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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내나?” 레지나 표*가 소개하는 상세한 서울 가이드
영국ㅣFinancial Timesㅣ온라인ㅣ9.11. *레지나 표(Rejina Pyo): 런던에서 ‘레지나 표’ 브랜드로 활동중인 표지영 디자이너
◾한국은 고유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음. 젊은 디자이너들의 놀라운 작업,
인디 밴드 등의 음악, 영화 기생충 등 대단한 문화적 성취를 이룩함
◾묵을 곳은 락고재 한옥 호텔이 추천할 만함. 한국을 방문할 땐 우래옥의
냉면과 갈비가 먹어볼 만함.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온지음의 음식은
소박하나 완벽한 구성. 국립현대미술관은 서도호 작가의 대규모 예술을
보기에 좋은 장소. 백사실계곡은 자연 속 시골 느낌을 만끽할 수 있음

K-drama

드라마에서 봤다!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한국 치킨 도쿄에서 맛보기
일본ㅣ아사히신문ㅣ27면톱ㅣ9.13.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 배우, 심지어 ‘음식’도
화제. 드라마에 나온 ‘BBQ 올리브 치킨’은 전 세계 25개국에 약 2,5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
즈로 일본에서는 글로벌 외식업체 와타미(WATAMI)가 도쿄에서 3개 점포를 운영중
◾이 점포들은 올 5월부터 한국 드라마 붐이 일자 연예인들 SNS를 통해 알려져 인기가 급증. 카페 스타일로
20~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점도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 매출도 전년대비 1.5배 증가. 와타미 홍보부의
에토 마미코는 “한류 붐을 피부로 느낀다. 일본에서 손쉽게 한국 치킨을 맛볼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

코로나19_
온라인 차례상

혁신! 온라인 추석 차례상차림 인기
중국ㅣCCTV-4ㅣASIA TODAYㅣ9.16

코로나19_
온라인 결혼식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귀향이 어려
워지자 일부 공원묘지들이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공개, 홈페이지에서
차례상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함. 이는
추석에 귀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
음을 담아내는 대안을 제공하고, 차례
상을 차리는 등 번거로운 과정들을 생
략할 수 있게 해줘 인기를 끌고 있음

전통문화

한국의 호미, 아마존 히트상품
미국ㅣUPIㅣ통신ㅣ9.15
◾14세부터

전통 농기구를 만들던 대장
장이가 아마존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됨. 석노기(67세) 대표가 만든 호미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원예 부문에서 톱10위권에 오른 것.
이러한 성공 사례가 한국 언론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중. 정부는 이같은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자 함

변화! 한국 결혼식 온라인 생중계!
중국ㅣCCTV-4ㅣASIA TODAYㅣ9.14
◾한국의

예비부부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
라 다수의 인원을 초대하지 않고, 사회
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
해 하객 인원수를 엄격히 관리. 대신
아쉬움을 달래려 온라인으로 생중계.
하객들은 온라인 청첩장 링크를 통해
언제든 부부의 온라인 결혼식에 참석,
실시간 축하 댓글을 남길 수도 있음

K-문화원

놓쳐서는 안 될 16개의 이벤트
이탈리아ㅣCorriere della Seraㅣ3면ㅣ9.11
◾다양한 문화의 음식에 관심이 있다면,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 음식 조리법 온라인 강좌가 절호의
기회. 김치, 불고기, 궁중떡볶이는 물론,
육회, 삼겹살 구이, 장아찌처럼 이탈
리아에선 다소 생소한 음식도 소개할
예정. 로마 거주자는 문화원에 들러
직접 요리키트도 수령할 수 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