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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토종 OTT “음저협, 협의체 이후 저작권료 납부 요구한 바 없어…고소 취하하라” 

 음저협, PP 음악사용료 산정에 ‘신탁비율’ 도입키로 

 라인, 디토 뮤직과 NFT 서비스 개발 협약 

 신세계百, 지니뮤직 손잡고 인디 아티스트 키운다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인수 한 달만에…오디오서비스 ‘스토리 G’ 오픈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With 를 넘어 Together 로…문화계, 기지개 켠다 

 선미, 첫 온라인 콘서트 성료…XR 무대부터 밴드 세션까지 

 자전거 탄 풍경, 단독 콘서트 성공적 마무리 

 김희재, 5 천 관객 앞 첫 팬콘서트 성료 

 1 년 반만의 콘서트…NCT127 팬들, 안전요원 밀치고 무대 앞 난입 

 세븐틴 11 월 14 일-21 일 온라인 콘서트 개최 

 영국 가수 스팅, MBC-월드비전 온라인 자선 콘서트 출연 

 거미, 2 년만 전국투어 콘서트 개최…”행복한 연말 기대” 

 온앤오프, 데뷔 첫 단독 콘서트 12 월 개최 

 자우림, ‘영원한 사랑’ 발매…11 월 단독 콘서트 

 위너 강승윤∙송민호, 합동 아닌 솔로 콘서트…이유 있는 자신감 

 뮤지컬 ‘라이온킹’ 내년 1 월 서울 공연…인터내셔널 투어 재개 

 LG 유플러스, ‘제 18 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독점 중계 

 3 년 만에 대면 EDM 축제…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내년 개최 

 

3. 기타 소식 

 음공협,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 대책 세미나 “정확한 공연 가이드라인 필요” 

 “다시 일상으로”…문체부, 소비할인권 7 종 다시 푼다 

 문체부∙연제협 ‘2021 GEE’, K 엔터 세미나 개최 

 국내 최대 K-팝 공연장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사 시작 

 BTS, 미 3 개 음악 시상식 AMA 서 대상 후보 올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119&aid=000254278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7889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63087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9067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62076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499115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50573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6705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4184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6417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65766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7541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670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79314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79228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4140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1276085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76&aid=000379588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7540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90576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9778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507038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75114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50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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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하이픈, 성장세 무섭다…美 빌보드 7 개 차트 상위권 진입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CL, 미국 탭 뮤직과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유럽] 스페인 음악 전문 매체, K-팝 걸 그룹 브랜드 가치 순위 소개 

 [인니] 코피 끄낭안∙다우니 인도네시아, BTS 상품 판매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47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4621163
https://c11.kr/tg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