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에 담은 『외신 속 한국 문화』
2021.2.1.(제50호)

한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류팬들의 정치화, 해외 언론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중
중국ㅣ환구시보ㅣ12면ㅣ분석ㅣ1.28.
◾K팝은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한 성숙한 산업으로 성장. 지금은 광범위한 K팝 팬들이 SNS 해시태그 등으로 美
정치 여론을 주도하고 각종 사회 이슈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어, 구미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현상 분석) 거대한 힘을 가진 ‘스크리밍 걸’로 불리는 K팝 팬들은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구사. K팝 팬은
더 이상 순수한 음악 애호가와 아이돌 팬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19년
평균 1인당 9.2달러를 소비, UAE의 팬들은 평균 36.4달러를 소비하고 매달 K팝에 14.9시간을 소비함
◾(플랫폼) ▲(유튜브) 한국 내 K팝 팬은 10.1%에 불과. K팝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와 미국.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인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모모랜드, 엑소 관련 조회수가 54.3% 차지 ▲(트위터) K팝은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로, 61억 건의 관련 글 게시. 미국, 일본, 한국, 인니, 필리핀 팬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

K-pop

펩시·코카콜라, K팝으로 새로운 경쟁의 포문 열어
인도ㅣThe Business Timesㅣ온라인ㅣ1.27.
◾영원한 라이벌 코카콜라와 펩시가 ‘K팝 그룹과의 협업’이라는 한 수로 새로운 경쟁 전선을 형성하고 있음
◾(펩시) 올초 블랙핑크를 아·태 지역 브랜드 홍보대사로 선정. Z세대를 겨냥한 “Go all in for what you
love(사랑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라)” 캠페인을 위해 블랙핑크의 리사, 로제, 지수, 제니와 협력할 계획
◾(코카콜라) 기존 협력관계였던 BTS와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Turn up your
rhythm(리듬을 올려)’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BTS의 미국 락밴드 엑스 앰배서더스의 곡 ‘정글(Jungle)’
커버 영상을 TV, 모바일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중. 현재 통합 마케팅 캠페인으로 호응을 얻고 있음

K-drama

모두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AI활용

멕시코ㅣLife and Stlye (엑스판시온 발행)ㅣ온라인ㅣ1.26.

AI 활용해 김광석 목소리 재현
인도ㅣNews 18ㅣ온라인ㅣ1.26.
◾SBS는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김광석의 목소리 재현해, 팬들이
열광. 한국은 AI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 과기부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공개한 바 있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고품질,
OST, 배우들의 열연과 패션, 한식, 스토리
및 한국 문화 간접체험이 가능한 점 등이
있음. 한국 드라마는 아낌없는 제작비
투자로 완성도가 높고 한국 사회 규범과
전통 학습의 교과서. 세대를 아우르는
주제로 온 가족이 시청 가능한 것도 장점
한식

한식

뉴욕타임스에 실린 김치 광고
홍콩ㅣSouth China Morning Postㅣ온라인ㅣ1.28.
◾뉴욕타임스에

김치 전면 광고가 실림.
“김치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논문을
쓴 저자 조홍식 씨는 “김치는 한국인의
일상을 상징하는 대표 음식”이라면서
김치가 지닌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한국은)
김치의 기원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

영화

‘미나리’ 작품상 수상
미국ㅣNew York Daily Newsㅣ온라인ㅣ1.27.
◾『미나리』가

뉴욕 온라인 비평가협회
작품상 수장작으로 선정. ‘18년 수상작
『로마』(스페인어)와 ’19년 『기생충』(한국어)
에 이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세 번째 수상작. 『미나리』는 지난 해 선
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으며 내달 12일 개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