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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NHN 벅스 유튜브 채널 ‘에센셜’ 구독자 100 만 돌파 

 멜론, ‘세상의 모든 TOP100’ 등 공식 NFT 발행 

 멜론 이용권 결제금액 2% 환경기부 ‘숲;트리밍’ 프로젝트 

 스포티파이, ‘K-Pop ON! Track’ 론칭 

 “2025 년 애플 뮤직 가입자 1 억 1,000 만 명” 전망…스포티파이 긴장하나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SKT, 이프랜드서 가상 콘서트 개최…’볼류메트릭’ 기술 세계최초 적용 

 백예린 밴드 ‘더 발룬티어스’, 내달 2 번째 단독공연…’TVT Club’ 

 NCT DREAM, 7 월 29-31 일 단독 콘서트 연다 

 영탁, 7 월 첫 단독콘서트 ‘탁 쇼’…전국투어 시작 

 롯데엔터테인먼트, 8 월 ‘시티 썸머 페스티벌-썸머 브리즈’ 콘서트 개최 

 아이비, 15 년 만에 단독 콘서트…’넥스트 페이지’ 

 티빙, 임영웅 콘서트 8 월 14 일 서울 공연 생중계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 년 7 개월만에 개최…빌리 아일리시 초청 

 이문세, 10 월에 야외 콘서트…’붉은노을존’ 마련 

 ‘SM 타운’ 일본 도쿄돔 콘서트 매진에 공연 추가…총 3 회 열려 

 BTS,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콘서트 연다 

 가평군 음악역 1939, 지난 18 일 ‘가평 Saturday 라이브(G-SL) 뮤직페스티벌’ 개최 

 3 년만에 ‘워터밤 서울’…최악의 가뭄 속 물축제 

 위메프, 케이팝 뮤직 페스티벌 ‘2022 유니콘’ 티켓 단독 판매 

 국카스텐∙10cm∙이무진…사운드베리 페스타(Soundberry Festa) 1 차 라인업 공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비행장에서 선보이는 <라라랜드>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 콘서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23 일 할인 티켓 판매 개시 

 밴드 이디오테잎, 록 페스티벌 ‘록 인 리오 리스보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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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소식 

 케플러부터 세븐틴까지! 한터차트, 6 월 4 주 톱 10 점령한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아이브·(여자)아이들·임영웅, 25 주 가온차트 정상 섭렵 

 구리시 음악창작소 내달 문 연다 

 담양군∙광주 MBC ‘LP 음악창작소’ 건립 협약 

 

4. 위클리 글로벌 

 [미국] 스포티파이, 오디오북 기업 파인드어웨이 인수 

 [유럽] 유럽 언론, BTS 휴식기 발표에 폭발적인 관심 집중 

 [UAE] 스포티파이, ‘멜루크 엘 신’ 재생 목록 새롭게 브랜딩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81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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