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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하루 만에 1억뷰 기록하며 유튜브 신기록 경신
영국ㅣThe Sunㅣ온라인ㅣ8.24.
◾방탄소년단이 신곡 뮤직비디오로 유튜브에서 24시간 내 1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그룹에 오름, 신곡 ’다이너마
이트’의 뮤직비디오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억 110만 뷰를 돌파한 것. 또한, 300만 명 이상의 동시 시청자를
확보해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비디오 최고 시청 기록도 경신했고, 공개 첫 20분 동안 1,000만 뷰를 달성
◾유튜브가 한때 조회수 집계를 중단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성과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었음. 집계 중단은 음반
회사가 인위적으로 수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방탄소년단 이전 기록은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
비디오로 첫 24시간 만에 8,630만 뷰를 기록한 걸그룹 블랙 핑크가 보유하고 있었음

여행·여가
(1)

‘집콕 휴양’, 집을 휴양지로 리모델링하는 한국 부부들
중국ㅣCCTV-2(경제채널)ㅣ방송(온라인)ㅣ8.26.
◾세계은행(WB)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여행 소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집콕 휴양'과 '홈캠핑' 등의 방식이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고, 새로운 유행으로 부상
◾서울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8,400달러의 여행 예산으로 아파트를 실내 야영지처럼 리모델링. 한국 1위 가구
업체 한샘은 올 2분기 주택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201% 늘어 같은 시기 영업이익이
172%가량 증가. 과거 여행 업계로 들어가던 자금이 가구 업계 시장으로 전이된 것

여행·여가
(2)

집에서 발리 즐기기 “스테이케이션”

K-sports

영국ㅣReutersㅣ통신ㅣ8.25.

중국ㅣCCTVㅣ방송(온라인)ㅣ8.27.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에 제약이 따르자 많은 한국
인들이 새롭고 극단적인 형태의 스테
이케이션으로 계획을 변경. 용인시 한
가족은 부부의 침실을 발리 리조트로,
거실은 하와이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
이처럼 집에 캠핑 장비와 바비큐를
설치하는 '홈캠핑' 한국에서 큰 인기

K-food

한국의 여성 요리사들
싱가포르ㅣCNAㅣ통신ㅣ8.25.
◾남성

위주의 요식 업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국의 여성 요리사들을 소개.
서울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
공간의 오너 셰프이자 한식의 권위자인
조희숙 셰프는 올해 ‘아시아 50대 베
스트 레스토랑’에서 아시아 최고의 여성
셰프로 선정되는 등 한국 여성 셰프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임

한국의 ‘드론 축구’ 일본에서 유행
◾최근

'드론 축구'라는 완전히 새로운 스포
츠의 유행이 한국에서부터 일본까지 확
산되고 있음. 드론 축구도 기존의 축구
처럼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매 팀
마다 3명의 팀원이 있음. 시합이 시작
되면 드론을 품은 플라스틱 공이 날아
오르게 되고, 각 팀은 골인을 막기 위해
분투. 최종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

K-문화원

주인도한국문화원, 뮤지컬 제작
인도ㅣThe New Indian Expressㅣ8.21.
◾주인도한국문화원과 주인도 한국대사관은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 왕과 결혼한 인도
아요디아 출신 허왕후 이야기를 뮤지컬로
제작하기 위해 제작사들을 초청. 김금평
원장은 “뮤지컬은 공모전 당선작으로 제
작되고, 허왕후 기념공원 완공을 기념하는
문화·외교 행사로 온라인(TV·유튜브)과
오프라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