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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 7천억 원”
*문체부 보도자료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분석’(9.7) 관련 보도

프랑스 『AFP』(9.7.)

홍콩 『Asia Times』(9.9.) 인니 『Tribunnews』(9.9.)

일본 『NHK』(9.10.)

◾BTS의 ‘다이너마이트’, 한국 ◾“BTS의 히트 싱글, 한국에 경제 ◾BTS가 K팝의 新역사를 세웠 ◾BTS 빌보드 1위에 따른 경제
에서 14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 14억 달러 추산”…K팝은
다는 평가 속, 문체부는 1조 7천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에 이
효과를 내고 수천 개 일자리를
한국의 가장 성공적 문화 수출
억에 달하는 한국 경제 파급
른다는 분석. 영화, 음악 등의
창출할 수 있다고, 정부가 내놓은
상품 중 하나, 약 20년 넘게
효과, 관련 산업의 매출 증가로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 산업
연구 결과에 나타남
세계를 휩쓴 “한류”의 핵심 요소
8천개 新일자리 창출을 전망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K-pop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1위 고수…뉴노멀 입증
미국ㅣForbes(포브스)ㅣ온라인ㅣBryan Rolli(포브스 대중음악 전문기자)ㅣ9.8. *편집자 추천(Editor’s Pick) 기사
◾BTS가 2주 연속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 빌보드 역사상 핫 100 차트 1위로 진입한 43개 곡 중
2주 연속 1위 곡은 '다이너마이트'가 유일. 전주보다 라디오 노출도 38% 증가해 1,600만 명의 청취자가
유입, 라디오 방송 차트에서도 20위에서 18위로 올라서면서 BTS의 커리어에 새로운 정점을 보여줌
◾지난주 1위를 차지한 BTS의 슈퍼스타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보
같은 짓. BTS가 2주 간 ‘빌보드 핫 100’ 1위를 고수한 것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팬층과 오래 지속되는 인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음반이 출시되면 이것이 그들의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

K-food

新 추종자를 합류시키는 한국 요리

K-정책

아르헨티나ㅣNoticiasㅣ시사잡지(온라인)ㅣ9.10.
◾김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기여한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산
드라 리(Sandra Lee). 그녀는 서
울에서 태어나 볼리비아로 8살에 이
민 와서 동양요리 전문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요리
수업도 시작. 한국의 맛을 아르헨티나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

지역·축제

킹스턴의 추석 축제 온라인 개최
영국ㅣMyLondonㅣ온라인ㅣ9.9.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킹스턴
지역은 영국 런던의 리틀 코리아. 매년
한국의 추석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9월 26일부터 온라인 개최
예정. K팝, 송편, 한식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음. 김치요리법을 담은
서적의 출판 행사도 선보일 예정

한국 정부 온라인 공연 지원
인도네시아ㅣDetikㅣ온라인ㅣ9.5.

BTS의 방방콘
107개국 75만 6천명 관람

SM의 비욘드라이브,
109개국 75만명 관람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에게
모범이 되는 것”

K-문화원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가 배울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문화
예술 산업을 지원하고자 한국 문체부가
온라인 실감 공연 제작에 290억 지원
하기로 발표. 높은 기술력을 동반한
한국의 온라인 콘서트는 가수들이 오프
라인 공연 없이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한국문화원, 만화 전시로 재개관
벨기에ㅣThe Bulletinㅣ온라인ㅣ9.8.
◾브뤼셀 한국문화원이 코로나로 6개월 간
휴관했다가 9월 10일부터 브뤼셀 국제
만화축제와 협력하여 한국만화교류전을
개최하며 재개관. 또한, 한식 강좌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한국인 요리사가 프랑
스어로 설명하며 네덜란드어, 영어 자막을
포함한 한식 요리 강좌 동영상도 제작
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