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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음악저작권협회, 경쟁협회 발목 잡았나…공정위 조사 

 디즈니+는 언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낼까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SF9, 2 년 5 개월 만의 단독 콘서트 성료…뜨겁게 채운 220 분 

 ‘미스트롯 2’ TOP4 전국투어 콘서트 제주 공연 성료 

 에이티즈, 월드투어 美 시카고 공연 성황리 개최 

 거미, 15 일 전국 투어 콘서트 ‘다시, 윈터 발라드’ 시작 

 금잔디, 내달 4 일 20 주년 미니콘서트 개최…장민호 게스트 출격 

 이찬원 콘서트 ‘원 모어 찬스’ 서울 앙코르 공연 추가 

 2am, 9 년만의 단독 콘서트…”오프라인으로 연다” 

 한매연, ‘2022 플라이하이 K-POP 콘서트’ 개최 

 화제의 온라인 콘서트 ‘SMTOWN LIVE 2022’ 다시 만난다…29 일 리스트리밍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27 일 실감공연 네 번째 ‘쇼미더머니 10 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3 월 25 일 개막, 20 일 예매 시작…주제 ‘다양성 속의 비전’ 

 ‘국민가수 톱 10’ 삿포로 눈축제 K 팝 페스티벌 참여 

 코로나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 콘서트, 세상이 변하고 있다 

 

3. 기타 소식 

 “K-콘텐츠 디지털 자산화 앞장”…한국 NFT 콘텐츠협회 출범 

 키썸, 최초 체험형 NFT 앨범 발매..파격적인 음악 행보 

 글렌체크 화이트 래빗 NFT 컬렉션 첫 테마 오픈 

 “LP 가 굿즈? 청취용!”…MZ 세대도 반한 ‘레코드페어’ 현장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21 일 티켓 예매 오픈, 고은아∙노제∙윤상 등 시상자 라인업도 공개돼 

 ‘2021 한터뮤직어워즈’, BTS∙임영웅 등 위해 명동→뉴욕 광고 프로모션 진행 

 BTS 후보 오른 그래미 시상식, 4 월 3 일 라스베이거스 개최 

 

4. 위클리 글로벌 

 [일본] <NCT 127> 온라인 라이브 공연, 일본 전국 상영 

 [베트남] 선뚱 엠티피, 2021 년 베트남 유튜브 하이라이트 올해의 뮤직비디오 1 위 차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9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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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02339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02336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1284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584561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54471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59889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95084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84509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1010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25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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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7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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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02281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096057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82375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63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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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가수 미아인, 한국 방송에 출연, 자작곡 무대 공개 

 [유럽] 프랑스 음반협회, 2021 년 음악 시장 예비 보고서 발표 

 [유럽] 영국 음반산업협회, 2021 년 영국 음악 시장 통계 발표 

 [유럽] 독일 음악산업협회, 2021 년 독일 음악 시장 결산 발표 

 [유럽] NME 선정 떠오르는 아티스트 100 명에 한국 아티스트 6 인 선정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59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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