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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미니멀 한국식 케이크로 코로나19 강타한 제빵업계 ‘숨통’ 트이다
말레이시아ㅣBernamaㅣ통신ㅣ10.26.
◾말레이시아를 강타한 한류 현상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시행된 이동제한명령의 큰 영향을 받
아 고심하던 제빵사들의 숨통을 트여주었음.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한국식 케이크는 심미적으로도 즐
겁고 인스타그램(SNS)에 올리는 수고를 감수할 가치가 있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
◾이동제한명령 영향으로 3개월 간 가게 문을 닫았던 제빵사 누라이나 에자티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 케이크를
주문한 고객의 압도적 반응을 보았다”면서 매출이 3배로 뛰었다고 밝힘. 그녀는 인터뷰에서 2018년 사업을
시작한 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을 받은 고객들이 케이크에 한글을 써달라는 주문을 자주 해왔다고 언급

K-art

K-크래프트, 지금 동참해야 할 예술운동
영국ㅣTatlerㅣ매거진ㅣ10.26.
◾'한류'는 K-드라마와 K-팝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재능 있는 한국 장인집단에 의해 다소 소박하게 시작. 주로
최첨단 기술과 관련돼 있어 보이지만, 한국은 풍부한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전통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디자인, 한복을 국내외에 알리고, 젊은 공예가, 예술가와 관련 단체
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최근 영국 언론에 큰 주목을 받음. 업계에서 한국 인재
들을 눈여겨보면서 한국의 도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뿌리 깊은 역사를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님

종교

달라이라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관광

말레이시아ㅣFree Malaysia Todayㅣ10.28.

캐나다ㅣVancouver is Awesomeㅣ10.28.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축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달라이라마가
온라인 참석할 예정. 올해는 한국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 주최로 11.4일부터
8일까지 ‘끌어안음’을 주제로 온라인
으로 개최되며, 각 세션에서 팬데믹
시대에 ‘마음챙김’으로 우울증을 극복
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둘 예정

한국
문화원

최고 한식 요리 한자리에 모았다
아르헨티나ㅣ인포바에ㅣ신문(온라인)ㅣ10.23.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은

제6회 부
에노스아이레스 한식 축제를 개최.
K푸드의 새로운 유망주를 찾는 온라인
한식 요리 경연대회는 이번 행사의
백미. 31개 현지 한식당이 마련한 특
별메뉴를 통해 한식의 전통적·현대적인
맛을 직접 경험하거나 문화원 SNS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음

한국 최고 명소로의 무료 가상투어
◾한국관광공사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한국 최고 명소들을 방문할 수 있는 창의
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을 마련. 랩탑과
휴대폰을 통해 ‘일등석’을 타고 한국 중
심부 서울에 도착해서 경복궁, 창덕궁을
구경하고, 봉은사 템플스테이도 경험할
수 있으며, 활기찬 시장 문화를 통해
현대 한국인의 일상도 엿볼 수 있음

한국
문화원

한국의 대단한 열정
이탈리아ㅣCorriere della Seraㅣ신문ㅣ10.25.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5회 한국주간
행사를 개최. GDP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막강한 K팝을 비롯해 영화, 전시, 미디어
아트 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됨.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 역병에
맞서다’ 전시는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프랑스 미슐랭가이드도 매료
시키고 있는 한식도 선보일 예정

[붙임] UAE 유명 일간지 <Gulf News> 수교 40주년 한국 특집판 발간
발간 개요
◾UAE

주요 내용

영문 일간지 <Gulf News>

◾발행일:

◾전체

구성: 권용우 대사 인사말, 인터뷰, 국방·
건설·무역·에너지·농업·문화 분야별 협력에
관한 심층 기사 및 주재국 진출 국내기업
소개 등 총 40면에 걸쳐 구성

10.28.(수)

※수교40주년

기념 비대면 국경일 행사(11.1)와
코리아 페스티벌(11.1~18.)에 앞서 발행

◾문화

관련(33, 36~38면): 양국 문화 장관의
상호문화교류의 해 지정 언급, 한국문화원의
활동, 코리아 페스티발 행사 등 소개

◾제목:

40 Years of Shared Prosperity
between Korea and the UAE

◾특징:

지난 40년 간의 한-UAE 관계를 포괄
적으로 조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

■

※한국

관광 및 각 기업의 브랜드/제품 소개도 포함

생각을 넘어, 감각을 넘어(33쪽) 홍현선 한국관광공사 두바이 지사장 인터뷰

Beyond your thoughts, beyond your senses
◾한국이 UAE에서 매력적인 여행지로 부상한 배경: 양국의 강력한 외교적 유대와 잦은 문화교류 덕분.
(코로나19 이전) 최대 90일 동안의 비자 면제와 일일 3편의 항공편 운항 편의. 한국의 멋진 풍경 등
◾UAE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한국 여행 추세: 주로 가족이 함께 봄과 가을에 한국 여행을 즐기며, 최소
2주 여행. 가장 좋아하는 곳은 서울, 제주도, 부산
◾한국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 UAE 국민들이 첫 여행지로 한국을
방문하길 바라며,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확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곳 추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남이섬, 에버랜드, 제주도, 부산

■

한국 문화, UAE에서 큰 인기를 끌다(36~37쪽)

K-culture makes a splash in the UAE
◾한국문화원, 수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활력 넘치는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 강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문화원은 2016년에 아부다비에 개원하여 한국어,
예술, 음식, 공예, 영화, 한류,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UAE에 소개
- 남찬우 문화원장은 “UAE에서 한국 문화는 초창기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남성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 올해 초 한국의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누라 알 카비 UAE 문화지식개발부
장관은 ‘2020 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에 관하여 논의

■

코리아 페스티벌 2020(38쪽)

Korea Festival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은 한국과 UAE의 특별한 문화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11월 1일 ~
18일 동안 진행하며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독특한 활동으로 더욱
다양한 행사들을 제공할 예정. 특히 UAE의 한류 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
◾‘K-팝 세계화: 역사와 관점’과 ‘1,500년의 문화 교류와 한-UAE 협력의 미래 전망’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비롯해 UAE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인사회가 조직한 K-러버스 세그
먼트(K-Lovers Segment),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K-푸드 라이브 시식회 등도 선보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