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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ve influence of culture conten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publi-

shed in the internet version of local newspapers for Malaysia, Mongolia, Uzbekistan, and Spain (from Jan-

uary 2010 to December 2014) and from Singapore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using content analysis

focused on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newspaper content. ‘Food’ showed the highest appearance frequency

of the 11 culture contents investigated in the study. Among the articles related to Korea, ‘Pop Music’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for Malaysia, Uzbekistan, and Spain and ‘Star’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for Sin-

gapore and Mongolia. Among the Hallyu related contents, ‘Pop Music’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fol-

lowed by ‘Star’, ‘Movie’, and ‘Drama’. Articles related to Korea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than articles related to China and Japan in ‘Pop Music’ and ‘Star’ categories. Spain showed articles related

to Korea only in the ‘Pop Music’ category.

Key words: Hallyu, Overseas local newspaper, Content analysis, Asia, Europe; 한류, 해외 현지신문, 내

용분석법, 아시아, 유럽

I. 서 론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작되어 K-Pop, K-뷰티, 음식 등 다

양한 분야로 확장되었고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유럽

지역에까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13; Song, 2012). 이제 한

류는 문화현상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과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

로 성장하였다. 해외에서의 한류 열풍은 우리나라의 대

중매체에서 자주 기사화되며 우리는 뉴스나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한국 드라마나 K-Pop의 해외 인

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통상 접하는 한류에

대한 기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제작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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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이와 같은 기사들을 통해 파악되는 해외의 한류

열풍이 실제로 현지의 분위기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조

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ong, 2012). 한류에 대한 해외

현지의 반응을 가감 없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

인에 의해 제작된 정보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대표

적인 자료로서 현지신문을 들 수 있다.

신문은 공공의 이슈를 소개하는 매체의 하나로서 특정

이슈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기여하거나, 혹은 특정 이

슈가 이미 받고 있는 대중의 지지 정도를 반영한다(Gra-

nner et al., 2010). 의제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

에 의하면 뉴스는 어떤 이슈는 다루고 어떤 이슈는 다루

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그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abur-

nay et al., 2003). 이 이론은 대중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

는 이슈를 이보다 덜 자주 등장하는 이슈보다 더 중요하

게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Caburnay et al., 2003). Gra-

nner et al.(2010)은 뉴스 보도에 있어서 특정 이슈를 다루

는 기사의 빈도가 그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신

문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

으며 신문기사에 대한 양적 연구의 방법으로 내용분석

법(Content Analysis)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Granner et al.,

2010; Hinchcliff et al., 2011). 내용분석법은 대중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내

용군의 개수를 측정하여 빈도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으로

서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조사할 수 있는 효율

적인 방법이다(Audience Dialogue, 2012; Berelson, 1952;

Granner et al., 2010).

드라마나 음악, 연예인, 뷰티 등 통상 한류와 연관지어

지는 문화요소들은 한국의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의 것에 대해서도 해외인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한류에 관한 해외 현지의 신문기사를 조사함

에 있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문화요소를 다루

는 현황도 함께 조사하여 한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

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한

국과 중국 및 일본의 문화요소가 해외 현지신문에서 다

루어지는 정도를 조사하여 실제 한류 인식의 주체인 해

외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한류의 영향력을 중국과 일본의

문화요소와 대비하여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각 문

화요소가 다루어지는 정도는 관련 기사의 빈도로 나타

내고자 하며 조사대상 국가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

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등 아시아 3개국, 중앙아시아

1개국, 그리고 유럽 1개국을 선정하였다. 지금까지의 한

류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중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거

나 1개국씩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며 본 연구와 같이

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의 나라들을 동시에 비교한 연

구는 없었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현지신문

에 나타난 기사를 토대로 한류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각

국에서의 한류의 영향력을 중국과 일본의 문화요소의

영향력 대비 조사한 연구는 본 논문이 시초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5개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출입국

통계를 조사한 265개 국가 중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 수

순으로 상위 30위권에 드는 국가들로서 상대적으로 한

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2015). 5개국은 또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의 분류에 따라 한류가 성숙단계, 성

장단계, 인지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므로 한류의

성장 정도가 다양하고, 아시아와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

를 포함하여 지리적으로도 넓은 지역을 아우른다(Bok,

2014; KTO, 2015; KOTRA Knowledge Service Industry

Team, 2011). 따라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우즈베

키스탄, 그리고 스페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함으

로써 한류의 인지 정도가 다양한 국가들에서 중국과 일

본 문화요소 대비 한국 문화요소가 갖는 영향력을 파악

하고 각국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는 문화요소를 추출함

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문화요소는 애니메이션, 뷰티, 출판

만화, 드라마, 패션, 음식, 게임, 언어, 영화, 가요(팝뮤직),

스타(연예인) 등으로서 2012년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특수분류체계의 대분류 항목들을 기본 틀

로 하되 일부 항목은 추가하거나 생략하였다(H. W. Lee,

2014).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화요소의 그룹을 편의상 ‘문

화콘텐츠’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류의 현황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로부터 베

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서 인기를 끌던 한류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유튜브(You-

Tube)와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남미를 포함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

다(Bae & Kim, 2012; Cho & Sim, 2013; Song &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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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류’는 본래 1990년대 말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

어로서 중국 청년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예인을 추종

하는 현상을 일컬었으며,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들다’

라는 뜻의 한류(寒流)와 Korean wave를 뜻하는 한류(韓

流)를 동시에 뜻하는 복합적인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었

다(Hang, 2014). 이 용어는 중국의 일간지인『베이징청

년보(Beijing Youth Daily)』에 처음 소개된 후 한국의 대

중가요 내지는 한국 드라마를 의미하는 용어로 한국 언

론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대중문화와 문화

전반의 해외 유행을 일컫는 용어로 전세계에서 사용되

고 있다(Farrar, 2010; Jang, 2012; MCST, 2013; Ravina,

2009; Yu et al., 2012).

1990년대 말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큰 인기

를 시작으로 중국과 대만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한

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MCST,

2013).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한류는

대체로 K-Pop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MC-

ST, 2013). K-Pop은 아이돌 가수로 이루어진 댄스그룹이

주축을 이루는 한국 대중가요를 일컫는 용어로서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 콘서트를 기점으로 한류

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떠올랐고, 2012년 7월 가수 싸이

(PSY)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 유튜브를 동시다발적으

로 강타하면서 전세계가 함께 교감하는 한류 3.0시대를

열게 되었다(Cho & Sim, 2013; MCST, 2013). 최근에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태양의 후예>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전세계 32개국으로

수출되고 중국에는 특히 회당 25만 달러, 일본은 회당

10만 달러로 수출되면서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

가브랜드 홍보력을 입증하였다(MCST, 2016; Oh, 2014).

2. 한류 관련 선행연구 조사

지금까지 한류와 관련되어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중

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다(Bae & Kim, 2012). H. J. Lee(2014)는 중국인의 한

국 드라마 시청 정도가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국 광서성과 하남성 거주인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중국인들은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

지 않으며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는 것이 오히려 한

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i-

ang and Lee(2014)는 중국인이 매력으로 지각하는 한류

문화형태별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국 청도 거주

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형태를 영상물, 음악, 패션,

음식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구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영상물 중 특히 시나리오가

다른 요소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음악은 댄스와

율동 실력, 패션은 재단과 봉제 수준, 음식은 맛 등이

가장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iang & Lee,

2014). Zhang and Kim(2014)은 한류 선호도와 모델의 인

지도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배너광고 광고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유명 연예

인과 일반인 모델의 사진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 배너

를 제작하고 상해와 북경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으로서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

구결과, 작은 크기의 배너에서도 유명인과 일반인의 구

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델 인지도가 높고 한류

선호도가 높을수록 배너광고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Zhang & Kim, 2014). 또한 한국 드라마

선호도와 배너광고 사이에는 긍정의 효과가 있으나 유

명인을 활용한 배너광고는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한류

문화선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Zh-

ang & Kim, 2014).

Jang et al.(2012)은 일본에서의 한류의 성공 배경을 문

화산업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일본에서의 한

류 확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개

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가 있

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특히 K-Pop의 경우 한국 음

반시장의 축소와 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

로 견고한 음반시장과 위성방송을 갖는 일본에 우리 가

요문화가 흡입되면서 일본에서의 한류 성공이 가능하였

다고 주장하였다(Jang et al., 2012). Kim(2012)는 일본

인의 한류에 대한 태도가 국가이미지와 한국 방문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쿄의 도심에서 10

~60대 연령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일본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한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갖고 있으며 한국 가요는 젊은 청소년층에서, 그리

고 한국 드라마는 30~40대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인기

가 있고 이렇게 형성된 한류의 태도는 한국의 국가이미

지와 한국 방문 의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Kim, 2012). Joo(2013)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데 반하여 한

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1990년 후반부터 반한류를 다룬 논문과 발표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일본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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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한류의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TV나 신문 등

의 언론매체의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보수 저널리즘과

미디어의 내셔널리즘이 큰 작용을 했음을 보고하였다

(Joo, 2013).

Bae and Kim(2012)은 기존의 한류 연구가 주로 중국

과 일본에 편중됨을 지적하며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류에 대한 지각이 제품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였다. 연구결과 한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자아 일치성 정도가 높고, 한국 엔터테

인먼트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

끼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 소비재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연결됨을 시사하였다(Bae & Kim, 2012). Kim et

al.(2013)은 한류 패션의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소비자 조

사연구 결과 싱가포르의 10대 후분에서 20대 초반의 여

성 소비자들은 한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

지를 갖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 중 K-Po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et al., 2013). Jang et

al.(2013)은 태국에서의 경제한류와 문화한류와의 관계

를 한국관광공사의 제품별 대 태국 수출통계와 현지 초

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통해 조사한 결

과 태국에서는 삼성과 LG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나 기업

의 인지도가 한류 확산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한류의 성공이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대 태국 화장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주요 요

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Baek(2014)은 필리핀에서의 한

류 수용 특성이 한국산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불법 유통 한류 콘텐츠

는 한국 제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합법적으

로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는 식음료, 전자제품, 패션상품

등 내림차순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국

드라마가 K-Pop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ek,

2014).

미주나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예를 보면 Lee(2013)

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7개국의 전문가 집단에게 한국

에 대해 문의한 결과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삼성이며 문화콘텐츠로는 싸이를 포함한

한국 음악이라고 하였다. Park(2013)은 미국에서의 한류

파급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인들은 춤이나 중독적인 문화

콘텐츠에서보다 한국 대중문화가 지니는 깔끔하고 멋있

는 시각적인 효과에 더 매력을 느끼며 조사대상 중 56%

는 한국 대중문화를 반복적으로 듣고, 70%는 한류 콘텐

츠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호감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Moon(2014)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 유학생의 한류 인식과 한류 콘텐츠 만족도 및 제품 선

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6개 대학에 재학 중

인 외국인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으

로 구분하여 총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바 한류의

인기요인에 대해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평가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유학생들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

으로 나타났다(Moon, 2014).

한류에 관련되어 신문을 조사매체로 연구한 예로 Yu

et al.(2012)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중국 일

간지 3종에 수록된 한류 보도에 대해 중국 언론의 틀 짓

기(News Framing) 방식을 조사하였다. 이는 뉴스 보도

의 틀이 독자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근거하였다. 연구결과 총 297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으며 이 중 67.3%는 일화 중심 프레임, 27.9%는 주

제 중심 프레임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적으로는 한류를

문화적 흥미 틀에 넣어 보도한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

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프레임의 뉴스가 많다

고 보고하였다(Yu et al., 2012). Jung and Hwang(2015)

은 한일 주요 일간지의 한류 관련 뉴스 프레임과 국가

이미지를 기사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

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한류에 대한 한국의 태도

는 경제적 영역과 성과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고 대중문

화 영역을 넘어 미용, 한식, 술, 음식, 패션 등 경제적 수

익 창출 측면이 두드러진 반면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한

류는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마음, 매력, 공항, 여행 등 한

류 콘텐츠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Hwang, 2015).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할 때 한류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의 한

류는 K-Pop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선

호되고 있는 콘텐츠 종류에 다소의 차이가 있고, 특히

유럽에서의 한류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광서성과 하남성을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를 볼 때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는 해외

현지에서의 반응이 다소 과장되게 보도되었을 가능성

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5개국의 선정 배경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수를 세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전체의 84.6%를 차지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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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메리카가 7.5%, 유럽이 6.2%, 중앙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각각 1.3%를 차지하였다(KTO, 2015).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5개국은 한국관광공사의 출입

국 통계에 의해 모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로 상위

30위권 내에 드는 국가들로서 말레이시아인 방문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싱가포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순이었다(KTO, 2015). 1989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 통계를 볼 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몽골이

나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에 비해 일찍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았으며 관광객의 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KTO, 2015), 스페인

인의 한국 방문은 지난 25여 년 간 크게 증가하지 않았

다(Fig.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방송, 영화, 음악, 애니메이

션/캐릭터의 진출동향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를 한류 성숙

단계 국가로,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한류 성장단

계 국가로, 스페인을 한류 인지단계 국가로 분류하였다

(Bok, 2014; KOTRA Knowledge Service Industry Team,

2011). 몽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Bok, 2014; KOTRA Knowledge Service Industry

Team, 2011).

4. 문화콘텐츠의 분류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OECD

의 콘텐츠 미디어 산업분류와 UNESCO 국제기준을 참

조하여 표준산업 분류체계 내 콘텐츠 특수분류로 제정

되었다(H. W. Lee, 2014). 제정 당시의 분류체계에 의하

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출판산업, 음악/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공연산업, 광고산

업, 캐릭터 산업, 정보서비스 산업 등 8개의 대분류로 분

류되며 그 안에 22개의 중분류와 65개의 소분류로 구성

되어 있었다. 해당 분류는 2012년 1차 개정때문에 출판,

만화,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 11개의 대분류와 49개의 중

분류, 126개의 소분류로 새롭게 구성되었다(Kim, 2015;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등 5개국을 선정하

고 개정된 콘텐츠 특수분류에 따라 문화콘텐트로 애니

메이션, 뷰티, 출판만화, 드라마, 패션, 음식, 게임, 한국

어, 영화, 가요(팝뮤직), 스타(연예인) 등 11개 항목을 선

정함으로써 한류의 성장 정도가 서로 다르고 지리적으

로도 비교적 상이한 국가들에서 중국과 일본의 문화콘

Fig.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to Korea.

From KTO. (2015). http://kto.visitkorea.or.kr

– 1104 –



해외 현지신문의 한·중·일 문화콘텐츠 관련 기사의 내용분석 연구

-말레이시아, 싱가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을 중심으로- 139

텐츠 대비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

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년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의 현지신문에,

그리고 싱가포르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년간의 현지신문에 실린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콘텐

츠 관련 기사의 내용을 내용분석법에 따라 빈도측정을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문화콘텐츠 대비, 현지에서의

한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5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수집되

었으며 한국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의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 본인 나라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데이

터 수집은 본 연구를 위해 지정한 컴퓨터실에 조사원들

이 모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및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이 데이터 수집 과정을 관리하였다. 조사대상 신문은 각

국의 대표 신문의 하나로서 구독률이 높고 인터넷 버전

이 있으며 온라인 무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

다. 조사에 사용된 각국의 신문과 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조사원들은 각각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년간, 혹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년간

각자 자국 현지신문의 무료 공개 인터넷 버전을 전수조

사하여 기사의 내용을 읽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콘

텐츠를 언급한 기사들을 선별한 후 각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느 나라의 콘텐츠이며 또한 어느 문화콘텐츠

장르에 해당되는지를 빈도 체크하였다. 싱가포르의 경

우 최근 3년의 신문만 무료 공개되었으므로 최근 3년간

의 데이터만을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기사

들은 비단 한국, 중국, 혹은 일본의 문화콘텐츠 관련 내

용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기사뿐만 아니라, 제목과 무

관하게 한국, 중국, 혹은 일본을 다루고 있거나, 한 ·중 ·

일과 무관하게 문화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모

두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원들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사의 내용을 읽은 뒤 한국, 중국, 혹은 일본의 문화콘

텐츠 내용을 언급한 경우 각 경우를 빈도 1로 체크하였

다. 한 기사에서 두 나라 이상이 언급되었거나 마찬가지

로, 한 기사에서 두 개 이상의 문화콘텐츠 장르가 언급

된 경우, 각 경우에 모두 빈도 1씩 부여하였다.

1차적으로 수집된 1,300여개의 데이터는 다시 내용을

스크리닝하여 애니메이션, 뷰티, 출판만화, 드라마, 패션,

음식, 게임, 언어, 영화, 가요(팝뮤직), 스타(연예인) 등 본

연구에서 선정한 11개의 문화콘텐츠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사 581개만을 본 연구의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1차적으로 엑셀을 이용해 빈도와 백분

율을 구하고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규분포 여

부를 검사한 후 독립 K-표본의 비모수 검정인 Kruskal-

Wallis 테스트로 각 나라 안에서 한 ·중 ·일 기사의 빈도

에, 혹은 11개의 문화콘텐츠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화콘텐츠 항목은 2012년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특수분류체계의 대분

류 항목들을 기본 틀로 하되 일부 항목은 추가하거나 생

략하여 정하였다(H. W. Lee, 2014). 수집된 데이터는 엑

셀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Table 1. List of newspapers used in the study

Country Newspaper Website Characteristics*

1 Malaysia New Straits Times http://www.nst.com.my Malaysia's only nationwide daily English newspaper

2 Singapore The Straits Times http://www.straitstimes.com/global
Singapore's most widely circulated daily newspaper 

(English)

3 Mongolia Zuunii Medee http://zuuniimedee.imedia.mn
Leading daily newspaper of Ulaanbaatar (Mongolian 

language)

4 Uzbekistan UzReport http://news.uzreport.uz
Uzbekistan's leading internet newspaper (Uzbekistan 

language)

5 Spain El Mundo http://www.elmundo.es Spain's second major daily newspaper (Spanish)

*: Wikipedia. (2016b). https://en.wikipedia.org; Wikipedia. (2016d). https://en.wikipedia.org; Wikipedia. (2015). https://en.wikipe-

dia.org; Wikipedia. (2016a).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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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1. 5개국 신문의 한 ·중 ·일 문화콘텐츠 기사 빈도

비교

각 국의 신문에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혹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 ·중 ·일 문화

콘텐츠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의 수는 <Table 2>와 같

다. 총 581개 기사 중 한국을 다룬 기사는 227개, 중국은

197개, 일본은 157개로 한국 관련 기사가 전체의 39.07%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5년간의 신문을 조사한 나라

중 관련 기사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말레이시아였으

며 가장 적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었다. 말레이시아와

몽골은 중국 관련 기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싱가포르

와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은 한국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

다. 특히, 스페인은 전체 기사 중 한국 관련 기사가 63.88%

나 차지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일본 관련 기사가

39.47%로서 한국 관련 기사(42.11%)의 빈도와 유사하였

다. 3년간의 신문이 조사된 싱가포르의 경우 검색된 기

사가 모두 176개로 연평균 58.6개로서 5년간의 신문이

조사된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은 물론 5년간 200개

가 검색된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았다. 본

결과를 볼 때 해외 현지신문에서는 한 ·중 ·일의 문화콘

텐츠가 고루 다루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이나 우즈베키

스탄, 스페인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사가 더 많은 나라도

있으나, 동시에 한국보다 중국의 문화콘텐츠를 더 많이

다루는 나라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 5개국 신문의 한 ·중 ·일 문화콘텐츠 기사의 유

형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한 11개의 문화콘텐츠 중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음식(17.73%)이었으며 그 다음은 가요(팝뮤

직)(15.66%)로 나타났다(Table 3). 11개의 콘텐츠 중 빈

도수가 가장 낮은 것은 드라마로서 전체의 3.61%만 차

지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해외의 한류 관심도

를 생각할 때 의외의 결과였으나 H. J. Lee(2014)의 연구

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보다 중국 드라마를 더 많

이 시청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나라별로 볼 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음식 각각 17.50%와 22.72%,

몽골은 가요(팝뮤직)가 23.15%, 우즈베키스탄은 영화와

가요(팝뮤직)가 각각 28.94%, 그리고 스페인도 영화와 가

요(팝뮤직)가 각각 19.44%로서 11개의 문화콘텐츠 중 빈

도가 가장 높았다.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각 나라 데이터의 정규분포 여부

를 검정하였다. Shapiro-Wilk의 결과 5개국 모두 유의확

률 p<.05로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4개국은 11개 문화콘텐츠 간

에 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4).

5개국 신문에서 검색된 11개의 문화콘텐츠 빈도를 한 ·

중 ·일 나라별로 분류하면 <Table 5>와 같다. 11개 문화

콘텐츠 중 한국에 대한 기사는 가요(팝뮤직)가 말레이시

아,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공통으로 가장 높았으며 싱가

포르와 몽골의 경우는 스타(연예인)가 한국 관련 기사

중 각각 31.80%와 36.30%로서 가장 높았다. 중국에 관

한 기사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몽골은 각각

21.00%, 31.30%, 25.00%로 음식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

으며, 일본에 관한 기사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몽골은

각각 24.10%, 31.80%로 음식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는 음식과 스타(연예인)에 관한 기사가 모두

24.50%로서 동일하였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관

련 기사는 57.10%가 영화, 일본 관련 기사는 패션이

40.00%로 가장 높았다. 스페인은 중국 관련 기사는 언

어가 46.10%, 일본 관련 기사는 영화가 30.7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전혀 검색되

Table 2. Frequency of articles related to culture content in Korea, China, and Japan for newspaper articles of the 5

countries under investigation

Country

Article
Malaysia Singapore Mongolia Uzbekistan Spain Total

Korea 066 (033.00) 066 (037.50) 33 (034.73) 16 (042.11) 46 (063.88) 227 (039.07)

China 076 (038.00) 061 (034.65) 40 (042.11) 07 (018.42) 13 (018.06) 197 (033.90)

Japan 058 (029.00) 049 (027.84) 22 (023.16) 15 (039.47) 13 (018.06) 157 (027.02)

Total 200 (100.00) 176 (100.00) 95 (100.00) 38 (100.00) 72 (100.00) 581 (100.00)

Numbers in ( ) are percent values calculated from to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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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0.00%) 유형에는 말레이시아가 만화, 몽골은 뷰

티, 드라마, 패션, 게임, 언어, 우즈베키스탄은 애니메이

션, 뷰티, 만화, 드라마, 게임, 스타(연예인), 그리고 스페

인은 애니메이션, 언어, 스타(연예인)가 있었다. 싱가포르

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전혀 검색되지

않은 유형은 없었으나 애니메이션, 만화, 패션, 게임, 언

어의 빈도가 각각 1로 기사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나라별로 한 ·중 ·일 기사의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의 정규분포 여부

를 조사하였다(Statistics Solutions, 2016). Shapiro-Wilk

의 결과 5개국의 문화콘텐츠가 각각 유의확률 p<.05로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모수 검

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6). 조사결

과 말레이시아의 출판만화, 드라마, 음식, 가요(팝뮤직)

에 있어서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스페인

의 음식, 언어, 가요(팝뮤직)에 있어서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싱가포르의 경우 가요(팝뮤직)가

p<.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ruskal-Wallis의 결과와

5개국의 콘텐츠별 빈도수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출

판만화는 일본 기사를, 드라마와 가요(팝뮤직)는 한국 기

사를, 그리고 음식은 중국 기사를 많이 다루었고, 싱가포

르는 가요(팝뮤직)부문에서 한국 기사가 두드러졌으며,

스페인은 음식과 가요는 한국 기사를, 언어는 중국 기사

를 많이 다루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3. 문화콘텐츠 유형 중 한류 관련 유형분석

통상 ‘한류(Korean Wave)’라고 함은 우선적으로 한국

의 대중가요 내지는 한국 드라마를 의미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 대중가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

와 문화 전반의 해외 유행을 뜻하는 의미로 현재 사용되

고 있다(Farrar, 2010; Jang, 2012; MCST, 2013; Ravina,

2009; Yu et al., 2012). MCST(2013)는 1997년 드라마 <사

랑이 뭐길래>를 출발로 중국에서 시작되어 2000년도 중

반까지 지속된 한류를 한류 1.0시대로 보고,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K-Pop을 중심으로 새롭게 활

기를 띈 한류를 한류 2.0시대로, 그리고 2012년 7월 가

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동시다발적으

로 확산된 단계를 한류 3.0시대라고 정의하였다(Cho &

Yoon, 2013; MCST,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

Table 3. Frequency of articles related to each culture content in the newspaper articles of the 5 countries under

investigation

Country

Content
Malaysia Singapore Mongolia Uzbekistan Spain Total

1 Animation  9 (004.50)  5 (002.84) 13 (013.68)  0 (000.00)  1 (001.38) 28 (004.82)

2 Beauty 18 (009.00) 19 (010.79)  0 (000.00)  0 (000.00)  5 (006.94) 42 (007.23)

3 Comics 12 (006.00)  5 (002.84) 11 (011.57)  0 (000.00)  5 (006.94) 33 (005.68)

4 Drama  9 (004.50) 10 (005.68)  0 (000.00)  0 (000.00)  2 (002.77) 21 (003.61)

5 Fashion 22 (011.00)  9 (005.11)  2 (002.10)  8 (021.05)  4 (005.55) 45 (007.75)

6 Food 35 (017.50) 40 (022.72) 20 (002.10)  4 (010.52)  4 (005.55) 103 (017.73)

7 Game 19 (009.50) 12 (006.81)  0 (000.00)  0 (000.00) 16 (002.22) 47 (008.09)

8 Language 11 (005.50)  6 (003.40)  0 (000.00)  4 (010.52)  7 (009.72) 28 (004.82)

9 Movie 20 (010.00) 11 (006.25)  8 (008.42) 11 (028.94) 14 (019.44) 64 (011.02)

10 Pop Music 22 (011.00) 22 (012.50) 22 (023.15) 11 (028.94) 14 (019.44) 91 (015.66)

11 Star 23 (011.50) 37 (021.02) 19 (020.00)  0 (000.00)  0 (000.00) 79 (013.59)

Total 200 (100.00) 176 (100.00) 95 (100.00) 38 (100.00) 72 (100.00) 581 (100.00)

Numbers in ( ) are percent values calculated from total values.

Table 4. Result of the Kruskal-Wallis test to examine any differences among the 11 culture contents

Country Malaysia Singapore Mongolia Uzbekistan Spain

Test χ
2

p χ
2

p χ
2

p χ
2

p χ
2

p

Kruskal-Wallis Chi-square 21.127 .020 16.445 .088 57.724 .000 38.087 .000 33.1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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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of articles on each culture content in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newspaper articles of

the 5 countries under investigation

Country Malaysia Singapore Mongolia

Content K C J K C J K C J

Animation
3

(004.50)

3

(003.90)

3

(005.10)

1

(001.50)

1

(001.60)

3

(006.10)

5

(015.10)

6

(015.00)

2

(009.00)

Beauty
7

(010.60)

6

(007.80)

5

(008.60)

9

(013.60)

7

(011.40)

3

(006.10)

0

(000.00)

0

(000.00)

0

(000.00)

Comics
0

(000.00)

2

(002.60)

10

(017.20)

1

(001.50)

0

(000.00)

4

(008.10)

1

(003.00)

8

(020.00)

2

(009.00)

Drama
8

(012.10)

1

(001.30)

0

(000.00)

5

(007.50)

3

(004.90)

2

(004.10)

0

(000.00)

0

(000.00)

0

(000.00)

Fashion
3

(004.50)

11

(014.40)

8

(013.70)

1

(001.50)

6

(009.80)

2

(004.00)

0

(000.00)

2

(005.00)

0

(000.00)

Food
5

(007.50)

16

(021.00)

14

(024.10)

4

(006.00)

24

(039.30)

12

(024.50)

3

(009.00)

10

(025.00)

7

(031.80)

Game
7

(010.60)

6

(007.80)

6

(010.30)

1

(001.50)

4

(006.50)

7

(014.30)

0

(000.00)

0

(000.00)

0

(000.00)

Language
3

(004.0)

5

(006.50)

3

(005.10)

1

(001.50)

5

(008.20)

0

(000.00)

0

(000.00)

0

(000.00)

0

(000.00)

Movie
4

(006.00)

13

(017.10)

3

(005.10)

3

(004.50)

6

(009.80)

2

(004.10)

2

(006.00)

4

(010.00)

2

(009.00)

Pop Music
14

(021.20)

6

(007.80)

2

(003.40)

19

(028.80)

1

(001.60)

2

(004.00)

10

(030.30)

6

(015.00)

6

(027.20)

Star
12

(018.10)

7

(009.20)

4

(006.80)

21

(031.80)

4

(006.60)

12

(024.50)

12

(036.30)

4

(010.00)

3

(013.60)

Sum
66

(100.00)

76

(100.00)

58

(100.00)

66

(100.00)

61

(100.00)

49

(100.00)

33

(100.00)

40

(100.00)

22

(100.00)

Total 200 176 95

Country Uzbekistan Spain Sum

Content K C J K C J K C J

Animation
0

(000.00)

0

(000.00)

0

(000.00)

0

(000.00)

0

(000.00)

1

(007.60)

9

(003.90)

10

(005.10)

9

(005.70)

Beauty
0

(000.00)

0

(000.00)

0

(000.00)

5

(010.80)

0

(000.00)

0

(000.00)

21

(009.30)

13

(006.60)

8

(005.10)

Comics
0

(000.00)

0

(000.00)

0

(000.00)

2

(004.30)

0

(000.00)

3

(023.00)

4

(001.70)

10

(005.10)

19

(012.10)

Drama
0

(000.00)

0

(000.00)

0

(000.00)

2

(004.30)

0

(000.00)

0

(000.00)

15

(006.60)

4

(002.00)

2

(001.30)

Fashion
1

(006.20)

1

(014.20)

6

(040.00)

1

(002.10)

2

(015.30)

1

(007.60)

6

(002.60)

22

(011.20)

17

(010.80)

Food
3

(018.70)

0

(000.00)

1

(006.60)

4

(008.60)

0

(000.00)

0

(000.00)

19

(008.30)

50

(025.40)

34

(021.70)

Game
0

(000.00)

0

(000.00)

0

(000.00)

10

(021.70)

3

(023.00)

3

(023.00)

18

(007.90)

13

(006.60)

16

(010.20)

Language
4

(025.00)

0

(000.00)

0

(000.00)

0

(000.00)

6

(046.10)

1

(007.60)

8

(003.50)

16

(008.10)

4

(002.60)

Movie
2

(012.50)

4

(057.10)

5

(033.30)

8

(017.30)

2

(015.30)

4

(030.70)

19

(008.40)

29

(014.70)

16

(010.20)

K: Korea, C: China, J: Japan

Numbers in ( ) are percent values calculated from to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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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조사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가요

(팝뮤직), 드라마, 영화, 그리고 스타(연예인) 등 한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화콘텐츠를 중점적으로 하여 해외

현지기사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의 신문에서 조

사된 한류 관련 콘텐츠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싱가포르의 신문에서 검색된 한류 관련 콘텐츠, 즉

가요(팝뮤직), 드라마, 영화, 스타(연예인)의 빈도수를 합

하여 한 ·중 ·일 나라 구분 없이 조사하였다. 한류 관련

콘텐츠 중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가요(팝뮤직)로

서 전체 한류 관련 콘텐츠의 37.14%를 차지하였고 그 다

음은 스타(연예인)(28.16%), 영화(26.12%), 드라마(8.57%)

순이었다(표 생략). 이들 기사가 한국, 중국, 일본 중 어

느 나라의 해당 콘텐츠에 관한 기사인지를 조사한 결과

<Fig. 2>와 같이 영화를 제외하고 가요(팝뮤직), 스타(연

예인), 드라마 모두 한국 관련 기사의 빈도가 중국이나

일본 관련 기사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고 영화의 경

우 중국 관련 기사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류 관련 콘텐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한국

의 가요(팝뮤직) 관련 콘텐츠로서 <Fig. 3>은 2010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의,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2012년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의 신문에 나타난 ‘가요(팝뮤직)’ 관

련 기사의 빈도를 한 ·중 ·일 관련 기사로 구분하여 나타

낸 것이다. 가요의 경우 한국 관련 기사가 현저히 많이

나타났으며 한국 관련 기사는 전반적으로 2012년을 기

점으로 빈도수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3년 이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가요

(팝뮤직)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관련 기사만 검색되었다

Table 5. Continued

Country Malaysia Singapore Mongolia

Content K C J K C J K C J

Pop Music
6

(037.50)

2

(028.50)

3

(020.00)

14

(030.40)

0

(000.00)

0

(000.00)

63

(027.70)

15

(007.60)

13

(008.30)

Star
0

(000.00)

0

(000.00)

0

(000.00)

0

(000.00)

0

(000.00)

0

(000.00)

45

(019.80)

15

(007.60)

19

(012.10)

Sum
16

(100.00)

7

(100.00)

15

(100.00)

46

(100.00)

13

(100.00)

13

(100.00)

227

(100.00)

197

(100.00)

157

(100.00)

Total 38 72 581

K: Korea, C: China, J: Japan

Numbers in ( ) are percent values calculated from total values.

Table 6. Result of the Kruskal-Wallis test to examine any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rticles dealing with Korea,

China, and Japan in regards to the 11 culture contents

Country Malaysia Singapore Mongolia Uzbekistan Spain

Content χ
2

p χ
2

p χ
2

p χ
2

p χ
2

p

Animation 00.074 .964 1.333 .513 1.397 0.497 0.000 1.000 2.000 0.368

Beauty 00.560 .756 2.129 .345 0.000 1.000 0.000 1.000 4.286 0.117

Comics 07.750 .021 1.167 .558 1.065 0.587 0.000 1.000 2.533 0.282

Drama 11.063 .004 1.556 .459 0.000 1.000 0.000 1.000 4.308 0.116

Fashion 03.063 .216 1.836 .399 4.308 0.116 2.615 0.271 0.031 0.985

Food 06.867 .032 1.554 .460 2.887 0.236 4.455 0.108 6.923 0.031

Game 00.067 .967 2.818 .244 0.000 1.000 0.000 1.000 2.229 0.328

Language 00.340 .844 3.231 .199 0.000 1.000 4.308 0.116 9.644 0.008

Movie 05.017 .081 1.082 .582 1.378 0.502 1.178 0.555 4.125 0.127

Pop Music 06.533 .038 5.915 .052 1.947 0.378 1.590 0.452 9.912 0.007

Star 00.884 .643 2.260 .323 0.892 0.640 0.000 1.000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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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한류’ 외 문화콘텐츠 유형분석

드라마나 영화, 가요(팝뮤직), 스타(연예인)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한류’ 콘텐츠로 불리는 것 외에 해외 관광

객의 주요 소비품목인 음식이나 뷰티, 패션 등의 콘텐츠

가 해외 현지 신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빈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4>는 이들 3개 항목이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의 현지신문에서 다

Fig. 2. Number of articles on ‘Hallyu’ related to culture content of Korea, China, and Japan.

Fig. 3. Number of articles on pop music in the newspapers of Malaysia, Mongolia, Uzbekistan, and Spain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4 and Singapore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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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빈도를 연도별로, 그리고 한 ·중 ·일 관련 기사의

빈도로 구분하여 나타난 그래프이다. 말레이시아, 싱가

포르, 몽골의 경우 음식과 관련하여 한국 관련 기사보다

는 중국이나 일본과 관련된 기사의 빈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중국의 음식과 관련된 기사가 현저하

게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스페인의

경우 음식과 관련하여 한국에 관한 기사가 중국과 일본

보다 많이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등에서 뷰티와 관련된

한국 기사의 빈도가 점차 높아졌으며 특히 스페인의 경

우 뷰티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관련 기사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

래 관광객의 쇼핑 트렌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에 17개국 12,882명의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활동을 조사한 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가장 주된 활동은 쇼핑(71.50%)이었

으며 그 다음은 음식투어(47.30%)였다고 보고하였다(Ko-

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2016). 조사결과

주요 쇼핑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이 61.40%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의류(41.40%), 식료품(38.00%) 순이었으며

Fig. 4. Number of articles on food, beauty, and fashion in the newspapers of Malaysia, Mongolia, Uzbekistan, and

Spain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4 and Singapore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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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수와 화장품 구입 비율은 2011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고 발표되었다(KCTI, 2016). 이와 같

은 쇼핑 트렌드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한국의 뷰티와 관련된 기사가 해외 현지신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

객의 쇼핑 품목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K-Pop과 ‘강남스타일’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

입어 시작된 K-뷰티, 즉 한국식 화장법과 피부관리법의

확산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사료된다(Kim, 2014).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말레이시아는 11개 문화콘텐츠

유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한 ·중 ·일의 기사를 본 연

구에서 조사한 5개국 중 가장 폭 넓게 다룬 것으로 보인

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역사적으로도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지낸바 있으며 이와 같은 배경으

로 인해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비교적 개방적인 나

라로 알려져 있다(Cho & Jang, 2013; Wikipedia, 2016c).

말레이시아의 특성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한 ·중 ·

일의 기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 문화콘텐츠의 영향력

은 주로 K-Pop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싱가포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한

류 성숙단계의 국가임을 본 연구의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Bok, 2014; KOTRA Knowledge Service Industry

Team, 20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싱

가포르에서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시트콤, 버라이

어티쇼, 그리고 K-Pop을 중심으로 한 가요와 댄스가 꾸

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KOTRA Knowledge Service In-

dustry Team, 2011). 또한 2010년부터 한국 화장품 브랜

드의 진출이 매우 활발해져 2015년 12월 기준, 아모레퍼

시픽 매장이 44개, LG생활건강 매장이 33개 진출하였으

며 아시아 지역 최초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장

되었다(Kim, 2015). <Fig. 3>에 소개된 본 연구의 결과로

도 싱가포르에서의 K-Pop의 인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Fig. 4>의 뷰티 관련 기사 빈도를 볼 때 싱가포

르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11개

문화콘텐츠 관련 기사의 수가 비교적 적었으나 한국의

가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사의 수가 많은 것을 확

인하였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사의 유형이 매우 적었으며 특히 뷰티 관

련 기사는 전무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가요(팝뮤직)’에 관해서는 오직 한국

기사만이 다루어졌음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 특히, 스페

인 현지신문에서 검색된 한국 가요(팝뮤직) 관련 기사의

수가 2012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2012년 7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인

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을 입증해 준다(Cho

& Yoon, 2013; Lee, 2013; MCST, 2013)(Fig. 3). Lee

(2013)는 실제, 싸이를 통한 유럽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6,656억 원인 반면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3,921억

원으로서 싸이의 한류가 FTA를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반면, 앞서 소개한 Moon

(2014)의 연구를 볼 때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한류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제품 선호도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으

므로 한류 확산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

럽인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선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년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의 현지신문에,

그리고 싱가포르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년간의 현지신문에 실린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콘텐

츠 관련 기사의 내용을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여 중국

과 일본의 문화콘텐츠 대비, 현지에서의 한류의 상대적

인 영향력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11개의 문화콘텐츠 중 5개국 신문

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은 음식이었으며 그 다음은 가

요였다. 한국에 대한 기사는 가요(팝뮤직)가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공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

와 몽골의 경우는 스타(연예인)가 가장 많았다. 중국에

관한 기사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모두 음식이 가

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은 영화가 가장 많았다. 일본에

관한 기사는 말레이시아와 몽골은 음식이 많았고 싱가

포르는 음식과 스타(연예인)의 수가 동일하였으며 우즈

베키스탄은 패션이 가장 많았다. 한류 관련 콘텐츠 중 빈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가요(팝뮤직)로서 전체 한류

관련 콘텐츠의 37.1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스타(연

예인), 영화, 드라마 순이었다. 가요(팝뮤직), 스타(연예인),

드라마 모두 한국에 관한 기사의 수가 중국이나 일본에

관한 기사보다 현저하게 많았고 영화의 경우 중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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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가장 많았다. 가요(팝뮤직)의 경우 한국 관련 기

사는 전반적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빈도수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3년 이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가요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관련

기사만 검색되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등에

서 뷰티와 관련된 한국 기사의 수가 점차 많아졌는데 특

히 스페인의 경우 뷰티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관련 기사

만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의 쇼핑 트렌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한류의 인기와 전반적인 한국 문화콘

텐츠 인지도는 비단 우리 언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

제 해외 현지신문의 기사에서도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한류의 중심에는 K-Pop

을 바탕으로 한 한국 가요가 있으며 특히 2012년도를 기

점으로 한 가수 싸이의 열풍이 한류 확산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류의 또 다른 시너지로서 K-뷰

티의 인지도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

며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나 출판만화, 게임 등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의 인지

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재의 한류

는 지나치게 K-Pop 가요와 스타(연예인)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한류의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는 제한점

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한국의 패션이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페인의 현지신문에

서 중국이나 일본의 패션에 비해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해 뷰티는

물론 패션이나 음식, 출판만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

텐츠를 아우르는 신 한류 콘텐츠로 성장시켜 우리나라

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브랜드를 더욱 높여야 하겠다.

한편, 조사대상 신문을 한 종류에 국한한 것과 다른 네

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조사기간을 달리한 것, 그리고

기사가 전혀 검색되지 않아 0점 처리된 데이터가 많았

던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을 확장하고 나라별로 2종 이상의 신문을 연

구대상으로 한다면 한류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기류를 폭 넓게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확장으로 인

해 통계분석의 의미도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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