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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저협 “PP, 합리적 저작권료 산정 위해 음악큐시트 제출해야” 

 국내 OTT 社 음악저작권 침해에 작사·작곡가 3500 명 ‘강력 처벌’ 탄원 

 대한가수협회, “음악저작권료 분배율, 가수들에 불공정…개선돼야”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이용자 불만 속출에 금감원 조사 

검토까지…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은 언제쯤? 

 문체부, 멜론∙지니뮤직 등과 12 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카카오, 공정한 음악 차트 위해 ‘멜론차트 자문회의’ 발족 

 스포티파이, 개인 맞춤형 연말결산 캠페인 ‘랩드’ 진행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2 년 만에 돌아온 ‘라이브 클럽 데이’, 안정∙청정∙우정 

 루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올 카인드 오브’ 성료…”공연하면서 계속 울컥” 

 더보이즈, 팬콘 ‘더비존’ 2 년 11 개월 만 대면 공연 완벽 성료 

 황치열, 2 년 만의 콘서트 성료 

 거미, 전국투어콘서트 부산 공연 성료…”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김장훈, 24~25 일 단독 콘서트 ‘부스터샷’ 개최 

 장민호, 서울 앙코르 콘서트 개최…내년 1 월 1~2 일 

 네이버 나우, 온스테이지 특별 프로젝트 공연 선봬 

 BTS LA 콘서트 티켓 판매액 394 억원, 9 년 만에 세계 최대 액수 

 LA 달군 BTS, 내년 3 월 서울서 콘서트 한다 

 방탄소년단, 美 아이하트라디오 ‘2021 징글볼 투어’ 오프닝 장식 

 ‘단독 콘서트’로 발 넓히는 토종 OTT 

 한∙아세안 페스티벌 ‘ROUND 2021’ 내년 1 월 9 일 개최 

 

3. 기타 소식 

 하이브 방시혁, 블룸버그 ‘올해의 50 인’ 선정 “K 팝 새 이정표 세웠다” 

 플로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 글로벌 팬더스트리 사업 추진한다 

 아이유 방탄소년단 ‘멜론 뮤직어워드’ 5 관왕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8590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83621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75693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76&aid=000380848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76&aid=000380848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8477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86469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70909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87114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50616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100157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790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2&aid=00005161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1&aid=000249465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86486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4121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397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32349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7&aid=000028263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70951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8872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2&aid=000167228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74783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47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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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K 팝 앨범 유일 美 롤링스톤 ‘올해의 베스트 앨범’ 

 에스파, 美 ‘더 닉 캐넌 쇼’ 출연…K 팝 가수 처음 

 “’MAMA’ 美 개최, K 팝 위상 높이는 계기될 것 

 

4. 위클리 글로벌 

 [유럽] 유럽 언론, 유럽 내 K-팝 인기 및 현상 소개 

 [인니]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음악 시상식’ 개최 

 [베트남] 베트남 개발자 음성 기반 플랫폼 ‘온믹’ 개발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52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1.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중동) 

 GCC(걸프 아랍국 협력 회의) 주요 국가 음악 산업 동향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UAE 2021 년 2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UAE 21-2 호] 

 

5-2.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인도네시아) 

 2021 인도네시아 K-콘텐츠 행사 

1. K-콘텐츠 엑스포, 인도네시아 진출 개요 

2. 2021 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개최 행사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인니 2021 년 15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UAE 21-15 호] 

 

5-3.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베트남) 

 베트남 대중음악(V 팝) 산업 및 공연 시장 개요 

1. 베트남 젊은 세대의 음악 취향 

2. 베트남 대중음악(V 팝) 공연 시장의 잠재력 

3. 대표 음악 페스티벌과 음악대전 프로그램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58249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87077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5098772
https://c11.kr/ufyw
https://c11.kr/ufzb
https://c11.kr/uf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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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과 외국의 음악 공연 공동 개최 기회 

1. 베트남과 외국의 공연 공동 개최 관련 법률 체계 

2. 베트남과 외국의 공연 협력 동향 

3. 베트남 대표 공연 기획사 

4. 음악 공연 성공 사례 분석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베트남 2021 년 12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베트남 21-12 호] 

 

https://c11.kr/ufz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