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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멜론, ‘마이레코드’ 서비스…이용자 음악 감상 분석 

 스포티파이, 오디오북 서비스한다…’파인드어웨이’ 인수 

 인디제이, 미국 음악서비스 저작권 계약…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끝나지 않는 갈등”…PP, 문체부에 ‘음저협 저작권료 징수 관리’ 요청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코로나 이후 첫 대규모 K 팝 콘서트…비닐장갑 낀 관객 3000 명 “이게 얼마 만이야” 

 ‘2021 GEE’ K 팝 공연+세미나, 뜨거운 호응 

 세븐틴 온라인 콘서트 첫 공연 성료→21 일 열기 잇는다 

 사회공헌 ‘김장훈의 숲서트’, 12 일부터 총 8 회 개최 

 위드코로나 인천문화예술회관 20 일 밴드데이 개최 

 경기문화재단∙화성시문화재단 공동주최 ‘두근두근 나눔화성, 드라이빙 씨어터’ 개최 

 NCT 127, 12 월 고척돔 공연으로 월드투어 시작 

 트와이스, 12 월 24 일 서울 콘서트…월드투어 시작 

 에이티즈, 내년 월드투어…서울∙뉴욕∙런던 등 12 곳서 공연 

 쿠팡플레이,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온라인 공연 연다 

 차별∙편견과 맞선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2021 년 

 롯데엔터테인먼트, 2021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개최 

 씨엘∙타이거 JK∙비비…88 라이징, 6 만 관객과 美 최대 아시안 뮤직 페스티벌 성료 

 

3. 기타 소식 

 방탄소년단,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 ‘MTV EMA’서 4 관왕 올라…4 년 연속 수상도 기록 

 K 팝 아이돌뿐만 아니다…K 밴드, 월드투어 시동 

 SM 이수만 프로듀서 “한국, 메타버스∙NFT 콘텐츠 선두주자 될 것” 

 큐브엔터, 애니모카 브랜즈와 조인트벤처 설립…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나선다 

 음실련, 실시간 음악 정산내역 조회 서비스 정식 오픈 

 인천경제청, 대형 연예기획사 3 곳과 ‘K 팝 문화도시’ 협약 

 이마트 24, 주식 도시락 이어 음악저작권 도시락 한정판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3916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3692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98133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8105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32&aid=000311012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743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4498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9643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82936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110100073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7439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4505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79268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7326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54652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7249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00381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80229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82841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1082365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498559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11001000177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7341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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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클리 글로벌 

 [일본] 걸 그룹 ITZY(있지), 12 월 22 일 일본 데뷔 

 [유럽] 프랑스 매체, 블랙핑크의 정치적 영향력 보도 

 [인니] K-팝 온라인 공연 ‘스테이지 K-팝’ 성황리에 끝나 

 [UAE] Shure, UAE 에서 전자 상거래 사이트 개설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49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유럽) 

 프랑스 온라인 음악 공연 시장 동향 

1) 온라인 음악 공연 시장 개요 

2)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 공연 시장 현황 

3) 장르별 온라인 공연 사례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유럽 2021 년 7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유럽 21-7 호]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관련 법, 제도 및 지원 정책 

1)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시장 현황 

2)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관련 법과 제도 

3)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지원 정책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유럽 2021 년 8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유럽 2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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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11.kr/turc
https://c11.kr/turh
https://c11.kr/t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