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1. 10 (2 주차) 

[No. 467]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 1 - 

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벅스, 제페토와 K 팝 아티스트 ‘메타버스 시상식’ 연다 

 지니뮤직, 박현진 대표 선임…”음악∙전자책 넘어 사업 확장” 

 6 년 전 세상 뜬 데이비드 보위 저작권 3 천억 원에 매각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스트릿 우먼 파이터 ON THE STAGE’, 전국 콘서트 성료…춤으로 하나 됐다 

 “2 년 기다림 끝” 에이티즈, 눈물로 연 월드투어 포문 

 방탄소년단, 그래미시상식 연기에 미국행 취소…”서울콘서트는 그대로” 

 골든차일드, 단독 콘서트 ‘플레이’ 퍼펙트 매진…거침없는 ‘대세’ 행보 

 ‘미스트롯 2’ TOP4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오픈 

 이찬원, 팬콘서트 서울 앵콜 공연 개최..전국투어 대미 장식 

 린, 2 월 단독 콘서트 ‘HOME’ 개최..10 일 티켓 오픈 

 AB6IX, 코로나 19 여파로 15 일∙16 일 단독 콘서트 잠정 연기 

 한∙아세안 음악 축제 ‘ROUND in Korea’ 성료 

 

3. 기타 소식 

 공정위, 올해 ‘디지털 불공정행위 근절’ 중점 추진…메타버스∙NFT 등 신유형 감시 강화 

 KAIST∙한예종, 메타버스 기반 공연예술∙전시 분야 공동연구 

 예술의전당 “대관료 인상 1 년 유예…공연예술계 회생 동참” 

 BTS 5 년 연속 골든디스크 음반 대상…디지털 음원 대상은 2 년 연속 아이유 

 블랙핑크 리사, 美 라디오 장벽 뚫고 K 팝 여성 가수 신기록 

 아이브, ‘ELEVEN’으로 데뷔 한 달 만에 음악방송 6 관왕 차지 

 영국 음악매체 뽑은 올해 유망주는…다운∙스테이씨 등 K 팝 6 팀 

 조 PD(조피디), VFX 전문기업 인수…K 팝 리얼리티 NFT 첫 공개 

 

4. 위클리 글로벌 

 [일본] BTS 일본 베스트 앨범, 오리콘 연간앨범 랭킹 1 위 기록 

 [일본] 장근석, 日 5 년 만에 앨범 <Blooming> 내년 3 월 발매 

 [유럽] 영국 매거진, 올해 최고 아시아 앨범 25 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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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290518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6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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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앙가미, 아마존 알렉사와 협력 새로운 대화형 경험 제공 

 [UAE] 비욘드 라이브, 샤이니와 함께하는 장대한 5 시간 콘서트로 론칭 

 [UAE] 한국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K 팝 슈퍼그룹 걸스온탑 결성 

 [베트남] ‘2021 년 초록빛 파도 시상식’, 연간 차트 탑 30 공개 

 [베트남] K-ICM 새 싱글, 발매 직후 베트남 아이튠즈 차트 장악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57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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