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에 담은 『외신 속 한국 문화』
2021.1.18.(제48호)

K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팝 팬이 된다는 것 ‘음악을 듣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
필리핀ㅣRapplerㅣ온라인ㅣRaven Lingat 칼럼ㅣ1.11
◾K팝은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K팝 팬이 된다는 것은 그저 음악을 듣고,
아이돌이 나오는 예능을 보며 종종 콘서트에 가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함. K팝 산업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준다고 느꼈음
◾필리핀에서 K팝 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외롭지 않음. 다른 나라에 사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같은 팬덤의 일원으로 우리는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함. 1년 간 K팝 팬덤의 일원으로
살아본 나의 가장 큰 깨달음은 K팝 팬이 된다는 것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라는 것임

한류

한류는 어떻게 인도에서 한국 비즈니스 붐의 열쇠가 되었나
인도ㅣlivemintㅣ온라인ㅣ특집ㅣ1.9.
◾2차 한류 물결은 인도에서 수년간 살아온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브랜드 파워일 것. 인도에 기반을 둔 한국
제품들과 브랜드의 온라인 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급속한 수요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인도 내 비즈니스 시장을 만들고 있음
◾해외에서 한국 비즈니스 이익과 한류는 불가분의 관계. 홈쇼핑을 통해 인도 시장에 진출한 코리 카트의 서영두
씨는 한류 팬들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을 온라인 사업의 기회로 활용했으며, 한류 인기 지역을 사업 거
점으로 활용할 계획. 인도 차트를 강타한 K팝, 중독성 있는 K드라마, 혁신을 거듭하며 한때 파리와 밀라노가
지배했던 세계적인 트렌드를 대체한 K뷰티 산업은 지금 인도 내 주류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있음

레포츠

코로나와 폭설 맞물려 ‘썰매 열풍’
중국ㅣCCTVㅣ방송(온라인)ㅣ1.9.

K
콘텐츠

드라마 시리즈와 영화들이 넷플
릭스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넷플릭스가 한국의 2대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제이콘텐트리에 7억
5천만 달러(한화 약 8천억)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 이로 인해 총 3년 간 40개
이상의 새로운 한국 드라마시리즈 넷
플릭스에서 선보일 예정

겨울 일부 눈썰매장 시설이 문을
닫거나 영업 제한을 받은 가운데 코
로나19와 폭설이 맞물리며 야외에서
썰매를 타려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눈썰매 등 방한 용품 매출이 급증하며
품절되기도 함.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폭설 후 눈썰매 관련 게시글의
조회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안동 하회마을

명소

미국ㅣAtlas Obscuraㅣ1.13.
◾하회마을은

굽이치는 강을 낀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조용히 산책하면서
역사를 감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다양한 건축 디자인은 근대화
로 사라진 옛 건축 기법을 간직해
중요한 민속자료로 등재돼 있음

벨기에ㅣnewsmonkeyㅣ온라인ㅣ1.11.
◾한국

◾이번

관광

K콘텐츠에 투자한 넷플릭스

한류

한류 팬들의 삶과 사랑
필리핀ㅣPhilippine Daily Inquirerㅣ온라인ㅣ1.11.
◾한류는 한국의 것이지만, 팬 문화는 세계
적인 것. 필리핀의 한류 팬들은 경험을
소중히 여겨 많은 비용도 아끼지 않으
며 K팝 앨범을 사고 K드라마를 볼 뿐
만 아니라 문화, 언어, 음식과 그 외
많은 것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들만의
한류 팬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