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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아티스트 위한 연말결산 데이터”…스포티파이 ‘랩드’, 국내 첫 론칭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SM 콘서트 5,100 만 스트리밍 “韓온라인콘서트 최다 시청” 

 타이거 JK→비비, 필굿뮤직 패밀리 메타버스 콘서트 성료..”너무 감사해” 

 김필, 데뷔 10 주년 콘서트 성료 “오래, 함께 하겠다” 

 골든차일드, 2022 년 2 월 단독 콘서트 개최 

 ‘내일은 국민가수’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매진..남다른 티켓 파워 입증 

 ‘미스트롯 2’ TOP4 전국투어 콘서트 1 월 시작 

 몬스타엑스∙원어스→아이브…’웰컴 K 팝 클릭’ 라인업 공개 

 NCT 공연 실황, CGV 서 본다…1 월 12 일 개봉 

 글로벌 음악축제 ‘2022 Weverse Con’ 성료…117 개 국가∙지역서 시청 

 

3. 기타 소식 

 “폐허 된 업계 되돌려야”…대중문화예술계, 차별 없는 지원책 요구 

 영화관∙공연장, 밤 10 시 영업제한 없애고 9 시까지만 입장 허용 

 ‘2021 한터뮤직어워즈’, 방탄소년단∙트와이스∙백현∙리사 등 12 팀 ‘아티스트상’ 수상 

 ‘2021 가온차트 어워즈’ 뮤빗 글로벌 초이스상 1 차 투표 마감…임영웅∙리사 1 위 

 콘진원, 매장음악서비스 ‘오케이쏭’에 음악창작소 채널 오픈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대중음악 공연 ‘복합문화공간’ 조성 

 SM 계열사, 세계 최초 온라인 전용 콘서트 플랫폼 오픈 

 하이브 NFT 진출에 방탄소년단 팬들 ‘반대’ 왜? 

 박재범, AOMG 대표직 사임…”어드바이저로 남는다” 

 조 PD(조피디), 신개념 버추얼 인플루언서 선봬 

 싸이월드제트 “BGM 레트로 열풍, 2022 년에도 이어갈 것” 

 

4. 위클리 글로벌 

 [유럽] 영국 음악 매거진, 2021 년 한국 음악산업 평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243&aid=000002076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7654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51488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5418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5395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5157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900540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2302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91465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93184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56313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88999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476294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81118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76407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80698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1&aid=00024982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92063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7904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511886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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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BTS 상품 팝업스토어 오픈 

 [UAE] 2021 년 최고의 K 팝 노래: ‘라리사’부터 ‘버터’까지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56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중국) 

 2020 중국 디지털음악 백서 

1) 2020 중국 디지털음악산업 총결산 

2) 2020 음악산업의 4 대 분야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021 년 20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1-20 호] 

 중국 주요 도시 공연장 현황 

1) 중국 예술공연 장소 기본 현황 

2) 중국 주요 도시 공연장 소재 현황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2021 년 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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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11.kr/v9yt
https://c11.kr/v9za
https://c11.kr/v9z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