 [UAE] 아부다비 랜드마크 Erth Abu Dhabi 극장, 10 월 일반 공개 

 [UAE] 리야드에서 중동 최대 댄스 뮤직 페스티벌 ‘사운드스톰’ 개최 

 [베트남] 흐엉리∙좀비 첫 콜라보 곡 <쿠에 목 랑>, 유튜브 인기 음악 1 위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41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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