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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에서 일고 있는 한류

한류

미국ㅣDiplomatㅣ온라인ㅣDonya Saberi 두바이 미들섹스대학 연구원 겸 강사 기고ㅣ10.25
◾K-드라마가 UAE 내 넷플릭스 성공에 크게 기여함.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분명한 수요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플랜과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국제적 성공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 현재 UAE에서 K드라마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시리즈로도 홍보되고 있음
◾K-드라마에 매료되면서 한국 여행이 증가했고, “한국 대중문화를 UAE에 가져 온다”는 개념에 기반을
둔 현지 비즈니스가 활기. 한국 제품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비롯해 ‘네네치킨’ 같은 브랜드 식당도
유명. 한류를 통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중동 특히 UAE에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중임이 분명한 듯

각국 언론이 주목한 재외문화원의 “한국문화주간” 10월 행사 소식
바르샤바에서 즐기는 한국의 가을: 영화 ‘기생충’에서 먹었던 메뉴는?
폴란드

폴란드ㅣGazeta Wyborcza(가제타비보르차)ㅣ신문ㅣ특집(5면 전면)ㅣ10.6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의 문화 페스티벌은 긴 역사를 자랑. 매끼 김치를 먹고 k-드라마로 밤새며 K-팝에 열광
하는 당신을 위해 이번 가을에도 “바르샤바에서 즐기는 한국의 가을-한국문화의 달”이 열릴 예정. 온·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로 인해 ‘집콕’ 중에도 흥미로운 한국문화를 폴란드 전역에서 즐기 수 있음
◾한국 패션, 문학, 음악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와 ‘기생충’의 짜파구리, 김치, 떡볶이 한식 워크숍은 유튜브로
참여 가능. 한국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사비나 미술관에서 기획한 “영감의 원천” 기획전은 와지엔키
왕궁 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고, “제6회 바르샤바 한국영화제”가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

K-축제 2020, 할랄관광 선보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ㅣJakarta Postㅣ온라인ㅣ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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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무슬림 친화 한국 축제를
기획. 한류, 한식, K팝 K-스타트업
멘토링을 아우르는 축제를 개최. 한국
민화 100여 점 가상 전시회, 할랄 한식
쿠킹쇼, 한국 여행 때 가장 멋진 순간을
담아내는 촬영 노하우 공유 토크쇼도 개최

아르헨티나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
아르헨티나ㅣPerfilㅣ온라인ㅣ10.4
◾한국

주간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문
화교류를 기념하기 위한 온라인 무료
이벤트. 인디 밴드의 공연 관람, 가상
현실(VR) 영상을 통한 서울 투어,
K-pop 듣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정보까지,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와 가까워질 특별한 기회

제7회 한·벨 만화교류 특별전
벨기에ㅣAGENDA.BRUSSELSㅣ온라인ㅣ10.5
◾제7회

한·벨기에 만화교류 특별전이
"함께하는 관계"를 주제로 열릴 계획.
양국이 만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것은
서로를 알기위한 노력의 하나. 이는
친구가 되는 과정. 내년 수교 120년을
맞이하는 양국에게 '만화'는 친숙한
예술장르이자 양국을 연결해주는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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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KOREARTE(K-아트) 해요
멕시코ㅣK매거진ㅣ온라인ㅣ10.3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디지털 프로젝트인
'KOREARTE'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 사라진 전시 문화를 재개하는 기회.
한국 예술을 알리는 이번 전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음. 이번 전시 작
품이 생소한 사람이라면 한국을 방문을
방문하여 문화를 즐길 적기를 마련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