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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CJ ENM, 음악콘텐츠 기반 ‘디지털 플랫폼’ 만든다. 

 “유튜브뮤직 게 섰거라”…멜론〮지니도 개인화 큐레이션 대폭 강화 

 지니뮤직, 제네시스 GV60 에 실시간 음악 서비스 탑재 

 페이스북, 오디오 허브앱으로 음악 차별화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하성운 ‘FOREST &’ 서울콘서트 성료, 라이브 빛났다 

 풍류대장 고영열, 단독 콘서트 ‘초월’ 성료 

 양파, 2 년 만 단독 콘서트 ‘겨울 숨’ 단숨에 전석 매진 

 김희재, 첫 팬콘서트 1 분 만에 매진 ‘팬덤 화력 입증’ 

 원어스, 1 년 만 단독 콘서트 ‘적월도’ 연다 

 ‘위너’ 강승윤/송민호, 첫 솔로 콘서트 연다 

 BTS, 美 LA 소파이 스타디움 공연…약 30 만석 전석 매진 

 2021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 100 만명 접속 성황 

 인디음악 축제 ‘잔다리페스타’ 10 년…기념방송〮기록집 출간 

 경주서 ‘2021 아시아송페스티벌’ 펼쳐져…”아시아 사로잡다” 

 ‘서울숲재즈페스티벌 2021’, 거리두기 연장에 10 월 말 연기 결정 

 LGU+, SM 엔터 ‘NCT/에스파’ 온라인 공연 ‘XR SHOW’ 연다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15 일 개최…몬스타엑스 등 공연도 

 

3. 기타 소식 

 다큐멘터리 3 일, ‘홍대 음악거리 72 시간’ 국카스텐 하현우 내레이션 참여 

 유튜브, 아티스트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한국서도 가동…1 호는 ‘에스파’ 

 BTS 빌보드 싱글 12 위…’디지털 송 세일즈’ 역대 최다 1 위 

 ‘로큰롤 여왕; 티나 터너도 60 년 음악 판권 음반사에 판매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올해 전세계 음악 스트리밍 1 년새 2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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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BTS 와 콜드플레이 콜라보 곡, 영국 퍼스트 룩 차트 2 위 

 [유럽] NCT127 정규앨범 <Sticker>, 영국 음반 차트 40 위에 

 [유럽] 블랙핑크 리사, <Lalisa>로 영국 싱글 차트 TOP100 진입 

 [UAE] 유튜브,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UAE 에서 음원 차트 제공 

 [베트남] 베트남 유명 래퍼 ‘덴 버우’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공개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44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1.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일본) 

 2020 년 일본 콘텐츠 산업 정책 

1) 뉴 노멀 시대의 도래 및 콘텐츠 정책의 방향성 

2) 중장기 콘텐츠 산업 정책 

- 콘텐츠 업계의 디지털 경영 개혁 

- 콘텐츠 산업 전반의 시장 규모 확대 

     3) 콘텐츠 관련 주무 부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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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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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베트남) 

 베트남 공연 예술 개요 

1) 베트남 공연 예술 유형 

2) 베트남 공연 예술의 국제 협력 발전 과정 

3) 베트남 공연 예술 관련 법률 체계 

 베트남 공연 예술 현황 및 발전 동향 

1) 베트남 공연 예술 현황 

2) 베트남 공연 예술의 발전 동향 

3) 베트남 공연 예술의 성공 사례 분석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일본 2021 년 9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베트남 2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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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50/18457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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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