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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지니뮤직-MBC, 음악 나오는 완전체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 제공 ‘업계최초’ 

 음악 플랫폼 플로(FLO), 오디오 콘텐츠 영역 메타버스로 확장…SK 텔레콤과 협력 

 NHN 벅스, 내년 신개념 뮤직시네마 출시…’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박차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인기 OST 검색 서비스 내놨다 

 스포티파이, ‘카 뷰’ 모드 없앤다 

 한음저협, 온라인 공연 블록체인 정산 플랫폼 개발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관객과 함깨 했던 ‘뮤즈온데이’…5 회차 끝으로 ‘뮤즈온 2021’ 마침표 

 자우림, 단독 콘서트 ‘영원한 사랑’ 성료…원톱 혼성밴드 위엄 입증 

 정용화, 대면 오케스트라 콘서트 성료…함성 대신 ‘박수’ 

 뉴이스트, 단독 콘서트 ‘더 블랙’ 마무리…성공적 오프라인 공연 

 포레스텔라 서울 콘서트, 3 분만에 매진 

 윤종신, 단독콘서트 ‘버드맨’ 개최…팬에 연말선물 

 김재환, 12 월 단독 콘서트 개최 

 BTS, 2 년만에 대면 공연…LA ‘20 만 보랏빛 물결’ 

 티빙, 스우파 콘서트 VOD 12 월 10 일 독점 공개 

 ‘마마무 2021 WAW 콘서트 더 무비’ 12 월 3 일 개봉 

 박현빈∙김해나 공연이 단돈 천원…서울시 ‘K-트로트 뮤직페스티벌’ 

 ‘유러피안 재즈 페스티벌’ 4 년 만에 다시 열린다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하루 새 매진…추가 좌석 오픈 

 

3. 기타 소식 

 ‘경북 음악창작소’ 이달 30 일 “팡파르” 

 목포시,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에 ‘대중음악 전당’ 조성 

 하이브 이어 큐브까지…연예 콘텐츠도 NFT∙메타버스에 쏠린다 

 조피디(조 PD) 메타버스, NFT 융합한 케이팝 콘텐츠 시장 출격 

 멜론, MMA2021 로 음악계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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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7 천만 명 돌파…전세계 아티스트 최초 

 트와이스, 美 빌보드 3 대 메인 차트 최상위권 달성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BTS, 27 일부터 미국 공연 예정 

 [유럽] BTS, ‘MTV 유럽 뮤직 어워즈’ 최다 수상 

 [UAE] 스포티파이, 이라크∙리비아 진출 

 [UAE] 스포티파이, UAE MZ 세대의 디지털 오디오 소비 행태 분석 

 [베트남] 베트남 뮤직 비디오 출연 홍콩 배우들 화제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51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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