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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밥상에 버금가는 반찬
미국ㅣNew York Timesㅣ온라인ㅣEric Kimㅣ9.28
◾반찬은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 식당이나 집마다 반찬의 구성은 다르지만 조화가 중요함.
짜고 달고 맵고 신맛이 모두 필요. 마치 밥은 빈 캔버스와 같고, 다양한 맛의 반찬이 색채를 더하는 듯
◾집에서도 반찬을 중심으로 식사를 차릴 수 있음. 좋은 점은 왕처럼 식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
핵심은 미리 만들어놓는 것. 미국에서는 ‘메인’과 ‘사이드’가 나눠져 있어 코스 사이의 위계질서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밥상 위에 펼쳐진 반찬과 밥은 둘다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어느 것도 부차적이지 않음. 왕처럼 식사를
즐기려고 해도 반찬이 20개까지 필요하지 없음. 3개면 충분. 3개가 가장 알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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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콤파스紙 여론조사 결과, “한국 드라마,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인기”
인도네시아ㅣKompasㅣ일간지(온라인)ㅣ9.29
◾영화관이 휴관하는 동안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짐. 한국드라마를 챙겨보는 것은 코로나 세계
대유행 기간에서 빠질 수 없는 활동이 됐음.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3달 간 ‘한국 드라마 다운로드’라는 키워드가 급격히 증가. 구글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드라마’, ‘한드(한국드라마의 줄임말)’ 등의 키워드를 사용한 검색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함.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유튜브의 한국 드라마 시리즈 시청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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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O 시장, 3년 만에 최고의 해
영국ㅣFinancial Timesㅣ9.29
◾올해

한국의 굵직한 IPO는 바이오 의
약품,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주가 장악.
이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통적 제조업에서 소위 콘텐츠 제작
사로 폭넓은 투자자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같은 변화는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로 온라인
사용 시간의 급증으로 가속화

국내 관광

한국에서 머물러야 할 곳들
영국ㅣConde Nast Travellerㅣ(인도판)ㅣ9.25
◾한국은

생생한 문화와 전통을 되살려
놀라운 경험을 선사. 세계적인 체인점
에서 예술상을 받은 부티크 리조트와
친환경에 이르러 한국의 자연미를 자
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며 멋진 숙박
장소를 뽐냄. 우리는 한국에서의 가장
놀라운 휴일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 10
곳을 선정함

❶ 전통 리조트, 구름에(경북 안동)
항공
여행

비행이 너무 그리워

❷ 남원 예촌(전북 남원)

미국ㅣWall Street Journalㅣ1·10면ㅣ9.27

❸ 사우스케이프 스파리조트(경남 남해)

◾대만

출신 사라 린(25)은 230달러
상당의 ‘미착륙 여행’에서 K팝 스타
입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치킨도
맛보고 “처음 해외여행 갔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힘. 그
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는
여행객도 있음. 이 대만 항공사의 제
주행 티켓 112개는 4분 만에 매진됨

❹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제주)
❺ 씨마크호텔(강원도 강릉)
❻ 포시즌스 호텔(서울 광화문)
❼ 포도 호텔(제주)
❽ 제주 롯데 리조트 아트 빌라스(제주)
❾ 시그니엘 서울(서울)
❿ 레일크루즈 해랑(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