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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서비스 및 저작권 소식 

 유튜브뮤직, 구글 인앱결제로 ‘날개’..음원업계 시름 깊어져 

 스포티파이, 오디오북 사업 진출 

 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한국씨티은행 출신 전략사업본부장 영입 

 

2. 공연 / 페스티벌 소식 

 2AM, 9 년만의 단독 콘서트 성황 “함께 노래해 행복” 

 홍대광, 단독 콘서트 ‘빛의 정원’ 공연 성료…고퀄 라이브로 꽉 채운 120 분 

 장민호 X 이찬원, 부산 콘서트 성료…1 만 관객 울려 

 송가인, 전주 콘서트 가득 채운 핑크빛 물결…명품 무대 선사 

 다날엔터, ‘드림콘서트 트롯’ 유튜브 단독 생중계 

 ‘싸이 흠뻑쇼’ 3 년 만에 재개…인천∙서울∙강릉 등 7 곳서 열려 

 KT&G, ‘2022 상상실현 페스티벌’ 성료 

 ‘2022 서울드럼페스티벌’…세계 정상급 드러머들 다 모인다 

 제 1 회 전주스트리트재즈페스티벌 개최…메인공연과 축제 내내 미니공연 열려 

 ‘美 힙합 래퍼’ 다베이비, 제이림 슈퍼노바 페스티벌 합류 

 국립극장, 3 년 만의 오픈 음악 축제..’여우락 페스티벌’ 개최 

 방탄소년단, ‘상반기 콘서트’ 수익 950 억원…빌보드 박스스코어 4 위 

 BTS 제이홉, 美 ‘롤라팔루자’ 메인 헤드라이너 출격 

 스트레이 키즈, 日 데뷔 후 첫 대면 콘서트 전석매진 “정말 행복했다” 

 에이티즈, 첫 일본 단독 콘서트 3 회차 전석 매진 

 클라씨, 일본 진출…22 일 ‘TV 도쿄 뮤직페스티벌 2022’ 출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9 월 일본서 첫 오프라인 콘서트 

 

3. 기타 소식 

 BTS 신보 ‘프루프’, 발매 첫날 밀리언셀러 등극 

 방탄소년단-세븐틴, 한터차트 6 월 2 주 음반-글로벌 차트 1 위 등극 

 이수만 SM 프로듀서, 사우디 팝 프로듀싱한다 

 ‘뉴페스타’ 헤드라이너급 뮤지션 총출동, 신개념 페스티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26358?sid=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59246?sid=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40366?sid=10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615376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103689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98567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9&aid=00006802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37303?sid=10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32389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8/0003061610?sid=00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8190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0823023?sid=10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4598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48570?sid=1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1123529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9&aid=000067943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58784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7&aid=000030185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523993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323107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323975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48508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2120?sid=10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58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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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클리 글로벌 

 [미국] 스포티파이, 2021 년 팟캐스트 매출액 발표 

 [유럽] <강남 스타일> 이후 10 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싸이 

 [유럽] 방탄소년단, 자타공인 글로벌 그룹 인증 

 [유럽] ‘K 팝 강자’로 떠오르는 엔하이픈 

 [태국] 한류 팬들을 위한 좋은 소식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글로벌 (279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위클리 글로벌 

 

5. 국내 산업동향 

 2021 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1) 2021 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규모 

2) 2021 년 하반기 콘텐츠기업 경영현황 

3) 2021 년 하반기 대비 2022 년 상반기 콘텐츠기업 경영체감도 (CBI) 

4) 2021 년 하반기 콘텐츠산업 관련 거시경제 동향 

5) 2021 년 하반기 콘텐츠산업 주요 이슈 

6) 2021 년 하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분석 

부록) 콘텐츠산업 상장사 목록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산업동향 [2021 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국내산업동향 

 

6-1.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베트남) 

 베트남 디지털 음원 시장 동향 및 음원 콘텐츠기업 탐방 

1) 베트남 디지털 음원 시장 동향 

2) 베트남 대표 음원 콘텐츠 기업 탐방-NCT Corporation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베트남 2022 년 7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베트남 22-07 호] 

 

6-2. 해외콘텐츠산업 동향 (말레이시아) 

 2022 년 말레이시아 음악시장 동향 

https://c11.kr/10aif
https://c11.kr/10ajv
https://c11.kr/10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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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년 말레이시아 음악시장 개요 

2) 말레이시아 음악산업 주요 기관 및 단체 

3)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4 월 가장 많이 플레이된 음원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말레이시아 2022 년 1 호] 

* 원본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콘텐츠산업동향 [말레이시아 22-01 호] 

 

 

https://c11.kr/10ai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