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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한국은 어떻게 라이브 음악공연을 즐기나
미국ㅣPasteㅣ매거진(‘1988년 창간, 애틀랜타 소재 디지털 월간 잡지)ㅣ9.21
◾서울 생기스튜디오에서 주 2회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는 국내 인디 밴드의 “Show Must Go On”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있는 몇 안 되는 밴드 공연. 공연장이 ‘홍대 → 유튜브’로 바뀐 것
◾‘관객 200명 제한’을 따르자면 공연은 할 수 있지만 수익 창출은 불가능. 정부 지원금 덕분에 여전히 뭔가를
할 수는 있어서 좋지만, 예술인 지원은 불충분. K팝 그룹의 경우, 유료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이 콘서트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함. 코로나 사태는 유명 아티스트보다 인디 그룹들에게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초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Show Must Go On”과 같은 하이브리드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만이 최선일 것

K팝, 팬더믹이 강타한 한국경제를 지원

한류

중국ㅣCGTN(중국국제텔레비전)ㅣ방송(온라인)ㅣ9.23

분석가
와카스 아덴왈라
“K팝이 코로나로

◾한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K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방탄소년단이 2019년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억 달러로, 이는 대한항공의 기여도를 뛰어넘은 것.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는 K팝이 매년 약 1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분석. 또, “2014년 데뷔 이래 방탄소년단의
누적 수익운 약 470억 달러로,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효과를 뛰어 넘은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봄

피해를 입은 한국의 ◾이코노미스트 부설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분석가 와카스 아덴왈라는 “침체된 경제를
경제를 지원할 것”
성장 곡선으로 되돌리지는 못해도 K팝이 패션, 소매, 온라인 판매, 식품 등 분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디지털
뉴딜

창의적 콘텐츠는 미래 여는 열쇠

여행·관광

미국ㅣUPIㅣ통신ㅣ9.25

영국ㅣReutersㅣ통신ㅣ9.19

◾문

대통령은 “우리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하며 영화,
음악, 웹툰, 전자책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강력한 정부지원을 약속. 또한,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작년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 상반기 K팝 앨범 판매량
은 42% 증가했다고 언급

K-pop

인도네시아인, K팝의 가장 열성팬
인도네시아ㅣJakarta Postㅣ신문(온라인)ㅣ9.23
◾트위터의

20개국 대상 조사 결과,
안도네시아에 K팝의 열성팬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남. 인니는 K팝 트윗이 가장
많은 3국 중 하나(태국-한국-인니 순)로,
트위터의 김연정 이사는 “코로나로
많은 콘서트, 투어, 팬미팅이 취소
되었지만 트위터 내에서 K팝 관련
대화량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언급

‘항공여행’에 나선 대만 관광객
◾대만

최대 항공사 중화항공 소속 저가
항공사 타이거에어가 120명의 승객을
싣고 한국 제주도 상공을 선회하고 회항.
이는 코로나19 시대 사람들이 일상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해외
여행’ 전략. 일부 승객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승무원들과 기내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기분을 만끽하기도 함

여행·관광

한국 비즈니스 투어 잠재력
러시아ㅣspbdnevnikㅣ상트市 소식지ㅣ9.23
◾27일부터

한국-러시아 간 항공기 운항
을 재개. 러시아 현지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휴식 제공으로
여행 잠재력이 뚜렷하다고 언급. 또한,
한국은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이며,
한러 간 활발한 경제 협력 덕분에 이번
항공 운항 재개와 함께 비즈니스 투어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