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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스포티파이, 아델 요청에 ‘앨범 셔플’ 기능 중단 

 플로, 3 분기 영업이익 연속 흑자 달성 “엔터 분야 사업 확대” 

 다날엔터, NFT 거래 플랫폼 ‘다날메타마켓’ 선보인다 

 카카오벤처스, 배경음악 검색 플랫폼 ‘뉴튠’에 시드 투자 

 워너뮤직, 데이비드 보위 음악 저작권 인수 추진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세븐틴, 온라인 콘서트 ‘POWER OF LOVE’ 성공적 마무리 

 ‘스우파’ 콘서트 서울 공연 성료…여덟 크루 열기로 꽉 채웠다 

 엑소 카이, 12 월 12 일 첫 솔로 콘서트 온라인 개최 

 홍이삭∙김뜻돌→신지훈∙다방 ‘WithStage&’ 23 일 첫 공연 

 ‘놀면 뭐하니?+’ 참을 만큼 참았어 콘서트 12 월 15 일 개최 

 장범준, 2 년만 대면 공연 확정…12 월 연말 콘서트 개최 

 우즈(조승연), 12 월 단독 콘서트 개최 

 DIMF 힐링 뮤지컬 콘서트 개최…뮤지컬 스타 한 자리에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성료…전세계 22 만명 접속 

 오산시, ‘2021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 성료 

 ‘의정부 블랙 뮤직 페스티벌’…초호화 라인업 공개 

 

3. 기타 소식 

 BTS, 아시아 첫 ‘AMA 대상’…’3 개 부문’ 트로피 들었다 

 ‘오징어게임’ 정재일 음악감독, 美 할리우드 영상음악상 수상 

 트와이스, 올해 美 ‘빌보드 200’ 앨범 두 장 톱 10 진입…’K 팝 걸그룹 최초’ 

 CJ ENM 음악콘텐츠 본부장 “’MAMA’, 아시아 넘어 美에서 개최할 것” 

 JYP 도 메타버스에 꽂혔다…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업 ‘포바이포’에 50 억 투자 

 유희열→장윤주의 강력 추천…’뮤즈온’ 선정 뮤지션 향한 응원 

 올해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에 싱어송라이터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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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클리 글로벌 

 [미국] 세븐틴, 빌보드 톱 앨범 판매 차트 1 위 

 [심천] 텐센트뮤직, 애플뮤직과 글로벌 협업 

 [유럽] 프랑스 라디오 채널, K-팝의 성공과 그늘 분석 

 [UAE] 시네마 아킬, 알 세르칼에서 무료 씨네 콘서트 개최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50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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