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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저작권협회 임원들 업무추진비 50 억원…방만 운영" 

 ‘회장 회삿돈 횡령 의혹’ 금영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사용료 일부 수년째 미지급 논란 ‘법적 공방’ 

 지니뮤직, 앱개편 단행…”쉐이킹으로 사운드 검색” 

 음악 들으며 대화하는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 써보니 

 멜론, 가사 하이라이팅·평점 등 서비스 개편 

 플로, MBC ‘푸른밤’ 손잡고 크리에이터 테마리스트 소개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BTS, 오프라인 공연 2 년 만 재개… 11·12 월 美콘서트 

 폴킴, 11 월 전국투어 콘서트 ‘투성이’ 개최 

 장민호, 서울 콘서트 매진→4 개 도시 추가 확정 “전국 팬 들썩” 

 'INK 콘서트' NCT 127→에스파, K 팝 스타 총출동..뜨거운 성원 속 성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첫 단독콘서트 성료..전세계 126 개국 팬들과 호흡 

 트레저, 100 개국 팬들 마주한 콘서트 성료…연내 컴백 암시 

 넬→이영지 16 개 팀 뭉친 ‘홍대야 놀자 XR’, 스트리밍 티켓 오픈 

 ‘울산에이팜’ 성황리에 폐막…국제 음악산업 허브로 자리매김 

 2021 아시아송페스티벌 라인업…NCT 드림-브레이브걸스 출연 

 그민페·피스트레인 또 취소…음악업계 울분 토로 

 코로나 19 확진자 3,000 명대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11 월로 연기 

 멈추지 않는 진화, 배리어프리 다원예술축제…’페스티벌 나다’ 개최 

 빌리 아일리시, 최연소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영국 런던에서 2 년 만에 K-뮤직페스티벌 개최 

 

3. 기타 소식 

 네이버, 음악·공연 등 국내 창작자 위해 100 억 출연 

 ‘슈퍼밴드 2’ 크랙실버 최종 우승…시네마 준우승 

 방탄소년단 X 콜드플레이 ‘My Universe’ 美 빌보드 '핫 100' 차트 1 위 

 악기 때려 부순 탈레반…아프간 음악인들 ‘엑소더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5632680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9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62705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3513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3462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85841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4&oid=366&aid=000076315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5582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5512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48286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48503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99325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81978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63584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61194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74811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966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53521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75101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784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396796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86010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49515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6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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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클리 글로벌 

 [베트남] 베트남 걸그룹 SGO48, 한국 아이즈원 표절 논란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43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일본) 

 2020 년 일본 콘텐츠 트렌드 및 이슈 분석 

1) 2020 년 일본 콘텐츠 트렌드 및 이슈 분석 개요 

2) 콘텐츠 장르별 동향 및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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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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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5723.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288&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50/1845712.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781&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