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1. 본 보고서는 2020 해외시장 한류 현황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

2. 본 보고서의 조사기간은 2020년 1~11월로 1년에 걸쳐 진행됨.

3. 본 한류시장 현황자료의 내용과 수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KOTRA」 자료를 참고하였음.

4.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와 뜻은 다음과 같음.
- : 조사되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최초발표 : 수치가 해당 연도에 최초로 조사되어 수치를 집계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별 한류시장 동향 출처는 각 내용 상 또는 하단에 기재함.

6. 일부 콘텐츠에 대하여 자국에서 인기 있는 해외 콘텐츠에 대한 조사 항목을 추가함.

7.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
였으므로, 보고서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0.1%씩 차이가 나는 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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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경제효과 및
글로벌 한류 트렌드

1

2

한류의 경제효과 및 글로벌 한류트렌트
◈ 한류에 대한 관심이 K-POP에서 다방면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 아시아권에 머물러있던 한류콘텐츠들이 유럽, 북미 등에서도 강세

□ 콘텐츠산업 수출현황
○ 콘텐츠산업 수출 규모
- 2019년 콘텐츠 산업(추정치) 수출액은 103억 9,230만 달러(전년대비+8.1%)
․ 출판(△13.8%), 영화(9.0%), 광고(7.5%) 산업은 감소, 그 외 전 콘텐츠 산업 증가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게임(67.2%), 캐릭터(7.9%), 지식정보(6.4%) 순
(단위 : 천 달러)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2014년
247,268
25,562
335,650
2,973,834
26,380
115,652
336,019
76,407
489,234
479,653
167,860
5,273,519

2015년
222,736
29,354
381,023
3,214,627
29,374
126,570
320,434
94,508
551,456
515,703
175,583
5,661,368

2016년
187,388
32,482
442,566
3,277,346
43,894
135,622
411,212
109,804
612,842
566,412
188,495
6,008,063

2017년
220,951
35,262
512,580
5,922,998
40,726
144,870
362,403
93,230
663,853
616,061
201,508
8,814,441

2018년
248,991
40,501
564,236
6,411,491
41,607
174,517
478,447
61,293
745,142
633,878
214,933
9,615,036

2019년
214,693
45,989
639,650
6,981,829
37,877
188,016
514,609
56,714
824,927
660,398
227,592
10,392,296

출처 :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KOICCA

○ 지역별 수출 규모
- 2018년 34억 4,176만 달러로 연평균 37.8% 증가한 중화권이 최고 기록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감율
(3개년)

중화권
579,685
747,667
1,118,909
1,229,322
1,305,799
1,341,225
1,450,707
1,812,768
3,837,216
3,441,766

일본
661,318
800,238
1,247,982
1,347,892
1,455,837
1,597,467
1,398,492
1,376,054
1,655,975
1,842,614

동남아
458,424
671,906
776,725
861,647
931,281
957,428
799,987
873,108
1,304,363
1,254,700

북미
387,505
403,938
468,288
491,394
519,103
511,420
884,395
710,742
811,593
1,488,111

유럽
217,450
267,681
325,127
329,500
348,840
311,340
553,289
561,210
522,459
678,061

기타
126,367
157,551
209,327
200,156
189,433
398,489
375,588
407,778
457,853
647,186

합계
2,430,749
3,048,980
4,146,357
4,459,910
4,750,293
5,117,369
5,462,458
5,741,660
8,589,464
9,352,442

37.8

15.7

19.9

44.7

9.9

26.0

27.6

출처 :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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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출액에서 아시아권이 약 80%의 비중을 차지
․ 중국(홍콩 포함)이 34억 4,176만 달러(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대표 한류 콘텐츠인 음악의 경우 일본시장이 점유, 중국과 동남아가 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K-POP의 인기가 높음
(단위 : 천 달러)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비중(%)

중화권
17,765
2,461
111,962
2,981,534
17,164
7,629
60,540
158,423
56,505
27,783
3,441,766
36.8

일본
39,911
11,601
367,335
907,991
4,591
32,681
95,783
68,245
244,087
70,390
1,842,614
19.7

동남아
52,034
8,244
69,386
661,550
4,664
3650
24,715
109,025
281,154
40,278
1,254,700
13.4

북미
72,818
5,295
7,151
1,020,542
3,320
91,784
56,916
176,528
29,036
24,720
1,488,111
15.9

유럽
11,351
11,948
7,038
418,469
1,783
33,031
1,568
153,849
11,663
27,362
678,061
7.3

기타
55,107
952
1,364
421,405
10,086
5,743
37,625
79,072
11,432
24,401
647,186
6.9

합계
248,991
40,501
564,236
6,411,491
41,607
174,517
277,146
745,142
633,878
214,933
9,352,442
100.0

출처 :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가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
-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 2018년 문화콘텐츠 총 수출액은 73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추정
․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은 44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문화콘텐츠
수출액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수출액

2015
방송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출판
만화
합계
방송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출판
만화
합계

2016
320
381
29
127
551
3,215
223
29
4,876
299
347
23
54
236
1,691
85
11
2,745

출처 : 2018 한류파급효과, KO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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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11
443
44
136
613
3,277
187
32
5,143
366
401
31
59
266
1,917
66
11
3,119

2018(e)
493
455
41
146
649
3,906
221
38
5,949
439
413
29
64
282
2,285
78
13
3,603

463
475
100
125
694
5,233
217
45
7,352
413
431
71
54
301
3,061
77
16
4,425

○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
- 전체 수출규모는 감소했으나 한류로 인한 수출규모는 증가

․한류로 인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은 50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5% 감소
․ 최근 화장품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018년 화장품 수출액은 2015년에 비
해 2.1배 증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

한류로 인한
소비재 및
관광수출액

식료품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관광
합계
식료품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관광
합계

2015
4,199
3,001
1,952
410
12,475
10,383
41,752
15,092
89,262
789
552
286
53
434
305
783
1,162
4,363

2016
4,476
4,233
2,042
1,000
11,343
8,157
37,181
17,088
85,520
783
673
312
128
374
400
446
1,350
4,467

2017
4,782
5,007
2,015
2,376
8,830
6,972
38,410
13,322
81,715
770
801
310
326
389
404
653
1,425
5,078

2018(e)
4,785
6,325
2,097
914
7,217
6,121
37,157
15,792
80,406
770
1,012
323
125
318
355
632
1,516
5,051

2017년증가율(%)
0.1
26.3
4.0
-61.6
-18.3
-12.2
-3.3
18.5
-1.6
0.1
26.3
4.0
-61.6
-18.3
-12.2
-3.3
6.4
-0.5

출처 : 2018 한류 파급효과 연구, KOFICE

○ 한류관광객 비중 및 한류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
- 2018년 한류로 인한 외국인 관광 지출액은 전년 대비 6.4%의 증가율을 기
록. 이러한 증가는 한류 관광객 수와 관광객 1인당 지출액 모두의 증가에
따른 것.
구분

2015

2016

2017

2018(e)

총 관광객수(천명)

13,232

17,242

13,336

15,347

한류관광객비중(%)

7.7

7.9

10.7

9.6

한류관광객수(천명)

1,019

1,362

1,427

1,473

관광객1인당지출액(달러)

1,141

998

999

1,029

한류로인한광광객지출액(백만달러)

1,162

1,350

1,425

1,516

출처 : 2018 한류 파급효과 연구, KO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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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 한류트렌드
대륙별

콘텐츠 소비 비중

한류콘텐츠 접촉 경로
-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K-Pop
등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

아시아

- 기타 권역에 비해 TV를 통한
이용률도 높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 TV를 복합적으로 활용

- 65% 이상의 이용자들이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미주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접촉
- 다음으로 TV를 50% 이상이 이용

- 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이용
- 특히 한국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에서의 응답률이 70%

유럽

- K-Pop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77.6%로 압도적.
다음 순위로 나타난 TV를 통한
접촉률은 35.4%에 그쳐.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접촉률이 가장 높은 지역
-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중동

모두 70% 이상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이용
- 한국 드라마의 경우에는 80%,
예능의 경우에는 75%
- K-Pop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이용률이 85.8%
- 다음으로 많은 TV 접촉 40%
- 한편 시청각 콘텐츠를 제외한

아프
리카

한국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출판물, 패션, 뷰티 등도 주로
온라인 경로를 통해 접촉
- 패션, 뷰티의 경우에는 글로벌
사이트나 앱을 이용(55%)

출처 : 글로벌 한류트렌드 2020, KO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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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류
자원 및 콘텐츠 기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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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류 자원 및 콘텐츠 기초현황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경기도 한류문화조성의 일환으로 도내 산재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기초 현
황을 조사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비즈니스 모
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및 도내 관광 업계 한류 콘텐츠 조사 (2019년

11월 기준)

※ 한류 콘텐츠 범위
‣ 방송 / 광고 / 영화 / 뮤직비디오 촬영지 및 프로그램명
‣ 31개 시․군 출신 한류스타
‣ 유명 음식 및 인프라(음식점), 패션·뷰티, 게임, 애니·만화
❍ 조사기간 : 2020년 1월 ∼ 11월
❍ 조사방법 : 공사 자체 조사 + 시․군, 업계 회신 자료

□ 조사결과
❍ 총 1,828개 컨텐츠 조사 완료
- 주요 로케이션 장소 : 벽초지수목원, 안성팜랜드, 한국민속촌, 화성행궁
- 한류스타 보유 상위 시군 : 고양(22), 수원(18), 부천(11), 안양/성남(각 9)
총합

로케이션

스타

음식 및 인프라

K-pop

영화

1,828

467

121

120

49

108

9

방송(광고) 패션/뷰티
917

22

게임 등
24

❍ 시 군별 컨텐츠 현황
음식
K-pop
및
인프라
5
13

영화

방송
(광고)

패션/
뷰티

게임

4

181

0

0

애니
및
만화
0

구분

촬영지

관련
스타

파주시

54

2

고양시

56

22

2

8

33

96

1

1

1

220

용인시

29

7

2

2

11

67

4

0

0

122

수원시

37

18

9

0

15

68

4

0

0

151

가평군

32

0

3

7

7

71

0

0

0

120

포천시

14

3

12

0

3

47

0

0

0

79

양평군

29

4

3

2

7

39

0

0

0

84

남양주시

23

6

5

1

13

19

0

0

0

67

성남시

18

9

4

1

1

81

0

17

1

132

안성시

8

0

4

4

3

34

0

0

0

53

화성시

24

2

5

2

1

40

0

0

0

74

양주시

13

0

9

3

2

14

2

0

0

43

안산시

16

1

2

2

0

21

2

0

0

44

부천시

8

11

1

0

0

5

4

0

4

33

광주시

8

1

6

0

1

16

1

0

0

33

안양시

11

9

3

1

2

7

0

0

0

33

연천군

11

0

2

0

0

15

2

0

0

30

여주시

6

0

6

0

0

7

1

0

0

20

광명시

3

3

4

1

3

8

0

0

0

22

구리시

5

4

3

0

1

8

0

0

0

21

평택시

6

2

3

0

0

11

0

0

0

22

시흥시

9

3

5

1

0

13

0

0

0

31

이천시

8

2

6

0

0

8

0

0

0

24

과천시

4

2

1

0

0

8

0

0

0

15

동두천시

3

0

6

0

0

3

0

0

0

12

의왕시

10

1

3

0

1

6

0

0

0

21

하남시

4

2

0

0

0

4

0

0

0

10

군포시

1

5

1

0

0

1

0

0

0

8

의정부시

3

2

1

1

0

2

0

0

0

9

오산시

3

0

0

0

0

4

1

0

0

8

김포시

11

0

4

0

0

13

0

0

0

28

총합계

467

121

120

49

108

917

22

18

6

1,828

10

합계
259

❍ 주요 로케이션 장소
지 역

촬 영 지

촬영건수

파주시

벽초지문화수목원

83건

용인시

한국민속촌

30건

안성시

안성팜랜드

29건

수원시

화성행궁

25건

용인시

용인대장금파크

17건

구분

관련스타

비고

고양시

22명

수원시

18명

부천시

11명

안양시, 성남시

9명

❍ 한류 스타 보유 상위 시군

11

해당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스타를 의미

경기도 한류 영상콘텐츠 로케이션 현황
(2020. 11월 기준)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하지원, 이종석(수원출생, 학창시절용인), 에이핑크 윤
보미, 트와이스 정연, 레인보우 김지숙, 가수 조권, 개
그맨 박휘순, 포미닛 전지윤, 아스트로 MJ, 다이아 주
< 관련스타 >
은, 헬로비너스 유영, 류준열, 축구선수 이승우, 비투
비 창섭, 배우 홍수아(2011 수원시 홍보대사), 블락비
유권, 기안84, 박지성
왕갈비, 통닭거리, 지동순대, 광교 카페거리, 광교 아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비뉴프랑, 불휘, 수원양념갈비, 정자동 먹자골목

비고

18

8

(뷰티)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

1

(패션) 한복아리아, 행궁낭자, 장금이 공방

3

< 뷰티 및 패션>

화성행궁

수원시
행리단길
수원전통문화관

수원화성

팔달산로
굿모닝 하우스
경기도의회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만석공원
수원공업고등학교

(드라마) KBS 구르미 그린 달빛, MBC 대장금, MBC
이산, MBC 해를 품은 달, KBS 천명 조선판 도망자이
야기,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 KBS 불멸의 이순신,
SBS 왕과 나, MBC 이산, KBS 공주의 남자, SBS 뿌리
깊은 나무, JTBC 인수대비, SBS 옥탑방 왕세자, tvN
인현왕후의 남자, SBS 사임당 빛의 일기, 태국드라마
마이크로 러브
(예능) 유퀴즈 온더 블록
(영화) 광해, 궁합, 엽기적인 그녀, 전우치, 왕의 된 남자,
도리화가, 가족의 탄생,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드라마) KBS 고백부부, MBC 운빨로맨스
(드라마) 더 킹(2020)
(예능) TV조선 뽕숭아학당(2020)
(드라마) MBC 운빨 로맨스, JTBC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KBS 2TV 한번다녀왔습니다
(예능) MBC 나혼자 산다, KBS 2TV 코리아온스테이지,
MBC 선을 넘는 녀석들, KBS 1박2일,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2020)
(영화) 클래식
(드라마) tvN 나의 아저씨, JTBC 이태원 클라쓰(2020)
(드라마) SBS 딴따라

16

1
8
2
2

9

2
1

(드라마)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1

(드라마) KBS 김과장

1

(드라마) KBS 아버지가 이상해

1

(드라마) KBS 학교 2017

1

12

시 군

자 원 명
동원고/동우여고
수성고등학교
효원공원
산하복집
경기대학교
광교호수공원
CJ 블루썸파크
긴자 인계점
통닭거리
롯데아울렛 광교점

세 부 내 역

비고

(영화) 노브레싱

1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드라마) SBS 달의연인 보보경심 려, 각시탈
(영화) 협녀 칼의 기억
(드라마) MBC every1 단짠오피스

1

(드라마) JTBC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드라마)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예능)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2020)
(영화) 너의 결혼식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1

(드라마) JTBC 언터처블

1

(방송) MBC 나혼자 산다, KBS 다큐3일, MBC 애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뮤비) 극한직업

4

(드라마) tvN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

가톨릭대학교
(드라마) SBS 빅이슈
성빈센트병원
아빠분식 & 뽕뜨락
(드라마) KBS 아버지가 이상해
피자
(드라마) KBS 퍼퓸
수원컨벤션센터
(예능) 런닝맨

3
1

2
1

1
1
2

수원아이파크시티

(드라마) tvN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1

영복여자고등학교

(드라마) tvN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1

(드라마)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때

1

(드라마) tvN 호텔 델루나

1

삿뽀로 수원점

(드라마) MBC 검법남녀

1

KBS드라마센터

(드라마) KBS 그여자의 바다, 각시탈

2

광주이씨월곡댁

(예능)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2020)

1

(드라마) JTBC 이태원 클라쓰(2020)

1

(드라마) MBC검법남녀2(2019), SBS아무도 모른다(2020)

2

(예능) 런닝맨

1

(예능)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2020)

1

(영화) 용의주도 미스 신, 신부수업

2

(예능)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1

(드라마) tvN메모리스트(2020)

1

(예능) 런닝맨

1

까루테
뺑오르방 광교점

일월저수지
율천고등학교
박지성 축구센터
해우재
권성동 성당
정자동 먹자골목
수원SK아트리움

총 37개 촬영지 / 114개(명) 세부내역

13

114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 관련스타 >

몬스타엑스 주헌(분당), EXID 솔지, 트와이스 다현,
AOA 지민, FT아일랜드 이홍기(분당), 이병헌, 배우 정
소민, 황의조 선수, 백아연

9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남한산성닭죽, 백현 까페거리, 판교 아비뉴프랑, 삼닭
죽

4

< 게임 및 인프라 >

블레이드앤소울, 리니지, 세븐나이츠, 서든어택, 배틀
그라운드, 테라, 크로스파이어, 검은사막, playx4,
FEVER FESTIVAL(8월), 펜타스톰리그(3월), 배틀그라운
드 정규리그 및 각종 이벤트 대회(연중), CFS2017 그
랜드 파이널(11월), KeG(8월), 게임창조오디션(6월 9
월), 성남 게임월드페스티벌, 경기게임글로벌위크

17

(공연·전시) 뽀로로

1

봉안당 홈

(영화) 예임 ‘길모퉁이’

1

까페 도레미시

(드라마) tvN 굿와이프

1

아브뉴프랑

(드라마) tvN 이번생은 처음이라

1

붓처스것
(스테이크하우스)

(드라마) tvN 이번생은 처음이라

1

성프란치스코 성당

(드라마) tvN 이번생은 처음이라

1

(드라마)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

헬싱키 에스프레소 바 (드라마)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

<애니메이션 및 만화>

성남시

화랑공원

화랑육교

(드라마) KBS 슈츠, SBS 기름진 멜로

2

베지박스(까페)

(드라마) MBC 내 뒤의 테리우스, OCN 애간장

2

새소리 물소리
(한옥 까페)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1

(영화) 극한직업

1

(드라마) MBC 웰컴2라이프(2019)

1

(예능) KBS2 살림남(2020)

1

(드라마) tvN 사랑의 불시착(2019)

1

SBS 하이에나(2020)

1

TGIF분당점
네오위즈판교타워
판교공원
정자역 엠코헤리츠
오콘,
카페온더데스크

총 18개 촬영지 / 48개(명) 세부내역

14

48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 관련스타 >

소녀시대 유리, 여자친구 유주, 방탄소년단 랩몬스터
(김남준), 원더걸스 예은, 워너원 하성운, EXO 디오
배우 정인선, 배우 이성경(백석고), 시아준수, 하이라이
트 윤두준, 허영지, 2PM 준호
전소민, 프리스틴 레나, 예하나, 아이콘 B.I (김한빈),
헤일로 재용(김재용), 비투비 현식, 스누퍼 우성, 갓세
븐 JB(임재범), 다빈치 강민경, 워너원 하성운

22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미꾸라지털레기, 파프리카
< 뷰

티 >

K-Beauty EXPO

1

< 게임 및 인프라 >

플레이엑스포

1

<애니메이션 및 만화>

다이와패션쇼

1

(드라마) KBS 드림하이, KBS 드림하이2, OCN 애타는
로맨스

3

(영화) 어느 날, 택시운전사, 박열, 특별시민, 조작된
도시, 대장 김창수, 원라인, 남한산성, 동주, 기억의 밤,
감기, 가문의 귀환, 스톤, 빅매치, 배우는 배우다, 통증

16

행주산성

(드라마)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

1

호수공원

(드라마) SBS 아름다운 그대에게, KBS 예쁜남자, MBN
엄마니까 괜찮아, SBS 닥터스, MBN 아빠니까 괜찮아,
SBS 수상한 파트너, SBS 달콤한 원수, SBS 고흐의 별
이 빛나는 밤에, SBS 우리 갑순이, MBN 단짠 오피스,
JTBC 뷰티인사이드, tvN 호텔델루나, tvN 하이바이,마
마(2020)

12

고양시문화원

(드라마) KBS 총리와 나, KBS 빛나라 은수

2

고양문화재단

(예능) KBS 너의 노래를 들려줘

1

(드라마) JTBC 송곳, OCN 처용2, tvN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 MBC 언제나 봄날, JTBC 이번주 아내가 바
람을 핍니다,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tvN 머
니게임(2020)

7

(예능) SBS 런닝맨,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2

(공연) 볼빨간사춘기, NCT DREAM, 화요비, 에일리, 블
락비/효린/비와이, 에이즈/윤하, RADEN

7

(드라마) SBS 살짝 미쳐도 좋아, MBC 역류, tvN 서울
메이트

3

(영화) 사라진 밤

1

(영화) 타워, 해무, 해적, 로봇 소리, 부산행, 오빠생각,

12

고양시 전역

고양시

2

킨텍스

현대모터스튜디오

아쿠아스튜디오

15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봉이 김선달, 고산자 대동여지도, 임금님의 사건수첩,
군함도, 판도라, 신과 함께-죄와벌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드라마)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1

(드라마) SBS 사랑은 방울방울

1

(영화) 염력

1

(예능) SBS 런닝맨

1

(뮤비) 싸이 ‘젠틀맨’

1

(드라마) JTBC 눈이 부시게

1

(드라마) MBC 딱 너 같은 딸

1

(드라마)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SBS 흉부외과

2

(드라마) tvN 또 오해영

1

(드라마) MBC 자체발광 오피스,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2

알마센(까페)

(드라마) MBC 별별 며느리

1

서삼릉
너른마당(음식점)

(드라마) MBC 훈장 오순남

1

피노 레스토랑

(드라마) JTBC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JTBC 이
태원 클라쓰(2020)

2

원두막삼겹살

(드라마) SBS 우리 갑순이

1

아소산(일식)

(드라마) MBC 불어라 미풍아, SBS 하이에나(2020)

2

(드라마) tvN 신데렐라와 네명의 기사

1

(드라마) SBS 여우각시별

1

탐라랜드(찜질방)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전복명가(음식점)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대동관(음식점)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제주하영(음식점)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까페 갤러리
제이스1908

(드라마)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1

지자카야 잔

(드라마) tvN 나의 아저씨

1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1

까페 보테로

(드라마)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

뽀로로파크

(드라마)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

웨스트돔

원마운트

항공대학교
흥국사
살롱드비키(까페)
숲속정원(까페)

더츠커피팩토리
손씨포차

고객마루쉽터(까페)

16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퍼스트가든(복합문
화시설)

(드라마) MBC 돌아온 복단지, MBN 마성의 기쁨,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KBS 고백부부, MBC 불야성

5

(드라마) MBN 마성의 기쁨

1

(드라마) tvN 어바웃타임

1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1

(드라마)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1

(드라마) SBS 달콤한 원수, KBS 매드독, SBS 아임쏘리
강남구, MBC 언제나 봄날, tvN 도깨비

5

행주나루터

(드라마) SBS 아임 쏘리 강남구

1

백석동 인근

(영화) 베테랑

1

고양체육관
고양아람누리
명지병원
청아공원(납골당)

달빛마을 등 주택가 (영화) 비밀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1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tvN 날 녹여주오

2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드라마) MBC 검법남녀2

1

(드라마)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www, tvN 싸이코패
스 다이어리(2019), tvN 남자친구(2018), MBC 위대한
유혹자(2018), TV조선 너의 등짝에 스매싱(2017)

5

(드라마) SBS VIP

1

카페 떼오

(드라마) MBN 우아한 가

1

모전돼지갈비

(드라마) SBS 의사 요한

1

민속집

(드라마)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www

1

이태백

(드라마) JTBC 바람이 분다

1

포차닭

(드라마) tvN 어비스

1

(드라마 )OCN 본대로 말하라(2020), tvN 하이바이,마마
(2020),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2020)

3

전복명가
라이크라이크
프롬
피스피스 2호점

라페스타

한국화훼농협아리화
(예능) KBS2 살림남(2020)
하나로꽃플라워마트

1

해물사우나

(드라마) JTBC 쌍갑포차(2020)

1

케이타이거즈

(예능) 채널A 아빠본색(2020)

1

(예능) KBS2 살림남(2020)

1

(드라마) SBS 하이에나(2020)

1

덕양정
어촌

총 56개 촬영지 / 164개(명) 세부내역

17

164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 관련스타 >

김연아, 마마무 문별, 피에스타 재이, AOA 설현, EXO
백현, 프리스틴 은우, 구구단 하나, 가수 바다, 라붐 지
엔, 율희, ITZY 리아

11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복숭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특화거리, 부천국제애니메이
션페스티벌, 부천국제만화축제

4

(드라마) SBS 당신이잠든사이에, JTBC 미스함무라비

2

아인스월드

(예능) MBC 해피타임

1

로보파크

(예능) MBC 해피타임

1

부천 조공시장

(드라마) tvN 부암동 복수자들

1

MJ컨벤션

(드라마) MBC 불어라 미풍아

1

(드라마) SBS 훈남정음

1

에스컨벤션웨딩홀

(드라마)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

1

통큰갈비 원미점

(드라마) MBN 우아한 가

1

총 8개 촬영지 / 25개(명) 세부내역

25

B2B 육성재, 서은광, 아이콘 정찬우, 헤일로 윤동(김윤
동), 위너 송민호, 인피니티 이성열, 세븐틴 도겸

7

(뷰티) 아모레퍼시픽, (패션) 이리데 한복, 한복촌, 한
복나들이

4

<애니메이션 및 만화>
상동 호수공원

부천시

1

사치바이로로(카페)

< 관련스타 >
< 뷰티 및 패션 >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백암토종순대, 옥로주

한국민속촌
용인시

에버랜드

용인대장금파크

2

(뮤비)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1

(영화) 명당, 조선마술사, 봉이 김선달, 간신, 관상, 나
는 왕이로소이다, 순수의 시대, 상의원, 군도

9

(드라마) KBS 성균관스캔들, MBC 해를품은 달, MBC
대장금, SBS 뿌리깊은 나무, SBS 별에서 온 그대,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 MBC 선덕여왕, MBC 닥터진,
KBS 왕의얼굴, SBS 무사 백동수, SBS 사임당 빛의 일
기, KBS 7일의 왕비, tvN 백일의 낭군님, MBC 아랑사
또전, KBS 정도전, JTBC 하녀들, KBS 천명, KBS 오렌
지 마말레이드, SBS 비밀의 문, JTBC 궁중잔혹사

20

(드라마) tvN 하백의 신부 2017, tvN 김비서가 왜그럴
까, tvN 화유기

3

(드라마) tvN 미스터선샤인, tvN 백일의 낭군님, tvN
화유기, tvN 명불허전, MBC 이산, MBC 동이, MBC
마의, MBC 해를 품은 달, MBC 불의여신 정이, MBC
훈장 오순남, MBC 군주, MBC 옥중화, MBC 무신,
MBC 구가의서, MBC 기황후

17

18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영화) 대장 김창수
(M/V) BTS 슈가 '대취타‘
한택식물원

(드라마) SBS 그겨울 바람이 분다, JTBC 품위있는 그녀

2

(드라마) SBS 다시 만난 세계

1

농도원목장

(드라마) tvN 하백의 신부 2017

1

경희대학교

(드라마) tvN 굿와이프, JTBC 리갈하이, tvN 진심이 닿다

3

포은아트홀

(드라마) tvN 아는 와이프

1

(드라마) MBC 검법남녀

1

(영화) 인랑, 청년경찰

2

(뮤비) 이달의소녀 ‘하이하이’

1

경기도박물관

(드라마) tvN 화유기

1

백암초등학교
수정분교장

(드라마) IHQ 1%의 어떤것

1

장욱진 고택

(드라마) KBS 공항가는 길

1

(드라마) JTBC 판타스틱

1

(드라마) MBC 역도요정 김복주

1

(드라마) tvN 호텔델루나

1

(드라마)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1

(드라마) MBC 검법남녀

1

(드라마) SBS 너는 내운명(2020),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2020)

2

(예능) MBC 전지적참견시점(2020)

1

(예능)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2020)

1

삼성교통박물관

(예능) TV조선 아내의 맛 - 트롯의 맛(2020)

1

양지파인리조트

(예능) 양지파인리조트

1

다누리골테마파크

(예능) SBS런닝맨(2020)

1

은하목장

대웅경영개발원
(구)경찰대학교

보정동 까페거리
용인대학교
어 로프 슬라이스
피스
와우정사
금호 아시아나
인재개발원
플라이스테이션
창리 낚시터
로만바스

채움펜션,
(예능) SBS 맛남의 광장(2020)
산마루로뎀 펜션,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쌍둥이딸기농장
골드펫리조트

1

(예능) KBS2 살림남(2020)

1

(예능) MBC 나 혼자 산다(2020)

1

총 29개 촬영지 / 93개(명) 세부내역

93

19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세 부 내 역
레드벨벳 슬기

1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바지락칼국수, 포도
< 패

션 >

비고

2

모어댄(방탄소년단 가방), 안산 패션타운 페스티벌

2

(드라마) SBS 당신이 잠든사이에

1

(예능) MBC 해피타임, 채널A 아빠본색(2020)

2

(예능) KBS2 1박2일(2020)

1

(드라마) MBC 신데렐라맨, KBS 꽃보다 남자, MBC 신
이라 불리운 사나이, SBS 야왕

4

(예능)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1

(드라마) KBS 오마이비너스

1

(예능) MBC 해피타임

1

(드라마) KBS 함부로 애틋하게, tvN 라이브

2

(예능) MBC 해피타임

1

(드라마) MBC 별별 며느리

1

(드라마) SBS 당신이 잠든사이에

1

(뮤비) 임창정 ‘잊혀지는 이별’

1

(드라마)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1

안산화랑오토캠핑
장

(드라마) tvN 60일 지정생존자

1

시화방조제

(드라마) tvN 60일 지정생존자

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드라마) SBS 의사요한

1

(드라마) SBS하이에나(2020)

1

(드라마) 악의 꽃(2020)

1

안산 카페거리
대부도
대부광산퇴적암층

베르아델 승마장

유리섬박물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안산시

동춘서커스
안산
GD컨벤션(웨딩홀)
자도르 카페
걸리버여행기 펜션
유달리 안산점

아일랜드 리조트
카페펀
바다향기테마파크

총 16개 촬영지 / 28개(명) 세부내역

20

28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세 부 내 역
세븐틴 민규, 몬스타엑스 원효, EXID 정화
프리스틴 시연, 김종국, 구구단 김세정, 배우 양세종,
트와이스 정연, 배우 오연서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계삼탕, 옥미주, 동편마을 까페촌

비고

9

3

동편마을 까페촌

(드라마) tvN 도깨비

1

쉘리케이크(카페)

(드라마) MBC 단짠오피스

1

(드라마) JTBC 품위있는 그녀

1

(드라마) MBC 파스타

1

(영화) 과속스캔들

1

(M/V) 레드벨벳 '놀이'

1

(드라마) SBS 스토브리그(2019)

1

안양여자상업
고등학교

(드라마) tvN 블랙독(2019)

1

안양중앙시장

(드라마) TV조선 아내의 맛(2020)

1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1

안양 농수산물시장
안양시 일원
안양시
범계동 아크로타워
안양예술공원
엔터식스 안양점

아단문고

총 11개 촬영지 / 22개(명) 세부내역
< 관련스타 >

갓세븐 유겸, 세븐틴 호시, 레드벨벳 예리, 헤일로
오운, 스누퍼 상일, 보아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잡어매운탕, 계명주, 산양삼, 고로쇠 수액, 배

남양주시

22
6
5

능내역(폐역)
봉서원
더시크릿가든
퇴계원초등학교

(뮤비) 유승우 ‘예뻐서’

1

(드라마) tvN 하백의 신부 2017

1

(드라마) KBS 오 마이 금비

1

동화컬쳐빌리지

(드라마) JTBC 뷰티인사이드, JTBC 부부의 세계(2020)

2

(드라마)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1

프라움악기박물관

(드라마) SBS 기름진 멜로

1

모란미술관

(드라마) JTBC 청춘시대2

1

(드라마) MBC 군주-가면의주인, tvN 도깨비

2

(예능) MBC 해피타임

1

(영화) 쉬리, JSA공동경비구역, 실미도, 서편제, 태극기
휘날리며, 취화선, 음란서생, 형사, 미인도, 흥부 : 글로
세상을 바꾼자

10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남양주종합촬영소
(폐관)

21

시 군

자 원 명
소리소 빌리지

세 부 내 역

비고

(드라마) SBS 우리 갑순이

1

(영화) 마녀

1

커피뮤지움무스

(영화) 스타박's 다방

1

왈츠와 닥터만
커피 박물관

(예능) MBC 해피타임

1

인공암벽장

(예능) SBS 런닝맨

1

팔현캠프장

(드라마)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1

스타벅스다방

(영화) 커피뮤지움무스

1

정약용 유적지

(예능)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2020)

1

(드라마) JTBC 이태원 클라쓰(2020)

1

(예능)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2020)

1

부엉이마을
물의정원
명스포츠월드

(방송) KBS2 생생정보(2020)

1

묘적자계곡

(예능) SBS 박장대소(2020)

1

팔현캠프장

예빈산
뜰안에 된장,
푸르메스마트팜,

총 23개 촬영지 / 44개(명) 세부내역
< 관련스타 >

이영애, 천명훈, 모모랜드 주이, 개그맨 이수근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옥천냉면, 도토리국수, 더덕
두물머리

44
4
3

(드라마) MBC 그녀는 예뻤다, MBC 이몽
(예능) MBN 우리다시사랑할수있을까(2020)

3

(드라마) SBS 닥터스

1

(예능) MBC 나혼자 산다, KBS2 살림남(2020)

2

(드라마)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JTBC2 몬스타엑
스레이3, 웹드라마 인생책다방

3

(드라마) MBC 그녀는 예뻤다, SBS 시크릿마더, tvN
변혁의 사랑, SBS 피고인, OCN 구해줘, KBS 총리와
나

6

(영화) 얼굴없는 보스, 특별시민, 이름이 뭐니, 남과 여

4

(드라마) KBS 빛나라 은수

1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1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1

(영화) 건축학개론

1

용문산 관광지

세미원
양평군
불룸비스타

절골농원
라리아 레스토랑
까페 미종
구둔역

22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뮤비) 아이유 앨범촬영

1

(드라마)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

(예능) 한국직업방송 청춘다워 시즌2

1

(드라마) JTBC 품위있는 그녀, TV 조선 바벨, SBS 상
속자들

3

(드라마) OCN 구해줘

1

(드라마) JTBC 뷰티인사이드

1

(드라마) MBN 마성의 기쁨

1

평양초계탕막국수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더 그림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두물머리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JTBC 뷰티인사이드

2

(드라마) tvN 나인룸, tvN 식샤를 합시다3, MBC 사생
결단 로맨스, TV 조선 바벨

4

(드라마) JTBC 제3의매력, SBS 닥터스

2

설매재 자연휴양림

(드라마) MBC 이몽

1

맑은숲 캠프

(드라마) MBC 이몽

1

(M/V) 백지영 #우리가

1

(예능) SBS 런닝맨(2020)

1

(드라마) SBS 하이에나(2020)

1

보릿고개마을

(드라마) JTBC 이태원클라쓰(2020)

1

스톤힐 펜션

(예능)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2(2020)

1

(예능) TV조선뽕숭아학당(2020)

1

(방송) KBS 6시내고향(2020)

1

(예능) SBS동상이몽2 너는내운명(2020)

1

증안이약초마을

(예능) KBS1 6시 내고향(2020)

1

외갓집체험마을

(예능) 채널A아빠본색(2020), KBS1 6시 내고향(2020)

2

더 힐하우스(호텔)
갈산공원
내추럴가든529
(정원카페)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국립교통재활병원
양수철교
(북한산 철교)

용담 아트터널
더스타휴골프앤리
조트 클럽하우스
카포레

양평인성키움체험
학교
양평패러글라이딩
파크
패러글라이딩

총 29개 촬영지 / 55개(명) 세부내역

23

55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세 부 내 역
조용필, 세븐틴 정한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바지락칼국수, 포도, 동동주, 천일염, 햇살드리쌀
(뮤비) 에이프릴 뮤직비디오
전곡항

궁평항
제부도
형도
융건릉, 용주사
한림대 성심병원
경기도종합사격장
우리꽃식물원
장안대학교
화성시

롤링힐스호텔
라비돌리조트
율암온천
시화호 남측간척지
갯벌체험장
화성드림파크

(드라마) tvN 나인룸, JTBC 리갈하이, tvN 호텔델루나
(영화) 럭키

비고
2
5

5

(예능) 도시어부
(예능) MBC 해피타임

1

(예능) SBS 불타는 청춘, MBC 해피타임, MBC 요리원정대

3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1

(드라마) KBS 태양의 후예

1

(예능) MBC 무한도전

1

(예능)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tvN슬기로운 의사생활
(2020)
(예능) MBC 무한도전, MBC 해피타임,
1theK 내돌투어(2019)
(드라마) KBS 김과장, tvN 호텔델루나
(예능) 1theK 내돌투어(2019)

1

(드라마) tvN 서클, 이어진 두 세계, KBS 고백부부,
JTBC 솔로몬의 위증
(드라마) JTBC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드라마) MBN 리치맨
(예능) TV조선 미스터트롯(2020)
(예능) MBC 해피타임
(뮤비) B2B ‘그리워 하다’
(드라마) KBS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KBS 동백꽃 필 무렵

2
3
3
3
1
2
1
1
1
1

(드라마) OCN 미스터 기간제,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www, JTBC 이태원클라쓰(2020)

3

우음도

(M/V) 방탄소년단 ‘봄날’

1

국화도

(예능) tvN 라끼남(2020)

1

(드라마) 1theK 내돌투어(2019), 채널A 하트시그널3(2020)

2

(드라마) OCN 본대로 말하라(2020)

1

(드라마) KBS1 이웃집 찰스(2020)

1

(예능)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2020)

1

(예능) 채널A 도시어부2(2020)

1

(드라마) 청춘기록

1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 호수공원
대성낚시터
글램비글램핑
백미리희망캠팽장
고잔낚시터
남양성모성지

총 24개 촬영지 / 50개(명) 세부내역

24

50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세 부 내 역
정해인, 김남주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간장게장, 쌀, 배

3
7

(드라마) MBC 봄밤

1

머디머피스

(드라마) JTBC 부부의 세계(2020)

1

소풍정원

(드라마) KBS2 영혼수선공(2020)

1

(예능)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2020)

1

총 6개 촬영지 / 16개(명) 세부내역

16

< 관련스타 >
윤도현, 안정환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장어, 황복회, 장단콩 요리, 개성인삼, 프로방스
(드라마)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MBC 불어라 미풍
아, JTBC 제3의 매력, MBN 리치맨, SBS 키스 먼저 할
까요, MBC 부잣집 아들,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
임진각평화누리
SBS 하이에나(2020)
(광고) 오션월드, SK텔레콤
(예능) MBC 나혼자 산다, tvN 나이거참, KBS 1박2일,
KBS 다큐3일
캠프그리브스
(드라마) KBS 태양의 후예, KBS 다큐3일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tvN 시카고타자기,
tvN 부암동 복수자들,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출판도시
MBC 로봇이 아니야,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 tvN 메
모리스트(2020)
한국근현대사박물관 (드라마) tvN 싸우자 귀신아, SBS 시크릿 부티크
보광사
(드라마) tvN 싸우자 귀신아
(영화) 아가씨,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뮤비) 포미닛, 에이프릴, 비투비, 로미오, 유니콘, 크나
큰, 티아라, 위에화보이즈, CLC, 에이핑크, JBJ, 슈퍼주
니어, 스누퍼

2
5

신한고등학교

트리하우스펜션
심복사

파주시

2

(드라마) KBS 부자의 탄생, SBS 이웃집 웬수, KBS 마
왕, KBS 제빵왕 김탁구, KBS 최강칠우, MBC 내생에
마지막 스캔들, SBS 닥터이방인

평택호

평택시

비고

벽초지문화수목원

8
2
4
2
7
2
1
2
13

(광고) 이가탄, 햇반, 아카페라, 스킨푸드1∼2, 불스원,
마리끌레르, 더페이스샵, 토레타 이온음료, 롯데제과
요하이과자, 우체국예금보험, 중국 오포 핸드폰, 하나
투어

13

(드라마) KBS 태양의 후예, KBS 흑기사, SBS 용팔이,
SBS 닥터스, SBS 우리 갑순이, SBS 미녀 공심이, SBS
별에서 온 그대, SBS 달의연인 보보경심 려, SBS 피고
인, KBS 고백부부, SBS 사랑은 방울방울, MBN 마성의
기쁨,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SBS 끝에서 두 번째

55

25

시 군

자 원 명

갤러리 화이트블럭
(헤이리마을
사립미술관)

동화힐링캠프
영어마을
감악산 출렁다리
학인당(한옥까페)
헤이리예술마을
파머스테이블(헤이
리마을 레스토랑)
프로방스
지노(까페)
스튜디오 112
(경찰서 촬영 전문
스튜디오)
출판단지
아트갤러리카페
파주 북시티
커피베이
파주와동점
원방세트장
(병원세트장)
약천사

세 부 내 역
사랑, SBS 시티헌터, MBC 아랑사또전, SBS 옥탑밥왕
세자, SBS 가면, SBS 미남이시네요, KBS 꽃보다 남자,
KBS 자이언트, SBS 뿌리깊은 나무, MBC 넌 내게 반
했어, SBS 49일, SBS 무사 백동수, JIBC 빠담빠담,
KBS 각시탈, KBS 상속자들, SBS 하이드 지킬 나, SBS
너를 사랑한 시간, SBS 돌아와요 아저씨, MBC 화려한
유혹, MBC 몬스터, JTBC 마녀보감, SBS 신데렐라와 4
명의 기사, MBC 다시 시작해, KBS 아이가 다섯, KBS
케리어를 끄는 여자,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SBS 피
고인, KBS 완벽한 아내, tvN 하백의 신부, tvN 화유기,
tvN 견원지간, KBS 너도 인간이니, MBC 돈꽃, KBS 흑
기사, MBC 전생의 웬수들, MBC 위대한 유혹자, SBS
착한마녀전, MBC 비밀과 거짓말, MBC그녀는 예뻤다,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 채널A 평일 오후 세
시의 연인,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드라마) tvN 내성적인 보스, KBS 완벽한 아내, tvN
서클, 이어진 두 세계, SBS 수상한 파트너, SBS 당신
이 잠든 사이에, tvN 부암동 복수자들, KBS 공항가는
길, JTBC 판타스틱, JTBC 뷰티인사이드, SBS 미스마 :
복수의 여신,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tvN 어바웃 타
임, KBS 흑기사, SBS 리턴, MBN 우아한가, SBS 닥터
탐정,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SBS VIP(2019)
(드라마) JTBC 힘쎈여자 도봉순
(드라마) tvN 내일 그대와, MBC 보그맘, SBS 아이돌
마스터.KR - 꿈을 드림
(드라마)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예능)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드라마) MBC 훈장 오순남
(드라마) JTBC 맨투맨, SBS 다시 만난 세계, KBS 쌈
마이웨이, SBS 피고인, SBS 당신이 잠든사이에
(드라마)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tvN 김비서가 왜그
럴까
(드라마) SBS 리멤버
(드라마) SBS 수상한 파트너, JTBC 품위있는 그녀,
tvN 부암동 복수자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tvN 도
깨비

비고

18

1
3
1
1
1
5
2
1
5

(드라마) OCN 구해줘, MBN 연남동 539

2

(드라마) KBS 다시, 첫사랑

1

(드라마) MBC 행복을 주는 사람

1

(드라마)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1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1

(드라마) MBC 언제나 봄날, tvN 마더, tvN 날 녹여주오

3

26

시 군

자 원 명
토향(웰빙 쌈밥집)

세 부 내 역

비고

(드라마) SBS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통일로 추모공원
광탄성당

(드라마)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드라마)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1
1

율곡선생 유적지

(드라마)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1

(드라마) tvN 나인룸

1

(드라마)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드라마) SBS 그녀로 말할것 같으면

1
1

(드라마) tvN 라이브

1

(드라마) SBS 의문의 일승
(드라마) JTBC 언터처블
(드라마) OCN 구해줘
(드라마) SBS 훈남정음, JTBC 품위있는그녀, KBS2 99
억의 여자(2010)
(드라마) SBS 닥터스, MBC 슬플때 사랑한다
(드라마)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채널A 평일 오후
3시의 연인

1
1
1

(영화) 마녀

1

(영화) 흥부

1

산머루농원
스피트파크

(예능) MBC 해피타임
(예능) MBC 해피타임

1
1

모산목장

(예능) MBC 해피타임

1

(드라마)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1

(드라마) JTBC 리갈하이
(드라마) JTBC 눈이 부시게
(드라마) tvN 진심이 닿다, MBC 저녁 같이 드실래
요?(2020)
(드라마) MBC 슬플때 사랑한다, MBN 마성의 기쁨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KBS 고백부부, MBC 돌아온
복단지, MBC 불야성
(예능) SBS 런닝맨(2020)
(드라마) KBS 다시 첫사랑
(드라마) SBS 절대그이

1
1

WJ펜션

(예능) TV조선 아내의맛(2020)

1

우농타조농장
팡팡체험레져스쿨

(예능) TV조선 아내의맛(2020)
(예능) TV조선아내의맛(2020)

1
1

(예능) SBS 런닝맨(2020)

1

(드라마) SBS 하이에나(2020)

1

(예능) SBS 미운우리새끼(2020)

1

학현사
교하중앙공원
금촌전통시장
홍삼스파 참숯가마
사우나
북카페눈(까페)
북하우스 포레스타
경기세무고등학교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마장저수지
운정호수공원
로얄퀘스트
(스튜디오)
파주영상테마파크

더티드링크
파주24호 보호수
문산자유시장
메디테리움

퍼스트가든
갤러리 박영
리베르떼

옛날물건박물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자유로 자동차극장

총 54개 촬영지 / 205개(명) 세부내역

27

3
1
2

2

7
1
1

205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세 부 내 역
EXO 첸, 에이프릴 채경, 갓세븐 JB

3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물왕연잎밥, 연근, 미나리, 포도, 쌀

5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오이도
선사유적박물관

(예능) SBS 런닝맨

1

(예능) SBS 런닝맨

1

(드라마) KBS 추리의 여왕

1

(드라마) 여우야뭐하니

1

(드라마) tvN 남자친구, 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
어요(2020), OCN 루갈
(예능) 1theK 내돌투어(2019), 위플레이 시즌2

4

(드라마) OCN 보이스3

1

시흥하늘휴게소

(예능) MBC 전지적참견시점

1

배곧 한울공원

(M/V) 레드벨벳 '놀이'
(드라마) tvN 화양연화, tvN 청춘기록

3

(예능) 채널A 아빠본색

1

총 9개 촬영지 / 22개(명) 세부내역

22

샤이니 온유, 우주소녀 연정, 스누퍼 태웅

3

오이도 함상전망대
오이도 빨강등대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삼미시장

한스캠핑

< 관련스타 >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누룽지백숙, 고추중편, 김치말이 떡, 소머리국밥
소통한우
광명역
광명시
광명동굴

< 뷰

티 >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
오산시

비고

더킹드라마세트장
물향기수목원

4

(영화) 극한직업

1

(영화) 가족의 탄생

1

(예능) SBS 런닝맨, tvN 혼술남녀,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MBC 우리 결혼했어요, MBC 해피타임
(드라마) K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tvN 알함브라 궁
전의 추억, tvN 오마이 베이비(2020)
(영화) 데드어게인
(M/V) 레드벨벳 '놀이'

10

총 3개 촬영지 / 19개(명) 세부내역

19

아모레퍼시픽

1

(드라마) tvN 아스달 연대기

1

(드라마) SBS 더킹 : 영원의 군주(2020)

1

(드라마) SBS 아임쏘리 강남구, tvN 진심이 닿다

2

총 3개 촬영지 / 5개(명) 세부내역

5

28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비고

아이콘 송윤형, 우주소녀 여름

2

(드라마) KBS 황금빛 내인생

1

미사리조정경기장

(드라마)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

한채당
(전통궁중음식점)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1

(드라마) tvN 호텔 델루나

1

총 4개 촬영지 / 6개(명) 세부내역

6

송추갈비, 도라지, 천년초, 한우, 딸기, 막걸기, 쌀, 버
섯, 부추

9

경기니트패션쇼(8월), 감동양주패션쇼(9월)

2

(뮤비) 방탄소년단 ‘봄날’

1

(예능) MBC 우리 결혼했어요

1

(드라마) SBS 딴따라, JTBC 부암동 복수자들

2

(드라마) KBS 아이리스, MBC 마이프린세스, SBS 온에어

3

(드라마) SBS 딴따라, SBS 엔젤아이즈

2

(드라마) MBC W

1

(영화) 남한산성

1

(드라마) SBS 귓속말

1

휴 리조트

(드라마) MBC 언제나 봄날

1

장흥계곡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가래비 빙벽장

(드라마) SBS 흑기사

1

더블에스 카페

(드라마)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

1

(드라마) tvN 식샤를 합시다3

1

(드라마) KBS 흑기사

1

(드라마) KBS2 악인전(2020)

1

스타필드

하남시

세 부 내 역

하남종합운동장
보도육교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 패

션 >

일영역(간이역)
장욱진 미술관
일영 허브랜드
송암 스페이스센터
양주 가래비장
양주시
청련사

장홍일번가
가래비 빙벽장
쏭아카페

총 13개 촬영지 / 30개(명) 세부내역

29

30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한우, 포도, 배, 서일농원

안성팜랜드

(드라마) MBC 마의, KBS 각시탈, SBS 신사의 품격,
MBC 구가의서, KBS 구르미 그린 달빛,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SBS 기름진 멜로, tvN 백일의 낭군님,
SBS 자이언트, KBS 아가씨를 부탁해, SBS 괜찮아 사
랑이야, KBS 사랑을 믿어요, KBS 공주의 남자, MBC
계백,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 MBC 내생에 봄
날, MBC 화려한 유혹
(예능) KBS 녹색충전 토요일, TV조선 황금펀치, EBS
리틀보스 4화, tvN 구여친클럽, KBS 슈퍼맨이 돌아왔
다

비고
4

17

5

(뮤비) 아이유 ‘꽃갈피’ 티저, 신혜성 ‘째깍째깍’, 스카
프 'LUV VIRUS', 아스트로 5th 재킷촬영

4

(영화) 흑심모녀, 쩐의전쟁, 옥자

3

(드라마) MBC 대장금이 돌아왔다

1

(예능)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런닝맨(2020)

2

(드라마) tvN 도깨비, SBS 우리 갑순이

2

(드라마) tvN 도깨비

1

(드라마) tvN 진심이 닿다

1

로스가든(노주현
카페)

(드라마) KBS 태양의 후예, tvN 남자친구

2

호림이네포도원

(예능) MBC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2020)

1

(드라마) JTBC 이태원 클라쓰(2020)
(영화) 식객

2

총 8개 촬영지 / 45개(명) 세부내역

45

AOA 혜정, 스누프 세빈, 임영웅

3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한과, 한우, 잣, 표고버섯, 사과,
포도, 쌀, 인삼, 탁주, 산사원

12

(드라마) SBS 푸른바다의 전설, tvN 화유기, SBS 보보
경심 려, tvN 날 녹여주오, SBS 낭만닥터 김사부

5

(예능) MBC 해피타임, Olive 원데이 힐링트립, 1theK
내돌투어(2019), SKY TV ‘위플레이2’, TV조선 ‘뽕숭아
학당’

5

(드라마) KBS 오마이비너스, SBS 훈남정음

2

(예능) MBC 해피타임, Olive 원데이 힐링트립, 채널A
하트시그널3(2020)

3

(예능) SBS 런닝맨

1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tvN 사랑의 불시착
(예능) 1theK 내돌투어(2019)

3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석남사
미리내성지
서운산 자연휴양림

서일농원

< 관련스타 >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아트밸리
포천시
허브아일랜드
국립수목원
한탄강 하늘다리

30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비고
6

산정호수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MBC 아랑사또전, KBS
빅, KBS 동백꽃 필 무렵, tvN 날 녹여주오, tvN ‘사랑
의불시착’
(예능) TV조선 아내의 맛

1

(드라마) OCN 애간장, KBS 빅, MBC 아랑사또전

3

(예능) MBC 해피타임, SBS 런닝맨, MBC 하자있는 인
간들(2019)

3

(예능) MBC 해피타임, Olive 원데이 힐링트립

2

(드라마) tvN 응답하라 1988

1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1

(드라마) 넷플릭스 킹덤, OCN ‘써치’, OCN ‘미씽’

3

(예능) KBS 배틀트립

1

(드라마)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

1

(드라마) SBS 괜찮아 사랑이야, MBC 선덕여왕, KBS
추노, SBS 괜찮아 사랑이야, SBS 육룡이 나르샤
(영화) 늑대소년, 최종병기 활, 대호
(예능) 1theK 내돌투어(2019)

8

(드라마) tvN 하이바이,마마(2020)

1

총 14개 촬영지 / 65개(명) 세부내역

65

평강식물원
산사원
아도니스 호텔
돌담병원
한탄강
백운계곡
폴라데이(카라반)

비둘기낭폭포

도성사

< 관련스타 >

오마이걸 효정

1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송이한정식, 부추, 벌꿀
계원대 사거리

의왕시

3

(영화) 어벤져스

1

스카이레일

-

-

왕송호수 캠핑장

-

-

바라산휴양림

-

-

왕송호수 둘레길

-

-

백운호수 둘레길

-

-

수예몽
평강식물원
청계사
레일파크

(드라마) KBS 세상엣 제일 예쁜 내 딸

1

(드라마) MBC 장난스런 키스, MBC 내 마음이 들리니

2

(드라마)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때

1

(드라마) SBS 미녀공심이

1

(예능) MBC 우리 결혼했어요

1

총 10개 촬영지 / 11개(명)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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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메기매운탕, 한우, 잣

3

(드라마) MBC 베토벤바이러스, SBS 별에서 온 그대,
KBS 오 마이 금비, SBS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JTBC 뷰티인사이드, SBS 열혈사제, MBC 봄밤

7

(예능) SBS 런닝맨,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EBS 자이
언트 펭 tv

3

(뮤비) 세븐틴 일본싱글, 펜타곤 ‘고릴라’, 중국아이돌
AIFEI & DENNY LEE 듀엣곡, 샤이니 태민 ‘괴도’

4

(드라마) SBS 사임당 빛의 일기, JTBC 맨투맨, MBN
리치맨, OCN 나쁜녀석들1, TV조선 백년의 신부, OCN
빙의, OCN 타인은 지옥이다, OCN 트랩, SBS 황후의
품격

9

(영화) 독전, 마스터

2

(예능) SBS 런닝맨, tvN 대탈출

2

(예능) MBC 우리 결혼했어요

1

(예능) MBC 우리 결혼했어요, MBC 해피타임

2

(뮤비) 트와이스 ‘Cheer up’

1

(드라마) KBS 구르미 그린 달빛, KBS 러블리 호러블
리, KBS 당신의 하우스 헬퍼, KBS 황금빛 내인생,
OCN 블랙, KBS 저글러스, MBC 황금주머니, KBS 이
죽일놈의 사랑, MBC 그녀는 예뻤다, KBS 퍼퓸

10

(예능) MBC 해피타임

1

(영화) 조선명탐정, 중독, 아유레디, 군주, 편지

5

어거스트청평
풀빌라 더시크릿
리조트

(드라마) MBC 그녀는 예뻤다

1

(뮤비) 타히티 '알쏭달쏭'

1

에델바이스스위스
테마파크

(드라마) SBS 리멤버, MBC 단짠오피스

2

(예능) MBC 해피타임,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2020)

2

오리날다(음식점)

(드라마) MBC 여왕의꽃, SBS 런닝맨

2

연인산용추계곡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1

잣향기푸른숲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1

게스트하우스
리븐델

(드라마) KBS 함부로 애틋하게, MBN 리치맨, MBC 검
법남녀, OCN 킬잇, KBS2 99억의 여자(2019)

5

(드라마) SBS 피고인, KBS 황금빛내인생, tvN 로맨스
는 별책부록

3

쁘띠프랑스

청심평화월드센터

짚와이어
자라섬
가평군

비고

HS Ville 강가의 집

아침고요수목원

HS빌(하우스웨딩)

32

시 군

자 원 명
리버랜드

비고

(드라마) SBS 훈남정음

1

아난티 클럽서울

(드라마) JTBC 미스티, SBS 빅이슈

2

청평호
류미재 갤러리
하우스
더스테이힐링파크

(드라마) SBS 빅이슈

1

(드라마) SBS 빅이슈

1

(드라마)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때

1

(드라마) KBS 단 하나의 사랑

1

(뮤비) 에일리

1

짚라인가평

(예능)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2020)

1

무아레478

(예능) SBS 집사부일체(2020)

1

가평휴게소

(예능) tvN 바퀴달린집(2020)

1

좋은아침연수원

(드라마) JTBC 쌍갑포차(2020)

1

리버랜드번지점프

(예능) TV 조선 뽕숭아학당(2020)

1

수류화개원

(드라마) tvN 오마이 베이비(2020)

1

호명산캠프

(예능) JTBC 1호가 될 순 없어(2020)

1

더스틸카페

(예능) SBS 박장대소(2020)

1

가평탑랜드

(예능) SBS 박장대소(2020)

1

기억의 사원
아난티

(예능) MBC 더 게임:0시를 향하여(2020)

1

(드라마) MBC아이템(2019), SBS 빅이슈(2019)

2

제이드가든
청평호

펜트하우스 서울

총 32개 촬영지 / 88개(명) 세부내역

88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매운탕, 망향비빔국수
(뷰티) 신한류갈라쇼 (신한대 뷰티헬스과)
<뷰티 및 패션>
(패션) 신한류갈라쇼 (디자인예술대학)
(드라마) SBS 언니는살아있다, MBN 설렘주의보, MBC
허브빌리지
손 꼭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MBC 그녀는 예뻤
다, MBC 슬플 때 사랑한다
조선왕가
(예능) 런닝맨

2
1
1

전곡선사박물관
또또식당
연천군

세 부 내 역

신망리역 기찻길
전곡시장
연천역
백학저수지
협동조합

5
1

(예능) 런닝맨

1

(드라마) KBS 옥란면옥

1

(드라마) SBS 리턴, SBS 다시만난세계

2

(드라마) KBS 옥란면옥

1

(드라마) SBS 빅이슈

1

(예능) 채널A 도시어부2(2020)

1

(드라마) tvN 유령을 잡아라(2019), SBS VIP(2019)

2

연천 호로고루
전곡리 선사유적지
재인폭포

총 11개 촬영지 / 19개(명)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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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세 부 내 역
배우 이제훈, 빅뱅 태양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부대찌개
경민대학교
의정부시

의정부 경전철
C for 카페

김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카림애비뉴 김포
아라마리나컨벤션
김포 아트빌리지
김포시

보타보타
마리나베이스타점
금빛수로
김포함상공원
가톨릭문화원
라베니체
마리나베이 서울

(드라마)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1

(드라마) KBS 오렌지마말레이드

1

(드라마) SBS 수상한 파트너

1

총 3개 촬영지 / 6개(명) 세부내역

6
4

(드라마) JTBC 솔로몬의 위증

1

(드라마) IHQ 1%의 어떤 것, SBS 피고인

2

(드라마) KBS 국민여러분
(드라마) SBS 빅이슈
(드라마) SBS 의사 요한
(예능) SBS 런닝맨

1
1
1
1

(드라마) tvN 호텔 델루나

1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1
1
1

SBS
tvN
tvN
tvN

의사 요한
사이코지만 괜찮아(2020)
반의반(2020)
오마이 베이비(2020), KBS2 99억의

여자(2019)

1

(드라마) KBS2 99억의 여자(2019)

1

총 11개 촬영지 / 17개(명) 세부내역

17

걸스데이 혜리
남한산성 소주, 소머리국밥,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토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마토, 산성 막걸리, 말타리 버섯

1

< 관련스타 >

<뷰

광주시

2
1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연잎밥, 김포쌀, 문배주, 인삼
운양고등학교

비고

티>

6

SMART K-Beauty 프로그램(광주여대)

1

곤지암 리조트
(화담숲)

(드라마) tvN 나인룸, tvN 아는와이프, MBC 밥상차리
는 남자, KBS 황금빛 내인생, tvN 명불허전, JTBC 청
춘시대2, MBC 훈장오순남, KBS 사랑비

8

동원대학교

(드라마) MBC 이리와 안아줘,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2

(영화) 남한산성
(드라마)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때
장경사
(영화) 남한산성
경기광주휴게소
(예능) tvN 삼시세끼(2020)
경안천습지생태공원 (방송) KBS 6시내고향(2020)
개천요
(방송) KBS 6시내고향(2020)
남한산성아트홀
(드라마)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때(2019)
남한산성

총 8개 촬영지 / 25개(명) 세부내역

34

1
1
1
1
1
1
1
25

시 군

자 원 명
< 관련스타 >

세 부 내 역
아스트로 차은우, 블랙핑크 지수, 배우 서강준, 김연
아, 고준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양지설렁탕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1
1

총 1개 촬영지 / 7개(명) 세부내역

7

이정재, 임창정

2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쌀밥정식, 꿀, 돼지, 한우, 쌀, 산수유

6

< 관련스타 >

세라피아

(예능) MBC 해피타임

1

돼지박물관

(예능) MBC 해피타임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드라마) MBC 봄밤
지산포레스트

1

(예능) MBC 어서와 한국은처음이지(2020)

1

(예능) TV 조선 뽕숭아학당(2020)

1

(예능) 채널A 아빠본색(2020)

1

이천캠핑랜드

(예능)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2020)

1

이천도예마을

(예능)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2020)

1

총 8개 촬영지 / 16개(명) 세부내역

16

EXO 시우민, MCT 도영, 인피니티 장동우, 트와이스 지효

4

리조트 스키장
자채방아마을
정도가

< 관련스타 >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추어탕, 부추, 배

3

(영화) 안시성, 역린

2

(드라마) MBC 태왕사신기, MBC 선덕여왕, SBS 사임
당 빛의일기

3

구리한강시민공원

(드라마) SBS 질투의 화신

1

교문공방

(방송) KBS 생생정보(2020)

1

(드라마) JTBC 이태원클라쓰(2020)

1

(예능) 채널A 아빠본색(2020)

1

총 5개 촬영지 / 16개(명) 세부내역

16

고구려대장간마을

구리시

5

(예능) MBC나혼자산다(2020)

느티나무 야영장

이천시

비고

장자호수공원
롯데아울렛 구리점

35

시 군

자 원 명

세 부 내 역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천서리막국수, 표고버섯, 참외, 땅콩, 고구마, 쌀
<패

션>

1

(드라마) SBS 시크릿 가든,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2

신륵사

(드라마) SBS 훈남정음

1

목아박물관

(예능) MBC 해피타임

1

해바라기마을

(예능) MBC 해피타임

1

(드라마) JTBC 위대한 베테랑(2020)

1

(드라마) 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2020)

1

총 6개 촬영지 / 14개(명) 세부내역

14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떡갈비, 느타리버섯, 토종꿀, 밀랍주, 표고버섯, 홍화씨

6

파인글램핑
대신고등학교

동두천시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

(드라마) SBS 리턴

1

소요산 탑
온천랜드

(드라마)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

1

(드라마) SBS 열혈사제

1

총 3개 촬영지 / 9개(명) 세부내역

9

방탄소년단 진, 김신욱 선수

2

동두천문화관광특
구 캠프보산

< 관련스타 >

< 대표음식 및 인프라 > 유황오리

과천시

6

패션페스티벌(여주아울렛)

마임비전빌리지

여주시

비고

1

과천 서울랜드

(드라마) MBC 보그맘, SBS 상류사회, JTBC 힘쎈여자
도봉순

3

서울대공원

(드라마) MBC 이리와 안아줘, SBS 키스먼저 할까요,
tvN 호텔 델루나

3

담쟁이(카페)

(드라마) tvN 화유기

1

과천지식정보타운

(드라마) tvN 도깨비

1

총 4개 촬영지 / 11개(명) 세부내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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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류시장 동향

37

38

해외 한류시장 동향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호주

39

아프리카·중동

40

Asia-Pacific

대만

41

42

대만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타이베이 (인구 약 265만 명)
○ 인 구 : 2,359만 명
○ 면 적 : 약 3.6㎢ (남한의 1/3배)
○ 민족구성 : 대륙인 14%, 대만인 84%, 원주민 2%
○ 종 교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 언 어 : 북경어(공용어), 민난어(대만 방언), 객가어(중국 남방지역 방언)
○ 정치체제 : 입헌민주공화제
○ 1인당 GDP : 약 2만 5,026달러 (세계 32위)

대만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대만 관광객 추이
-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방한 대만인
은 2018년 110만 명이 방한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
- 2019년(1~9월 누계) 방한 대만인은 939,9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
가. 전체 외래객 대비 방한 대만인 비중은 8.2%까지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약
2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1~9월 누계)에는 모든 성별 및 연령대의 방한 성장률이 증가세. 특히
‘60대 이상’ 의 성장률이 30% 이상을 상회하여 노년층의 꾸준한 강세를 나타냄.
- 방한 목적은 ‘여가·위락·휴가’(89.5%), ‘사업 또는 전문활동’(8.7%), ‘교육’(1.6%) 순이며
방한 고려요인으로는 ‘음식·미식탐방’(68.9%)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대만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전체→한국
전체→경기도
대만→한국
대만→경기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1,115,333

20.5%

1,260,493

13.0%

165,854

-82.4%

192,953

-19.2%

249,578

29.3%

32,839

-86.8%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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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한국음식(24.6%) > 한류스타(13.0%), 드라마(13.0%) > K-Pop (10.8%)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국 음식 > 뷰티제품 > 패션 > 영화 > 드라마 > 게임 > 예능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43.3%) > 드라마(29.5%) > 예능(24%) > 뷰티(22.5%) > 패션(22.0%)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공유, 이민호, 송혜교, 이종석, 이영애,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아이유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방문 > 한국 식품구매 > 한국 의류구매 > 한국 전통문화 체험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아시아 한류의 발원지, 대만
- 2000년 ‘불꽃’, ‘가을동화’가 대만에 방영된 후로 한류의 열기가 고조되어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음. 아시아 한류의 발원지.
- 현재 대만의 약 10개의 채널에서 매주 50여편의 한국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류스타의 대만 방문 및 일상이 TV를 통해 실시간 소
개되고 있으며 드라마 외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다수 방영되고 있음.
- 현재 대만의 한류 현황은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아닌 한식, 패션 등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매년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도 20~30%씩 증가.

○ (K-드라마) 대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드라마
-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의 조사에 따르면 시청률
상위 10위 중 6개 작품이 한국드라마일 정도로 한류콘텐츠에 지속적인 관
심을 갖는 팬들이 다수.(‘사랑의 불시착’(1위,2020년), ‘이태원 클라쓰’(2위,2020
년), ‘하이바이 마마’(3위,2020년), ‘하이에나’(4위,2020년), ‘알함브라 궁전의 추

억’(5위,2019년), ‘낭만닥터 김사부’(9위,2020년))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2020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현지에서 역대 가장 빠른 시
간 내 재생 수 1,000만 회를 달성한 드라마로 집계되면서 언론에 화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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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지속적인 K-POP 인기
- 1990년대에 대만 가수들이 한국가요를 번안해 부르고, ‘클론’이 대만 공연을
성공리에 개최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
- 이후 뮤직뱅크, SBS인기가요 등 케이팝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에 정기
편성되면서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빅뱅,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다양한
케이팝 가수들이 높은 인기를 구가함.
- 특히 슈퍼주니어는 대만 KKBOX에서 ‘Mr.Simple’은 36주간 1위, ‘미인아’는
64주간 1위를 차지.
- 2019년에는 BTS의 <Boy With Luv>, JENNIE의 <Solo>, TWICE의 <YES
or YES>가 상위권에 랭크되며 케이팝의 열풍이 지속됨.
- 그룹 ‘슈퍼주니어’는 대만 최대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 한국앨범 차트
에서 23주간 1위를 하며 최장 1위 기록을 경신

(출처 : 뉴시스)

○ (K-영화) 영화 ‘백두산’ 박스 오피스 1위 탈환하다
- 2019년 개봉한 ‘백두산’이 박스 오피스 1위를 탈환한 첫 한국영화로 올랐음.
- 2019년 가장 높은 박스오피스 순위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영화 <극한직업>
팀이 새로 제작한 <해치지 않아> 는 개봉 첫 주 개봉 영화 중 가장 높은
박스오피스 순위를 기록
- 2020년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이 대만 네티즌 관람 만족도 2위에 오르는
등 영화팬의 호평을 받으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주는 매
개체 역할을 함.

○ (K-푸드) 호기심을 넘어 일상화된 한식
- ‘대장금’의 인기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대만의 유명 쇼핑몰·푸드코
트에서 돌솥비빔밥, 불고기, 김치는 빠지지 않는 주요메뉴.
-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다시 한 번 일어난 한식 붐. 해당 드라마를 통해
‘치맥’이 인기를 끌었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진
출하여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을 펼침.
- YouTube를 통해 한국식 ‘먹방’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식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

(출처: 2019 지구촌 한류현황_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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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게임) 국산 모바일 게임, 대만 시장 매출 상위권 석권
- 대만 게임시장 규모는 세계 15위, 아시아 5위의 게임 콘텐츠 강국.
-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M’과 ‘리니지2:레볼루션’,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M:영원한 사랑’, 베스파의
‘킹스레이드’ 등이 모바일 앱스토어 10위권 석권.
- 게임 이용자의 성향이 한국과 비슷하고 한국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음.

시 사 점

(2020 대만 진출전략<KOTRA>)

○ 글로벌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대만’
- (경제규모) 세계 21위, 2020년 2.58% 성장전망
*2018년 GDP 기준, 세계 21위(약 5,899억 9,700만달러)

- (소비력) 2020년 민간 소비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예상. 최저임금 인
상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반면 인구고령화·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이 성장세를 일부 상쇄.
- (투자) 2018년 대만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16억 달러로 최근 10년래 최
고치 기록 2019년 상반기는 35억 6,10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시장분석)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초기 거래단계에서는 소량 주문을 선호
하고 물가 수준 임금 인상률이 낮아 가격경쟁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의 가격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가격전략 수립이 중요. 열정적인 트렌드
팔로워 성향으로 최신 이슈·유행에 대한 호기심과 체험 욕구가 강하지만
관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빠르게 옮겨가는 특성이 있다.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신 넛크래킹 현상 심화 우려, 가격 민감도 심화, 양안관계 경색에
따른 중국시장 연계성 감소, 소비자 관심 급변,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 주도
력이 취약한 트렌드 팔로워.
- (기회요소)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 한류 영향력 및 대중화, ICT기반 신산
업 육성, 신남향정책에 따른 동남아시장 테스트 마켓 역할, 높은 가격과 납기
탄력성,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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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온라인 쇼핑 시장동향 >
- (쇼핑 패턴) 대만 소비자의 백화점 구매율은 평균 48.1%이며 40세 이하
소비층의 경우 이 비율이 평균치를 밑돔. 이는 상품 시장의 온라인화와 온
라인 쇼핑 시장 확대 전망을 시사.
- (플랫폼 사업) 이전에는 외국 상품이 현지 온라인 쇼핑 시장진출 시 현지
수입자, 벤더를 통해 입점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
자들도 차별화 포인트가 뚜렷한 제품의 경우, 직접 수입에 나서는 방식으
로 경재우위 확보 전략을 구사.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운영관리지원 서비
스, 플랫폼 기능 향상 기술 등 관련 사업도 확대 기대.

(타이베이 무역관 <KOTRA>)

<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시장 확대 >
- (인구 고령화) 대만은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으로 관측. 이에 따라 의료·헬스케어 수요가 커짐.
- (스마트화) 의료·헬스케어 수요가 커지는 동시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돼
이 분야 제품 서비스의 스마트화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의료기기
의 경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요소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인공
지능 분야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구개발단계의 움직임이
많은 상황으로 평가. 또한 혈당측정기, 전동휠체어, 콘텍트렌즈 등 대만의
발달한 의료기기 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을 통한 스마트 의료·헬스케
어 시장 진출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타이베이 무역관 <KOTRA>)

< 대만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확대 >
- (음식 배달 서비스) 2020년 2월 기준 대만 요식업의 배달 서비스 제공 비
율은 53.8%로 2년 전(2018년 4월) 대비 1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배달 앱 사용률은 35.6%로 2019년 3월 대비 2배 이상 급증. 이런 추
세 속에 대만의 국민 메신저인 LINE과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인 KLOOK도
4월 들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
- (차별화) 2018년 말에 후발주자로 대만에 진출해 6000개 음식점과 제휴
중인 딜리버루의 경우 4월 초 돌연 철수를 발표. 푸드판다, 우버이츠를 중
심으로 한 양강구도 속에 차별화된 시장 입지를 다지는데 실패했다고 추
정. 이 사례에서 보듯 시장을 선점한 선발주자와 경쟁에서 시장 입지 확대
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별화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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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무역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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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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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쿠알라룸프르(인구 179만명)
○ 인 구 : 약 3,239만 명(세계 위)
○ 면 적 : 약 33만㎢ (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 : 말레이계(62%), 중국계(21%), 인도계(6%) 등
○ 종 교 : 이슬람교(62%, 국교), 불교(21%), 개신교(9%), 힌두교(6%) 등
○ 언 어 : 말레이어(공식어), 영어(통용어), 중국어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 1인당 GDP : 약 달러 (세계 위)

말레이시아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말레이시아 관광객 추이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비수도권 방문율(84.2%)이 가장 높으며 방한 목적은
‘여락·위락’(87.8%), ‘사업 또는 전문활동’(8.2%), ‘교육’(3.8%)으로 여가와
위락이 압도적인 비율
- 방한 말레이시아인 60% 여성, 이 중 20대 여성이(18%) 큰 비중
- 향후 방한 시 선호 여행 형태는 ‘개별 자유 여행(37.6%)’, ‘전체 패키지여행
(27.1%)’, ‘에어텔 여행(19.2%)’, ‘일부 패키지여행(16.1%)’ 순으로 구성
- 방한 시 전반적 만족도는 93.3% 전체 외래객 93.15%보다 약 0.2% 높음
- 타인 추천 의향은 94.9%로 전체 외래객(88.0%)보다 6.9%p 높은 비율
* 말레이시아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전체→한국
전체→경기도
말레이시아→한국
말레이시아
→경기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382,929

24.5%

408,590

6.7

47,941

-81.3

81,947

2.5%

89,481

9.2

10,499

-88.3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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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31.4%) > 한국음식(14.8%) > 드라마(10.2%) > 한류스타(7.6%)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국음식(62.4%) > 뷰티제품(59.6%) > 패션(54.2%) > K-POP(52.0%)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43.6%) > 드라마(35.1%) > 뷰티(26.8%) > 패션(25.1%)
- 도서는 전년대비 +21.0%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이민호, 송중기, 송혜교, 이광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빅뱅, 소녀시대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방문 > 한국 식품 구매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의류 구매 > 한국 전통문화 체험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한류동향) 말레이시아에서 한류는 확산 & 대중화 단계
- 우리나라 일부 인기 프로그램들이 말레이시아에 방영 중.
-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문화는 한국드라마와 K-Pop, 한국어와 음
식이 대표적. 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
-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2014년 10월,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식도입.

○ (K-드라마, 방송)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인기리에 방영
- 최근 한국드라마 시청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젊은 한류 팬들은
주로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한 TV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류 콘텐츠를 한국과 거의 동시간대에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높음.
- 이에 말레이사아 업체인 ‘아이플릭스(iFlix)’는 사업 확장을 위해 한류 콘텐
츠를 전면으로 내세움.
- 2016년 11월부터 한국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을 동남아 일대에 동시
방영하면서 ‘아이플릭스’ 지역가입자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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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김비서가 왜 그럴까>(6.3%), <도깨비>>(4.7%)순.
- 현지 유명 매체 《Kenh14》에서 ‘코로나 19로 암담한 지금 다시 볼만한 작
품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조사에 ‘사랑의 불시착(44%)’, ‘호텔 델루나
(29%)’,‘배가본드(11%)’를 차지.

○ (K-POP) 남녀노소 K-pop 인기 확산
- 2006년 동방신기가 한국가수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면서 K-pop 인기가 상승.
-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등 다수의 K-pop 아이돌 공연 및 팬 미팅이 개최되고 있음.
- 특히 중국계와 말레이계 젊은 여성층에게 인기가 높고, 관련 댄스 동호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면서 자발적으로 K-pop 경연대회 및 커버공연이 개최되고 있음.
- 2019년 7월 30일, 말레이시아 국왕은 <아스트로 아와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좋아
하는 K-pop 가수로 방탄소년단을 꼽음. (출처 : 한국국제교류진흥원, 2019)
- 또한 2018년 8월에는 서울 방탄소년단 단독 콘서트 모습을 담은 영화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LOVE YOURSELF IN SEOUL)>이 말레이시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함.

○ (K-영화) 한류 바람을 타고 온 K-영화의 상당한 입지 구축
-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하게 한국드라마와 K-pop에 비해 한국영화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고 특히 인도계는 발리우드계열 영화를 선호.
- 2016년 9월 개봉한 <부산행>이 5,251,769USD의 역대 한국 영화 최고기록달성.
- 이후 2017년 4월 한국영화 전문 채널 ‘tvN Movies’가 오픈하고 2018년 1월에는
영화 <신과 함께>거 개봉 첫 주 1위를 달성, 5월에는 영화 <곤지암>이 2주 연
속 박스오피스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한국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

○ (K-뷰티) 한류 바람을 타고 온 K-Style 상당한 입지 구축
- 한국 여배우와 걸그룹들의 인기는 한국 뷰티제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
으로 이어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의 31개 브랜드 제품군 중 라네즈,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등 4개 브랜드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함.

(출

처 : 대한화장품협회, 2018)

- 말레이시아 화장품 제품시장은 미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최근 한류
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제품이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
짐 (출처

: 코트라, 2019)

-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뷰티에 관심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일부 소비자들
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의료관광을 경험하고 있
고, 주요 방한상품은 피부미용 상품으로 6박8일 RM4,799(130만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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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말레이시아의 외식 키워드 : 다양한 메뉴, 빠른 서빙
- 말레이시아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 쿠알라룸푸르에 약 200여개의 한식당
이 운영 중이며, 한인상점도 지역마다 다수 운영 중일 정도로 한식은 말레
이시아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음.
- 최근 한국 김치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음. 2019년 6월까지 말레이시아 김
치 수출은 약 88만 4천 USD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출처 : 농립축산식품부)

- 한식은 매운 음식이라는 연상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다고 있는 말레이시
아에서는 매운맛 한국 라면이 인기. 편의점 인기 품목 5~6위로 불닭볶음면
이 꼽히고 있고 대박라면은 우리를 포함한 다수의 매장에 별도 매대가 설
치돼 있을 정도.
- 할랄 인증이 식음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할랄
떡볶이’등 할랄 인증 제품을 출시하며 한식에 대한 관심 높음.

○ (K-콘텐츠) OTT 서비스의 가입 증가율 높이는 한국 콘텐츠
- 최대 TV 케이블 사인 Astro가 KBS World, OneHD, Oh!K HD와 Channel
M HD 4개 채널을 통해 한국의 공중파 3사 외 tvN, 엠넷 채널의 일부 인
기 드라마와 예능, 음악 프로그램들을 방영하면서 다양한 한국의 대중문화
가 폭넓게 전달되고 있음.
- 최근 한국콘텐츠 시청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젊은 한류 팬들은
OTT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류 콘텐츠를 한국과 거의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높음. 이에 동남아 신흥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 중인
말레이시아 업체 ‘아이플릭스(iFlix)’는, 사업 확장을 위해 한류 콘텐츠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2016년 <푸른바다의 전설>을 동남아 일대에 동시 방영하며
‘아이플릭스’ 지역가입자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 사 점
○ 동남아의 경제부국 ‘말레이시아’

(2020 말레이시아 진출전략<KOTRA>)

- (경제규모) 불확실성 증대에 경제성장률 소폭 하향세 전망
*2018년 GDP 기준, 세계 36위(3,543억 4,842만 2,831.2 달러)

- (소비력) 아세안 10개국 중 3위로 소득수준이 높고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비중도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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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약 1만 달러

- (투자) 지리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중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영어가 통
용되기 때문에 대내외에 기회가 많은 시장. 항공우주 산업, 생명공학 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이나 관광 산업, 해운 및 운송업,
교육 산업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
- (시장분석) 개방적 경제구조로 글로벌기업들의 진출이 활발. 동남아 석유·플
랜트 산업의 중심지. 탄탄한 중산층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의 테스트
베드이자 ‘할랄 허브’로 도약을 꿈꾸는 중동 등 무슬림 시장 진출의 관문.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국교가 무슬림으로 진출 시 문화적 제약이 많은 편(방송 소재의 선정성,
공연 및 팬미팅 등 행사 내용, 라마단 등),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할랄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음식, 화장품, 관광상품 관련 진출 기획 시 반드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내
제작 방송 편성 의무화 제도, 말레이계 우대정책 등, 가파른 물가 상승률, 정
체된 임금 상승률, 자원과 소비에 의존한 경제성장 지속, 경제 둔화 추세 내
경제구조조정, 격차 해소 추진
- (기회요소) 외래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개방적인 국가 정책, 한류에 대한
호의적인 국민정서,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성향이 확대, 중산층이 두터워 한류관
련 직접적 소비(공연, 공산품, 음식, 방한 등)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한·말 FTA
체결 등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 추세, 인프라·플랜트 유지 보수 프로젝트 추
진, 한류를 통한 소비재,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 해외 고급 브랜드에 대한 수요
가 증가. 가전, 자동차 등 고급 소비재 수요 또한 증가 추제

< 내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 >
- 말레이시아 내수 수요는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사회기반시
절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고정 투자도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최근에는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업과 관
광산업 등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음. 특히 말레이시아 관광공
사는 천명에 달하는 인력과 30개의 해외사무소를 보유하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
년까지 말레이시아 경제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서비스 산업 육성과 내수 진작 등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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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 최근 말레이시아는 연무(haze)로 인해 극심한 환경문제가 발생. 연무는 인
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 원시림 지역에서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팜 오일 업체들의 ‘플렌테이션 농업’ 방법 때문. 건기가 계속되는 6~9월에
수마트라 지역 내 산불 지르기가 자행되는데,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를 통
제하려 하지만 깊은 아열대 밀림 곳곳에서 이뤄지는 방화를 원천적으로 막
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강력하
게 항의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다국적 기업 상당수가
본사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에 둔 상장기업들이어서 대처가 쉽지 않음.

< 말레이시아의 소비 트렌드 이해하기 >
- 현지 유통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1인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당하다고 함. 유통업계는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와 ‘1인 여성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실시. 또한 인터넷 보급률 성장에 따른 온라인 쇼핑
인구 증가에도 주목해야 하는 동시에 e-Wallet 시스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이에 한국 기업들은 지출 수요가 많은 화장품,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부문
에서 ‘1인 여성 소비자’ 맞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온라인 쇼핑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보안과 안전 보장’을 입증하는 e-Wallet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IT와 사이버보안이 발달한 한국 기업이 진출할 만한 시장이다.

< 말레이시아 농식품 생산 및 수출입 동향 >
- 최근 말레이시아는 높은 비만율로 인해 건강식품, 유기농, 과일 등 건강식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최근 한류의 유행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
지도도 증가하고 있어 마트에 한국산 귤, 딸기 등이 수입되고 판매도 증가.
- 다만 수출시 말레이시아의 수입신고 및 검역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
요가 있으며, 이슬람 국가 특성상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유제품은 현지
시장 판매를 위해 할랄 인증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 말레이시아 할랄인
증기관으로는 JAKIM이 있으며, 한국의 이슬람중앙회에서 발급한 할랄인증
과 교차인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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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시대를 꿈꾸는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정부가 5G 도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한국 5G
관련 업계 종사자는 “아직 4G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5G 도입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그러나, 이미 중국, 일본
등에서 파견된 대표단들이 5G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도 동남아 IT 선도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
- 5G 분야 진입을 위해서는 현지통신사와의 협업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
Huawei는 Maxis, Axiata의 Celcom, Teleko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
며, 현지 소규모 통신사인 Digi, U Mobile은 중국 기업인 ZTE와 MoU를
체결하여 5G관련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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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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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하노이 (인구 약 755만 명)
○ 인 구 : 9,733만 8,579명
○ 면 적 : 약 331,210㎢ (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 : 비엣족 89% 외 53개 소수민족
○ 종 교 : 불교 12%, 가톨릭 7% 등
○ 언 어 : 베트남어
○ 정치체제 : 사회주의공화제
○ 1인당 GDP : 약 2,564달러 (세계 109위)

베트남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베트남 관광객 추이
- 방한 베트남인은 2016년 사상 최초로 20만 명을 돌파 전년 대비 29.2%
증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 기록.
- 전체 외래객 대비 방한 베트남의 비중은 2016년까지 1%대에 머물었으나,
2017년 2%대, 2018년에는 3%대를 돌파.
- 2019년에는 전체 성별/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특히 30대 여성(+28.1%)과 남성(+27.8%)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방한 외래객 남녀 비율이 47:53으로 주변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
로 여성 비율이 적은 편.
- 비교적 신규 방한시장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재방문율(26.2%)이 가장 낮음.
* 베트남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베트남→한국

457,818

41.0%

553,731

21.0%

78,048

-81.2%

베트남→경기도

174,886

65.2%

128,466

-26.5%

18,107

-85.9%

전체→한국
전체→경기도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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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스포츠한류) 박항서 감독(박항서 매직, 아시아 히딩크)
- ’18년 아시아 축구연맹 동남아 국가 최초 U-23 챔피언십 준우승.
- ’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 전년 동기 대비 아시안게임 기간, 베트남→한국 항공권 검색량 56% 증가.

○ (교육한류)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
- 현지 일자리 부족이 해외 유학으로 이어짐. 한국의 우호적 성향으로 적극적 고려.

○ (방송한류) 1세대 한류의 시작, 촬영지 위주의 한류 테마 방한 상품 출시
- ’97년 - ‘첫사랑’을 시작으로 ‘겨울연가’ 등 다수 방영.
- ’13년 -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 이민호, 김수현 신드롬
- ’16년 이후 - ‘태양의 후예’, ‘도깨비’

○ (음악한류) 2세대 한류, 구글에 K-POP 검색한 나라 3위
- 아이돌그룹의 인기차트 상위권 위치.
- 방탄소년단, 볼빨간 사춘기, 선미, 아이유, 여자친구, EXID 등

○ (기타)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높은 호감도
- 영화 : 한국 극장 체인업체인 CJ·CGV(현지 1위), 롯데시네마가 직접 현지 배급.
※ ‘부산행’의 흥행, 베트남판 ‘나성에 가면’ 제작·흥행
- 뷰티 : LG생활건강의 현지 합작법인, 아모레퍼시픽 현지 법인 설립.
※ 오휘, 후,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라네즈, 설화수 등
- 패션 : 한국 5대(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 의류수출 대상국 중 3위
※ 베트남 하노이 롯데백화점 LF ‘헤지스’ 동남아 1호점(’17. 11월)
- 푸드 : 한류 열풍으로 한국브랜드 음료나 과자가 많은 인기.
※ 쌀에 친숙한 베트남 청년층 사이에서 한국의 ‘아침햇살’ 음료가 큰 인기.
- 방송 : SBS ‘오마이베이비’ 베트남편 제작(시청률 2%대)
- 게임 : 4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워 오브 크라운’ 등

○ (K-POP) 인기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K-pop
- 한국 드라마 및 영화에 수록된 음악 형식으로 베트남에 처음 전파된 케이팝은
2007년 가수 비의 첫 단독 콘서트 티켓 2만장 매진으로 케이팝 한류의 시작
을 알림.
-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K-pop Lvoers Festival(한국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페스티벌)’을 2013년부터 매년 5월 대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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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5년부터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K-pop 아카데미’는 3주 동안
한국인 트레이너가 댄스와 보컬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사업에
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음.
- 2018년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동영상을 가장 많이 재생한 국가
2위(4억 4400만뷰)이며, 블랙핑크 유튜브 동영상을 가장 많이 재생한 국가
중 3위(2억 1100만 뷰)로,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음.

○ (K-영화) 성장일로의 영화 한류
- 2016년 8월 개봉한 한국영화 <부산행>이 베트남에서 1,898,510USD를 벌어
들이며 역대 한국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달성.
- 2017년 12월 말 현지 개봉한 <신과 함께>는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며
약 100만 USD를 벌어들임. 2017년 한국 영화의 베트남 수출액은
1,482,346USD로, 전년 대비 50.3% 증가(영화진흥위원회,2018)
- 2019년 8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담은 영화 <브링 더 소울 : 더 무비>가 현
지 개봉. 개봉 첫날 아미(BTS 팬클럽 명칭)로 추정되는 젊은이들 외에도 4·50
대와 가족단위 관광객도 종종 눈에 띄면서 베트남 내 BTS 인기를 실감.
- 한국 멀티플렉스 사업자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베트남 현지 상영·배급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면서 한국 영화의 현지 진출 및 성공 가능성을 높
이고 있음. 베트남 내 영화 한류는 완성작 수출, 공동제작 영화 및 한국 영
화 포맷을 기반 한 리메이크 작품 제작에서부터 영화 유통·배급까지 전 방
위로 확장됨.

○ (K-드라마) 인기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K-pop
-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동년 11월에
<태양의 후예> 촬영지 방문, 출연 배우 및 OST 가수가 참여한 갈라 디너
쇼 등으로 구성된 한류 테마상품을 통해 베트남인 800여명이 한국을 방문.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2018년에 <태양의 후예> 베트남판이 제작·방영(48
부작)되기도 함.
- 2017년 상반기 방영되었던 <도깨비>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온라인 매체
를 통해 대부분의 한국드라마를 동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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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K-뷰티까지 한류 확장 일로
- 베트남은 2018년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 4위로, 베트남의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2017년 기준 베트남의 한국 화장
품 수입액은 27.9백만 USD로, 전체의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은 타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베트남인
은 현지 브랜드 보다 해외 브랜드를 더 선호, 그 중 한국 화장품이 시장
점유율 1위.

○ (K-푸드)
-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주재하고 있고, CJ 김치농장(우유, 김치 등
식품), 오리온 공장, 미원 등 한국 식품 제조업체, 롯데마트(13개),
K-Mart(13개) 등 한식재료점,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등 베이커리, 커피숍이
진출해있음.
- 베트남 거주 한국인 수는 약 12만 명으로 한식당이 매우 많으며 특히, 하노
이 롯데백화점에 있는 ‘본가’나 ‘스쿨푸드’가 유명함. 이외에도 많은 한국인
운영 한식당, 베트남인 운영 한식당이 인기가 많음.
- 한국 편의점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수 대비 편의점
수가 인구 7만 명 당 1개로 한국의 2,000명당 1개인 것에 비래 매우 적은
편이면서, 베트남 편의점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37.4% 성장할 것으로
전망.

시 사 점

(2020 베트남 진출전략<KOTRA>)

○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자랑하는 ‘베트남’
- (경제규모) 세계 46위, 2020년 6.4~6.7% 성장전망(매년

6% 경제성장세)

*2017년 GDP 기준, 세계 46위(2,238억 6,399만 6,354.7 달러)

- (소비력) 세계 인구 15위이자 ASEAN 3위로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거
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 소득 증가 및 중산층 증대로 구매력도 증가세.
소비자 물가지수(CPI) 전년 동기 대비 2.64% 상승. COVID-19 여파로 고
용 감소. 110만명 실직, 2020년 1분기 실업률 2.02%, 2016년래 최고치
- (투자) 2019년 1~6월동안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2,351건으로 103.4억 달러
규모. 전년 대비 투자금액은 36.2% 감소, 투자건수는 25.5% 상승.
- (시장분석) 총 GDP 대비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8%(1위)로, 아세
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2위인 인도네시아(2.6%)와 2배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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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2019 베트남 진출전략<KOTRA>)

- (리스크) 해외기업들의 진출확대로 인한 경쟁심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 행정 및 통관의 투명성 결여, 가격 변화에 민감
한 소비자,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한 인프라 개발 여건 악화, 서비스·유통
업 인허가 과다한 절차 및 비용
- (기회요소) 구매력을 보유한 두터운 젊은 인구와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시장 확
대. 베트남 정부 주도 4차 산업 육성정책, 활성화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 프
로젝트, 우호적인 외국 투자환경, 정치적 안정성과 중단기적 성장 잠재

< 베트남의 정치 사회 동향 >
- (5개년 사회경제개발) 베트남 정부는 경제 구조 개선 및 2020년 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금융, 국영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
기 개혁정책을 수립. 베트남 5개년 상회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로 ①거
시경제 안전성 확립, ②경제성장 모형 개발, ③과학콘텐츠 및 고급기술 확
대, ④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⑤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⑥정치안정, 국
가안보, 사회 안정 등이 있음.
- (여성 사회진출) 베트남은 농업사회였으나 오랜 전쟁으로 나성 대부분이
전쟁으로 나가면서 모계중심의 가정이 운영되면서 여성 중심의 사회로 변
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약 중이며, 베트남 근로자
중 여성이 50% 이상으로 일반 기업에서 여성이 실질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음.
-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은 넓은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구조 형태. 1970년대 중반
까지 지속된 전쟁으로 1980년대 전후에 태어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 베트남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베트남 인구현황>
[단위 : %]

연령대

0~14세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이상

비중

22.6

15.2

45.7

9.6

6.9

중간값

31.9세(세계 112위)

출산율

1,000면당 14.5명(세계130위)

출처 : CIA, 「World Factbook」, 2020(시기별 수치 업데이트, 2020년 2월 검색 기준)

65

< 베트남 언론매체 현황 >
- (TV광고) 2015년 베트남 광고 조사에 따르면, TV보급률과 광고효과는 매
우 높지만, TV광고는 모든 계층과 관련 있는 식음료, 생활용품 광고가 시
장을 주도. 또한 광고비가 매우 높아 여행이 가능한 고소득층만을 위한 타
깃광고를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여행업계에서는 선호하는 마
케팅 방식이 아님. 베트남 미디어 컨설팅 업체(We are social)에 따르면
온라인광고(광고 인지도 43%)가 TV(광고 인지도 24%)를 제치고 인지도 1
위를 차지하여 TV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
- (신문광고) TV, 옥외광고, 온라인매체 등이 미디어 도달률이 가장 높으나
대표 신문 일간지를 통한 여행사의 상품광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 대부
분의 주요 신문이 일요 여행 특집 섹션을 운영 중이며 주요 지역지의 영
향력 또한 높은 편.
- (온라인광고) 지난 십여 년 간 베트남 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베트남 인구의 1/4이 인터넷을 사용. 여행목적지 검색 시 온라인(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
한 여행사의 상품광고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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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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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뉴델리 (인구 약 1,678만명, 2011년 기준)
○ 인 구 : 13억 8천만명 (세계2위)
○ 면 적 : 3,287,782㎢ (한반도의 15배, 세계 7위)
○ 민족구성 : 인도·아리아인, 드라비다족, 프로토-오스트랄로이드,
니그리토족, 몽골로이드, 알파인
○ 종 교 : 힌두교 80%, 이슬람교14%, 기독교2%, 시크교2%
○ 언 어 : 영어, 힌디어 외 공식언어 21개
○ 정치체제 : 내각책임제
○ 1인당 GDP : 약 2,172달러 (세계 142위)

인도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인도 관광객 추이
- 2013년부터 4년 연속 기업 인센티브 시장 활성화 및 한·인도 기업 간 교
류증가, 선원 및 승무원 입국 증가로 관광객 증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7.5% 증가해 20만 명에 육박함.
- 2017년 초, 사드배치 영향으로 방한 인도인의 40~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
도인 승무원 입국 급감.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37.0% 감소한 12만 명이 입국.
- 2018년에도 소폭 감소(-2.9%)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회복세 예상.
- 월별 동향을 분석했을 때 8월은 연휴(무슬림 축제, 독립 기념일) 및 메가
전시회의 인도 기업 참가, 6월은 인도 여행사의 한국+일본 단체여행상품
판매 및 중국 남부 항공사의 광저우-인천 환승 노선 개시, 4월은 벚꽃 관
련 행 상품 수요 증가로 방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 인도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19

2020 3분기*(코로나)
인원(명)
증감률
2,333,425
-82.0%

전체→한국

인원(명)
15,346,879

증감률
15.1%

인원(명)
17,502,756

증감률
14.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인도→한국
인도→경기도

119,791
42,526

-2.9%
-1.6%

143,367
56,630

19.7%
33.2%

27,261
10,768

-74.7%
-81.0%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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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IT제품/브랜드(14.6%) > 드라마(9.4%) > K-POP(8.4%) > 한국음식(7.4%)

○ 한류콘텐츠 인기도
- 뷰티제품 > 패션 > 게임 > 한식 > 예능 > 웹툰 > 드라마
- 2017년 35.3%에 달했던 K-Pop은 순위에 없음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42.7%) > 패션(27.3%) > 드라마(26.1%) > 뷰티(25.8%)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이민호, 공유, 수지, 송중기, 싸이,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아이유, 보아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방문 > 한국 의류 구매 > 한국 핸드폰 구매 > 한국 식품 구매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한류동향) 아직 미미한 수준인 인도 내 한류
- K-POP 콘테스트는 매년 참가자 수가 급증하며 인도 한류의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인도 대학에서 자체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K-POP이 인도의 전국적 현상임을 확인하는 계기. 2019년에는 KARD,
MONT 등 신예 K-POP 스타들에 의한 유료 공연이 델리, 첸나이, 구와하
티 등 주요 도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서 본격적인 K-POP 스타들의
방인 공연 성사가 임박했음을 보여줌.

○ (K-드라마, 방송) 꾸준히 방영 중인 한국드라마
- 인도 내 K-Drama에 대한 관심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늘고 있지만 기존 인도 TV드라마 시장이 워낙 견고해 K-Drama가 전국적
인 관심을 모으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BS
World가 2019년 9월부터 인도 국영방송의 DD Free Dish를 통해 재송충
되기 시작하여 K-Drama 열풍에 가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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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인도 주류사회에 발을 딛는 중인 K-Pop
- 2017년 4~7월 동안 델리, 뭄바이, 아쌈, 첸나이 등 11개 도시에서 K-POP
콘테스트 지역예선이 개최. 전년도 대비 2배로 늘어난 424개팀 898명의
참가자 기록. 2018년에는 총 532개 팀 1215명, 2019년에는 전인도 15개
도시로 확장 총 1952개 팀, 3457명 참가.
-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8월 개봉한 BTS의 콘서트 실황 영상 및 다큐
멘터리는 1회 상영에 2만7천여 명을 동원하며 인도 극장가를 놀라게 함.
뭄바이, 첸나이 지역의 경우 2010년, 2012년 설립된 K-POP 동호회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이뤄지며 지역의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
으며 10-30대의 여성의 팬이 주축.

○ (K-영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K-영화
- 뭄바이와 푸네 지역에서는 매년 한국영화 상영행사가 개최, 발리우드 본거
지답게 한국영화에 대한 호응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19년에는 뭄바이
PVR JUHU에 한국영화주간이 열려 <광해>, <국제시장> 등 한국유명 영화
들이 상영되었으며 주 뭄바이 총영사관이 다양한 행사(수랏 상공회의사
문화행사/ 푸네 영화제)에 한국 영화 사영을 지원.

시 사 점
○ 경기둔화 우려에도 상대적 고성장 전망 ‘인도’

(2020 인도 진출전략<KOTRA>)

- (경제규모)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 세계 5대 대국 진입
*2018년 GDP 기준, 세계 5위(약 2조 7,263억 2,261만 달러)

- (소비력) 소비 침체와 함께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6년 이래 최저 기록.
- (투자) 최근 수년 간 대규모 인수·합병(M&A) 방식 FDI 유치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 산업고도화와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따른 첨단 제조업·
서비스 투자수요 증가
- (시장분석)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 세계 FDI는 감
소하고 있으나,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증가세 지속. 거대한 시장, 풍부
한 인력, 제조업 육성 등의 배경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맞물려서, 인도
는 중국을 대체한 생산기지로 부상,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주문은 전년대비 50%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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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유가상승과 미 금리인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 가중, 중국을 위시
한 경쟁국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보호주의 경향.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확
대 우려, 물류·유통·인프라 미비, 소비자 접근성 열악, 지나친 에너지 대외 의
존도, 쌍둥이 적자로 대외변수에 취약.
- (기회요소) 한-인도 CEPA개정예정, 소비인구 급증,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 Make in India 정책지속, 주력산업의 가치사슬 고도화
기대, 원산지 규정의 완화와 양허품목 확대 기대.

< 인도 홈케어 시장 >
- (홈케어 시장) 2018년 인도 홈케어 시장은 인도 국민들의 위생에 대한 인
식 변화와 가격 대비 효율적인 홈케어 제품들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전년대
비 7.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2023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 특
히 공기 정화 제품, 살충제, 다용도 클리너, 액체 섬유유연제제와 같은 상
품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성장 이룩. 중상위 계층에게 집중
된 이용 비중 때문에 해당 시장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지만 인도 주
요 홈케어 기업이 자사 브랜드를 걸고 개인위생의 중요성과 홈케어 제품들
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 진행을 병행함으로써 시장침투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인도 브랜드 자산재단에서는 FMCG
는 인도 경제에서 4번째로 큰 산업군이며, 해당 산업군의 50%는 홈케어 제
품들이라고 밝혔고 2020년 1분기 FMCG 산업의 7.5~8.5%의 증가를 전망하
면서 홈케어 시장 전망 긍정적.
- (수입 시장) 손세정제·바닥세척제 등의 경우는 수입시장이 작지만 전반적으
로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기업
의 진출 여지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여. 또한, 여러 인도 일간지에 따르면
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내수시장만으론 해당 상품을 포함한 위생 관련
제품의 전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방역 한국‘으
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 이미지와 더불어 고려해보면 현재 시점은 국내
홈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데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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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역관 <KOTRA>)

< 스마트폰 2위 시장 인도의 앱 시장 성장 >
- (앱 사용 현황) 인도 스마트폰 2018년 1억5500만 달러에서 2019년 1억9500
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했고 이는 미국(6억200만 달러), 중국(5억1300만 달
러)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시장. 주 사용층을 분석해보면 25-34세 연령층이
37%로 가장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9.4%로 남성의 30.6%보다 2배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 (인도 시장 특성) 인도의 시장 특성에 대해 핀테크 스타트업(FLYK) 창업자인
Apratim Ganguly는 인도 전화 요금 지불, 대출, 펀드 투자 서비스 제공 등
핀테크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금 간소화 현상으로
PayTM 등 인도 내 핀테크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 앱 사용자
가 많아짐에 따라 데이터 처리 및 보안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
으며 이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유지·보수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 및 스타
트업에 기회가 될 수도. 우리 기업은 나날이 커져가는 인도 앱 시장에 주목
하면서 인도의 장점인 거대한 시장 규모,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인도 무역관 <KOTRA>)

< 인도 스포츠·피트니스 용품 시장 >
- (시장규모 및 잠재력) 인도는 세계 스포츠용품 시장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Wilson, Mitre, Umbro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생산
된 제품의 60%는 미국, UAE, 영국, 호주 등 세계 각지에 수출. Research
and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스포츠 및 피트니스 용품 시장 규모
는 2017년 기준 약 33억 달러 규모인데, 2023년에는 약 56억 달러 규모에
달해 연평균 약 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인도산업연맹(CII) 스포츠
위원회에 따르면 보통 한 국가의 GDP에서 스포츠 및 피트니스 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2~5% 정도이나 인도는 아직 0.1%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 인도 내 스포츠·피트니스 시장에 대한 밝은 성장 전망은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인프라 개발 및 도시화에 따른
체육시설 보급 등에 기인. 우리 기업은 인도 내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SNS를 통한 제품 리뷰 및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 더욱이 코로나19는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요를 더
욱 증폭 시킬 것으로 예상.

(인도 무역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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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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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류시장 동향
인도네시아 개황
○ 수 도 : 자카르타 (수도 인구 1200만명)
○ 인 구 : 약 2억6천만명 (세계 4위)
○ 면 적 : 약 190만㎢ (한반도의 9배, 세계 15위) / 18,000여개 섬들로 구성
○ 민족구성 : 자바족 45%, 순다족 13.6% 등 3백여 종족
○ 종 교 : 이슬람교 88%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나, 종교의 자유 보장됨
○ 언 어 : 인도네시아어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1인당 GDP : 약 4,164달러 (세계112위)

인도네시아 관광객 추이 및 현황
○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추이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출입국 동향)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17년 21.9% 감소한 23만 명 기록(‘17년
전체 방한외래객 감소율 –22.7%), ‘18년 증가(7.9%), ‘19년 증가(13.1%)하여 회복추세
- (방한목적) ‘여가·위락·휴가’(73.2%), ‘사업 또는 전문활동’(21.5%), ‘교육’(5.3%) 순이며,
방한 고려요인으로는 ‘쇼핑’(63.0%)이 가장 높음.
- (여행형태) 단체/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전체 조사대상국 대비
‘단체여행’ 비중은 3배 가량 높은 수준임.
* 인도네시아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인도네시아→한국

249,067

7.9%

278,575

11.8%

55,019

-72.0%

57,036

-1.6%

79,115

38.7%

15,625

-80.2%

인도네시아
→경기도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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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40.6%) > 드라마(15.2%) > 한류스타(7.4%) > IT제품/브랜드(7.2%)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식(59.8%) > K-POP(59.0%) > 뷰티(58.2%) > 패션(55.6%)

○ 한류콘텐츠 소비 비중
- 영화(53.3%) > 드라마(37.8%) > 뷰티(33.2%) > 예능(31.2%)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슈퍼주니어, 엑소, 송혜교, 수지, 아이유, 송중기

○ 한류의 효과
- 한국방문 > 한국 음식점식사 > 한국 식품구매 > 한국 핸드폰구매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다양한 한류가 인도네시아 국민들 속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조사한 ‘2018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
사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중남미·서구권 15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96.4%로 가장 긍정으로 보는 것을 확인.
-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SNS 등을 기반으로
한국 저가형 로드샵 화장품을 이용하여 화장하는 영상을 올리는 뷰티방송이
인기.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의 K-POP 사례처럼 인도네시아 창조산업이 발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할 만큼, 인니 정부의 창조산업 지원강화로 인해 한국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빠른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
- 음악 스트리밍 어플인 ‘스포티파이(Spotify)’가 K-POP 메뉴를 신설하여 무료
로 합법적 음악 감상을 가능케 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틱톡(Tik Tok)을 통해 지코의 ‘아무 노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게 유행. 인도네시아 인기 여배우 루나 마야(Luna Maya), 아
이돌 JKT48의 자라(Zara), 보이 윌리암(Boy William) 등 연예인들도 동 챌린
지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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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라마, 방송) 한류의 원천은 K-드라마로부터
- 2002년 방영된 <가을동화> 이후 꾸준히 인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호텔 델루나>, <배가본드>,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순으로 높은 선
호도를 보임.
- 한국드라마의 인기요인은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가 2018년에 이어 1순위
이며, 이어 ‘스토리 짜임새’, ‘뛰어난 연기력’, ‘다양한 소재·장르’를 다룬다는
점이 꼽힘.
- 한국드라마는 방송 이외에도, 온라인 기반의 OTT 서비스 플랫폼인 Viu,
HooQ, MNC Now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으며, OTT 서비스가 한류를 접
하는 주된 통로로 자리 잡음.

- 배우 이민호, 송혜교, 수지, 아이유의 인기가 특히 높음.
- <런닝맨>은 10~20대 사이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 2014년
첫 팬미팅을 열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9년 8월에도
‘Running Man Keep on Running Live in Jakarta’를 계기로 종합
팬미팅 개최.
○ (K-POP) 한류라고 생각되는 문화콘텐츠 1위는 K-POP
- 드라마 OST의 인기가 K-POP의 인기로 이어지며, 2012년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시작으로 K-POP의 열기가 고조.
- 인도네시아 팬들의 K-POP 열광 이유는 서구적 음악스타일에 화려한 외모와
춤실력의 조화, 세련된 패션감각.
- 블랙핑크 2019년 투어 티켓이 매우 높은 가격(최소 9만~20만원선)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조기 매진됨에 따라 1회 추가로 연장.
- 매진 행렬로 티켓파워가 막강하지만, 음원수익은 불법복제 음원 때문에 상
당히 미미한 수준. 2014년부터 멜론이 서비스 되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 중.
- 2019년도 SM Entertainment가 Trans Media 엔터테인먼트사와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국민가수 Rossa를 영입. 이를 계기로 SM Entertainment 소속
가수들이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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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영화) 동남아 최대 영화시장, 한국 영화의 수요 매년 증가.
-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은 불법 복제물이 많아 영화산업이 한국의 10% 정도 수준.
스크린 독점(90%, Cinema21) 구조로 해외 영화 진출이 쉽지 않음. 면적이
한반도 9배, 인구는 5배이지만 상영관은 전국에 200개 미만. 인구수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앞으로 영화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
- 2015년 CGV 상영관 공식 진출에 따라 현재 총 366개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
는 CGV상영관과 CJ배급사를 중심으로 작품 수 및 관람객이 매년 증가.
- 최근 <기생충>, <극한직업>, <신과함께>, <걸캅스>, <악인전>, <엑시트>
등이 상영됐으며, 개봉시기가 한국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비교적 최신작
관람 가능.
- 2011년부터 매년 문화 교류 행태로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행사인 한국-인
도네시아 영화제(Korea Indonesia Film Festival, KIFF) 개최
- 2019년 KIFF는 CGV와 공동 주관으로 <나쁜 녀석들>, <써니>, <악인전>,
<타짜> 등 15편의 한국 영화 상영. 특히 <나쁜 녀석들>은 티켓 400만장
이상 판매.
- 2019년 칸 영화제 수상작 <기생충>은 개봉 6일 만에 38만 명이 넘는 관
객들이 관람해 역사상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한국 영화가 됨.

○ (K-뷰티)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K-뷰티 상품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로의 화장품 수출이 증
가하고 있으며, 2019년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규모는 약 479
만 달러로 전년대비 31.05% 증가. (Global Trade Atlas 2019)
- 인도네시아 현지 제품이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
시장 점유율은 8%대로 높은 편임.
- 한국 화장품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판매처를 확장하고 있음.
한국의 리봄 화장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랑애(Sarange)라는 브랜드를 런칭
하면서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자카르타 끌라빠 가딩몰, 엠포리움 플루잇몰 2개점, 반둥
파리 반 자바 몰 등 오프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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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현지화 한식당 증가 추세. 인도네시아 전역에 200여개
- 2000년대 중반 ‘대장금’ 방영 이후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자카르타에만
200여개의 한식당이 영업 중.
- 부유층들은 현지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산이 웰빙 제품으로 인식. 현지
진출한 롯데마트가 현재 4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
-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한식메뉴는 비빔밥, 불고기, 치킨, 전골, 잡채 등임. 한
국산 과자가 고급식품으로 인기.
-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불닭볶음면, K-아몬드 등의 한국식품도 쉽게 구입
가능.

○ (K-게임) 인도네시아 앱마켓 수익 1위 ‘라그나로크M’
- 2000년대 중반 런칭한 제페토의 포인트블랭크를 시작으로 꾸준히 소비됨.
-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시리즈 또한 2003년 현지 퍼블리셔 PT LYTO를
통해 PC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후 현재
까지 인기.
- 그라비티는 그라비티 게임 링크를 통해 그라나로크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를
방영하고, 본격적인 IP 사업을 시작할 계획.
- PC게임 라그나로크의 모바일 버전인 라그나로크M은 2019년 10월 인도네시
아 앱마켓 수익 1위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내 최근 가장 큰 성과를 거둠.

시 사 점
○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인도네시아’

(2020 인도네시아 진출전략<KOTRA>)

- (경제규모) 세계 16위, 꾸준히 상승 중인 GDP
*2018년 GDP 기준, 세계 16위(약 1조 422억 달러)

- (소비력) 2020년 20-40대 중산층이 인구의 5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
은 소비시장 ☞ 한류 주류인 젊은 팬덤이 본격 소비주체로 진입
- (투자) 2018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21,972건, 금액은 293억에 달
함. 2019년 상반기에는 23,364건과 141.9억 달러를 기록. 글로벌 경기 불
확실성으로 2018년 FDI 금액 기준 한국 순위는 6위, 2019년 순위는 7위로
하락.
- (시장분석) 거시경제 활력 감소했으나, 국가개발정책에 따른 시장 수요 여전.
무역의존도는 낮으나 성장의 여지가 있음. 국제표준을 준수하기보다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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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대외에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생
산거점을 운영하여 개별 구매력에 비해 눈높이가 높은 편. 보호주의 정책
으로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소득·지역별
불균형. 가격이 우선시 되며 온라인 구매가 최근 증가추세.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정책의 수시 변경 및 규제로 사업여건이 열악하며 조코위 마지막
정부로 정치 개혁 과감해질 전망. 다국적기업·재벌그룹 장악으로 진입장벽이
높음. 제반 인프라 열악. 보호무역주의, 무역전쟁 등 외부위협 지속.
- (기회요소) 아세안 최대 국내총생산 규모로 연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제품·서비스의 인기가 높음. 세계 4위 인구와 청년층 지
배(평균 31세)로 청년･디지털을 공략한 시장진출 기회 확대. 정보통신, 스
마트산업 등 4차 산업 육성 확대.

< 한국 플랫폼으로 통하는 인도네시아 가상 화폐>
- (현지산업)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시장 규모에 따라 동남아시아 최초의 유
니콘 기업인 고젝(GoJek, O2O 서비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토코피디
아(Tokopedia, 전자상거래), 부카라팍(Bukalapak, 전자상거래), 트래블로카
(Traveloka, 여행 관련), 오보(OVO, 전자결제) 등의 유니콘을 연이어 배출.
그중에서도 암호화폐는 아직 인도네시아 국민 소득이 약 4,000달러(2019년
기준)에 머물고 있어 성인 기준으로 약 6,000만 명 이상이 은행 계좌를 보
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인프라의 대안이 필요함.
- (한국산업)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이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지난 2018년 8월 코인원 인도네시아를 정식으로 오픈하면서 빠
르게 시장에서 안착. 이후로 업비트(Upbit), 고팍스(Gopax), 익스라야
(Exraya)도 차례로 인도네시아 거래소를 개장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과 함께 현지에서 안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한국 업체들이 상장하
는 마이크레딧체인 코인, 클레이 토큰을 비롯하여 리빈, 썸씽과 같은 실제
인터넷 서비스 중심의 블록 체인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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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 및 진화>
- (콘텐츠) 이제는 K-키즈 콘텐츠. 한국에서 온 각종 키즈 콘텐츠들이 큰 주
목. 현지의 전체 애니메이션의 약 40%가 한국 작품으로 현지 아동들의 관
심을 독차지. 인도네시아는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2억 6,913만 명 가운
데 14세 이하의 아동 인구가 전체의 26.5%, 명수로 따지면 7,132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젊은 국가. 이러한 현지 시장 상황에서 한국의 키즈 콘텐
츠를 사랑하는 현지의 어린이 팬들이 미래의 한류 소비를 책임질 소비자라
는 점에서 더욱 중요.
- (게임) 한국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100명으로 시작한 게이머가 서로 승부를
겨루면서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임으로, 스마트폰 버전이 출시되
면서 현지에서 배틀로얄류 게임이 열풍. 앞으로 다른 한국 게임들도 e스포
츠라는 보다 결집된 모습으로 현지에서의 정착 필요.
- (웹툰) 지난 2015년, 네이버가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인도네시아에 새로 소
개한 이래 현지에서 만화를 보는 방식이 스마트폰과 웹툰 플랫폼으로 변화
됨. 한국 웹툰을 단순히 현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새로
운 만화 제작 및 유통의 플랫폼을 장악해가면서 성장하고 있어 시장 점유
율이나 영향력이 더욱 확대. 이제 시작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인도네시
아의 웹툰 산업이 벌써 영화 제작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때 현지의 경
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캐릭터, 간접광고, 광고 플랫폼, 드라마 제작 등 관
련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의 가공식품 시장 진출>
- (시장전망) 인도네시아는 2018년 GDP가 1조 422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8
년에도 ASEAN 내 GDP 최대 국가로 자리매김했음. 2018년 제조업 총
GDP 중 가공식품산업은 제조업 중 가장 높은 비중(31.5%) 차지(인도네시
아 통계청).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출산율이 2명이 넘는 국가로 식품
에 대한 수요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도
네시아의 가공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진출전략) 군중심리가 지배하는 소비문화로 인해 ‘입소문’이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해 성공적인 제품 홍보를 위해서는 SNS 마케팅은 필수임. 인
도네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재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에 따라 한글, 한국 연예인, K-Pop 등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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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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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도쿄
○ 인 구 : 약 1억 2647만 명 (세계 11위)
○ 면 적 : 약 37.8만㎢ (한반도의 1.7배)
○ 민족구성 : 일본인(99%), 기타 재일교포 및 아이누족 등 1% 미만
○ 종 교 : 신도 52.3%, 불교 42.2%, 기독교 1.1%, 기타 4.3%
○ 언 어 : 일본어
○ 정치체제 : 내각책임제, 천황
○ 1인당 GDP : 약 4만 246달러 (세계 23위)

일본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일본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2019년 무역마찰이 불거진 이후 방한 일본 관광객 수는 마
이너스 성장률(–14.4%)을 기록함. 방한 일본인 관광객 중 여성이 60% 비중
을 차지.
- (만족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방한 일본 관광객의 방한 만족도(86.4%), 재
방문 의향(77%)이 가장 낮음.
- (지출경비) 1인당 지출액(USD 791.1)이 평균 지출액(USD 1,342.4)보다 하회하며
가장 적음.
- (고려요인) ‘음식’(69.4%), ‘쇼핑’(68.5%), ‘한류체험’(16.6%) 순이며, 체재기간은
3.9일로 짧은 편.
* 일본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구분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일본→한국

2,948,527

27.6%

3,271,706

11.0%

427,610

-83.0%

262,419

49.4%

251,921

-4.0%

32,926

-86.9%

일본→경기도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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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한국음식(28.4%) > K-Pop(17.2%) > 한글(17.2%) > 한류스타(5.6%)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국음식(51.4%) > K-POP(39.0%) > 뷰티(34.4%) > 패션(26.2%)

○ 한류콘텐츠 소비 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33.0%) > 드라마(17.8%) > 뷰티(17.4%) > 패션(17.3%)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장근석, 트와이스, 카라,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식품 구매 > 한국 방문 > 한국 전통문화 체험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한류동향) 한류 붐을 견인하는 10-20대
- 일본 언론은 ‘한류붐’을 3단계로 구분. 1차 한류붐은 욘사마를 시작으로 한
'드라마 한류'. 이어 2011년 소녀시대·카라·동방신기 등 K팝 아이돌을 필두로
한 2차 한류붐.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 가수가 거의 사라짐. 현재는 소셜 미디어를 통
해 10-20대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퍼진 3차 한류붐 열기가 뜨거움.
- 3차 한류의 주요 소비자는 정치·외교에 덜 민감한 일본의 10-20대 여성층.
그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영역은 케이팝 아이돌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 K-POP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이 일본에서 내놓은 10번째 싱글 앨범
‘라이츠/보이 위드 러브’(Lights/Boy With Luv)는 발매 첫 주에 62만1천
장이나 팔려나가면서 주간 합산 싱글 차트 1위 차지.
- 일본 젊은 여성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 일본 재
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08년 118억 엔 수준이던 한국 화장품류 수입액
은 2018년 365억 엔으로 10년 새 3배 규모.
- 일본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국식 핫도그가게, 치즈닭갈비집, 서울에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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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카페 분점 마다 긴 행렬이 이어지며 유례없는 한류붐이 나타남. 젊은
층 트렌드를 조사하는 ‘TT종합연구소’는 동일본 여고생들이 뽑은 ‘올 상반
기 핫스폿’ 1위는 타피오카 음료전문점이, 2위는 신오쿠보가 차지했다고
공개함. 디즈니랜드와 하라주쿠를 제치고 코리아타운이 있는 신오쿠보가
상위권에 올랐다는 점이 흥미로움.

○ (K-드라마, 방송) 정치 정세에 좌우되지 않는 한류 드라마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후, 일본 내 혐한 분위기 고조, 일본한류
를 이끈 NHK가 한국드라마 방영 중단, 공중파 TV에서 거의 사라짐.
- 2018년 양국 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4년 만에 NHK에서 ‘옥중화’가 방영됨.
또한 굿닥터, 시그널, 기억, 세븐데이즈의 작품이 리메이크로 제작돼 긍정
적 평가.
- 한국은 드라마 리메이크 판권 판매를 통해 정치 정세에 치우치지 않고 지
속적인 인기 유지. 현지화에 용이한 韓드라마 리메이크로 ‘흥행보증수표’ 거
듭남.
- 최근 한류 드라마는 판타지 로맨스 장르 중심의 실현 불가능한 동떨어진
허구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룸. 그 이유는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 또한, 해외한류 팬들을 위해 드라마 작품에 1명
이상의 K-POP 아이돌 멤버를 캐스팅하는 경향이 나타남.

○ (K-POP) 방탄소년단이 문화 교류의 중심적 역할
- 일본 내 K-POP 시장 규모는 2011년에 매출 규모가 정점(265.8억 엔)을 찍은 이
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의 활약
이 두드러지면서 2016년에 전년 대비 0.9% 증가(166.7억 엔), 2017년에
5.2%(175.5억 엔),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6.4% 증가한 274.5억 엔으로 과거
최고 기록.
- 아티스트별 총매출액(ATS) TOP20 내 한국 출신 아티스트는 2017년에 방
탄소년단, 빅뱅, 2018년에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동방신기 3팀으로 증가.
이 중 방탄소년단의 총매출액은 전년도의 2.5배 수준인 54.7억 엔(5위)을
기록하면서 한국출신 아티스트 중 1위를 차지함. 트와이스도 ‘#TWICE’가
30만 장을 돌파하면서 전년도 2배 이상인 38.5억 엔(11위) 매출을 기록함.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콘텐츠산업동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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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Mnet ‘프로듀스48’을 한일 합작으로 제작(한국 아이돌 연습생 + 일
본 인기 아이돌 프랜차이즈 AKB48이 각 48명씩 참가)하며 많은 화제. 아이
돌 그룹 ‘아이즈원’이 결성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높은 관심.
- 새로운 K팝 붐은 과거처럼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춤을 배워서
추며 즐기는 '참여형'으로 진화, 케이팝 댄스학원 급격히 증가.

○ (K-뷰티) ‘한국인처럼’이 아니라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日 10대들
- 일본 수출이 어려운 와중에도 화장품 수출금액만큼은 전년대비 29.2% 증
가한 약 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성장가도를 달림.

(Global Trade

Atlas 2019)

- 10-20대를 기반으로 형성된 3차 한류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와
같은 한국 아이돌을 향한 동경에서 발전돼 K-뷰티와 K-패션으로 이어짐.
- 에뛰드하우스는 한국 여성과 달리 과감한 볼터치와 은은한 입술 화장법을
선호하는 일본 트렌드에 맞춘 메이크업을 선보이며 인기. 2011년 일본 진
출 이후 연평균 30%성장을 기록.
- 한국 화장품 브랜드인 이니스프리는 제주도, 자연주의 등 브랜드 콘셉트가
최근 소비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인기를 끔.
- 화장품은 10대에서 인기가 높으며 SNS를 통해 한국 화장법을 접하고 흉내내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음.

○ (K-푸드) 인스타그램을 통해 트렌드로 자리잡은 한식
- 인기 한국음식 Top10 : 치즈닭갈비, 치즈핫도그, 호떡, 빙수(설빙), 전구소다
(귀여운 병에 LED), 떡볶이(맵지만 달달한 맛), 김밥, 삼겹살, 감자탕, 순두부찌개.
- 한국 방문 선택 시 고려요인으로 ‘음식/미식 탐방’이 69.4%로, 2018년 이후
'음식/미식 탐방'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여행객이 급증한 것은
바로 '인스타바에'의 영향. 인스타바에(インスタ映え)란 인스타그램에 올리
기 좋은 잘 나온 사진을 뜻하는 것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짐.
- 치즈와 접목한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치즈구루메'로 인스타바에 열풍. 치
즈 닭갈비, 치즈 핫도그 열풍에 이어 최근 SNS에서는 '빠네 치킨' 인기 급
상승. 공차, 흑화당, 명량핫도그 등 한국발 프랜차이즈의 진출 증가. 간판에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유행.
- 일본 4위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 Qoo10(큐텐)에서 찹쌀호떡믹스와 허니버터칩,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7개 한국 제품으로 꾸민 박스가 음식 부문 1등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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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본 외식시장의 트렌드는 ‘프리미엄’과 ‘소셜미디어’. 일본에서 ‘한국
음식=맵다’는 인식을 유지하면서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레시피 개발이
중요, 메뉴 개발 단계에서부터 SNS를 활용한 마케팅은 필수.

○ (K-게임, 웹툰)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
- 일본 게임시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3위. 일본 로컬 게임의 입지
가 탄탄해 진출이 쉽지 않은 국가로 인식되었으나 한국 모바일게임 중 다
수의 게임들이 매출액 기준OP100순위에 이름을 올림.
- 한국 모바일게임의 일본시장에서의 선전은 콘텐츠 수준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나 철저한 현지화가 중요한 배경으로 꼽힘. 국내 게임 업체들의 현지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액션성이 강조된 RPG(Role-Playing Game) 장르를 중
심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성과를 냄.
- 2019년에는 넥슨의 '다크어벤져3', 위메이드의 '이카루스M', 펄어비스의 '검
은사막 모바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 일본 시장에 진출.
- 일본 게임 이용자들은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태가 가장 선호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됨.(Media

Innovation Lab 2019)

- 모바일 만화 플랫폼의 경우 한국 플랫폼이 일찍부터 진출해 일본 만화 시
장에 안착. 전체 모바일 만화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계 기업들(라인망가,
픽코마, 코미코)이 점유하고 있으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만화
시장이 확산.(모바일인덱스,

2018)

○ (K-콘텐츠) 일본판 유투브 'Abema TV'가 대세
- 일본판 유투브 ‘아베마티비’는 인터넷 광고 업체인 ‘사이버 에이전트’와 TV
Asahi의 합작.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버라이어티, 뉴스, 스포츠 등 약 25채널의
프로그램을 24시간 무료로 시청 가능. 가장 인기있는 시스템은 ‘Abema
비디오', 저작권 문제가 까다로운 일본에서는 재방송을 보기가 어렵지만
아베마 비디오를 이용하면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을 종료 후에도 주문형으로
시청할 수 있어서 시청자들의 큰 사랑.
- 제3 한류, 콘텐츠IP(지적재산권) 강화 : 일본 내 한류는 과거 드라마 위주에서
최근 들어선 K팝, 게임 등 다방면으로 확대. 콘텐츠산업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로 꼽히는 IP가 성공을 거둔다면 영화ㆍ드라마 같은 영상
분야는 물론 음악, 인쇄매체, 캐릭터상품 등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 원소스
멀티유즈로 콘텐츠산업에서 향후 유망한 비즈니스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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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2020 일본 진출전략<KOTRA>)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 (경제규모) 세계 3위
*2018년 GDP 기준, 세계 3위(약 4조 9,709억 1,555만 달러)

- (소비력) 맞벌이·1인 가구·고령자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 절약형 소비
와 프리미엄 소비로 구조가 양분화됨.
- (투자) 일본은 OECD 기준 2018년 사상 3번째로 높은 해외 투자액을 기록
하면서 세계 1위의 투자진출국으로 부상.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7.8% 증가. 오사카의 인구 집약도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이 최대 매력 포인트.
- (시장분석) G7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세계 경제와 공급체계에 주
도적인 역할. 중산층이 두터운 소비시장. 복잡한 유통구조 및 신용거래가
활발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음.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축소, 엔화 안정화로 우리제품 가격경
쟁력 저하, 한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독도,
에 대한 국가이미지 저조, 외래 브랜드(화장품

위안부, 북핵문제 등 외교문제),

등)에

한국

대한 진입장벽이 높음, 가

격보다 품질에 민감.
- (기회요소) 초일류 부품 소재 기업이 리드하는 거대 내수시장, 인터넷 상거래
증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3차 한류 재점화, 일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K-POP 라이브 공연 유치 활발, 문화와 정서적 유사성, 여가에 대한 관심
고조,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거래선 유지 가능.

< 일본의 ‘집콕 소비’ 확대, 온라인 마켓에 주목 >
- 집콕 소비란 집에서 콕 박혀 있으면서 그 생활을 즐기는 소비패턴을 일컫
는 말.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기업대상 재택근무 시행
요청, 초·중·고등학교의 3월 말까지의 임시휴교를 시행하는 등 한국과 마찬
가지로 이른바 '집콕'을 자의적/타의적으로 시행, 이로 인한 '집콕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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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발생에 따라 냉동식품, 공기청정기, 가정 내 교육 강화를 위해 학습
참고서 및 책 등의 수요가 증가. 뿐만 아니라 재채기 한번으로도 코로나
감염 의심을 받게 되는 현 상황에서 계절성 꽃가루 알레르기 오해방지를
위한 뱃지, 휴대용 전철 손잡이 커버 등의 코로나19로부터 자기를 방어하
는 아이디어 상품의 수요가 증가 중.
-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교육시장의 변화, 한국 교육상품의 진출기회로 삼아
야 함.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교재, 교육 관련 상품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
돼 있다면 더욱 많은 나라에 소개 할 수 있을 기회. 또한, 외출자제에 따
른 실내 소비제품의 수요가 증가, 구입방식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구입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마켓 진출 노력이 필요.
< 젊은 일본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방법 >
- 일본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은 두가지 형태. 첫 번째는 철저하게 절약과 편리함
을 추구하는 ‘기능 중시 소비’임. 이들은 소비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서브스크
립션 서비스 이용.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란 마치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
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공
급받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일컬음. 식재료, 도시락, 꽃다발 등을 이용자
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장소로 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
이 극대화됨. 두 번째는 본인에게 가치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소 가격이 비싸
더라도 구입하는 ‘의미 중시 소비’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비싼 가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상
품 후기 등 정보를 전파함.
-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고 싶은 기업의 경우 편리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능
의 시장’을 선택할지, 감정이나 스토리를 중시하는 ‘의미의 시장’을 선택할지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 일본의 2030세대를 사로잡은 구독서비스, 인
스타 맛집, 솔로 웨딩 등은 젊은 세대의 의미 중시 소비를 잘 보여주는 사례
로, 최근 일본은 감정이나 스토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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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마케팅 >
- 일본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시세이도는 매스광고방식에서 인스타그램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마케팅 방식으로 변경. 처음으로 1조 엔 매출

을 올려 마케팅 전략 덕을 톡톡히 보는 중. 고세의 브랜드 타르트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매출이 최근 3년간 5배 이상 증가. 일본의 맥주 기업 또
한 수제 맥주를 판매하여 소비를 자극시킴. 소비재 브랜드 MUJI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가구를 크기, 천 재질, 색상까지 고를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작.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기 위함이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
지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 로손 편의점 또한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한 전문
점포를 개장. 최근 일본의 소비형태는 ‘절약형’에서 ‘개인 취향형’으로 변
화. 일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소비재 기업들은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이 필요.

(나고야 무역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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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북경 (인구 약 2,172만 명)
○ 인 구 : 14억 3,721만명 (세계 1위)
○ 면 적 : 약 960㎢ (한반도의 44배)
○ 민족구성 : 한족 92%와 55개 소수민족
○ 종 교 :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
○ 언 어 : 중국어
○ 정치체제 :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 1인당 GDP : 약 1만 261달러 (세계 59위)

중국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중국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2013년부터 최대 방한시장, 2017년 사드로 인한 한한령에 의해 관
광객이 –48.3%로 감소. 2019년 한한령으로 인한 방한 관광시장 위축은 점차 해소.
- (지출경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체재기간(8.2일)이 두 번째로 길며 1인당 지출액
(USD 1,887.4)이

몽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고려요인) ‘쇼핑’(76.2%), ‘음식’(59.1%), ‘자연풍경’(38.5%), 순이며, ‘쇼핑’ 비중은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음.
- (여행형태) 남성대비 여성 방한 감소세가 두드러짐. 전년대비 남성은 –39.1%,
여성은 –53.7% 감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제한되면서 순수 관광목적 방문이 급감.
* 중국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중국→한국

4,789,512

14.9%

6,023,021

25.8%

657,792

-85.2%

526,846

8.0%

602,302

14.3%

65,779

-89.1%

중국→경기도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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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한국음식(16.2%) > 드라마(15.6%) > 뷰티(15.6%) > 한류스타(9.8%)

○ 한류콘텐츠 인기도
- 뷰티(50.8%) > 패션(47.8%) > 한국음식(41.4%) > 드라마(34.4%)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37.0%) > 드라마(31.7%) > 예능(27.3%) > 뷰티(26.6%)
- 대부분 한류콘텐츠 소비 비중이 ‘17년 대비 증가, ‘패션’과 ‘뷰티’는 감소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송혜교, 이민호, 전지현, 김희선, 소녀시대, 지드래곤, 엑소, 빅뱅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방문 > 한국 화장품 구매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식품 구매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한류동향) 한류 콘텐츠 최대 소비시장에서 한한령으로 인한 문화 단절
- 1992년 8월에 한중수교가 체결되며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내에 공식적으
로 소개됨. 1997년 CCTV에서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가 역대 수입외화
사상 시청률 2위(시청률 4.3%)를 기록하며 초기 한류의 시작.
- 이후 2005년 중국 후난위성 TV를 통해 <대장금>이 방영되며 외국드라마
최초로 시청률 14% 돌파, 31개 도시 시청률 1위 달성. <별에서 온 그대
(2014)>, <태양의 후예(2016)> 신드롬이 이어지며 중국은 한류 콘텐츠 최
대 소비국으로 위치를 굳힘.
- 하지만 2016년 여름, 사드 이슈로 ‘한한령’이 발발, 한중 간 문화산업 교류는
급격히 단절되었고, 막대한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함.

○ (K-드라마)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한국드라마의 인기
- 중국 정부는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을 때마다 자국 문화산업 보호차
원에서 ‘방영시간 제한’, ‘해외 영상물 사전 심의’ 등의 제제 정책들을 발표
했으나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사전제작을 통한 동시방영과 같은 우회 방
식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진출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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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0% 사전제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아이치이’를 통해,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를 통해 동시방영
되며 누적 조회수 20억뷰를 돌파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함.
- 하지만 한한령 발발로 한류 콘텐츠의 진출 차단; 한국 드라마의 사전 심
의·방영이 무산 또는 지연되고 동영상 플랫폼(아이치이, 유쿠 등) 내에서
신규 업로드가 중단됨.
- 2017년 초 종영된 <도깨비>는, 한한령으로 공식 방영이 불가했으나, 인터
넷 불법망을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며 공유의 ‘도깨비 놀이’가 유행하기도 함.
- 2019년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는 방영 초기부터 웨이보 토픽 조회 수
4.2억 회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기록함.

○ (K-POP) 한한령 하에서 K-POP 한류의 우회적 전략
- K-POP은 2000년 H.O.T의 북경 콘서트 이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티아라 등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음. 2016년 중국판 <나
는 가수다>에 출연한 황치열의 경우 진출 8개월만에 북경에서 단독콘서트
를 개최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음.
- 국내 기획사들은 아이돌 그룹 양성 시점에서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중국인 멤버를 포함(엑소 루한/크리스/타오, FX 빅토리아, 미스에이
페이/지아 등). 한국 기획사들이 트레이닝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게 되면서
큐브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등이 중국 현지에 트레이닝 센터를
개원함.
- 그러나 한한령으로 1만 명 이상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이 금지, 중국
3대 음원 유통 사이트인 ‘왕이뮤직’ 내 K-POP 차트가 삭제되기도 함.
- 최근 아이돌 연습생들의 서바이벌 예능 <청춘유니2>는 중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블랙핑크 리사를 멘토로 섭외
해 큰 화제. 한한령 하에서 소속 다국적 아이돌의 중국 예능 출연이 일종
의 ‘K-POP 한류의 우회적 전략’이 됨.

○ (K-영화) 아시아에서 한국영화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국가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영화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중국은
2001년 <엽기적인 그녀> 상영 이후 지속적으로 인기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외국영화 수입을 1년에 34편으로 제한,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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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평균 4편에 불과하나 한중 합작영화 제작, 한국인력(감독, 배우 등)
진출, 기술 서비스 수출(특수효과 등), 영화 판권 판매(리메이크) 등 다양
한 형태로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설국열차>는 개봉 1주일 만에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 2016년 걸
그룹 에프엑스의 중국멤버인 빅토리아를 주연으로 한중합작 영화 <엽기적
인 그녀2>가 개봉함.
- 한국영화 리메이크 작품들의 흥행 실적이 두드러짐; <블라인드>를 리메이크한
<나는 증인이다>, <수상한 그녀> 리메이크한 한중합작영화 <20세여 다시
한번>, <과속스캔들> 리메이크작 <외공방령38> 등이 높은 흥행 수입을 거둠.
- 2018년 중국의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3,834,860 USD로, 한한령으로 관계가 위축되었던 영화수출은 회복세.
- 아직 중국 극장가에 한국영화가 정식 개봉되지 않고 있지만, 소규모로 전
판권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남자가 사랑할 때>, <곤지암> 등 히트작의
리메이크 판권도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

○ (K-뷰티) 고급화 전략을 통해 큰 성장을 이어가는 K-뷰티
-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화장품이 중국 수입 화장품 총액의 80% 정도를
차지함. 이 중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약 22억 달러로 수입 총액의 27%를
차지하며 1위에 오름.

(前瞻网, 2018)

- 2019년은 중국 전통 분위기를 녹여낸 ‘중국풍’ 소비재의 인기가 급등한 해
로, 특히 중국풍 화장품 브랜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
- 중국 시장에서 뛰어난 품질과 가성비를 내세워 메스티지(고급품을 일반 대
중들이 비교적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한
국 화장품이 중국 현지 브랜드의 성장으로 인해 2018년을 기점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
- 반면 고기능성을 강조한 강소 뷰티 브랜드 및 고가 제품들의 매출은 상승.
특히 주력소비자군인 20대 여성이 고급브랜드 제품의 충실한 소비자로 미
용, 헤어, 네일 등 소비에 적극적이고, 고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고급화
추세는 이어질 것.
- 한국 방문시 반드시 사야하는 아이템으로 70% 이상이 ‘화장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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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건강하고 안전한 한국산 식품 수요 증가
- 중국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국가로 과거 한식은 크게 인기있는 관
광테마는 아니었으나 한류 열풍과 함께 인기테마로 자리 잡음.
- <대장금> 방영 이후 한식은 안전한 건강식으로 이미지를 얻었고, 중국이
웰빙시대로 접어들며 고급 한식에 대한 인기도 상승.
- <별에서 온 그대> 방영으로 ‘치맥’이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외에도 방송에서
언급된 찜닭, 김밥, 떡볶이, 치킨, 등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증가 추세.
- 중국 일반 FIT 소비자들의 경우, SNS를 통해 미식 핫플레이스를 공유하고
있으며, 떡볶이, 김밥 등 길거리 음식도 인기.
- 비비고 왕교자, 불닭볶음면, 햇반 등 한국산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는 가운데 중국 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유명 유튜버
인 ‘왕홍 라이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 전
략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끔.
- 중국에서는 음식, 식자재에 대한 불신이 깊은 편이지만, 한국산 식품에 대
한 품질, 위생 신뢰도가 높은 편임.

시 사 점
○ 부정할 수 없는 거대시장 ‘중국’

(2020 중국 진출전략<KOTRA>)

- (경제규모) 세계 2위, 경제성장률 6.5%내외 유지 전망.
*2018년 GDP 기준, 세계 2위(약 13조 6,081억 46만 달러)

- (소비력) 새로운 소비의 중심 Z세대(1995~2010년
억 명)는

사이에 출생한 ‘소황제’그룹, 약 1.4

중국 소비력 40% 차지.

-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투자대상국. 2019
년 상반기 FDI(실행기준) 70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분야로 투자 집중.
- (시장분석) 무역마찰 대응 및 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대외개방 가속화 속
내수소비 성장 주력. 1･2선 대도시보다 3･4선 중소도시 소비력 급성장세
주목.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 및 라이프 스타일 관련 상품 구매 확대.
제조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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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 신
유텅 등 트렌드 급변 추세,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경영 리스크 확대), 혁신
생태계 적응능력 부족.
- (기회요소) 新밸류체인 진입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고도화, 프리미엄 소비재
통한 내수시장 공략, 시술 우위 분야 활용 중국 기업 협력 강화, GVC 재편에
따른 공급선 다변화 수요 공략, 한-중 FTA 후속 협상,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거대시장 형성.

< 코로나19가 불러온 라이브 커머스 열풍 >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접촉, 비대면 라이프가 확산되면서 ‘라이브 커머
스’가 새로운 쇼핑 문화로 떠오름.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제
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판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비슷한 형태. 다만 판매자
가 시청자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홈쇼핑보다 사용자 참여도가 훨씬 높음. 중국 시장조사기관
iiMedia Research(艾媒咨询)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961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해 4438억 위안과 비교
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규모.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기업들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주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

<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즉석식품 성장세 >
- (단기) 코로나 19 발생 후,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부분 재
택근무로 전환되면서 판매량이 큰 폭으로 상승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T-Mall 2월 즉석조리식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700% 상승.
- (장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즉석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됨.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의 젊은 소비자들은 제한된 시간을
경험의 폭 확대와 자기 개발에 쓰고 싶어 함. 또한, '혼밥'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시간절약'이 가능하고 '편의성'을 갖춘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고, 아울러 중국 편의점 산업 발전에 힘입어 냉장 즉석조리제품 판
매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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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 소비문화, 고독경제 주목! >
- 중국 청년층의 외로움을 중심으로 ‘고독경제(孤独经济)’라는 경제 영역의
새로운 키워드가 탄생. 고독경제의 주된 소비계층인 청년층은 혼자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으로 외로움을 겪고 있음. 인터넷의 무한한 발
전으로 인해 고독집단은 파편화된 시간을 활용해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쇼
핑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패션 시장이 인터넷 쇼핑에서 큰 성장세를 보임.
이에 따라 중국 청년층의 생활 패턴을 연구해 그로 인한 소비 심리까지 파
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고독집단의 외로움 해소방식은 온라인 쇼핑
등 인터넷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대부분임.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외로움
으로 인한 소비 심리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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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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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류시장 동향
태국 개황
○ 수 도 : 방콕
○ 인 구 : 약 6,980만 명(세계 20위)
○ 면 적 : 약 51.4만㎢ (한반도의 2.3배)
○ 민족구성 :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등
○ 종 교 : 불교(94.6%)로 대표적인 불교국가임
○ 언 어 : 타이어(공용어)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 1인당 GDP : 7,808달러 (세계 70위)

태국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태국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방한 태국인 관광객은 경제가 침체된 2013년과 메르스가 발
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세.
- (고려요인) ‘쇼핑’(69.8%), ‘음식’(53.3%), ‘자연풍경’(43.2%) 순이며 ‘쇼핑’ 비중은
중국,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4번째로 높음.
- (만족도) 2014년 이래로 방한 태국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0%후반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이후 80%후반대로 크게 하락.
- (여행형태) 단체/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전체 조사대상국 대
비 ‘단체여행’ 비중은 2.4배 가량 높은 수준임.
* 태국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태국→한국

558,912

12.1%

571,610

2.3%

75,334

-81.2%

태국→경기도

120,725

0.9%

240,076

98.9%

31,640

-86.8%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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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24.0%) > 한국음식(10.8%) > 드라마(10.6%) > 한류스타(8.6%)

○ 한류콘텐츠 인기도
- 뷰티(57.4%) > 한식(55.6％）＞패션(55.0%) > K-Pop(45.6%)

○ 한류콘텐츠 소비 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67.5%) > 뷰티(32.1%) > 드라마(31.0%) > 패션(29.5%)
- ‘영화’의 소비 비중이 67.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송혜교, 이민호, 비, 공유, 블랙핑크, GOT7, 방탄소년단, 엑소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방문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화장품 구매 > 한국 식품 구매

○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한류의 대중화 & 성장성이 가장 높은 국가
(2017 한류지수<KOTRA>)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저무는 TV의 시대. OTT플랫폼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한류
- 태국은 한류에 호의적이며 동남아 내륙 불교문화권의 중심국가로서 인근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 상당한 문화영향력을 미치는 유망시장임.
- 태국의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류콘텐츠의 유력한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음.(전체인구 75% 모바일 이용, 일 평균 사용시간 세계 1위)
- 특히 한국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태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85% 점유. 웹툰,
영상, 게임,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라인’ 플랫폼을 적극 확장 중. 캐릭터
시장에서도 ‘라인 프렌즈(LINE Friends)’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2018년
라인 프렌즈 최초의 실내 테마파크인 ‘라인 빌리지’가 태국 방콕 시암스퀘
어에 개점했을 정도로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
- 유튜브가 TV에 못지 않은 시청자 수와 전파력을 가진 매체가 됨. 최근 태
국인들 사이에 소박한 한국 생활과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사파이
까올리(한국 며느리)'가 방송 시작 1년 만에 53만여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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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기.

○ (K-드라마, 방송) 한국드라마 인기지속 + 콘텐츠 현지화 경향 증가
- 2000~2006까지 432개의 한국드라마 방영, 2017년 7~9월 사이 47개의 드라마
대거 방영됨. 예능 프로그램 포맷 수출, K-POP 아이돌 가수의 독점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합작 등 다양한 형태로 제2의 방송한류가 시작.
- ‘풀하우스’ 태국판은 방송분의 50% 이상을 한국에서 제작, 유튜브 2억뷰
돌파, 주변국 수출 등 한·태 협력 성공사례.
- ‘태양의 후예’는 태국 제29대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시청을 독려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음.
- 2018년에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가든’, ‘오 나의 귀신님’ 등이 최고 인기
배우 캐스팅해 리메이크되어 현지 방영됨.
- 뿐만 아니라 ‘복면가왕’, ‘너의 목소리가 보여’, ‘렛미인’, ‘히든 싱어’ 등 한국
인기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기반한 태국판 제작이 활발히 진행됨.
-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발달로 드라마의 소비 채널이
기존 지상파 채널에서 OTT 플랫폼으로 옮겨면서 한국과 동시 방영되는
최신작들이 생겨남.

○ (K-POP) 멈추지 않는 태국의 K-POP 인기
- ‘풀하우스’의 성공으로 ‘비’가 2006년 한국가수 최초 단독 콘서트 개최하며 본격화.
- 팬클럽의 활동 활발, 비회원제가 많으며 대부분 복수의 팬클럽에서 활동,
현재 공개된 팬클럽의 개수만 50개 이상, ‘EXO-L(엑소)’, ‘Army(BTS)’,
‘Wannable(워너원)’, ‘I GOT7(갓세븐)’, ‘Carat(세븐틴)’, ‘Blink(블랙핑크)’,
‘Once(트와이스)’, ‘ReVeluv(레드벨벳)’, ‘Buddy(여자친구)’ 등.
- ‘라인뮤직’은 SNS 시장 과점 점유율을 기반으로 빠는 성장률을 기록 중.
모바일 스트리밍 음악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함.
- 한국 기획사를 통해 태국인 스타(제임스 지라유, 걸그룹 G-Twenty)를 배출함.
- K-POP에서 파생된 커버댄스의 인기, 커버댄스팀이 또 다른 팬클럽을 형성할
정도, 세계커버댄스대회(한국방문위원회)에서 태국팀 연속 1위 달성.
- 태국은 케이팝 그룹들이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베타테스터’ 기지로
자리매김했으며, 2018년 동남아시아권역 최초로 ‘K-CON’이 개최된 데 이어
2019년, 2020년까지 매년 개최지로 선정됨.
- 태국 내 실시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중 독보적인 JOOX는 K-POP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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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K-POP Top 50’ 차트를 마련하여 공개.

○ (K-뷰티) 태국 화장품 시장은 K-뷰티 컨셉이 이슈
- 한류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 한국화장품 태국 수출액은 80만 달러에 불과.
☞ 한류 붐이 본격화된 2012년엔 5,870만 달러로 10년 만에 72배 급증.
- 뷰티 상품 수출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7년 최초로 1억 달러 돌파.
- 한류와 함께 태국 진출, 현재 비공식 유통 브랜드를 포함하면 약 300여개의
한국 브랜드가 판매 중. 대표 인기 브랜드는 에뛰드, 이니스프리, 라네즈,
3CE, 페리페라, 마몽드, 홀리카홀리카,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등.
- 한류스타 마케팅 : 에뛰드(이민호, 장근석), 미샤(동방신기, 레인보우), 네이
처리퍼블릭(소녀시대 태연, EXO), 더페이스샵(수지).
-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인의 화장대에는 한국 화장품이 최소 1개 있다고 할
정도로 현지에서 일상 상품으로 정착됨.
- 한국 대표 뷰티 박람회인 ‘K-뷰티 엑스포’가 2019년도에 방콕에서 개최됨.
- 태국 화장품 브랜드인 ‘캐시돌(Cathy Doll)’은 K-뷰티 컵셉을 표방하는 태국
인기브랜드. 한국의 컨셉을 살리면서 한국 화장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 개발.

○ (K-푸드) 태국 내 한식 붐. 닭고기요기 & 빙수전문점 진출 강세
- 태국은 자국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국가로 타 국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으나,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은 고급음식으로서의 이미지.
- 2005년 대장금 방영 이후로 한식에 대한 관심 급증. 태국인이 한식 프렌차이즈
식당을 설립(‘김주’ 방콕에만 17개 점포)하는 등 현재 방콕 200여개를 포함.
파타야 50, 푸켓 25, 치앙마이 20개 등 태국전역에 한식당 400여개로 추정.
- 한식의 인기 이유는 ‘한식의 맛(29.9%)’ >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봤던
한식·식문화 경험(14.7%)’ > ‘건강에 좋은 식재료·조리법 사용(12.9%)’
- 대표 진출 브랜드 : 교촌치킨, 유가네 닭갈비, 열봉찜닭, 설빙, 눈꽃시, 스노
우트리, 탐앤탐스, 카페보라, 더비빔밥, 본가, 마포갈매기, 두끼 떡볶이 등.
- 딸기, 배, 감 등 한국 과일류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임.
-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한식메뉴는 비빔밥, 떡볶이, 한정식, 닭고기류(삼계탕
제외)이며, 불교의 영향으로 비 고기류를 선호함.
- 방콕의 고급 백화점 씨암파라곤과 엠쿼티어 내 슈퍼마켓에는 ‘K-Frech
Zone’이 있어 외국인과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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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게임) 태국 최대 게임 축제인 TGS에서 한국 게임이 선전
- 태국 게임시장은 PC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빠른 변화, 이 가운데
한국 모바일 게임이 상당 수 상위권에 랭크(라인러시, 플라잉라바 등).
- 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게임 시장 규모,
PC 온라인게임 시장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짐.
- 게임 유저는 1,830만명으로 이 중 55%는 연평균 약 35달러 지출, 전체 게임
지출 규모는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1위, 세계 23위 규모로 성장함.
-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모바일 퍼스트’ 문화가 정착되며 모바일 게임
수익이 전체 게임 시장의 50% 이상으로 확대, 한국 그래비티에서 제작한
‘라그나로크’는 온라인 및 모바일 1위 석권, 태국 국민게임으로 입지 굳힘.
- 한국의 크래프톤과 중국 인터넷 기업 Tencent이 공동 퍼블리싱한 ‘배틀 그
라운드’는 2017년에 태국게임쇼(TGS)에서 PC게임 분야 대상 수상. 2019년
에는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이 배틀로얄 분야 대상 수상.

시 사 점

(2020 태국 진출전략<KOTRA>, 해외통신원)

○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태국’
- (경제규모) 세계 26위

*2018년 GDP 기준, 세계 26위(약 5,049억 달러)

- (소비력) 1인당 GDP 7,448달러, 세계 73위
- (투자) 2018년 외국인 투자는 승인건수 기준 914건, 79.1억 달러. 전년 대
비 각각 25.2%, 12.6% 증가.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승인건수 기
준 730건, 66.9억 달러. 전년대비 하락한 수치. 그러나 對 태국 투자 1위
국가인 일본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9억 달러 투자.
- (시장분석)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 시장. 아세안
최대 제조업 국가. 1·2·3차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
방형 통상국가. 동남아 한류의 진원지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2019년 총선 결과 절대 다수당 부재로 주요 정책 실행 불안정성 우
려.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경제성장 잠재력 및 노동력 부족,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안정성 심화, 가게부채 증가로 소비 위축 우려, 중진국 함정 탈
출을 위한 혁신부족, 외국인 투자가 일부 국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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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요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투자 이전 수요증가 등 반사이익 기대.
아세안 최대 자동차･전자 제조업 허브로 미래 산업 육성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 한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 지속. 인
도차이나반도 밧화 경제권의 중심국가, 아세안 최대의 제조업 강국.

< 태국 Z세대 상품 구매 전 리뷰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
- 태국의 세대별 인구 분포는 1965~1980년에 출생한 X세대가 태국 총인구
의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Y세대(25.5%), Z
세대(20.1%), 베이비 붐 세대(19.9%)의 순임. Z세대는 현대화 및 도시화된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IT 기계와 친숙하며 세계가 하
나라고 느낌과 동시에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다른 세대에 비
해 높은 특징을 지님. Z세대의 현재 소득은 낮지만 신기술에 친숙하고 향
후 소득 및 소비 증가 잠재력 커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태국 마히돌 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수행한 ‘Z세대 마케팅’ 조사(2019년) 결
과에 의하면 Z세대들은 구매 의사 결정 전 온라인으로 제품 상세 정보를
검색하고 제품 간 비교하는 성향이 강함.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의사결정
이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 검색을 선호하므로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광고를 진행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

< 캐릭터 상품 먼저, 역으로 모바일 메신저 시장 진출 >
- 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이 태국인들의 인상적인 특징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페이스북(Facebook)’과 ‘라인(LINE)’으로 대표되는 활발한 SNS 사
용임.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태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74%에 해당하는 4,900만 명, 라인 메신저는 4,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광
범위한 사용률을 보임. 이 때문인지 캐릭터 시장에서도 ‘라인 프렌즈(LINE
Friends)’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2018년 라인 프렌즈 최초의 실내 테마
파크인 ‘라인 빌리지’가 태국 방콕 시암스퀘어에 개점했을 정도로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
- 반면 국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카오톡(Kakao Talk)’과 ‘카
카오 프렌즈(Kakao Friends)’는 현지에서 독점적인 사용률을 지닌 ‘라인’에
밀려 사용하는 태국인의 숫자는 매우 적음. 이와 별개로 캐릭터 자체의 측
면이나 한국여행 기념품으로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알고 있고 좋아하
는 현지인들이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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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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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류시장 현황자료
필리핀 개황
○ 수 도 : 메트로마닐라
○ 인 구 : 1억 958만 1,078 (세계 13위)
○ 면 적 : 300,400㎢ (한반도의 1.3배)
○ 민족구성 : 말레이계가 대부분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 종 교 : 가톨릭 83%,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3%
○ 언 어 : 타갈로그어, 영어
○ 정치체제 : 대통령제 (6년 단임)
○ 1인당 GDP : 3,485달러 (세계 103위)

필리핀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필리핀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필리핀 방한 관광객은 2016년 처음으로 50만 명대 돌파하였지만
2017년 다소 감소함(-19.4%). 2018년, 2019년 꾸준히 증가
- (여행행태) 2018년 기준, 필리핀 방한객의 최초 방문율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67.8%), 주로 ‘개별여행(80.4%)’이 압도적임
- (만족도) 2018년 방한 필리핀인의 한국 여행 만족도는 97.6%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필리핀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19

2020 3분기*(코로나)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필리핀→한국

460,168

2.6%

503,867

9.5%

87,237

-76.0%

필리핀→경기도

161,519

-2.7%

202,555

25.4%

35,069

-82.7%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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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통신원)

○ (한류동향) 한국여행 선호도 1위 국가 필리핀, 지속적인 한류 인기
- 한국드라마는 2003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300편이 넘는 한국드라마가
방영. <가을동화>, <파리의 연인>, <풀하우스>, <대장금>, <천국의 계단>
등이 크게 인기를 끈 드라마. 이런 인기 드라마는 필리핀 배우가 등장하는
필리핀 버전으로도 각색되어 방영되었으며, <마이걸>, <내이름은 김삼순>,
<풀하우스>, <파리의 연인>, <가을동화> 등이 있음.
- 2009년부터 시작된 K-Pop의 인기는 한국 인기를 능가하는 수준. 2015년에
필리핀을 방문해 공연한 가수들은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빅뱅, 유키스, 인피
니트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으며, 공연장마다 많은 청중들이
운집. 2017년에는 빅뱅, 방탄소년단을 포함하여 많은 K-Pop 가수들이 필리
핀을 방문했고, 2018년에는 슈퍼주니어, 워너원, 여자친구, 모모랜드 등이
필리핀을 찾아. 특히 2019년에는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걸 그룹 블랙핑
크와 보이그룹 엑소, 방탄소년단을 포함하여, 모모랜드, 엔씨티 드림, 노이
어, 에이프릴, 레드벨벳, 박재범 등 올 한해에만 총 28차례의 콘서트 및 팬
미팅 이루어져.

○ (K-드라마, 방송) K-드라마 리메이크 전성시대
- 주요 방송사인 GMA7, ABS-CBN, TV5 등에서 매주 한국드라마 방영. 현지
에서 배우 이민호(시티헌터, 꽃보다 남자, 푸른 바다의 전설), 김수현(드림하
이, 별에서 온 그대), 송중기(태양의 후예), 공유(도깨비)의 인기. 2019년에는
정해인, 박서준, 장기영, 이동욱 등 인기 드라마 배우들이 방문해 팬들의 뜨
거운 환호를 받아.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필리핀 K-드라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
랑의 불시착>은 첫 방영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 매회 정규 방송 종
료 후 바로 필리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되다 보니 해당 드라마가 한국에서
얼마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큰 화제. <도깨비>보다
높은 시청률 기록.
- 2008년도부터 필리핀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제작을 시도. 2003
년에 8편이던 한국 드라마 방영횟수는 2005년 27건, 2005년 24건, 2007년
22건으로 늘어나면서 이미 90여 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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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음원차트 올킬! K-pop의 인기
- 한국드라마의 방영에 따라 인기를 끌기 시작한 드라마OST. K-Pop이 본격
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원더걸스의 ‘Nobody’. 필리핀을 방
문한 주요 가수로는 2018년에는 슈퍼주니어, 워너원, 여자친구, 모모랜드,
세븐틴 등이 있고, 올해에는 방탄소년단, 엑소, 박재범, 갓세븐 등 인기
K-Pop 스타들이 월드투어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한 해 약 서른
팀의 K-Pop 가수들이 필리핀을 방문.
-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케이팝 그룹, '모모랜드(MOMOLAND)'를 빼놓을 수
없어. 최근 모모랜드는 그 어떤 케이팝 그룹보다 필리핀에서 왕성한 활동.
지난달에는 《ABS-CBN》의 인기 토크쇼 〈간당 가비, 바이스(Gandang Gabi,
Vice!)〉에 출연한 첫 케이팝 스타가 되기도.
- 필리핀에서 공연을 한 최초의 한국그룹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슈퍼주니어는
2005년 11월 6일에 데뷔해 2019년에까지 인기를 끄는 일은 드문 일이지만,
슈퍼주니어의 경우는 좀 예외적. K-pop 콘서트 중 가장 비싼 티켓가격을
형성함에도 필리핀 케이팝 콘서트의 원조답게 콘서트를 열 때마다 큰 화제.

○ (K-영화) K-영화의 시장 현지화가 흥행요소의 중요한 요인
- 2005년 <엽기적인 그녀>와 <어린 신부>가 한국영화 최초로 필리핀 일반
극장에서 상영. 이후 <7광구>, <도둑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부
산행>, <군함도> 등이 상영됨.
- 최근 필리핀에서 상영된 영화 중 필리핀 현지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
화라고 하면 단연 영화 <7번방의 선물(Miracle in Cell No. 7)>. 필리핀
현지 제작사를 통해 리메이크작으로 새롭게 제작되어 완성된 작품이 기대
이상으로 대단한 흥행을 끌어.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얻어 내어 큰 주목. 영화는 필리핀 현지어인 타갈로그어로 제작되
었으며, 필리핀 문화에 맞추어 각색하여 인기.

○ (K-푸드) 마닐라 번화가 곳곳 ‘무제한 삼겹살 식당’ 인기
-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시내 곳곳에 한국음식점이 성황을 이룸. 한
국 음식점 프랜차이즈 (BBQ, 본치킨, 불고기 브라더스, 사리원)도 필리핀
에 진출하여 인기를 끄는 중.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제한 삼겹살 식당. 삼겹살라맛
(Samgyupsalamat)과 낭만돼지(Romantic Baboy)라는 이름의 무제한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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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크게 성공하자 비슷한 형태의 식당이 연달아 개업.
필리핀 내 삼겹살의 인기가 높아지자, 최근 피자 배달 전문 브랜드인 도미
노피자에서 삼겹피자(Samgyupzza)라는 이름의 메뉴를 출시하기도.

시 사 점

(2020 필리핀 진출전략<KOTRA>, 해외통신원)

○ 거대 내수 시장 및 높은 경쟁성장률의 ‘필리핀’
- (경제규모) 6% 초반의 높고 견고한 성장률
*ADB : 2019년 6.4% → 2020년 6.4%, IMF : 2019년 6.5% → 2020년 6.3% 전망

- (소비력) 민간소비가 GDP의 70%에 달할 정도로 내수 위주의 경제이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
- (투자) 외국인직접투자는 2017년 목표치였던 8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
록했으나, 2018년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8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64억 4,600만 달러로 감소(UNCTAD) → 미국의 금리인상과 조세
인센티브 축소 우려 등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
- (시장분석) 거대 내수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다대하나 소득의 양극화가 심
함.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급자중심 시장. 가공무역으로 제조업 기반 조성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행정관행 불투명성에 따른 비용 증대, 교통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물
류비 다대, 제조업 기반 미비,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조치 유지, 치안불안, 자연재해
- (기회요소) 인구 1억 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 연 6%의 높은 경제성장 및 구
매력 확대, 경기 호황으로 구매력 확대 및 수입수요 증가, 한류에 높은 관심,
풍부한 천연자원, 영어구사 가능 인력, 저렴한 인건비

< 거대한 내수, 성장 잠재력 대비 소득 양극화 극심 >
-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선에 달할 정도로 내수 위주의 경제이자
시장 잠재력이 높음.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였으며 경기 호황에 따
른 가계소득 증가 및 중산층의 성장으로 소비활동이 왕성
- 다만 극심한 빈부 격차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 중하위층의 소득 증가가 절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필리핀의 소득별 계층을 A등급~E등급까지 총 다섯 단
계로 구분 시, A등급(9.5%), B등급(6.2%), C등급(13.4%), D등급 (31.3%), E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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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39.6%).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반면, 중하위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70.9%를 차지하며 빈부 격차 극심한 시장
- 중산층을 공략한 마케팅 전략 필요. 경기호황과 고성장의 결실로 구매력
및 소비심리가 확산되었으며 외국 문화와 상품에 친숙한 문화. 특히
K-pop, K-drama 열풍으로 한국식 화장, 패션에 대한 호기심이 제품 구매
로까지 이어짐. K-beauty, Fashion 관련 제품 도입에 현지 수입 및 유통
업체도 적극적

< 현금결제 선호하던 필리핀 전자결제 서비스 주목 >
-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은행 계좌가 있는 필리핀 성인 중 18%만
이 대금 결제를 은행 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나머지 64%는 현금 결제를 선
호한다고 답변할 정도 현금결제 선호. 특히, 다수의 사람이 개인 물품 구매,
요금 지급, 대출 상환에 있어서 현금 사용을 여전히 선호. 이는 편의성이
강조된 전자 플랫폼의 결제 서비스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필리핀 신용 카드 총 거래량은 2019년
현재 전년 대비 18% 증가한 PHP 1.2조에 도달. 국내 유통 중인 신용 카드
수는 2019년 10% 증가하여 109 만장을 기록. 신용카드 수요 증가는 소비
자들이 넷플릭스, Spotify 등과 같은 온라인 가입 상품을 구매, 온라인 마
켓 이용, 여행상품 예약과 같은 소비행태 변화에 기인. 이러한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BPI(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와 같은 필리핀 현지 은행
들은 소비자 그룹별 맞춤형 카드를 출시하는 중
- 필리핀 인구의 4분의 3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
은 필리핀 전자결제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는 이유. 2019년 기준
12,420만 명의 이동통신망 가입자가 있으며, 7,140만 명이 모바일 기기를
소유. 2017년에 전자결제 서비스는 132만 건의 거래 횟수와 PHP 1,740억
의 거래량을 기록
-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낮은 인터넷 속도·연결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높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혁
신을 통해 위챗(WeChat),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중국
내 전 지역에 활성화한 바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GLOBE와 PLDT의 전자결제 서비스도 그 추이를 주목해 볼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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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연한 불법복제 시장 속에서 OTT 성장 >
- 필리핀 사람들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한류 콘텐
츠를 소비하기 위한 플랫폼이 다양해짐. 필리핀인들의 한류 콘텐츠 주요 접
촉 경로로 지상파 TV가 여전히 강세
- 현지 한국드라마 팬들은 공중파 또는 케이블을 제외하고선 복제판 DVD
혹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어 합법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상황. 한류 콘텐츠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합법적 유통 채
널의 마련 등 불법복제 문제 극복 필요
-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보급률이 높아
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s)를 제공하는 업체도 늘어 온라
인 플랫폼 이용객이 늘어남
필리핀 주요 OTT 한류 콘텐츠 현황
업체명

특징
- (소개) 홍콩을 기반으로 한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 업체이며, 필리핀에서는
글로브(Globe) 통신사에서 2018년부터 출시

뷰(Viu)

- (금액) 30일 사용기준 99페소(한화 약 2,400원)
- (주요 K-drama) 남자친구(Encounter), 호텔 델루나(Hotel Del Luna),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My ID Is Gangnam Beauty) 등
- (소개) 한국 드라마 콘텐츠 제작에도 직접 참여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

넷플릭스
(Netflix)

시청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
- (금액) 30일 사용기준 370페소(한화 약 8,700원)
- (주요 K-drama) 아스달 연대기 (Arthdal Chronicles), 그녀는 예뻤다 (She Was
Pretty), 태양의 후예 (Descendants of the Sun) 등
- (소개) 싱가포르의 통신사업자인 싱텔(Singtel)과 소니 픽쳐스(Sony Pictures),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Warner Bros. Entertainment)와 합작하여 설립

훅(HOOQ)

- (금액) 30일 사용기준 149페소(한화 약 3,500원)
- (주요 K-drama) 풀 하우스 (Full House), 대장금 (Dae Jang Geum), 별에서 온
그대 (My Love from the Star) 리메이크작 등
- (소개) ‘아시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며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로
2005년도부터 필리핀에서의 서비스를 시작. 최대 5개까지 디바이스 연결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 없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통신사 요금과 결합하여 이용 요금을

아이플릭스
(iflix)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금액) 30일 사용기준 129페소(한화 약 3,000원)
- (주요 K-drama) SKY캐슬 (SKY Castle), 김비서가 왜 그럴까 (What's Wrong
with Secretary Kim?), 태양의 후예 (Descendants of the Sun),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My ID Is Gangnam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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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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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명 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 인 구 : 약 747만 명
○ 면 적 : 약 1,104㎢ (서울의 1.8배)
○ 민족구성 : 한족 92%, 필리핀계 2.5%, 인도네시아계 2.1%, 기타
○ 종 교 : 불교 21.2%, 도교 14.1%, 개신교 6.7%, 천주교 4.9% 등
○ 언 어 : 광둥어 88.7%, 영어 3.1%, 중국어
○ 정치체제 : 일국양제
○ 1인당 GDP : 약 48,755 달러 (세계13위)

홍콩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홍콩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2016년 이후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는 증가하여 60만명을 돌파
하였지만 2019년 홍콩 반중시위 등 정세불안이 이어지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연령별 동향) 2018년 방한 홍콩 관광객은 전체 89.7%가 50대 이하의 젊은층.
여성은 4년 연속 10만 명 넘게 방한하여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여행행태) 2018년 기준 홍콩인 방문객의 한국 방문 횟수는 ‘4회 이상(33.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회(27.9%)’, ‘2회(21.8%)’, ‘3회(16.9%)’ 순
- (만족도) 2018년 한국 여행 만족도는 전년대비 0.6%p 감소한 92.7%로 전체
외래객 93.1% 대비 약 0.4%p 낮은 편
* 홍콩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홍콩→한국

683,818

3.9%

694,934

1.6%

88,671

-82.2%

홍콩→경기도

69,066

0.9%

60,459

-12.5%

7,714

-87.2%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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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한류동향) K-드라마부터 예능, 한국어까지 한류 고레벨 시장 홍콩
- 홍콩 내 한류는 드라마에서 시작됨.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까지 홍콩을 휩쓸며 인기를 누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OST에도
이어져 <괜찮아 사랑이야>, <상속자들>, <호텔 델루나>와 같은 히트 트랙
이 나오기도. 또한 다양한 예능물도 홍콩 시청자들을 찾아갔는데, 2018년
부터는 음식과 여행을 테마로 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등
이 특히 높은 시청률 기록.
- 한국 영화의 활약도 눈에 띄는데, 특히<부산행>, <신과 함께 1, 2> 등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관객몰이에 성공.
-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를 벗어나 동방신기와 빅뱅, 현재 월드스타
가 된 방탄소년단까지 계보가 이어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
증가. 한식의 대중화와 방한 홍콩인 증가까지, 홍콩의 한류는 10여 년 간 지
속. 가장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는 K-Pop. 블랙핑크는 떠오르는 K-Pop 스타
로 홍콩에서 이미 월드스타 대우. 발매하는 곡마다 신기록을 깨는 중. 특히,
멤버 제니의 솔로앨범은 홍콩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많은 인기.

○ (K-드라마, 방송) 코로나19를 돌파하는 생존법 ‘한류 드라마’
- 홍콩 시위와 코로나 19가 연이어 터지며 콘서트, 팬 미팅 등 각종 문화 이
벤트가 취소되며 한류 콘텐츠의 유입에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한
류의 효자 콘텐츠인 드라마가 다시 힘을 쓰게 되자, 드라마에 삽입된 OST
도 덩달아 큰 인기를 얻으며 K-Pop의 명성도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 드
라마가 홍콩에서 방영을 시작하며, 드라마에 삽입된 곡들도 다시금 사랑을
받으며 홍콩 아이튠즈 차트 상위권. 태연의 <그대라는 시>, 거미의 <기억
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과 헤이즈의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등이
대표적인 히트곡이며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쓰> 두 드라마 모두
OST도 크게 히트를 기록.

○ (K-POP) 13년간, 식지 않고 있는 K-Pop 열기
- 2006년 전후부터 홍콩은 K-Pop열풍. 동방신기의 1세대 한류 전파를 시작
으로 슈퍼주니어, 신화, 싸이, 빅뱅이 그 계보를 이어감. 2014년 이후,
K-Pop스타들의 홍콩 공연과 홍콩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 MAMA,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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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드라마들의 OST가 홍콩을 흔들고 있다. 대중성과 세련된 음악성, 그
리고 가수 및 아이돌의 수려한 외모와 매력이 주 인기요인으로 꼽힘. 최근
에는 EXO와 월드스타가 된 BTS가 홍콩 한류 인기에 열기를 더하고 있음.
- 블랙핑크, 트와이스, 모모랜드, 에이핑크, 있지 등이 그 대표 주자로 이들은
KKBOX, 아이튠즈 등 홍콩 음반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며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음.

○ (K-영화) 홍콩은 지금, 한국영화 전성시대
-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홍콩에서 최고의 히트를 기록. 이후 영화 <아가
씨>, <부산행>이 호평을 받음. 특히 부산행은 개봉 첫 주, 21,678홍콩달러
(한화 31억 원)을 기록. 홍콩에서의 최종 기록은 66백만 홍콩달러(약 100
억 원). 2017년 8월에는 <군함도>가

개봉 첫 주말에 쟁쟁한 경쟁 작품들

사이에서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2018년에는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이 개봉21일만에 4천6백만 홍콩달러 수익을 기록. 이는 홍콩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 기록을 세운 ‘신과 함께-죄와 벌’보다 빠른 시간 내에 흥행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한국 영화가 한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성장하고
있음.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홍콩 내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는데,
역대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중 흥행 1위를 달성.

○ (K-푸드) 홍콩 실생활에서도 맛볼 수 있는 3대 간식 : 치킨, 떡볶이, 맥주
- 전통요리가 관심을 받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치킨과 떡볶이 등 서민적
인 음식도 주목을 받고 있음.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즐겨먹던 치
킨과 맥주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음. 드라마 이후, 30여 개의 한국
식 치킨 전문점이 생김. 홍콩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파크앤샵’과 ‘웰컴’매
장에서 쉽게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음. 굽네치킨, 피자마루, 스쿨푸드
등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홍콩에서 성업 중.
- 가정식 요리가 아닌 프랜차이즈업체도 인기.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홍콩
시내에서 444개의 한국식당이 영업 중. 작은 식당부터 대형 요식업계까지
다양. 특히 굽네치킨은 오븐에서 굽는 방식으로 홍콩인들에게 부담없이 다
가감. 스쿨푸드는 홍콩 최대 레스토랑 포털인 오픈 라이스에서 ‘베스트 레
스토랑 어워드2015’에서 한국 레스토랑 1위를 차지.
- 2019년 현재 한국 음식과 더불어 한국 맥주의 홍콩 내 인기가 대단. 맥주는 최
근 3년간 홍콩 한국 농 식품 수출 품목 3위 안에 들고 있으며, 2018년 한국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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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600만 달러(한화 약 435억 1,700만 원).
-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았던 홍콩인들이 한국 불닭볶음면에 빠짐. 홍콩인의
입맛에 맞는 단맛과 매운 맛이 조화를 이루어 인기를 끈다고 분석됨. 불닭
볶음면 먹기에 도전한 후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올리는 등 식문화를 놀이
문화로 바꾸고 있음.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바나나우유,
허니버터칩, 불닭볶음면, 요구르트 젤리 등이 홍콩 소비자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했으며 현재까지도 인기.

○ (K-뷰티) 홍콩인들의 또 다른 방한 목적 ‘K-Beauty’
- 홍콩인들에게 ‘미용·성형 강국’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국. 많은 홍콩인들이
화장품 구입 혹은 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함. 홍콩인은 미용에 월 평균
900홍콩달러(한화 145,000원)소비. 한국 기업들은 이미 홍콩에 진출. 홍콩
젊은이들이 몰리는 침사추이, 몽콕 등에서 쉽게 한국매장을 찾을 수 있음.
2-30대 여성들의 80%가 한국 브랜드 및 제품에 높은 호감도를 보임. 한류
스타들이 사용하는 미용기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케팅 주 타겟.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트렌디하고 혁신적이라고 인식하며 인기가 높은 편.
- 홍콩 내 한국 미용실도 성업 중. 10여 년 전만 해도 홍콩 내 한국 미용실의 주
고객은 홍콩에서 거주하는 교민 위주. 하지만 현재는 70% 이상이 홍콩 현지인
- 홍콩 내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꾸준해. KOTRA 홍콩무역관의 통계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홍콩 화장품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3년 9.8%로 5였으나
이듬해 12.4%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 그리고 2015년 18.4%까지 확대되
면서 2년 만에 8.6% 포인트의 점유율을 끌어올려. 2016년 8월까지 점유율
은 무려 25.9%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이
니스프리 등 중저가 한국산 화장품이 홍콩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
데 고급 화장품 시장도 점차 성장하는 추세

시 사 점

(2020 태국 진출전략<KOTRA>, 홍콩 무역관)

○ 잠재력이 풍부한 마켓, ‘홍콩’
- (경제규모) 2019년 1인당 GDP 세계 14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홍콩의 경제 성장세도 부진 예측. 수출의존도가 높은 도
시기 때문에(식음료

부문 수입품 90%)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도조약(송

환법) 반대 시위와 코로나19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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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내 교역 및 서비스의 Super-Connector
*홍콩 경제에서 무역, 유통, 물류, 서비스산업이 GDP의 93% (2015년 기준)

- (물류) 세계 5위 규모의 홍콩항, 세계 1위 규모의 화물수송량 (2017년 기준)
- (외환시장) 아시아 2위, 세계 4위. 일평균 외환거래액 4,370억 달러
*2016 기준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대중문화) 홍콩은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중 갈등에도 불구
하고 K-Pop,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 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음. 중국 시장
이 차단되면서 한류스타들의 홍콩 콘서트와 팬 미팅이 오히려 증가 추세.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현지 시장 협소 및 경쟁사 대거 진출로 이익 창출 어려움, 고급인력
부족, 높은 부동산 임차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 등.
- (기회요소)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규제와 법규, 합법적 절세 가능, 비즈니스 인
프라 우수, 아시아 내 물류창고 및 공급망의 핵심 역할, 2019 수출입 낙관적
인 전망, 인프라 건설로 홍콩 여행객 증가(2014년 이후 2018년 역대 최다 관
광객 유치), 한-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시행 등.

< 2019 홍콩시위에 울고 웃는 내수시장 >
- 홍콩 정부는 홍콩의 안정성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홍콩은 안전합니다.'라는 광고 홍보를 시행하며 침체되는 경기를 회복시키
기 위해 노력. 시위는 주로 중-홍콩 접경지역과 주요 정부기관이 위치해 있
는 홍콩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일반 시민 또는 관광객들의 이동에
불편함 초래. 시위 발생지역 접근, 이동, 외출 등이 제한적임에 따라 오프라
인 구매 대신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
- (관광업) 2019년 8월 홍콩 방문객 350만 명으로 7월의 520만 명 대비 약
40% 감소. 15주째 지속되는 시위로 홍콩 방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주요
호텔이 최대 70%까지 숙박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대응조치 시행
※ '18년 기준 관광업 홍콩 GDP 4.5% 차지, 노동시장의 6.7% 관광업 종사

- (소매·투자) 홍콩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매판매(요식업,

소매유통 등)

실적이 2019년 7월부터 급속하게 악화되고 투자 실적 하락세
- (전자상거래) 시위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
객이 감소한 반면 전자상거래 매출은 확대. 홍콩의 주요 온라인 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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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TVmall의 상반기 상품 거래액은 12억8600만 홍콩 달러(약 US$ 1억
6500만)이며, 전년대비 57.4% 상승. 많은 홍콩 시민이 외출을 줄이고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로 생활용품 및 식품 등을 구매. Statista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2019년 9월 기준 47억
4200만 달러이며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위기 속 새로운 Opportunity >
- (코로나 동향) 홍콩 정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대부분 기업은 재택 또는
단축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출근시간 분산 등
의 탄력적인 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기
업은 자발적으로 해외 출장, 외부 미팅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대부
분 전시회, 대형 행사도 취소 혹은 연기 조치
- (언택트(untact) 소비 증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위와 코로나19로
인해 홍콩의 전자상거래 주문량이 급증하고 홍콩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HKTV Mall은 2020년 2월 매출액 4억8200만 홍콩 달러(약

6179만 달러)로

집계

됐으며, 전년대비 169.3% 증가. 홍콩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2020
년 홍콩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전년대비 10.3% 상승해 266억8780만 홍콩
달러(약

34억2151만 미국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향후 홍콩의 전자 상거래

는 지속적인 확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홍콩 시장을 타겟팅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온라인을 통한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 (재택근무에 따른 홍콩 배달 시장 확장)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기 위해 홍콩
시민들은 집에서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며, 다양한 음식을 간편하게 즐김. 홍
콩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한 딜리버루(Deliveroo)의 경우 2020년
1월 주문량이 전월 대비 60% 증가
- (배달앱을 통한 생필품 판매 서비스 확대) 홍콩에서 최초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푸드판다(Food Panda)는 생활용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
하는 판다마트(Pandamart) 설립. 기존의 배달원 및 네트워크를 통해 배달음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을 배달.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배달시간을 15
분으로 줄여 고객들이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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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싱가포르
○ 인 구 : 585만 342명 (세계113위)
○ 면 적 : 718㎢ (서울의 1.2배, 세계190위)
○ 민족구성 : 중국계(74%), 말레이계(13%), 인도계(9.2%) 등
○ 종 교 :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등
○ 언 어 :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정치체제 : 내각책임제
○ 1인당 GDP : 약 65,233 달러 (세계5위)

싱가포르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싱가포르 관광객 추이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던 싱가포르 방한 성자률
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20.4%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 기저 효과로
38.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216,170명,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3% 증
가한 231,897명 2019년(1~9월 누계)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51,661명
이 방한함.
- 전체 외래객 대비 방한 싱가포르인 비중은 1% 대로 작은 편이나, 메르스 발
병 시기인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매년 20만 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
- 방한 싱가포르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23.0%,
49,436명)’ 였으며, ‘개별여행(92.2%)’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 싱가포르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19

2020 3분기*(코로나)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231,897

7.3%

246,142

6.1%

17,278

-88.6%

42,669

7.3%

74,827

75.4%

5,253

-93.0%

싱가포르→한국
싱가포르→경기도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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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한류에 대한 관심
- 싱가포르의 한류 시초는 드라마 ‘대장금(2004년)’, ‘궁(2006년)’이 큰 인기를 얻
었고, K-POP 걸그룹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널리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시
작.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K-POP을 선호하는 편이며, 드라마는 전 연령층에
인기. 싱가포르인들은 주로 인터넷, 케이블TV, 모바일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
를 접함. 현지에서 BTS와 Black Pink가 K-POP가수로 잘 알려져 있으나, 다양
한 K-POP가수에 대해서도 폭 넓게 팬층이 형성. 배우 ‘공유’가 2016년 영화
‘부산행’에 이어 2017년에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끔.

○ (K-드라마, 방송) 꾸준히 방영 중인 한국드라마
- <대장금(2004년)>, <궁(2006년)>, <꽃보다 남자(2009년)>, <해를 품은 달(2012년)>,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년)>, <별에서 온 그대(2014년)>, <태양의 후예(2016년)>,
<구르미 그린 달빛(2016년)>, <도깨비(2017년)>,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년)> 등
한국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인기. 그밖에도 <런닝맨>, <삼시세끼>, <강식당> 등 다양
한 예능프로그램이 싱가포르인들에게 사랑 받아. 싱가포르 유일 지상파 방송국인
MediaCorp의 채널뿐만 아니라 KBS World, S One, Oh! K, Channel M, Arirang
TV, tvN 등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도 최신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접해.

○ (K-POP) 싱가포르 젊은층의 주목을 받고 있는 K-POP
- 현지에서는 거의 매월 K-POP 콘서트가 개최도리만큼 K-POP이 큰 인기를 얻어.
지난 2019년 1월에 싱가포르 내셔너르타디움에서 개최된 BTS콘서트에는 4만 5
천여명의 관객 모여. 2019년 11월에는 Kamp Singapore K-POP 콘서트 행사가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우주소녀, 청하, 손승연, 모모랜드, Stray Kids,
NCT 127 등 다양한 가수들이 싱가포르 관객에 선보임. 주요 K-POP 행사는 싱
가포르 영문 일간지 The Straits Times에 소개될 만큼 현지의 관심이 뜨거움.

○ (K-영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K-영화
-

‘부산행’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201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
충’이 싱가포르에 개봉되어 현지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 등 한국 영화의 인기가
점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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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2020 싱가포르 진출전략<KOTRA>)

○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 ‘싱가포르’
- (경제규모) 2019년도 2분기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최저치(0.1%) 기록.
*2018년 GDP 기준, 세계 34위(약 3,641억 5,665만 7,769.9 달러)

- (소비력)
- (투자) 2019년 상반기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81억 싱가포르달러의 높은
투자금 유치에 성공, 동남아시아의 금융허브인 만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
자가 전체의 약 54.5%로 가장 크고, 그 뒤로 도소매업(18.5%), 제조업
(11.6%) 순의 비중을 보임.
- (시장분석)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급증은 없었으나 2019년 상반
기 고용시장이 밝지 않음. 싱가포르 정부의 자국민 대상 고용 확대 장려에
도 불구, 한국인에 대한 수요 존재.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과 같은 글로
벌 IT 기업들의 기술영업직 또는 서비스직과 연간 1,800만 명이 넘는 관
광객의 수혜를 입고 있는 호텔·요식업 서비스직 또한 한국인 직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함.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작은 내수시장, 높은 물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인력관
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
- (기회요소)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는 안정되고, 일
관된 정부정책, 親기업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싱가포르 내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함.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문
화적 진입장벽이 낮음.

< 헬스케어 시장 성장 >
- (헬스케어 시장) 싱가포르는 ‘헬스케어 2020 마스터플랜’을 통해 의료시설
확대, 공공분야 의료 전문가 육성, 의료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음. 전
세계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 지출이 1인
당 평균 3천 미국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자국민 대상 장기
요양보장제도의 지원 금액 및 대상도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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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키워드 소비재 시장 >
- (시간여건) 싱가포르 보건부가 2021년까지 트랜스지방의 주요 원재료인 정
제공유지(PHOs)를 함유한 모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수입 제품 및 가공식품 또한 대상으로 함. 또한 싱가포르 보건부는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해 음료 제품의 설탕함유량을 규제하는 설탕세 도입 고려
중. 싱가포르 음료제조업체 7개사는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제
품의 설탕 함유량을 12% 이하로 낮추기로 약속함.
- (진출전략) 싱가포르 정부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각종 식품 관련 규제가
도입하면서 맛과 영양소를 고루 갖춘 웰빙 이미지의 한식을 찾는 싱가포르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기업은 수출식품생산 시 성분에 유
의하여 싱가포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 필요. 식품 이외에도 화학 성
분이 없는 천연제품과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인기가 늘어나는 추세.

< 5G 시장진출>
- (시장규모 및 잠재력) 싱가포르는 2020년까지 4개의 전국적인 5G 네트워
크를 구축할 계획. 싱가포르는 동남아 내 5G 기술을 통한 수익 창출 잠재
력이 가장 큰 나라로서, 2025년까지 통신사의 수익이 5.1억 미국달러 예
상.

특히, 싱가포르는 5G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모

바일 연결성을 확대하여 2025년 5G 보급률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진출전략) 싱가포르 5G 시장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나 현지 3대
통신사 모두, 각각 Nokia, Ericsson, Huawei 업체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바 네트워크 분야로만 국한된 진출은 한계가 있음. 국내 통신･네트워크 대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서포트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A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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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캔버라 (인구 약 39만 명)
○ 인 구 : 약 2,549만 명 (세계 55위)
○ 면 적 : 약 768만㎢ (한반도의 35배)
○ 민족구성 : 앵글로색슨 85%, 아시아 9%, 원주민(애보리진) 3% 등
○ 종 교 : 기독교 67%, 무종교 26%, 기타 7% 등
○ 언 어 : 영어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연방제
○ 1인당 GDP : 약 5만 7,305달러 (세계 9위)

호주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호주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최근 5년간 방한 호주인 성장세는 등락을 반복. 2015, 2017년은
마이너스 성장률(-5.6%,

-1.0%)을

기록했으나 2018년 반등 성공(+1.8%).

- (연령별 동향) 2018년 기준 방한 호주인의 연령별 비중은 10%대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40대(18%)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여행행태) 2018년 방한 횟수는 ‘1회(50.1%)’, ‘4회이상(22.9%)’, ‘2회(17.8%)’ 순으로
방한 호주인의 절반 가량이 한국을 처음 방문.
- ‘개별여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94.3%), 한국 여행 만족도는 전체 외래객
(93.1%)

보다 상회. 최근 5년간 95%~98%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

* 호주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19

2020 3분기*(코로나)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호주→한국

153,133

1.8%

173,218

13.1%

22,534

-81.9%

호주→경기도

27,717

49.8%

24,077

-13.1%

3,132

-87.0%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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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24.0%) > 한식(16.8%) > 북핵위협/전쟁(6.8%) > 북한(6.3%)
- ‘18년 대비 K-POP 연상이 +3.0%p, 한국음식에 관한 연상이 +5.0%p 증가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식(37.8%) > 음악(28.8%) > 뷰티(25.8%) > 패션(22.8%) > 영화(21.0%)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33.9%) > 드라마(24.1%) > 뷰티(21.3%) > 예능(19.6%) > 음악(17.4%)
- ‘부산행(11.0%)’, ‘기생충(8.7%)’, ‘극한직업(2.7%)’ 등 한국영화를 선호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가장 선호하는 한국배우 아이유, 이민호, 송혜교, 박신혜, 김수현 등
- 선호하는 한국가수 방탄소년단, 싸이, 블랙핑크, 빅뱅, 비 등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방문 > 한국 화장품 구매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식품 구매 > 전통문화체험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해외통신원)

○ (한류동향) 비주류에서 주류문화로 도약이 필요한 한류
- 호주의 한류가 동남아, 중국,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한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아시아계 호주인을 중심으로 잠재적 수요 존재(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에서 호주는 하위 5위권 위치<한국관광공사 온라인 조사>).
- 주류 호주인들 중에서도 한국영화, K-pop 등 소수 마니아층이 형성.
-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호주 내 K-pop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랐
으며 현지 공영방송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고 있음. 최근에는 빅뱅,
BTS, GOT7 등 공연도 빈번하게 열려.

○ (K-드라마, 방송) 아시아계 시청자 중심 한국 드라마 소비 중
- 2018년 호주방송국 SBS on Demand에서 ‘굿닥터’가 방영. 아시아계를 중
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무료 시청이 대다수 차지. 한국 드라마의 지속적인
방영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 필요. 호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호텔 델루나>, <굿닥터>,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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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한국 힙합씬까지 아우르는 호주의 K-POP
- 2017년 시드니에서 CJ E&M 주관 KCON이 처음으로 개최되어 콘서트와 컨
벤션 행사에 수많은 한류 팬들이 참여함. 2018년부터는 연간 8~9팀의 다양
한 K-pop 그룹의 콘서트가 시드니, 멜번 등 호주 주요 도시들에서 개최.
- 최근 한국힙합 레이블 인디고뮤직(Indigo Music) 아티스트들과 <쇼미더머니>
로 사랑을 받은 슈퍼비, 쿠기 등이 참여한 공연이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개최.

○ (K-영화) 호주 박스 오피스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K-무비
- K-pop 만큼은 아니지만 2015년 이후 <국제시장>, <연평해전>, <암살> 등
한국의 최신 개봉영화를 호주 주요 도시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하는 등 한
국영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2015년 이후 매년 10여 편 이상의
한국영화가 현지에서 동시 개봉하고 있으며 2015년 14편, 2016년 15편,
2017년 21편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
- 제3세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일정을 주제로 한 영
화 <번 더 스테이지: 더 무비>, 상영 첫 주 매출액만 403,250달러를 기록
호주 이벤트 시네마에서 가장 큰 규모인 VMAX상영관에서 상영. 전 좌석
매진, 화면에 멤버들이 등장할 때마다 큰 소리로 호응. 한편, 방탄소년단은
2017년 호주 시드니 공연에서 매진을 기록한 바 있음.
- 2019년 1월 말, 호주에서 우리말한글사전 제작 영화인 <말모이> 개봉. 총
6개 도시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한류 팬들과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에게 개봉 전부터 관심을 받음. <백두산>, <기생충>, <버닝>, <봉오동 전투>,
<엑시트>, <타짜> 등 연이어 개봉.

○ (K-푸드) KFC(Korea

Fried Chicken)

한국치킨의 전성기, 호주에서 이어가

- 가장 있기 있는 한류콘텐츠가 한식(37.8%)일 정도로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
실제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과 같은 주요도시에서 한식당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한국식 치킨을 파는 곳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기 또한 높아지는 중.
- 한국 치킨은 ‘치맥 문화’와 함께 독특한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크게 주목. 이로 인해 치열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에 눈을 돌리는 치킨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해외 진출 비중 차지.
- 현지 미디어에서 KFC를 ‘Korean Fried Chicken’로 바꾸어 언급할 정도로
한국식 치킨 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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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변화하는 호주뷰티 시장, K-Beauty 잠재 성장력 높아져
- 온라인에서 화장품과 스킨케어를 구매하는 호주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대형 약국채널의 점유율이 높아져.
- 소비자 동향 리서치 기관인 로이 모건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미
용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확률은 지난 2014년 평균 3개월 동안 18%에
서 2018년에는 26%로 증가. 평균 6개월 동안 화장품을 구매하는 호주 여성
이 지난 2014년 480만 명에서 2018년에는 5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
- 2014년 약 33%의 여성이 약국체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지만 2018년에는
약 42%의 여성이 약국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등 화장품의 온라인 구매로
의 전환은 오프라인 매장 유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침

(호주 통신원 ‘19.03)

-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햇볕 노출이 많고, 이로 인해 강한 자외선과 건조로
인한 피부 고민이 많아. 이에 따라 안티에이징과 보습 등의 기초케어에 대
한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 부쩍 높음. 특히 스킨케어에 민감한 고객들인 만
큼 성분, 품질, 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해 구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피부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해 K 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

시 사 점

(2020 호주 진출전략<KOTRA>, 해외통신원)

○ 28년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률 기반 첨단산업이 발달하는 호주
- (경제규모) 지난 28년 동안 연속 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금융
위기 이후 2019년 호주 경제성장률 역대 최저치인 1.7% 기록(호주 통계청)
*2016~2018년 GDP 성장률 : 2016년 2.8% → 2017년 2.4% → 2018년 2.8%

최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부동산
투자의 하락, 가계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 주춤
- (산업동향) 건설경기 침체로 도심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며, 가격
하락 및 주거용 아파트 공실률이 증가. 정부지원 정책에 따른 교육, 관광, 금
융,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은 꾸준히 성장 중
- (시장분석) 쇠퇴하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4차 산업의 핵심인 첨단 제조
기술 육성 노력, 호주의 첨단 제조 기술 분야 ‘스마트 마이닝’은 전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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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최대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제 상황에 따른 영
향력 높은 시장, 적극적인 FTA 개방정책으로 대호주 아시아 수출국 간에 가
격경쟁 심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 서비스·1차
산업 위주
- (기회요소) 호주 4대 무역파트너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상승, K-뷰티,
K-푸드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류 확산,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활용
도 높은 시장, 투명한 현지 유통구조 및 수출입 관련 제도

< 급속도로 성장하는 호주의 온라인 & 모바일 쇼핑 시장 증가 >
- 2018년 기준 전체 호주 가구의 73% 이상이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 비즈니스 발달.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온라인 가격 비교
트렌드 형성되어 있으며, eBay, Amazon 등 다수의 셀러가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인기, 구독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공생하는 개념으로 발전. 온
라인 쇼핑의 경우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 유통사에
서는 Click&Collect, Pop-up 스토어 등 옴니채널을 통해 극복하고 있음
- 호주 소비자들은 주로 PC를 이용해 쇼핑하지만 결제를 모바일 폰으로 하는
것을 선호. 매년 데스크톱, 노트북을 통한 쇼핑 결재는 감소하는 반면, 편리함,
보안 등의 이유로 모바일 폰을 통한 구매율은 2018년 연간 28% 증가

< 아시아 출신 이민자 중심 K-소비재 수요 증가 >
- 호주 대형 유통망과 시내 중심지에 한국 브랜드 진출 활발. 호주는 아시아 출생
성인 이민자 수가 49.3%로 유럽 출신 이민자 50.7%와 비슷한 수치로 상승. 강력한
바잉 파워를 가진 아시아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한국산 소비재 수출 기회 확대
- K-뷰티, K-푸드를 선두로 한국산 소비재 인지도 상승 중. 현지 백화점,
화장품 전문매장에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다수 입점하였으며, 한국 화장품
제조사와 협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 불고기와 닭갈비 등이 호주 대형
슈퍼마켓의 PB 상품으로 출시, ‘불닭볶음면’ 등 한국 히트상품을 판매하며,
아시안 식료품 코너를 확장 중임. 한국의 치킨 업체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해 주요 쇼핑센터에 입점, 떡볶이 프랜차이즈도 멜버른 시내에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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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얼 세대의 신소비 트렌드 맞춤 현지화 필수 >
- 호주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 호주 인구의 약 27.6%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력이 큰 폭으로 증가. 밀레니얼 세대는
건강을 챙기는 실속있는 세대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유기농,
고단백질, 친환경 식품을 찾는 경향이 높음. 차량 공유 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밀레니얼 세대가 관심을 두는 분야로 산업 전망이 밝음
-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게임을 하면서 과제까지 하는 등
멀티 태스킹에 능하며, 건강과 식생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전 세대와
달리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서비스는 온라인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
- 호주 소비자의 트렌드 반영, 현지화 필수.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니스,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등이 반영된 제품 인기이며, 비거니즘
열풍에 따른 식물성 식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관련 식음료 유망.
한국적인 것은 살리되 현지 시장에 맞는 패키징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
-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입점 되는 등 현지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수요 상승 중으로 한국산 프리미엄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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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류시장 동향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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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워싱턴 D.C. (인구 약 65만 명)
○ 인 구 : 약 3억 3,000만 명(세계 3위)
○ 면 적 : 약 983만㎢ (한반도의 45배, 세계 3위)
○ 민족구성 : 백인 60.7%, 히스패닉 18%, 흑인 13%, 아시아계 6% 등
○ 종 교 : 개신교 48.5%, 가톨릭 22.7%, 기타 25%
○ 언 어 : 영어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1인당 GDP : 약 6만 5280달러(세계 7위)

미국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미국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세. 2019년
방한 미국인은 783.314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
- 2016년도까지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방한 규모가 컸으나 2017년
대만에 뒤처지며 ‘제 4의 방한시장’을 유지 중.
- (여행형태) 개별여행(97.9%)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조사 대상국 중 1위.
- (만족도) 최근 5년간 약 96%대의 높은 수치로 조사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음.
특히, ‘언어소통’(69.9%) 만족도의 경우 조사국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미국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미국→한국

967,992

11.4%

1,044,038

7.9%

182,849

-76.7%

미국→경기도

234,254

8.3%

281,890

20.3%

49,369

-82.5%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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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KOFICE>)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19.0%) > 한국음식(12.6%) > 북한(6.6%) > 북핵위협(5.8%)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국음식(37.2%) > K-POP(29.4%) > 뷰티(29.4%) > 패션(23.4%)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57.4%) > 드라마(21.4%) > 뷰티(20.8%) > 예능(19.7%)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BTS, 싸이, 블랙핑크, 지드래곤, 이민호, 수지, 박신혜, 공유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식품구매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방문 > 한국 전통문화 체험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K-콘텐츠 소비가 한국 상품 관심까지 연결
-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로 K-pop, K-Cinema, K-Drama 등이 있음.
특히 올해는 K-Cinema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
독의 <기생충>이 큰 반향을 부르고 있음. 할리우드 필름어워즈에서 필름
메이커상을 받고 뉴욕타임즈에 두 차례 대서특필 됨.
- 최근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K-pop은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한류 콘텐츠.
특히 온라인 SNS를 활용한 정보 공유, 팬클럽 활동이 활발. K-pop패러디,
리액션, 립싱크 등 K-pop을 매개로 한 동영상 제작이 유행.
- 방탄소년단이 ‘제6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공연. 비록
단독이 아니라 합동 공연 형태였지만,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팝계 최고 권
위의 그래미에서 보인 첫 무대라는 점에서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
- 코로나19 사태에 장기 보관 용이한 한국 식료품 인기. 특히 개별 포장된
약과는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도 길어 인기.
한국 식자재를 판매하는 H 마트(H Mart)는 최근 사재기의 주요 타깃이
되는 한국 라면, 햇반 제품의 1인당 구매수량을 한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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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라마, 방송)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한류 방송 프로그램
- 최근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사용 상품을 시판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 증가 추세. 미국 내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K-드라마 시청도 높아져. 넷플릭스, 훌루, 유투브, 아
마존 등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해 한국 드라마가 거의 실시간 제공되고, 제
공되는 한국 드라마 수도 증가 추세.
- 넷플릭스의 경우 JTBC, CJ E&M, tvN 등과 방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수가 증가하면서 할리우드의 한국 작품 판권을 구
입해 미국 방송 프로그램으로 리메이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 KBS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미국 ABC 방송의 프라임타임에
정규 편성되어 전체 드라마 중 시청률 2위, 한국 드라마 최초 시즌3까지 제
작. 또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역시 미국판으로 리메이크 될 예정.
- 예능 프로그램 <복명가왕>의 리메이크 버전은 첫 방송 시창자만 935만 명으
로 지난 7년 중 최고 시청률 기록. 미국 쇼 프로그램으로서는 최근 수년간
보기 드문 18.49%의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음.

○ (K-POP) 유튜브가 밀고 팬들이 끌며 힙(hip)한 문화로 자리잡음
- K-Pop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은 ‘2019 아메리칸 뮤직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 AMAs)’에서 팝/락 듀오/그룹 부문, 올해의 투어상, 가장
사랑받는 소셜 아티스트 상 총 3개 부문을 석권.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미국 주류 사회 대표 음악 시상식에서 케이팝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짐.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훌루, 숨피 등이 한류콘
텐츠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 그 중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 대표 음악
콘텐츠 서비스에서 K-Pop의 카테고리가 따로 개설되는 등 한국 음악 콘텐
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 유튜브는 K-Pop을 향유하고 공유하는 일종의 ‘팬 커뮤니티’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반. 뮤직비디오 리액션영상, 커버댄스영상 등 팬
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가 더해져 자연스럽게 K-Pop 확산.
(미국 한류 심층분석, 2018)

- 라인과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K-Pop 관련 물품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 케이팝 그룹의 얼굴이나 캐릭터, 로고가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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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봉, 티셔츠 등의 굿즈를 통한 수익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
- KCON은 2012년 LA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높은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석 매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한류 페스티벌. 2019년 총 방문객 10
만 3천명 기록. 스테이플스에서는 K-Pop 가수들의 콘서트가 진행, 컨벤션
센터에서는 드라마, 영화, 뷰티, 패션, 음식 등 한류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
일 콘텐츠 체험 기회 제공.
- K-Pop은 10-20대가 주된 팬층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음. K-Pop을 넘
어 음식, 뷰티&패션 등 K라이프 스타일로 확산되기 때문. 이미 미국 청소년
들 사이에 힙(hip)한 문화 장르로 꼽힘.

○ (K-영화) 미국 할리우드 중심에 한국영화가 우뚝 선 순간
- 미국은 336만 7,488달러(39억 7,841만 원)를 기록하며 세 번째로 높은 한
국영화 수출국.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한국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
상 수상, 아카데미 영화상 4관왕 달성,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까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움. 그동안 한국영화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미국 할리우드 중심에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
상,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을 휩쓸었음.
- 독특한 독창성을 지닌 한국 감독과 한국영화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미국 현지 대형 극장에서의 유료상영과 학교, 동호회, 영화제 등을 대상으
로 한 무료상영이 빈번함.
- 미국의 대표 넷플릭스가 2016년에 영화 <부산행>과 <판도라>, 2017에는
<강철비>와 <염력> 등의 전세계 배급권을 구매하고, 영화 <옥자>의 제작
비 전액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한국
영화 해외 수출 통로가 확장됨.

○ (K-푸드) 한식, 미국 매체들이 주목하는 트렌드
- 2019년 기준 미국 내 한식당은 약 5,000여개이고, 매출액은 약 6억USD 규
모로 전망됨.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식당 증가 추세.
(IBIS World, 2019)

- 미국 유명 TV 채널인 ‘Travel Channel’에서는 2019년 ‘꼭 먹어봐야 할 세
계음식 20선’에 불고기를 선정. 2020년 ‘미슐랭 가이드’ 뉴욕 편에는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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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레스토랑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한식 레스토랑 6개가 소개됨.
- 풀무원은 세계 최대 유통사인 미국 월마트와 미국 동부 유통 강자 퍼블릭
스 전 매장(총

5천여 개)에

입점해 김치 판매 시작. 미국인들이 일상 식단으로

김치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식이 관목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
- 하이트 진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사 주류 판매량이 최근 3년간 평균
15% 정도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약 1,800만 병이 판매되는 등 국산 주
류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Business

Korea, 2019)

○ (K-뷰티) 세계 화장품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새로운 도약
- 2018년 미국의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전년대비 약 25% 증가한 5
억1158만 달러 규모의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기록되며 그 규모
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미국 세포라에서 ‘코리안 하우스’라는 섹션을 따로 마련해 한국산 마스크,
아이크림 등을 판매하며 완판 신화를 세우자 미국 프랜차이즈 화장품 편집
숍 울타뷰티, 약국 CVS 등 너도나도 판매하기 시작.
- 뉴욕의 자존심 중 하나인 에스티로더가 최초로 아시아 뷰티 브랜드 닥터자
르트와 모회사 해브앤비를 인수함. 이번 인수합병은 약 1조 원 규모로서
에스티로더가 한류 뷰티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평가.
- 한류영향에 힘입어 많은 뷰티 유튜버들이 한국 화장품 사용기를 앞다투어
올리고 있고, 이렇게 올린 컨텐츠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현지 메이저
매체나 유통기업이 한국 화장품을 주목하기 시작. 당분간 한류인기와 K뷰
티 시너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K-게임) 주목받는 한국 게임사, 미국 게임시장 점령
- 국내 게임업체들이 미국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선전. 현지 모바일게임 주요
지표 상위 50위 중 7개가 한국 업체에서 서비스. 넷마블 게임즈, 컴투스,
넥슨, 엔씨소프트 등 한국 기업이 선전.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
레나'(미국 구글플레이 매출순위 4위 기록), 블루홀 ‘배틀그라운드 모바
일’(8위) 등이 인기.
- '2017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미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2016년 74억6100만
달러(8조1000억여원)으로 올해에는 101억6300만달러(11조4000억원)로 커질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은 세계 3위의 모바일게임 시장으로 한국의 두 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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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들은 게임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 지적재산권(IP) 확대에 집중. 게임의
인기는 시장 트렌드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반해 IP의 경우 한 번 쌓
아둔 이미지나 인지도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도 가능하기 때문.

○ (K-만화/애니)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자체 플랫폼 운영
- (만화)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미국, 중동 등에서 한국의 ‘레진코믹스’와 ‘라인
웹툰’이 앱스토어 만화부문 다운로드 및 수익순위 1, 2위 기록. 향후 웹 및
모바일 만화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의 변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
- (애니)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전시마켓에서 수출액은
1억4천200만 달러로 지난해(1억560만 달러)보다 34.4% 증가.

시 사 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미국 진출전략<KOTRA>)

○ 세계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시장
- (경제규모) 세계 1위,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
모의 시장.
*2018년 GDP 기준, 세계 1위(약 20조 4,940억 달러)

- (소비력) 풍부한 소비인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매우 높은 시장.
- (투자) 미국 연간 R&D 투자금액은 약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1/4차지.
- (시장분석)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개방 시장, 세계 각국 브
랜드 진출로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여부가 글로벌 브랜드의 척도로 인정.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최근 미국 경제성장 둔화, 정부 부채 급증, 주가 하락 등 경기침체,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한 미국단일 지역성‧문화성, 미-북 정치
적 갈등 및 북한 관련(남북분단, 북한 위협 등), 상업적인 한류콘텐츠 인식.
- (기회요소)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자 최대 수입시장, 가장 많은 신기술 보유국
및 세계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시장, K-뷰티‧K-푸드‧K-팝의 인기, 5G 무선통
신 상용화, OTT 서비스 확대, 히스패닉‧아시안 구매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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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필수 >
-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가장 많이 주목하며 투자하는 국
가로 꼽히며, 미국의 비지니스 오너 중 약 40%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판
매를 주도하고 있음.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한국 기업들 또한 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 방식의 변화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 방식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미국 시
장에의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 소비 시장을 대표하는 테크(Tech) 사용에 매우 능숙한 밀레니얼
세대 및 Z세대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대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방식까지 바꾼 1인 가구의 힘 >
- (가구형태) 비좁은 아파트 주거 스타일에 맞게 냉장고, 오븐 등 주요 가전
의 부피를 줄여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한 제품
- (식품시장) 대용량보다 단가 높아도 1인분씩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 음식
준비와 조리 과정 간편한 제품
- (생활용품)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사용과 보관이 용이한 제품
-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특성을 고려한 식품 및 소비재는 한국이 미국
에 비해 더 확산되고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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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브라질리아(인구 약 303만 명)
○ 인 구 : 약 2억 1,255만 명(세계 6위)
○ 면 적 : 약 851만㎢ (한반도의 38배)
○ 민족구성 : 백인 47.51%, 물라또 (혼혈인) 43.42%, 흑인 7.52%, 기타 1.55%
○ 종 교 : 가톨릭 73.8%, 개신교 15.4%, 기타 토속종교 등
○ 언 어 : 포르투갈어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1인당 GDP : 약 8,797달러 (세계 74위)

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KOFICE>)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30.8%) > IT제품/브랜드(8.0%) > 북핵위협(6.2%) > 경제성장(5.2%)
- ‘18년, ‘19년 모두 K-POP 인식이 가장 높았음.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국음식(46.6%) > K-POP(45.8%) > 애니메이션(41.4%) > 게임(40.8%)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49.5%) > 패션(28.5%) > 뷰티(26.5%) > 한국음식(23.4%)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BTS, 싸이, 블랙핑크, 엑소, 이민호, 이종석, 공유, 수지, 지창욱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방문 > 한국 전통문화 체험 > 한국 식품 구매 > 한국 음식점 식사
* 브라질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19,745

10.6%

23,788

20.5%

3,695

-78.9%

브라질→한국

※ 브라질 → 경기도 방문객 추정 불가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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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퍼지고 있는 한류문화
- 다른 나라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브라질이 K-pop을 시작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한-브라질의 교역의 장
애물이었던 문화장벽이 K콘텐츠, 한류로 점차 무너지면서 한식, 화장품, 자
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 증가 추세. 브라질은 2억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 규모면에서 남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다
른 남미 국가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남미시장의 교두보가 될 것.
- 현지 블로거, 유투버가 직접 한국 방문기를 올리고 한국 행사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한류문화가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퍼지고 있음.
- 한국 문화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비하
고 체험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 K-POP의 경우 커버댄스, 공연관람, 한
국 아이돌 메이크업 따라하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남.
- 한류문화원이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올인원(All-in-One) 페스티벌인
‘브라질 한류 엑스포’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3회 개최하여 현지에서 한류 확산.

○ (K-드라마) 브라질 내, 점차 영역을 확대해가는 한국드라마
- 브라질 내에서 대부분의 인기 한국 드라마의 경우 온라인 드라마 플랫폼을
통하여 주로 시청. 포르투갈어 자막서비스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비해서 상
당히 적은 편이어서 포르투갈어 자막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사
실상 유일한 시청 경로이며 시청자들에게는 아주 중요. 최근에는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지 공중파 채널에서 판권을 구매하여
포르투갈어로 더빙하여 공중파에서 방영하기도. 브라질 공중파 《Rede
Brasil》에서 방영한 <해피엔딩>, <그녀의 신화>,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
대표적인 예. 유료 채널에서 <아이리스>도 방영.
- 넷플릭스는 다수의 작품을 포르투칼어 자막으로 즐길 수 있어 한국어를 공
부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한국드라마를 현지에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 브라질 공중파 최초로 한국을 독점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클럽 코리아:Clube
Coreia> 탄생. 브라질 내 다른 채널을 통틀어서도 한국만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정
규방송으로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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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K-POP, 브라질 내 대중화를 꿈꾸다
- 라이브 음악시장이 발달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페스티벌도 개
최. 브라질 내 가장 인기 있는 K-콘텐츠는 단연 K-POP이며 2011년 사상
최초 큐브엔터테인먼트 패밀리 콘서트(포미닛, 비스트, 지나)가 브라질에서
열렸고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상파울루에서 2차례 10만 관중이 운진하
는 역대급 공연 개최.
- 2013-2019년간 수많은 K-POP 그룹들이 브라질로 왔으며 그 중 방탄소년단,
EXO, 소녀시대, 레드벨벳, 블랙핑크, 트와이스, 선미, 샤이니 등의 인기가 높음.
- 브라질 케이블 방송에서는 K-POP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도 생
겨 한국문화가 빠르게 매체로 유입. 젊은 마니아 층 중심으로 유튜브나 몇
개의 콘텐츠 플랫폼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한국문화를 브라질 공중파 방
송, 신문 그리고 잡지 등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중화 과정에 있음.
- 브라질 K-POP 팬들 중 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남성 그룹이 유독
여성 그룹보다 인기가 많은 경향이 있음. 최근에는 신인 그룹들이 해외 진
출시 우선적으로 남미 공연을 추진하고 있어 브라질 상파울루는 남미 케이
팝 등 한류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 (K-영화) 한류영화는 걸음마단계에서 성장 중
- 브라질 영화시장은 주로 할리우드 영화가 압도적이며 영화산업도 활성화되
어 있는 편. 한국영화팬들 사이에서는 박찬욱, 이창동 감독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은 감독들이 인기가 많음.
- 2016년 <부산행>이 브라질에서 상영되어 큰 인기가 얻은 바 있으며, 2019
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절찬리에 상영되었음. 주브
라질한국문화원에서는 매년 <한국영화제>를 통하여 5-6편의 한국영화를
소개하고 있음.
- 현지 배급사들이 한국영화를 수입·배급하여 현지 상영관에 공식 상영 되는
등 현지 영화팬들이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최근
<아가씨>, <택시운전사>,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등의
작품들이 현지 상업 영화관에 공식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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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영화 <기생충>만큼 유명한 한국 음식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석
권한 데 맞춰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가 한국 음식을 집중적으로 소
개함. 쌀밥과 김치, 반찬류 등을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으
로 꼽으면서 고추장·깻잎 등 전통 식자재, 불고기·비빔밥 등 국제적으로 유
명한 한식을 알림.
- 한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대부분 건강식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
식을 배우고 싶다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상파울루를 제외하고는 브
라질에서 한식 관련 식자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브라질 내에서
한식이 빠르게 확산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 (K-뷰티) SNS 타고 브라질에 파고든 K-뷰티!
- 2018년 기준 브라질 개인위생용품․향수․화장품 시장 매출액은 약 345억 달
러로 GDP 대비 화장품 시장규모 세계 1위. 브라질 화장품 시장 매출 전
세계 4위 규모로 대부분 매출이 세계 상위권 차지. 하지만 그 동안 브라질
경제의 침체와 높은 관세, 비관세율 등으로 인해 브라질 시장으로의 우리나
라 화장품 진출은 부진.
- 브라질 시장 진입장벽은 인증제도가 아니라 가격. 시장진입을 위해 공격적
인 가격 전략 수립 필요. 고요율의 세금 때문에 요구하는 가격을 맞추는
것이 어려움. 브라질 내 한국화장품 6~8배 비싸.
- 2017년부터 한국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늘
고 있음.
- 브라질 소비자들은 인터넷, SNS, 여행 등을 통해 K-뷰티를 접하고 한국 화
장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깜찍하고 밝은 톤의 캐릭
터와 세련된 디자인의 포장용기에 주목.

시 사 점

(2020 브라질 진출전략<KOTRA>)

○ 남미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
- (경제규모) 세계 9위, 경제규모면에서 전체 남미시장의 절반 수준.
*2018년 GDP 기준, 세계 9위(약 1조 8,686억 2,608만 달러)

- (소비력)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해 소비성향이 강함. 소비지출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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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저축률은 약 10%.
- (투자) 2017년 기준 브라질은 세계 6위 FDI 유치국으로 브라질에 투자 진
출하는 외국기업은 높은 수입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을 피해 브라질의 내
수시장을 공략. 2018년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도보다 12%
가량 하락. 높은 세금, 열악한 인프라, 관료주의 등의 애로사항인 ‘브라질
코스트’ 존재.
- (시장분석) 브라질은 국가면적(8,514천㎡), GDP(약

2조불),

인구(약

2억 명)

면에서

중남미 1위를 기록하는 국가로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 내수규모가
커 수출의존도가 낮으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높은 폐쇄적인 시장.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현지화 가치의 잦은 등락으로 인한 환 리스크 존재, 과도한 재정적
자로 정부 투자여력 상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성장 불확실성 심
화, 높은 세금, 열악한 인프라, 관료주의 등의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사업
운영 애로 존재.
- (기회요소)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 현지화 가지 하락 시기를 활용한 브라질
투자 진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브라질 상류층을 공략한 프리미엄 시장
확대 기대, 주요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한 사업 환경 개선.

< 브라질 중상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겨냥>
- 브라질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피부관리가 생활화되고 있어
얼굴용 스킨케어 제품, 선크림 등의 수요가 늘고 있음. 특히 건강함과 천
연재료 사용을 고려하는 화장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먹을 수 있는 화장품,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2018년 기준 브라질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약 33억 달러를 기
록했으며 2018~2023년 6년간 연 평균 3.6%의 성장률이 기대됨.
- K-Beauty 제품의 경우 브라질 중상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겨냥해야 효과적
임. 화장품은 수입관세 및 간접세, 유통마진이 높아 한국 화장품의 현지
소비자 가격은 중하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임. 중하층 소비자들을 위해서
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 또는 가성비 높은 세트로 구성된 화장품
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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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류시장 동향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터키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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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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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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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모스크바 (인구 약 1,250만 명)
○ 인 구 : 약 1억 4,593만 명 (세계 9위)
○ 면 적 : 약 1,708만㎢ (미국 1.8배, 세계 1위)
○ 민족구성 : 러시아인 80%, 타타르인 4%, 우크라이나인 2%,
140여 소수민족 8.41% (고려인 17만 명)
○ 종 교 : 러시아정교 75%, 이슬람교 5%,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등
○ 언 어 : 러시아어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1인당 GDP : 약 1만 1,288달러 (세계 53위)

러시아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러시아 관광객 추이
- (전반동향) 구미주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 방문이 일본보다 많으며, 평균 지출액이
가장 높음. 2016년 이후 3년 연속 러시아 방한객 증가세 유지 중. 2018년, 전년
대비 11.9% 증가한 302,542명으로 역대 최다 방한객을 수용함.
- (여행행태) 개별여행(95.6%)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조사결과 대비 에
어텔 여행과 단체여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방한목적은 ‘여가/위락’(69.9%),
‘사업/전문활동’(25.7%)으로 나타남.
- (만족도) 2018년 한국 여행 만족도는 전년 대비 1.9%p 증가한 97.3%로 전체
외래객(93.1%)보다 약 4.2%p 높음. 전체 조사대상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방한
만족도를 보임
* 러시아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19

2020 3분기*(코로나)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러시아→한국

302,542

11.9%

343,057

13.4%

67,078

-73.8%

러시아→경기도

35,095

1.4%

41,510

18.3%

8,116

-80.4%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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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뷰티제품(16.0%) > 자동차(14.8%) > 한국음식(13.3%) > K-pop(10.3%)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식(46.8%) > 뷰티(43.8%) > 패션(25.0%) > 음악(23.3%) > 게임(23.0%)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33.8%) > 드라마(21.4%) > 게임(19.2%) > 뷰티(18.3%) > 예능(16.0%)

○ 선호하는 한류스타
- 방탄소년단, 싸이, 선미, 블랙핑크, 이민호, 이종석, 조인성 등

○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영화
- 꽃보다 남자, 호텔 델루나, 킹덤, 배가본드 / 기생충, 올드보이, 부산행, 하녀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방문> 한국식품 구매 > 음식점 식사 > 화장품 구매 > 가전제품 구매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한류동향) 문화 수용력이 높은 러시아, 한류 마니아층 형성
- 러시아 한류는 1990년 중반 드라마에서 시작되어 2000년 이후 K-POP으로
확대. 현재 한국어, 영화, 식품, 뷰티, 관광으로 영역 확대 중. ‘까레이스카야
볼나’(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
순>을 시작으로 수많은 드라마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 공식적인 경로 없는
상태에서 한국드라마 열풍이 자발적으로 생겨남.
- 드라마와 K-POP으로 시작된 러시아 한류는 중국, 일본, 태국 등 다른 아시
아 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임. 다민족 국가이자 동서양 문화의 중앙에 위치한
러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문화 수용하며 각각의 문화에 대해 마니아
층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즐기는 네트워크도 생성. 러시아 내 한류 팬들은
세계적인 영토대국이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여건에 맞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CIS국가를 아우르는 온라인(SNS, YouTube)을 통해 적
극적으로 정보를 교류. 이들 사이트 운영진들은 K-Pop 신곡 등 한류 소식을
신속하게 소개하고, 드라마 노어 자막 역시 조직적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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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라마, 방송) 인터넷을 통한 K-드라마, 방송 시청이 주
- 2000년 이후 한국 방송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 한류 콘텐
츠 접촉 경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대로 된 자막이 드물었으나
현재는 마니아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막이 일반화되고 있음. 방영 중 인
기 드라마들은 한국에서 방송이 나간 다음날 바로 자막으로 등록되며 일부
는 더빙의 형태로 게시.
- 드라마 <도깨비>, <옥탑방 왕세자>, <드림하이 2>, <주군의 태양>, <태양의
후예>, <프로듀사>, <상속자>와 배우 공유, 이민호, 김수현, 송중기 등이 인기.
- TV를 통한 접촉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무료 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을 통
해 접촉. 타 국가 대비 무료 다운로드 접촉이 많은 편임. 한국 드라마 무료
배포 사이트 <드라마TV>, <브콘탁테> 등을 이용.

(KOFICE 해외통신원)

○ (K-POP) 자생적인 K-POP 문화 확산 중.. 현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 특히 10~20대 젊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EXO, GOT7, 소녀시대, 샤이니
인기가 매우 높음. K-pop 음반은 아직 러시아 음반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방송국을 통한 방영도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지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K-pop을 접하거나 동호회를 구성하
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커버댄스 행사를 직접 개최하여 적극적인 활
동을 하고 있음.
- 러시아 한류 팬은 2018년 298만명(62개 동호회)에서 1천161만명(160개 동
호회)으로 290%나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85%(863만명)를 차지. 863만명
가운데 74%가 K팝 동호인으로 추산. 전체 대륙 가운데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이 660만여명에서 1천504만여명으로 128%증가하며 성장폭이 가장 큼.

○ (K-영화) 작가주의 한국감독 인지도 높아, 두터운 현지 마니아층
- 온라인 상에서 러시아어 자막 처리된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음. 한국 예술영화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 특히 김기덕, 박찬욱, 홍상수 감독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며 마니아층도 두터움. 러시아 정부는 2016년, ‘러시아영화의 해’로 선정하
기도. 2018년에는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 대기업 CJ CGV가 러시아 내 대표 상
영관 체인망을 인수하는 등 2019년부터 본격적인 러시아 영화산업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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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세계 뷰티 강국 러시아 지역별 공략 필요
- 세계 11위 규모의 뷰티 제품 시장인 러시아에서 한류와 SNS 영향으로 한
국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잡지에서 ‘한국 여성이 아름다
움을 간직하는 비법’을 소개하기도. 러시아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확고
한 지역별 특색 때문에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 필요.
- 높아진 K-뷰티 위상과 함께 제품력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아. 러시아에서
한국 화장품은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식 피부 관리법 역시 호감도가 높아. 세계적
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식 10단계 피부 관리법(10-step Korean skin
care routine)’이 러시아에서도 공식처럼 알려져. 러시아, '천연성분' 천연
화장품 등 기초 화장품 공략 '유리'. 러시아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과 어려 보이는 외모를 선망함에 따라 한국의 기초화장
품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것
- 러시아의 메이크업 및 기초 화장품 수입 규모는 2016년 9.12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한국산 수입 규모가 전체 9위(2700만

달러)를

차지. 이 가운데 메

이크업 및 기초 화장품에서 뷰티케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제품 등이
2,500만 달러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러시아 화장품 시장동향<KOTRA>)

○ (K-게임) 모바일 게임 강국인 한국, 러시아 시장은 아직
- 지난 5년간 러시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러시아 온
라인 게임시장은 2020년까지 연 6~7%의 성장세 유지 전망. 2017년 러시아 모
바일 게임 업계의 매출은 전년 대비 600만 루블(한화

약 1억 원)

- 모바일 게임시장이 대폭 성장하고 있으나 MMO(다중접속

이상(약

54%)

온라인 게임)

증가.

장르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MMO 장르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향후 5년간 50%대를 유지할 것으로, 현지 기업들 또한 MMO 장르의
게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기업도 러시아 온라인 게임시장
특성에 맞게 MMO 장르의 게임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현지 시장 내에서
기본 경쟁력을 갖추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
- 러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진출 시 일반적인 MMO 장르와의 차별성을 두어
야 중국 및 미국 온라인 게임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게
임 내 특이한 배경 설정, 단순 전투의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독특한 요소
의 결합 등 게임 속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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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동향)

○ (K-만화/애니) 러시아 內 일본과 겨루는 한국만화/애니메이션 경쟁력
- 러시아는 애니메이션 소비 세계 3위, 제작 규모는 7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며, 해외로부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 등 다양
한 콘텐츠를 함께 수입. 러시아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TV 방영이나 한국
영화 상영 사례가 많아지고, 연계상품의 판매도 증가하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러시아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로보
카폴리>, <뽀로로> 등 인기.
- 단기적으로는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의 인기를 활용,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애
니메이션 기업들도 러시아 배급사들을 통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 중장기적
으로는 러시아 내 캐릭터 전시회 등에 참가해 러시아 어린이들이 한국 캐릭터
와 애니메이션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이 중요.

(KOTRA 동향)

○ (K-의료) 한국의 높은 해외 의료관광 수요 주춤
- 러시아의 공공의료시스템 자체는 우수하나 국공립 병원의 의료시설 및 서비
스가 낙후되어 있어 중증 환자들이나 부유층 환자들은 해외치료 선호. 의료
관광 인기 목적지로는 독일, 이스라엘(러시아어 구사 의료진, 우수시설), 등
이 있으나 최근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로 인해 방한 의료관광 관심도 및 수요
가 증가세에 있으며 서부지역에 비해 극동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임.
- 루블화 폭락과 한국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 2015년 방한 의료관광객 수가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건강검진 분야 타격이 가장 컸음.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으
로 의료관광객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방한 의료관광시장 유망 세부 분야로는
중증치료(암, 척추 관절, 심장수술 등), 건강 검진 등이 있음. 성형, 미용 등 뷰
티산업 수요는 높은 편이며 지속적 증가 추세임.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KTO>)

시 사 점

(2020 국별 진출전략 러시아<KOTRA>)

○ 인구 1.8억 거대 시장(EAEU1)),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 중심
- (시장규모) 세계 1위 영토 보유, 세계 5위 경제규모. 세계 7위 소비시장 보
유국, EAEU 창설을 통해 1.8억 인구와 GDP 2.3조 단일시장으로 확대
- (지리적중요도) 남북한, 중국, 유럽을 잇는 물류와 교역의 중심
- (풍부한 자원) 천연가스 세계1위, 석탄‧백금‧철광석 등 2위, 금 4위, 다이아 5위 등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2005년 창설된 경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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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국제관계 신냉전시대(정치‧외교적 갈등), 높은 환율변동의 환율 리스크,
유가하락, 미국 및 서방의 제재 강화 가능성, 지방 불균형 발전‧부의 양극화, 남북
분단‧북한 국제적 위협에 대한 민감성, 콘텐츠의 자극성, 국제교역 악화 및 국제
경기침체 리스크 등
- (기회요소) 세계 1위 영토‧11위 경제규모, 남북한‧중‧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중심
국, 세계자원 비중 35%, 세계 1위 자원개발,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고급기술
및 인력 보유, 신동방정책으로 동북아 경협 강화,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전망, 소비구조 개편 및 신성장 시장 등장, K-pop 한류 관심 증가 등

< 소비자 중심 시장 변화, 여성과 서민층 공략해야 >
- 과거에는 물건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구매하던 공급자 위주의 러시아 시장
은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해. 러시아 소비자 3대 구매결정 요인은 1. 브랜드
2. 여성 3. 서민층. 러시아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를 중시하는 성향
이 높으나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브랜드”라는 말은 소용이 없어.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해 가야 해. 러시아는 철저한 모계사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
고, 소비지출 의사 결정권 또한 여성에게 집중. 따라서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
도 화장품과 같은 여성용품의 소비는 줄지 않아. 조금 과장하자면 우리나라의
편의점, 휴대폰 대리점만큼이나 피부 관리숍이 많아. 더불어 중년의 여성층들
은 자녀교육과 관련한 소비 또한 아끼지 않는 성향. 관련제품의 통관과 인증
은 다소 어렵지만 유아교육사업은 분명히 유망한 사업분야. 러시아에 진출하
려는 우리 기업들은 보통 리치마켓이라고 불리는 중산층을 공략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겠지만, 중산층은 10%에 불과하다며 그보다는 그 이하 층, 많은 서민
층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이 유리.

< 넓은 러시아 시장, ‘극동시장’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
-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극동시장을 적극 거점화 필요. 극동지역
을 물류의 거점이라고만 보지 말고 시장으로 봐야.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는 극동
지역의 반응을 보고 진출. 약 1~2년간 반복적 트레이딩을 거친 후, 현지에서 어
느 정도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산법인 등을 세워 소비자와 직접 접촉. 이
후 시장 경쟁력을 가지면 이때 현지화를 시켜 ‘메이드인 러시아’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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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앙카라 (인구 약 550만 명)
○ 인 구 : 약 8,296만 명 (세계 17위)
○ 면 적 : 약 783,562㎢ (한반도의 3,5배)
○ 민족구성 : 터키족, 쿠르드족, 아랍인 등
○ 종 교 : 전 국민의 99% 이슬람교(수니파 다수, 시아파 소수), 기독교, 유태교,
그리스정교 등
○ 언 어 : 터키어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1인당 GDP : 약 9,311달러 (세계 62위)

터키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터키 관광객 추이
- (전반동향)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대비 방한 터키인 비중은 0.2%대 수준으로
미미함. 2014년 처음으로 2만 명대를 돌파하였고 2018년 3만 명대에 근접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한 시장
- (인지도) 방한의향이 있는 터키인의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 분석 결과,
인지비율 41.0%로 전체 조사결과 56.1% 대비 15.1%p 낮은 수준
- (향후의향) 방한 의향이 있는 터키인의 88.2%는 여행상품 구매의향 높으며, 선호
콘텐츠는 뷰티(57.9%) > 영화(56.8%) > 드라마(53.9%) 순으로 선호도 높음
* 터키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29,558

8.4%

31,293

5.9%

5,511

-76.1%

터키→한국

※ 터키 → 경기도 방문객 추정 불가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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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한국전쟁(17.0%) > 드라마(11.5%) > K-Pop(9.3%) > IT제품/브랜드(8.0%)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45.9%) > 뷰티(27.7%) > 게임(25.4%) > 패션(23.8%) > 드라마(23.7%)

○ 선호하는 한류스타
- 방탄소년단, 싸이, 블랙핑크, 빅뱅, 설리, 이민호, 이종석, 현빈 등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이민호, 이종석, 현빈, 박신혜, 싸이, 방탄소년단, 빅뱅, 현아, 엑소

○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영화
- 호텔 델루나, 의사요한, 상속자들, 해치 / 기생충, 올드보이, 창궐, 부산행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방문 > 핸드폰 구매 > 음식점 식사 > 전통문화 체험 > 식품구매 > 가전제품 구매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한류동향) K-Pop, K-Drama가 주도하는 터키시장
- 터키 내 한류는 K-Pop, K-Drama가 주도. 2005년 터키 국영방송 TRT에서
방영된 드라마 <해신>으로 터키의 한류가 시작. 이후 현대드라마를 거쳐
K-Pop까지 인기. 인터넷으로 한국 최신 드라마를 접하는 10~30대 한류팬
들. 영어 자막 방송을 터키어로 번역하여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 한국 문화원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태권도, 한식, 한국어, 전통무용 등을 접
하고 사랑하는 한류팬들이 증가하는 추세.

○ (K-드라마, 방송) 역사물에서 현대물까지, 터키를 점령한 K-드라마
- 터키 국영방송 TRT는 <해신>, <대장금>,<선덕여왕> 등 역사물을 많이 방
영했음. 2012년 이후 <드림하이>, <꽃보다 남자>등의 현대극이 방영되기
시작. 보수적인 터키에서 외국드라마 방영은 높이 평가할만함.
- 민영 방송국 Kannal D 에서 <겨울연가>, Meltem TV에서 <공주의 남자>
등, Olay TV에서 <대왕세종>등이 방영. 최근 터키 동영상 사이트에서 <백
일의 낭군님>이 총 38,795 조회 수를 올려 화제. <부잣집 아들>은 총
861,410회 조회 수를 올려 터키에서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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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터키 내 K-Pop의 인기
- 터키에서 BTS, EXO, 빅뱅, 샤이니, 씨엔블루가 인기. 매년 K-Pop World
Festival이 열림. 2018년 7월 21일 앙카라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1,500여
명의 관람객이 꽉 참. K-Pop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터키 내 언론에서
도 크게 보도.

(2018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재교류재단>)

- 최초의 K-Pop&K-Drama 매거진이 꾸준히 발행되어 인기. K-Pop 관련 콘
텐츠가 비중을 더 차지. 매거진 개봉기가 유튜브에 많이 게재. BTS 성장
과정 및 성공비결을 다룬 서적은 현재 베스트 셀러 등극.

○ (K-영화) 영화는 물론 극장업, 배급까지 점령한 K-영화
- TV에 방영된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 영화까지 인기확산. 2016년 CGV가
터키 최대 영화관 체인 사업체를 인수하여 한국 영화에 대한 접근성이 용
이해짐. 2015년부터 카라반 한국영화의 날 행사를 통해 3-9개 도시를 순
회하며 최신작 및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상영. 한국 영
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짐.
- 2018년, CJ CGV는 터키 진출 이후 처음으로 월 400만 관객을 돌파. 역대
최고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운 것. CGV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인들을 사로잡음. 극장업 외 배급, 광고 사업에서도 독보적인 1
위를 지키고 있음.

(출처: 뉴스엔미디어 ‘19.2.05)

○ (K-푸드) 미식의 나라에서 친숙한 한류콘텐츠 ‘한국음식’
- 국영TRT TV에서 방영된 <대장금>이 큰 인기를 끌었음. 이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 2010년 한식 홍보 행사를 통해 한식 체험 진행. 한국 드
라마 및 영화를 관람하며 한식을 접하고 한국 식당을 찾기도.
- 한국문화원에서 한식 강좌 운영. 신청자 수가 많아 강의 확대 요청이 들어
옴. 이후 2014년 한식경연대회, 2016년 ‘Taste of Korea’ 등이 진행됨.

○ (K-뷰티) K-Pop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K-뷰티&K-패션
-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K-Beauty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
최근 터키 내 한국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증가. 미
샤와 홀리카홀리카, 비욘드, 스킨푸드, 더페이스샵 제품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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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2020 국별 진출전략 러시아<KOTRA>)

○ 한국과 상생하는 형제의 나라 ‘터키’
- (경제규모) 2018년 GDP 기준, 세계 17위(8,511억 달러)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
*약 8천만 명의 거대인구와 두터운 소비층 (30세 이하 청년인구 49%)

- (소비력) 1인당 국민소득 세계57위
- (투자) 1970년대 이후 누적 약 2,0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입. 투자분
야는 금융(35%), 제조업(24%), 에너지(12%), 정보통신(8%) 순이며 국가별
투자액은 영국(12%), 네덜란드(12%), 걸프연합(9%), 미국(9%) 순이다.
- (비즈니스) EU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40%점유, 독일이 터키의 최대
교역국가. 한국과의 교역액은 증가추세로 2017년 기준 교역량 총액 72억
달러(수입 66억 달러, 수출 6억 달러)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환율급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국외 정치관계 혼조 예상, 적극적
인 수입규제, 리라화 가치하락 추가 진전 가능성, 현지 기업 경영상화 악화
예상, 원부자재 국산화 전략 등.
- (기회요소) 두터운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인구 급증, 전자상거래 시장 급속
성장, 다양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지원제도, 현지 기업의 두터운 중동·중앙아
시아 네트워크, 한-터 FTA체결에 따른 관세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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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가장 젊은 국가인 터키의 Y세대 주목 >
- 터키의 8,300만명의 인구는 매우 젊음. 19년 기준, 터키의 평균 연령은 약32세로
유럽국가들의 평균 연령인 42세에 비하면 젊은 편에 속해. 밀레니엄 세대 또는
Y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은 IT기술의 발달, 글로벌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속
에서 기성세대와는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보여줘. 터키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는 이들의 성향, 생활양식, 소비 패턴 등에 관심 필요.
- 유럽에서 가장 젊은 국가가 바로 터키. 터키 인구는 약 8,300만명(‘19년 기준)에
육박하였으며, ‘00년부터 매년 약 100만명씩 증가. 이 중에서도 1980-1999년에
출생한 Y 세대가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Z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순을 기록.
미국 인구 조사국(Census Bureau)에서 실시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최소 2035
년까지 터키의 Y세대 인구의 비율은 유럽 및 주변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며, 타국가 대비 4~7%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젊은
소비층인 Y세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터키시
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데 주요할 것.
-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며, 가족 등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가치도 퇴색하고
있음. 터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에 따른 과거 대비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나, 여전히 G20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 또한 Deep Focus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Z세대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
SNS상의 셀럽 등을 모델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인데 반해, Y세대는 가
족, 친구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담은 감성적인 광고 등이 유효하다고 밝
힌 바 있는데, 이는 위와 유사한 맥락. 즉, Y세대 중 일부가 '가족 중심'에서 '
나' 중심의 가치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는 Y세대보다 젊은 Z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남), 여전히 타국가들 대비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한다는 점.
-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X 세대에 비하면 구매력은 떨어지지만 향후 경제활동인
구의 주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중요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며, 터키에서 Y세대의 공략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해. 이들은 수동적인 소비
자가 아닌 능동적인 소비자로써 타인의 경험 및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조사
를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이후에는 다른 소비자들과 관
련 사례 등을 공유한다는 특징은 주목해야 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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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무역관 <KOTRA>

< 한국산 소비용품의 인기와 SNS 소비재 시장의 성장 >
- (하이테크 소비용품) 터키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의 하이테크 소비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코취카야사의 파즐리 코취 사장은 이미 페이셜 클리너
와 마사기, 보청기, 유아용품, 스킨케어 기기류 등을 시장에 출시했으며 제
품의 반응이 좋을 시 이를 시장에 유통시킬 기업들과 상담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8년 한국의 소비용품 터키 시장 진출은 하이테크 및 신기능 중
심. 최근 터키 시장에서 한국의 생활용품,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화장품
등 소비용품 수입이 증가. 그동안 한국산 소비용품은 중국산, 동남아산에
가격 경쟁력으로 밀렸음. 그러나 최근 바이어 인터뷰에 의하면 하이테크,
고기능, 고품질로 향상된 한국산 소비용품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
남. 또한, 파즐리 코취 사장은 국제 비즈니스 상담회와 달리 터키어 통역
을 지원하는 KOTRA 상담회를 선호한다고 밝혀 상담통역 지원이 매우 중
요한 지원요소임을 알 수 있음.
- (SNS 마케팅) 터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3,000만 리라(약 800만 달
러, 2017). 인구 수 및 경제규모 대비 미약한 수준이나 크게 확대될 것으
로 전망. 유튜브를 활용한 리뷰 마케팅 등이 발달한 한국과는 달리 인스타
그램, 페이스북 등 게재된 사진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한 편.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으로 소비재 시장이 주를 이룸. 업
체-인플루언서 간 직접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를 활용
한 마케팅이 효과적. 평균 투입 비용은 2만9540 리라(약8,000달러, 2017).
특히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는 자체 마케팅 에이전
시를 설립하여 운영. 대형 유통망은 개별 입점 제품 마케팅에 큰 관심이
없어 제조업체의 직접 개별제품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면 제품 판매
량이 큰 폭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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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무역관 <KOTRA>)

Europe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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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파리 (인구 약 219만 명)
○ 인 구 : 약 6,699만 명(세계 22위)
○ 면 적 : 약 672,360㎢ (한반도의 6.7배)
○ 민족구성 : 골족, 노르만, 프랑크 등 서인도제도 및 아프리카 출신 흑인‧아랍인
*프랑스 정부는 인종별 통계 조사 금지

○ 종 교 : 가톨릭 52%, 이슬람교 3%, 유대교 1% 등
○ 언 어 : 프랑스어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1인당 GDP : 약 4만 493달러 (세계 22위)

프랑스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한국관광공사>)

○ 방한 프랑스 관광객 추이
- (출입국 동향) 프랑스 방한객은 2004년 이래 15년 연속 성장. 유럽 주요국
가(독일, 프랑스, 영국) 중 여성 방한자 비율이 가장 높음.
- (고려요인) ‘친구/친지방문’(48.3%), ‘역사/문화 유적 탐방’(41.6%) 순이며, ‘음식/
미식 탐방’(37.6%)은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됨.
- (여행형태) ‘개별여행’(95.3%) 비중이 매우 높으며, 체류기간은 평균 11.9일으
로 전체 평균 대비 3.4일이 더 김.
- (만족도) 최근 5년간 9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
객보다 약 3.4%가량 상회한 수치임.
* 프랑스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프랑스→한국

100,096

8.4%

110,794

10.7%

16,507

-80.2%

프랑스→경기도

13,513

55.7%

16,841

24.6%

2,509

-85.1%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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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15.6%) > 북한(11.2%) > IT제품/브랜드(8.6%) > 북핵위협(6.2%)
- ‘18년, ‘19년 모두 K-POP 인식이 1순위이나, ‘19년 –0.4%p 감소함

○ 한류콘텐츠 인기도
- 한식 > 음악 > 뷰티 > 게임 > 도서/만화 > 애니메이션 > 영화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36.1%) > 뷰티(16.9%) > 드라마(16.4%) > 예능(16.2%)
- 영화를 제외한 모든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은 10%대로 낮은 수준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방탄소년단, 싸이, 블랙핑크, 엑소, 지창욱, 이병헌, 송강호, 이민호, 공유 등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전통문화체험 > 한국 식품 구매 > 한국 핸드폰 구매 > 한국 방문

주요 한류자원 현황
○ (한류동향) 한류 3기 프랑스 K-POP을 매개로 확산 중
- 프랑스 내 한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 YouTube,
Facebook 등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K-Pop이 소수 마니아층을 넘
어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추세. K-Pop으로 시작된 한류현상은 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한류현상으로 파급. 영화, 드라마, 한국음식, 한국어에
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
- 프랑스를 비롯, 유럽에서 청소년 대상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한류가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
구분

시기

한류 1기

2000년대 초

한류 2기

2000년대 초‧중반

한류 3기

2000년대 중‧후반

주요이슈
- ‘제53회 칸 국제 영화제’ 최초 후보작 선정 임권택 감독 <춘향뎐>
- <올드보이> 칸 영화제 대상/한국영화 프랑스 최초 개봉
- <기생충> 201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기록
<영화, 만화, K-pop>
- 한국만화 번역출판 활발, 일본문화 팬의 한류팬으로 이동
<K-pop 열풍>
- 본격적인 한류열풍 시작, 2011년 SM타운 파리콘서트 개최
- BTS, 블랙핑크 등 최근 매니아 층을 넘어 대중들에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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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라마) K-드라마가 지핀 한류, 넷플릭스 만나 신한류로
-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가 증가. 주요 향유
층은 18~30세이며 주요 유통채널은 케이블, IPTV 등 방송사와 OTT 서비
스를 중심으로 배급되고 있음.
- 한국드라마 VOD서비스 유료 플랫폼 ‘드라마 빠씨옹(Dramapassion)’의 콘
텐츠 조회 수는 월 3백만 뷰에 달하며, 2016년 프랑스 최대 규모의 민영
방송인 TF1 채널 플랫폼 ‘MYTF1XTRA’를 통해 <킬미힐미>, <힐러>, <별
에서 온 그대> 등 한국드라마가 서비스되면서 많은 대중에게 소개. 인기콘
텐츠 Top 10 중 4개 한국드라마 차지.
- 최근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소비되
고 있으며, 프랑스 언론에서도 <킹덤>, <배가본드>, <아스날 연대기> 등과
같은 블록버스터급 한국드라마 출시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 (K-POP) 프랑스 내 한류의 신호탄, K-POP
- 2008년부터 K-pop 관련 콘텐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 2011년 파리에서
‘SM타운 콘서트’는 유럽각지에서 1만4,000여명이 몰려 소녀시대, 슈퍼주니
어, 샤이니, f(x)와 같은 가수들에 열광. 하루 더 공연을 늘려 달라며 루브
르 앞에서 플래쉬몹 시위를 펼쳐 공연이 하루 늘어난 일화가 아직도 회자
- ‘K-CON 2016 FRANCE’의 경우 12,000여 표가 매진되는 등 성공을 거둠
- 프랑스 대표 시사 주간지 <르 푸앙>은 ‘K-POP의 나라, 한국’ 특집기사를
다루며 BTS를 언급하기도. BTS 외 블랙핑크, 아이콘, B.A.P, EXO, 샤이니
등이 가장 인기 프랑스 내 30여개의 K-pop 댄스 동호회가 생겼으며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올리기도. <르피가로>는 ‘K-pop의 성공요인은 무엇
인가’라는 기사에서 뮤직비디오를 성공요인으로 꼽아.
-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뮤직비디오는 최단시간 유튜브
조회 수 2억 건을 넘어 24시간 최다조회 수라는 신기록 갱신. 특히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채널 중 하나인 ‘프랑스 퀼튀르’ 인터넷 뉴스에서 방탄소
년단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도.

○ (K-영화) 한국, 프랑스 영화 파트너로 발돋움
- 영화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한류 콘텐츠. 1990년대부터 한국영화
가 소개되었고 2018년 상반기까지 100여 편이 프랑스에서 개봉. ‘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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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를 비롯한 프랑스 영화제들에 많이 초대.
-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감독의 팬 층이 두터우며 예전 영화들이 재개봉
하거나 DVD로 출시될 정도의 인기.
- 2018년 칸 영화제에서 <버닝>이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과 벌칸상을 수상,
2019년에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에게 주어지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이 상업적인 흥행을 꾀할 매력적인 협업 상대로 떠오름. 한불합작 영화
<아이엠히어>는 프랑스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 해도 좋을 만큼 서
구영화에 잘 등장한 적 없는 서울의 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 화면에 담음.

○ (K-푸드) 프랑스인들의 미각을 사로잡은 한식
-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한식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기 있는 콘텐츠. 독
일, 영국 등 타 국가와 달리 외국음식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반응이 거의 없음.
- 2000년대 초반까지 불과 10개였던 한식당은 현재 130여개(2019년

기준)로

늘

어난데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프랑스인임. 사전예약 없이는 발걸음을 돌려
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음.
- 2019년 파리 대표 음식축제 <푸드마켓>에서 ‘한식’이 주요 테마로 기획되고,
우리의 전통음식, 길거리음식, 사찰음식 뿐 아니라 북한 음식 등을 소개함.
- 프랑스 냉동식품 전문점 ‘피카르(Picard)’에서 ‘비빔밥’, ‘부침개’, ‘김치닭불
고기 덮밥’ 등 요리를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반조리 즉석 냉
동식품의 형태로 출시. 과거에는 한식을 맛보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조리법, 상차림, 식사예절 등 한국의 식문화 전반으로 관심 확대.

○ (K-뷰티) 프랑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는 꾸준히 증가
- 2017년 프랑스 화장품류 전체 시장규모는 약 130억 유로로 전년대비
0.6% 성장했으며, 스킨케어 화장품은 전체 화장품류 시장의 26%를 차지
함. 프랑스 스킨케어 제품 시장에서의 선호도는 안티에이징(36%), 보습 제
품(31%), 클렌징 제품(20%) 순.
- 프랑스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세포라, 모노프
리, 에르보리앙 등 한정적. 하지만, K-Beauty 애호가들은 한국 사이트를 통
해 직접 구매하기도 하며 이미 프랑스 아마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한국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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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을 판매. 다양한 피부 유형에 맞춘 세분화 된 화장품, 피부 트러블 전용
화장품, 신선한 포장 디자인,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높은 성장 가능성.
- 세포라(Sephora), 모노프리(Monoprix)내 ‘K-Beauty’ 코너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VT 코스메틱,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한 향수 출시해 세포라 입점 등 한
류 연관 화장품 인기 증가.

시 사 점

(2020 프랑스 진출전략<KOTRA>)

○ EU 진출전략 가치가 큰 거대시장 ‘프랑스’
- (경제규모) 세계 6대, 유럽 2대 경제국으로 거대 내수시장
*2018년 GDP 기준, 세계 6위(2.8조 달러, 1.5% 성장)

- 유럽시장 기준 세계 2위의 콘텐츠 시장규모
*프랑스 : 2015년 2조 3천억 달러 / 유럽 : 7천억 달러(세계 2위, 32% 차지)

- (소비력)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시장(세계 23위 소비국)
- (투자) 2018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수 총 1,323건으로 대폭 증가, 친기업
정책 및 브렉시트 효과로 투자매력도 증가
- (비즈니스) EU 역내 교역 비중이 높아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시장. 브렉
시트 영향으로 유럽 수출 거점지도 활용성이 커질 전망. 2019년 1월부터
프랑스 정부는 첨단 IT 산업(인공지능, 데이터 저장, 반도체)에 대한 외국
인의 투자 규제 강화됨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브렉시트 불안감과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변국가의 경기 위축으로
시장 불안정, 세계 최고 강제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강한규제, 높은 진입장벽
- (기회요소)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 거대 내수시장, 한국문화 인지도를 활용해
소비재 수출로 활용, 유통시장 고성장 글로벌 FTA 네트워크 보유, 세계 1위의
투자진출 대상국 등.

< 프랑스인 전자상거래 지출액 1000억 유로 돌파 >
-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활발
전자상거래 이용률 중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율은 2013년에 10%에 그쳤으나
5년이 지난 2018년에는 39%로 급격히 증가, 향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됨. 프랑스인이 자주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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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스냅챗을 통해 제품 광고를 한다면 비교적 적은 가격으로 높은 홍보효
과를 얻을 수 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옴니채널 플랫폼
옴니채널이란 소바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
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프랑스 전자제품 매장인
다티(Darty)는 고객이 스마트폰,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한 뒤에 원하는 오
프라인 매장이나 락커룸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Click&Collect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접근성 높이기
프랑스에서 개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시 물류센터 등을 위한 많은 투
자 비용으로 인해 제품의 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국내 운영 중인 개
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언어, 해외직구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사이트의 접
근성을 높이면 적은 투자비용으로 해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 프랑스 외식업계, FoodTech로 찾은 돌파구 >
- 외식서비스 전문 컨설팅 기업 Food Service Vision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해 초 프랑스 외식업계가 88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발표.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식당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온라인 주문을 통한 배달 서비스와 같
은 FoodTech를 이용한 서비스의 다양화로 식당들은 점차 매출을 올려가
고 있음. Food Tech는 음식의 검색, 추천, 배달, 식재료 배송 등을 포함하
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4차 산업을 의미함.
- FoodTech에 대한 프랑스의 뜨거운 관심은 각종 기술과 음식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앞선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진출을 향한 기회가 될 것. 다만 편리
함보다는 투명성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프랑스인들의 특성상 무인화에 초점
을 두기보다는 건강한 음식 소비를 돕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188

Europe

독일

189

190

독일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베를린 (인구 약 375만 명)
○ 인 구 : 약 8,300만 명(세계 19위)
○ 면 적 : 약 357,121㎢
○ 민족구성 : 독일계(74.5%), 이민자(13.3%), 외국국적자(12.1%)
○ 종 교 : 개신교 26%, 가톨릭 28.2%, 이슬람 5% 등
○ 언 어 : 독일어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 1인당 GDP : 약 4만 6,259달러 (세계 15위)

독일 관광객 추이 및 현황

(2019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KTO>)

○ 방한 독일 관광객 추이
- 독일 방한객은 2003년(사스(SARS)와 이라크전 등)을 제외하면 201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 2018년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15,789명을 기록, 2019년(1~9월

누계)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90,285명이 방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10만 명 대를 유지.
- 2019년 (1~9월

누계)에는

30~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나타내

고, 특히, 20대 미만과 61세 이상의 성장률이 10% 이상을 상회.
- 2018년 기준, 방한 독일인은 40대 남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성장률을 보임. 특히, ‘20대 미만’이 남성은 12.6%, 여성은 26.9%로 연령대
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독일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독일→한국

115,789

5.4%

120,730

4.3%

20,742

-77.0%

독일→경기도

20,495

26.0%

24,508

19.6%

4,211

-82.8%

전체→한국
전체→경기도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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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한국 영화에서 K-POP 열풍까지 한류의 독일 진출
- 한국대중문화의 독일 진출은 영화로부터 비롯됨. 2007년 <베를린 영화제>에
서 박찬욱 감독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하고
2017년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작품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이후 한국 영
화가 독일 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등 한국대중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
- Youtube를 통해 한국드라마를 접하면서 젊은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K-pop, 한국영화 등 다른 한국대중 문화로 발전. 독일 내 한류는
Youtube를 통해 K-pop의 글로벌 소비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SM엔테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K-pop 기획사들이

Youtube 채

널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사 음반 홍보 작업에
나선 2009년 이후 독일 각지에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한
K-pop 팬클럽과 K-pop 댄스 모임들이 생성.

○ (K-영화) 한류 진출의 선두주자인 한국 영화
- 세계 4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꾸
준한 수상과 경쟁부문 진출을 통해 독일 내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영화 작품뿐 아니라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상업영화 역시 독일 방송을 통해 방영. 극장 개봉을 하지 않는 영화는
DVD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5년간 독일에서는 부산행(연상호 감독, 2016년 12월), 옥자(봉준호 감
독, 2017년 6월), 아가씨(박찬욱 감독, 2017년 1월), 곡성(나홍진 감독,2017
년 10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홍상수 감독, 2018년 1월), 기생충(봉준호
감독,2019년 10월) 등 29편의 한국영화가 독일 극장에서 개봉, 연간 20여
편의 한국여와 판권이 판매되고 있음.

○ (K-POP) 독일 한류의 주류로 떠오르는 K-POP
- Youtube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대중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10대 청소년층과 20대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K-pop 마니아층이 늘어나는 추세.
- 2011년 JYJ, 2012년 B2ST의 독일 공연은 주류매체를 통한 홍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사례를 기록하는 등 한류 K-POP 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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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연을 열망하는 젊은 팬들이 상당수 존재.
- 최근 5년간 독일에서는 2PM(프랑크푸르트, 2013년 10월), 방탄소년단(베를
린, 2014년 7월), 인피니트(베를린, 2015년 10월), 지드래곤(베를린, 2017년
9월), 갓세븐(베를린, 2018년 7월), 방탄소년단(베를린, 2018년 10.16-17)공
연 개최. 방탄소년단, EXO, BigBang의 선호도가 높은 편.
- 주로 10대, 20대 초반 여성들로 구성된 독일의 K-pop 팬들이 K-pop에 매
혹되는 이유는 음악이 갖고 있는 이국적인 감각 및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K-pop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 따라 하기는 독일
젊은층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 (한국어) 양국 간 교류 확대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
- K-pop과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독일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주독한국문화원에서는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를 운
영하고 있으며 이 수업은 일찍이 마감됨. 2019년에는 15개반에서 매주
200여 명이 수강하였고 수강인원은 꾸준히 증가.
- 한국어 책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특히 각 대학 기관이 출
간한 한국어책이 많음. 최근에는 언어교육 전문 출판사는 물론 독일 현지
출판사에서도 한국어책이 발행. 기본 언어인 한국어-영어뿐만 아니라 독일
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한국어 교재를 냄.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한국관에 자리잡은 다락원 출판사은 문법 정
리 도서 및 회화, 한국 문화를 주요 테마로 한 한국어 독학 학습서를 발행하
는 등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K-방송, 드라마) OTT 서비스, 한국 콘텐츠를 알리는 결정적 전환점
- 영화팬이나 전문가들에게는 인지도를 확보한 한국영화에 비해 한국 드라마
는 오로지 케이팝 팬들의 소수문화. 케이팝 팬들 중에는 청소년들이 많아
영어 자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를 즐
겨보는 팬들은 한국 드라마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독일 드라마는 십
수 년간 이어지며 끝나지 않는 작품이 많은데 반해서, 한국 드라마는 짧으
면 16부작, 길면 24부작 등으로 비교적 짧고 스토리 전개가 빠르기 때문.
-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결정적인 전환
점이 됨. 넷플릭스 특성상 현지 콘텐츠 속에서 한국 콘텐츠가 뒤섞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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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현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접근성이 더 높아짐.
- 이처럼 독일어로 접근이 가능한 한국 콘텐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활용하
는 추가 콘텐츠도 등장. 영화 전문 매체인 《무비필롯(moviepilot.de)》이나
드라마 전문 매체인 《제리엔융키스(serienjunkies.de)》 등에서는 모두 ‘최
고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와 같은 랭킹 콘텐츠를 발행. 또한 넷플릭스의
성장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분석하거나 소개하는 미디어가 생겨나고 있
으며, 이러한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 콘텐츠가 다시 한 번 소개됨.
- <킹덤>의 경우 독일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 《무비필롯》에서 발표
하는 '최고의 좀비물 시리즈'에서 6위, '최고의 몬스터 시리즈'에서도 10위
를 차지. 시청자 평점은 314명이 평가해 10점 만점에 7.2점을 받았으며,
댓글창을 통해서 칭찬과, 비판, 혹평도 함께 뒤섞인 현지인들의 활발한 대
화가 오가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K-뷰티) 한국 화장품의 꾸준한 수출로 보는 K-뷰티의 성장 가능성
- 2018년 기준 독일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137억 유로로 지난 10년간 점진
적인 증가 추세. 한국 화장품 수입규모는 상위 10개국에 비해 작으나, 최
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기록. 2017년 독일 수입국 18위로 수입액 총
84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약 119% 증가. 이는 터키 및 이스라엘
을 이어 세번째로 가장 높은 증가율임.
- 유럽 대형 브랜드가 해당 시장을 선점하고 있긴 하나, K-Beauty 열풍이 시
작되면서 드러그스토어, 백화점 등에서도 한국 제품을 점점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이런한 트렌드에 힘입어 한국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해 독일 니치 시
장 진입 가능성 다대.
-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독일로 수출되는 한국 화장품의 규모는 점
점 늘어남. 2010년 122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3년 255만8000 달러로 꾸준
한 성장세를 보임. 2014년에는 587만7000 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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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2020 세계시장 진출전략<KOTRA>)

○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시장 ‘독일’
- (경제규모)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경제 대국
*2019년 GDP 기준, 세계 4위(3.43조 달러, 0.6% 성장)

- 8,32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유럽 최대의 시장 규모
- (수출경제)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이 대외 개방형 경제 구조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출규모 3위(1.58조 달러, 3% 성장)

- (투자) 베를린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발
- (소비) IT, 전기･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 기술 혁신 제
품에 적극적 반응하는 편. 선진국 제품보다 인지도가 낮은 비유명상표 제
품이라 할지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앞선다면 시장 진입의 가능성 有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미･중, 미･EU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 기간산업 경기
및 투자둔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고수, 디지털시대 도입 느림, 데이터 보
호 및 안전 의식이 높아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 등 신성장 산업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
- (기회요소) 높은 R&D 투자 비중, 전방위적 산업계 디지털화 진행으로 다양한 신
수요 창출, 민･관 주도의 성장동력 강화 노력 하에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 기대

< K-Beauty 브랜드화를 위한 품목 다변화 >
- 독일 천연화장품 시장은 유럽내 최대, 전 세계 미국에 이은 2위 시장,
2018년 총 매출은 13억 유로로 증가(전년비 +5.5%), 화장품 시장의 신성
장 동력 역할. 글로벌 트렌드 ‘Green&Clean’에 편승한 ‘Natural Beauty’
트렌드 확산, 관련 제품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리
에 판매, 특히 천연성분의 화장품을 찾는 젊은 세대가 주 고객군으로 주요
화장품 업계 내 2025년까지 현 시장 규모의 두 배 성장 전망.
- 독일은 EU 최대의 화장품 시장으로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나,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화 본격화 한국 BB크림이나 마스크
팩 열풍에 이어 클렌징 제품 및 기초 화장품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K-Beauty’ 또는 ‘Korean Beauty’ 자체가 브랜드화되어 국내 노
네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눈에 띄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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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화장품 업계 내 트렌드에 힘입어 마스크팩이나 천연화장품 외에도 피
부 리프팅, 주름 또는 지방제거 관련 미용기기 및 제품*, 고기능성 앰플, 다
양한 하이알루론산 제품, 탈모 방지용 샴푸 또는 탈모 케어 제품, 미용소품,
화장품 용기 등에 높은 관심도 확인.

< 미래 자동차 신성장 시장 조기선점 기회 노려야 >
- 2019년 이래 주요 완성차기업은 E-모빌리티 자동차 개발 및 출시에 역량
집중으로 신규 부품 수요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변화 가시화. 차세대 친환
경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 기대, 시
장선도를 위한 기업의 물밑 작업 개시 양상.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모델에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시행 예정에 따른 새로운 진입 기회 발생. 관련 신소재 부품, 경량부품,
수소차와 전기차 및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한 부
품 개발 및 시장 판로 개척에 역량 집중 필요.
- 시장의 재편 기회 적극 활용해 자체 공급사슬의 유연성과 역량 개선 필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의 기술 전환은 부품업계에도 대대적인 변화 초래.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공급은 완성차, 부품 제조 계열사 및 T1, T2 등 협
업이 매우 중요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으나, 전기
차 내부구조는 간단하고, 사용 부품 수가 적어 진입 장벽이 낮은 관계로 기
술력으로 신규 시장 진입에 상대적으로 용이.
- 유관 품목의 경우 독일, 미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수요 확산
전망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시장 공략 적기. 국내 기업 역시 관련 기능 제
품 및 부품 시장을 타깃으로 시장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와 연관
된 센서 및 SW 분야의 기술 개발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자율주행차량 관련
유관 기술 시장 보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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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류시장 동향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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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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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Middle East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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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 인 구 : 약 5,773만 명 (세계 25위)
○ 면 적 : 약 1,220,813㎢ (한반도의 5.5배)
○ 민족구성 : 흑인 81%, 백인 8%, 혼혈인 8%, 아시아/인도 2.5%, 기타 0.5%
○ 종 교 : 기독교 79.8%, 이슬람 1.5%, 힌두교 1.2% 등
○ 언 어 : 영어, 아프리칸스 및 9개 흑인 부족어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1인당 GDP : 약 6,340달러 (세계 75위)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광객 추이 및 현황
○ 방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광객 추이
- 방한 관광객 수가 증가·감소를 반복하여 예측하기 어려움. 2015년과 2016
년을 비교했을 때 30.7%의 증감률을 보였으나 이듬해 2017년에는 –17%의
증감률을 보임.
-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직항 비행기가 없어 접근성이 낮으며 경유를
통한 가장 빠른 비행기 소요시간은 16시간 50분
- 2018년을 기준으로 남아공에서 국민들이 접하는 한국 관련 주요 이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70.3%)’으로 관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20 3분기*(코로나)

2019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전체→한국

15,346,879

15.1%

17,502,756

14.0%

2,333,425

-82.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11,795

6.7%

13,144

11.4%

2,873

-72.2%

남아공→한국

※ 남아공 → 경기도 방문객 추정 불가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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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12.0%) > IT제품(11.8%) > 북핵/전쟁위험(7.0%) > 애니메이션(6.5%)
- ‘18년과 ‘19년의 상위 3개 연상 이미지는 동일하나, 그 비율은 감소

○ 한류콘텐츠 인기도
- IT제품/브랜드 > 애니메이션 > 패션 > K-Pop > 게임 > 한국식당 > 태권도
- K-POP, 한국 게임, 한국 식당 응답률 28.6%의 동순위 (4위)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38.2%) > 드라마(22.6%) > 패션(22.1%) > 뷰티(20.9%)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공유, 현빈, 전지현, 싸이,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엑소, 현아, 딘, 빅뱅 등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방문 > 한국 음식점 식사 > 한국 식품 구매 > 한국 가전제품구매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모바일 콘텐츠로 확산되는 한류에 대한 관심
- 한류는 아직 대중적인 문화가 아님. 한국 여행 및 원어민 교사의 한국 생
활 등 한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파되며 매니아층의
깊은 관심을 받는 중. 최근에는 모바일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한국드라마,
케이팝, 케이뷰티 분야로 관심이 확대.

○ (K-드라마, 방송) 열악한 환경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K-드라마
- 열악한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적. 일부 젊은 층이 인터넷으
로 한국드라마 시청. 또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무료 콘텐츠 공유가 활
발해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경우 증가. 남아공 주변 국가에서도 기존 한
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 최근 에스와티니 공영 방송을 통해서 한
국 드라마 두편이 방영되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K-POP)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K-Pop열풍은 현재진행형
- K-Pop 소수 매니아층 형성. 2018년에는 BTS 등 아이돌 그룹의 팬 증가.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팬 생성. 2018년 초 K-Pop 전문 음악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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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MattWest’ 생성. 주요 도시에서 K-Pop 월드 페스티벌 남아공 예선,
K-Pop 댄스 축제 등 관련 행사 개최. K-POP은 한국 문화 관련 주제어의
선두에 자리하고 있으며 BTS가 관련 검색어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남아공 구글 검색 추이를 보면 K-POP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

○ (K-영화) BTS의 인기는 남아공 영화 스케줄도 조정
- 남아공이 주최하는 주요 국제영화제에 한국영화 꾸준히 출품. 현지 영화학
교와 대사관 공동으로 매년 Korean Film&Food Festival 개최. 2016년 이
후 대사관에서 매달 ‘한국영화의 밤’을 개최하여 한국영화와 한식 소개.
- 월드스타가 된 BTS의 다큐멘터리 영화 ‘번 더 스테이지’가 남아프리카공화
국에서 개봉. 이틀에 걸친 상영 스케줄. 이후 뜨거운 반응에 다시 극장에
서 상영 스케줄을 조정하여 재상영. 남아공에서 이례적인 일.
- 2019년에는 남아공 최대 배급사인 스터키네코어사의 전국 영화관에서 ‘기
생충’을 개봉.

○ (K-푸드) 한국에서 맛보고 남아공에서 맛보는 한식
- 한식을 맛본 원어민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남아공 내 한국 식당을 방문하
거나 요리법을 문의. 2018년 5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timeslive>에서
한국 식도락 여행에 대한 기사 소개. 한국 식당과 음식에 대한 정보가 꾸
준히 업데이트. 남아공 대표 슈퍼마켓 브랜드 <Woolworth>에서 반조리 식
품으로 ‘한국식 바비큐 갈비’와 ‘한국식 바비큐 돼지고기 번’ 출시.

○ (K-뷰티) 현지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K-Beauty제품
- 2018년 6월 <코스모폴리탄 남아공>잡지에 한국식 피부 관리 방법과 한국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기사가 실림. K-Beauty가 처음 소
개될 당시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만. 현재 피부 관리법 및 화장 기법까
지 함께 소개. 온라인 플랫폼 ‘K-Beauty AFRICA’는 현지인들이 한국 화
장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선정하고 K-Beauty의 장점을 전파
- 같은 해, 8월에는 K-Beauty가 흑인 여성들을 배제한다는 칼럼이 실림.
K-Beauty 화장품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화이트닝’ 라인. 흑인 여성
들과 맞지 않는 제품으로 인식.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은 안색을 밝게 해주
는 ‘브라이트닝’ 제품. 단어에서 오는 뉘앙스를 고려해야.
(출처 : KOFICE 해외통신원 ‘18.6.19 / ’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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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2020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전략<KORTA>)

○ 아프리카의 거점이 될 ‘남아프리카공화국’
- (경제규모) 세계 33위, 2020년에도 1%대의 경제성장률, 저성장 기조 지속전망
*2018년 GDP 기준, 세계 33위(3,662억 9,820만 9,835달러)

- 총 2,869만 명이 인터넷 사용. SNS 사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27%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O4O사업 개최

- (소비력) 1인당 국민소득 세계65위
- (투자)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
라는 점 등의 비교적 유리한 투자여건을 갖추어 선진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
- (비즈니스) 1차 산업은 남아공의 근간산업. 광업은 총 수출의 27%를 차지
하며 남아공 전체 노동인구의 30%는 농업에 종사. 2차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 특히 철강산업은 2017년 기준
세계 26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위 생산국. 3차 산업으로 소매업과 금융
업. 금융업분야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금융시장.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잦은 파업 및 정책적 불확실성, 낮은 기업 신뢰도, 환율 변동 심화,
지속되는 낮은 성장세와 높은 실업률, 가격 민감도 심화, 행정절차 지연,
2019년 남아공 경제 1.3% 성장전망, 터키발 외환위기가 남아공으로 확산 등
- (기회요소) 꾸준히 증가하는 중위연령으로 젊은 인구가 풍부, 1인당 명목 GDP
6,369달러로 충분한 구매력 보유, 한류 콘텐츠 소비층 증가, 모바일 시장 지속
확대, 에너지·인프라 산업 육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남아공 의료시장

<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출 >
- (시장여건) 급속도로 진전되는 도시화 및 젊은 인구층의 빠른 성장 등에
따라 남아공 소비재 시장은 지속 확대. 높은 모바일 보급률은 글로벌 트렌
드에 대한 남아공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 역내 타 국가 대비 다양한
다국적 의류·잡화 기업이 남아공 소재.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내 배송 서비스는 남아공 소비자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쇼핑 이
용을 촉진. 한국식품점을 찾는 현지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안
식품점 외에도 현지 유통망에서 한국 라면, 과자 등이 판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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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전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진출 경로 다각화로 오프라인 매장 대여
등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과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바이럴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층에 어필.

< 남아공 에너지·인프라 산업 육성>
- (시장여건)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발달
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타 선진국과 비교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음. 남아공 국영전력공사의 운영능력 부재로 인해 2019년 1분기 극심한
전력난이 발생, 남아공 GDP 감소를 초래. 노후 장비, 낮은 기술력, 부족한
전문인력 등으로 남아공 에너지･인프라 산업은 선진 기술력 및 풍부한 경
험을 가진 민간기업의 투자가 절실.
- (진출전략) 남아공 현지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프로젝트 발주처에
역으로 제시,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초기 개발 단계부터 참여 가능. 현
지 투자증진기관인 InvestSA OSS와 협력하여 최신 프로젝트 정보 획득.
특히 남아공 에너지 산업의 경우 현재 발전단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더 나
은 에너지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

< 남아공 의료시장 수요 충족 >
- (시장여건) 역내 타 국가 대비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며, HIV/AIDS
발병 1위 국가이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대 비만 국가로 의료기기 수요
확대 추세. 현지 생산능력 부재로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 남아공 정부는 의료산업에서도 강도 높은 현지화 정책을 추진,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현지 업체와 합작 투자 형태로 운영.
- (진출전략) 현지 생산 확대 및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사업 기회 발굴. 흑
인 소유의 현지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전략 마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지방 도시
들의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발달도 주목. 전통적 수출
국인 미국, 독일에 비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 중국산 제품보다 높은 가격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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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홈코노미 상품 수요 증가 >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록다운 조치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의 출퇴근이 불
가능해지고, 남아공 경제 또한 위축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
사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가정의 비중이 증가. 따라서 많은 소
비자가 이제는 직접 사용할 가전들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변화. 특히 위생
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일반형 진공청소기 외에도 살균 기능이 있
는 스팀청소기, 반려동물 가정에 특화된 침구청소기 등 다양한 청소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고급형 청소기로는 Dyson 등에서 출시
되는 무선 청소기가 각광받고 있는데 일반 청소기의 3~4배가 넘는 가격에
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선화하는 고소득층 소비자들 사이
에서의 구매 비율이 높은 편.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산 제품들의
높은 성능과 컴팩트한 디자인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되
며 여유 있는 품질보증 기간이 제공된다면 시장 유통에 더욱 유리할 것.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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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Middle East

아랍에미리트(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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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한류시장 동향
국가 개황
○ 수 도 : 아부다비 (인구 약 290만 명)
○ 인 구 : 약 930만 명(외국인 약 89%)
○ 면 적 : 약 83,699㎢ (한반도의 1/3배)
○ 민족구성 : 인도인 27%, 파키스탄인 12%, 에미리트인 11%, 방글라데시인 7% 등
○ 종 교 : 이슬람교(수니파 85%, 시아파 15%)
○ 언 어 : 아랍어
○ 정치체제 : 7개 토후국1)으로 구성된 연방 대통령제
○ 1인당 GDP : 약 4만 711달러 (세계 24위)

중동 관광객 추이 및 현황
○ 방한 중동 관광객 추이

(2017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한국관광공사>)

GCC2) 6개국 기준)

- 1인당 지출경비 (USD1,776.6) 및 ‘가족·친지’ 동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 뷰티의료관광객 비중이 많아 ‘대구’와 ’대전’ 방문비율이 특히 높음.
뷰티·건강·치료 목적 방한 비율은 14.8%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음.
- 1인당 지출경비는 몽골,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한국의 전통문화/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및 ‘한국관광 광고를 보고 좋아져
서’(38.0%)의 방한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9년(1~9월 누계)에는 30대~61세 이상의 방한 성장률이 20~30%대 달함.
- 주요 방한 목적은 ‘여가/위락/휴가(58.8%)’, ‘사업 또는 전문활동’(35.4%)
* 중동 관광객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8

2019

2020 3분기*(코로나)
인원(명)
증감률
2,333,425
-82.0%

전체→한국

인원(명)
15,346,879

증감률
15.1%

인원(명)
17,502,756

증감률
14.0%

전체→경기도

2,286,685

9.9%

2,607,911

14.0%

347,680

-86.7%

중동→한국
중동→경기도

237,715
42,551

9.3%
12.4%

252,625
38,652

6.3%
-9.2%

39,774
6,085

-79.2%
-84.3%

※ 관광객 현황 중동 전체국가 기준
※ 2021년 3분기 기준 입국객 수치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최종 외래관광객 통계발표는 2021년 3월 예정

1) 토후국 : 부족의 수장이나 실력자에게 지배되는 국가. UAE 토후국(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알카이마, 아즈만, 움알콰인, 푸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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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 K-POP(14.3%) > IT제품(11.5%) > 한국음식(10.5%) > 뷰티 제품(8.5%)

○ 한류콘텐츠 인기도
- 뷰티(43.0%) > 패션(41.5%) > 한식(40.5%) > 음악(35.0%) > 게임(34.3%)

○ 한류콘텐츠 소비비중(전체 콘텐츠 소비량 중 한류 콘텐츠 소비량 비중 조사)
- 영화(39.8%) > 뷰티(31.9%) > 패션(29.5%) > 한식(25.9%) > 음악(24.2%)

○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 방탄소년단, 싸이, 모모랜드, 엑소, 샤이니, 지드래곤, 아이유, 이민호, 송혜교

○ 한류의 효과(향후 이용의향)
- 한국 방문 > 한국 핸드폰 구매 > 한국 가전제품구매 > 전반적 한국제품구매 > 한국 의류 구매

주요 한류자원 현황

(2019 지구촌 한류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동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중동의 한류 허브’로 삼아야
- UAE는 세계 6위 산유국으로서 원유를 바탕으로 친서방적인 근대화정책
추진, 그 결과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근대화된 나라가 됨. 인구
의 약 89%가 외국인으로 미국과 유럽,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문화 등 외
국문화가 아랍문화와 공존하는 사회. 중동에서도 외국문화의 유입이 가장
빠른 UAE에서부터 중동의 한류 확산 시작.
- 점차 이슬람국가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역동적인 문화를
찾는 움직임이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지나친 자본주의, 노골적인 노출 문
화에 대한 거부감 존재. 한국드라마는 중동의 보수적인 문화와 조화되는 측
면(가족주의, 연장자 배려 등)이 있어 인기요인 되기도.
- 2016년부터 콘텐츠 소비환경이 바뀌면서 일반 지상파 TV에서는 거의 보기
힘듦. 저작권 인식 결여로 불법 플랫폼을 사용한 한류콘텐츠 소비 성행.
1인당 음원 소비량 연평균 1달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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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콘텐츠 산업동향<한국콘텐츠진흥원>)

○ (K-드라마, 방송) 중동까지 도달한 K-드라마 한류
- UAE ‘두바이TV’에서 2007년 <겨울연가>, 2008년 <대장금> 각각 방영,
UAE 최초 현지 방송국에서 한국드라마를 방영한 것. 이란에서는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터키 드라마가 UAE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
으나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주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등 콘텐츠가 주로 방영.
- 한국 드라마의 경우 2011년부터 수출 집중 추진하여 <꽃보다 남자>, <아가씨
를 부탁해>, <드림하이>, <커피프린스> 등 UAE 시청자들에게 선보였고 그
이후 대학생 등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국드라마에 대한 선호 크게 확대.

○ (K-POP) 중동지역 대표 K-POP 인기국가, 아랍에미리트(UAE)
- 2018년 1월 두바이 최고의 관광지 버즈칼리바 분수쇼에 K-pop 최초로 엑소
의 노래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4월에 SM 엔터테인먼트의 해외 순회 콘서
트인 SM Town Live 행사가 역대 K-pop 콘서트 최대 규모로 개최되면서
1만 5천여 명의 현지 한류 팬을 수용.
- 2018년 11월에는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 영화 <burn the stage>가 한국 영
화 최초로 UAE 내 모든 대규모 극장에서 동시 상영 되는 등 K-pop을 중심
으로 UAE 한류 열풍의 전환점을 이뤄냄.
- 2019년 10월에는 방탄소년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Love Yourself> 콘서트
를 개최했는데, 6만석이 모두 매진. 이는 해외 가수로서 단독 헤드라인 콘서
트를 진행한 최초 사례.

○ (K-푸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식문화 확대 중
- 할랄 음식 문화와 금기 문화로 한식은 익숙하지 않은 편. 접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한 UAE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한식을 잘 알지
못하고 한식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
- 젊은 세대의 경우 드라마, 영화, 예능의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반응. 한류 클
럽 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한식 선호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부
다비와 두바이 소재 한식당에서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한국을 방문해 본적이 있는 UAE국민의 경우 더욱 찾기도.
2016년 3월 개원한 한국문화원의 한식강좌는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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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아랍에미리트 포함 중동지역 K-뷰티 꾸준한 성장세
- 드라마, K-POP 등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도 한류 관련 선호상품으
로 여겨지고 있음. 2015년 이래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6년의 경우 974만 달러로 전년대비 16.7% 증가. <더페이스샵>, <에뛰드 하
우스>가 독립매장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쇼핑몰 중심 20여개 매장을 운영 중.
- UAE 인기 화장품은 주로 색조, 기초 화장품 분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하면서 뷰티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객층 확대.
주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
- 무슬림이 먹고 바르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과 마찬가지로 할랄(Halal) 등의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며, 낯선 사람과 대면접촉을 꺼리는 이슬람 문화권
의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

시 사 점

(2020 세계시장 진출전략<KOTRA>)

○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인, 보수성과 역동성이 공존하는 UAE
- (경제동향) 2020년 UAE 엑스포(2020년 10월 ~2021년 4월)개최를 대비하여
공항, 도로, 호텔 등 각종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사업의 성장세 지속 전망.
- (지리요충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 역대 최대 물류거점
(항공) 두바이 국제공항 세계 2위, (해운) 제벨알리항3)은 세계 9위. 자유무
역지대 중심으로 재수출 활발.
- (매력시장) ① 면세혜택 : 연방 차원의 법인세, 개인소득세가 없으며 예외
적으로 석유‧가스 부문, 외국계 은행에만 법인세 부과.(단, 2018년 부가가치세 /
2017년 담배,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특별소비세 시행) ② 안정적인 정치 환경
③ 인프라 발달 : 2018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140
개국 인프라 부문 15위. ICT 활용 6위 기록. 도로(1위), 공항(3위), 항만(4
위) 시설 우수, 휴대폰 가입률 세계 3위 (글로벌 경쟁력 지수 : 한국 종합 15위)
- (직접투자활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 MENA4) 지역 중 1~2위. 두바이
직접투자 60% 이상 상위 5개국 유치(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사우
디). 숙박업 및 식음료 서비스업 분야 유치 활발(58%).
對UAE 투자유치는 10억 1,400만 달러, 중동 전체 투자유치의 95.1% 차지
3) 제벨 알리 항 : 사막의 모래를 파내고 만든 67개의 선석을 가진 세계 최대 인공항이며 중동의 가장 큰 물류센터. 초대형선박이
자유롭게 기항해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으로 두바이는 이 항구를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하고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 중계
무역기지로 발전시킴
4) MENA 지역 :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의 합성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속함.
MENA 지역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유동자금이 풍부하며 국가 위험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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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요인) 까다로운 품질인증 절차와 비용이 수출 애로사항. 할랄 인증 적
용범위 육류‧육가공품(의무)에서 화장품, 의약품, 패션 등 분야로 확대 추세.

○ 국가별 맞춤 道 한류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리스크) 종교적 영향으로 문화적 거리가 있는 시장, 오일‧가스 분야의 프로
젝트 시장, 대기업 브랜드 중심의 수출 구조, 현지인 에이전트 제도, 한국의
글로벌‧명품 브랜드 소비재 부족, 이란‧카타르 요인 교역 감소, 부가세 도입으
로 보수적 소비 기조 등.
- (기회요소)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 및 소비인구 증가, 교통, 통신, 물류 등 뛰
어난 비즈니스 인프라, 국부펀드를 비롯한 자본력, 비즈니스 허브, 고소득 외
국인 인구 높은 구매력, 소비재 관련 온/오프라인 유통망 성장, 보건의료와 IT
등 신사업분야 확대, MENA 시장을 겨냥한 국제전시회 메카 등.

< 중장년층 높은 인구비, 온라인 마켓 성장 예견 >
- (소비층) 2015년 기준 20~39세 인구는 4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 차
지. 가격 민감도가 높아 온라인 마켓 활용 확대.
- 소득수준에 따라 프리미엄과 중저가 시장으로 양분.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남
아시아계(59%)와 고소득 에미라티5) 및 유럽, 북미계와 양분화된 소득격차 존재.
- 혹서의 기후로 인해 쇼핑몰 문화(총 소비 96%)가 지배적이지만 온라인 쇼핑
확대 중. 2017년 미국 아마존이 중동 최대 온라인 쇼핑몰 수크닷컴 인수,
국영 온라인 쇼핑몰 눈닷컴 출시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 성장 중.

< IT산업 성장, 디지털 마케팅 높은 잠재력 보유 >
- (높은 휴대폰 가입률, 소셜 인플루언서 영향력) UAE 휴대폰 가입률은 100명
단 204회선일 정도로 높아 현지 진출 주요 브랜드들은 SNS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확대 추세. SNS 내 K-Beauty를 중심으로 한류 소비재 인지도 형성.
- 화장품, 패션, 전자, 식품 중심으로 소셜 인플루언서 활용 제품 사용 후기
등을 공유하고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 진행. UAE 연방미디어심의회는
2018년부터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리‧규제 시작.
- (정부 주도 IT시장 육성) 인공지능 장관직 신설, 페이퍼리스 전자정부 등
스마트 정부, 스마트시티 구축 노력 가속화. 2016년부터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혁신분야 연구‧투자. (2018~2020년 UAE IT시장 평균 7.8% 성장 예상<BMI6)>)

5) 에미라티 : 현지인이라는 의미로 '에미라티', '이마라티' 라고도 함. UAE 국적 소유자는 95만 명(대략 11%)
6)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186개국 22개 산업분야의 정보를 분석, 전망, 예측하여 국가별 산업 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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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산업다각화 >
- (원유매장량) 2015년 말 기준으로 UAE는 자원부국으로 978억 배럴의 원유
(세계8위)와 6.1입방 미터의 천연가스(세계7위)확인 매장량을 보유. 원유 매장량
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약 80년간 생산 가능한 규모.
- (산업다각화) 두바이와 아부다비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금융, 관광 등 비
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경제 다변화 꾸준히 추진 중.
- (경제적 이점)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
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
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계무역기지 및 금융허브 역할 담당.
(2017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KTO> GCC7) 6개국 기준)

7)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쿠
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정상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모여서 결성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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