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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지니뮤직, 게임사 해긴과 메타버스 음악사업 진출 

 벅스 앱 첫 화면에서 개인별 맞춤 음악 추천 

 플로, SM C&C 와 맞손…”오디오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공연계 숨통 트일까…’방역패스’ 조건 500 명 이상 콘서트 가능 

 대면공연 재개…신유미→10CM 출연 ‘뮤즈온데이#4’ 성공리 개최 

 이찬원, 부산 팬콘서트 성료…팬심 흔든 150 분 

 가평 음악역 1939 ‘G-SL 콘서트’ 개최 

 노을, 연말 전국투어 콘서트 개최…귀호강 라이브 기대 

 원호, 첫 오프라인 콘서트 ‘WE ARE YOUNG’ 무빙 포스터 공개 

 정용화, 25 일 오케스트라와 오프라인 단독 콘서트 

 ‘스우파’ 전국투어 콘서트 티빙으로 본다…독점 생중계 예고 

 인천시, 제 5 회 주섬주섬 음악회 11 일 온라인 개최 

 위드 코로나로 대중음악 공연도 첫 대규모 공연…재즈로 물든 자라섬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누리락 페스티벌’ 열린다 

 ‘1970~2021 음악 역사 조명’ 제 32 회 광주음악제 개최 

 여름철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 2 년 공백 깨고 2022 년 재개 

 美 음악 축제서 압사 사고로 최소 8 명 사망 

 

3. 기타 소식 

 K 팝 공연+K 콘텐츠 세미나 ‘2021 GEE’ 13~14 일 개최 

 BTS 음악∙춤 담은 NFT 나온다…하이브, 두나무와 전문회사 설립 

 BTS ‘다이너마이트’, 美레코드산업협회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 

 멜론, MMA2021 TOP10 및 부문별 투표 시작 

 KBS, ‘열린 음악회’→’뮤직뱅크’ 공개방청 재개 

 한국음반산업협회, 유튜브와 ‘뮤직비디오 리마스터링 프로젝트’ 진행 

 빌보드 진입 세븐틴, 전 세계 음악 시장 강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507861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09&aid=000487495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76923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62496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82798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662053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5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50848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00255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7665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70870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818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639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21789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81830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0&aid=000339183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4875335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18/000507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73454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507570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00286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55269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70563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4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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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클리 글로벌 

 [일본] BTS 공식 팝업스토어, 도쿄 시부야에서 오픈 

 [유럽] 프랑스 언론, BTS-유니버설 뮤직 계약 체결 보도 

 [유럽] 2021 MTV 유럽 뮤직 어워드, 베스트 K-팝 후보 발표 

 [UAE] 인기 가수 모하메드 라마단∙조지 와수프, 리야드 시즌 무대에 올라 

 [UAE] 이집트 암르 디아브, ‘2020 두바이 엑스포’ 쥬빌리 무대에서 공연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48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https://c11.kr/tn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