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에 담은 『외신 속 한국 문화』
2020년 제26호ㅣ8.1~8.7ㅣ8.10 발행

K-콘텐츠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한국 드라마에서 요리 채널까지 유튜브로 진출하는 한국 크리에이터들
미국ㅣForbes(포브스)ㅣ온라인ㅣJoan MacDonaldㅣ8.6
◾유튜브는

한국 매체 전파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 2018∼2019년 동안 한국에서 업로드된 콘텐츠의
양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추가적인 성장 또한 예상되는 상황

◾한국

매체의 팬들은 음악을 듣고 뉴스와 예고편을 시청하기 위해 이미 유튜브를 찾고 있겠지만, 응우옌
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추천.
<박막례 할머니>, <백종원의 요리비책>, <문화유산채널>, <자이언트 펭TV>를 비롯해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고전영화> 채널에서는 한국고전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어 자막도 함께 제공한다고 소개

K-pop

K팝 콜라보: 기업들은 어떻게 한국 최대 수출품인 K팝과 손을 잡았나
영국ㅣThe Drumㅣ온라인(마케팅&홍보 전문 매체)ㅣ8.6
◾K팝이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계속 올리고 인기를 끌면서 각종 브랜드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고 있음. 지금까지 가장 흥미로웠던 K팝과 기업의
콜라보 작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현대, 코카콜라, 대한항공, 삼성 갤럭시A·X, 진로 소주 등이 있음

◾한편,

K팝 광고는 기업만의 것이 아님. 엄청난 인기를 입증하듯이 열성팬들은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
컴백, 기념일 등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기차역의 광고 공간을 사기 위한 비용을 모금. 서울메트로는
2019년 방탄소년단 광고 227개, EXO 광고 165개, 워너원 광고 159개, NCT 광고 127개를 집행

한류

상해 한인 타운에서 한국 맛보기
중국ㅣSHINE*ㅣ온라인ㅣ8.4 (*상하이데일리 산하 매체)

코로나19
_함께 극복

◾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
다면, 갈 곳은 민항구에 위치한 한인
타운. 이곳은 정부 공지문도 한글로
돼 있음. 중심부 홍콴 거리는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그대” 인기 덕에
인기 관광지가 됨. 올해 각종 한국식
노점이 펼쳐져 다시 한 번 활기

K-drama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난 수많은 일들
이탈리아ㅣLa Repubblicaㅣ39면ㅣ8.5

디지털 행사 즐기는 세계 K팝 팬들
미국ㅣForbesㅣTamar Hermanㅣ7.31
◾ 예전에는

K팝 콘서트에 가려면 일생
일대의 경험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동.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지금은
팬과 스타를 가깝게 하는 디지털
매체 덕분에 K팝 팬덤의 지리적
장벽이 사라지고 있음. 올해 K팝
매출의 역대 최고치 달성에도 한몫

K-문화원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젊은이들
인도ㅣIndo Asia News Serviceㅣ8.3
◾인도

◾“미스터

션샤인”은 흔히 볼 수 있는 B급 감성의 미국 영화가
아님. 가뭄 속 우연히 내린 단비가 아닌, 20년 이상의 한국
드라마 시스템의 산물. 우리는 이걸 탐 낼 수밖에 없는 것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K팝을
향유. 주인도한국문화원은 올해 9회째
K팝 경연대회를 개최, 온라인으로
진행. 한 참가자는 “K팝은 (우리에
게) 하나의 큰 세상이며, 인생의 길
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K팝
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