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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문화예술로 되찾는 일상

독일

문화행사 개최 재개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결정
독일 연방정부 문화미디어부와 연방 재무부는 5월 26일 문화행사만을

위한 25억 유로(약 3조 4,009억 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기금은 이미 진행 중인 20억 유로(약 2조 7,207억 원) 규모의

‘문화, 새로운 시작’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2,000명 미만)
- 대상 : 문화행사 주최자
- 방법 : ① 수용인원 제한조치에 따른 입장권 판매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입장권 판매수익의 최대 100%까지 보상 지원
②입장권 판매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수용인원 제한조치에
따른 입장권 판매수익의 최대 100%까지 보상 지원

- 지원금 : 7월부터 최대 지원금 10만 유로(약 1억 3,603만 원), 8월부터
연말까지 총 19억 유로(약 2조 5,846억 원) 지원

•대규모 문화행사(2,000명 이상)
- 대상 : 문화행사 주최자

- 방법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행사 전면 취소, 부분 취소 또는
연기되어 발생하는 비용 등 최대 80%까지 보상 지원

- 지원금 : 9월부터 각 행사 당 800만 유로(약 109억 원)

(출처 : 독일 연방미디어부, 2021.5.26.)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5월 20일 저작권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의

플랫폼에 사진, 동영상, 또는 텍스트를 전송할 때, 자신이 전송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이용자가

유튜브에 저작권이 없는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전체를 유튜브에 전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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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지만, 패러디, 캐리커쳐, 합성작품은 허용된다. 새 저작권법 개혁안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 비상업적용 15초 동영상과 오디오, 최대 160자 글자 수,
125KB 용량 그래픽 사용 가능
•스포츠 생중계 경기 : 경기가 종료 전까지 경기 내용의 별도 발췌
게시 금지
•저작권법 예외 항목 : 인용문, 데이터 평가분석, 학술 내용
(출처 : BR24, 2021.5.20.)

문화유적물 보존 프로그램 최고 지원금 결정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로 10번째인 특별 문화유적물 보호 프로그램에

7천만 유로(약 945억 원)의 지원금을 결정했다. 문화유적물 보존 프로그램으로는
최고액이다. 유적물 보호와 보존은 일반적으로 주정부 소관이지만, 중요한

국가 문화 유적물 보존은 연방 문화정책의 핵심과제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문화유적물 보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보 문화유적물 프로그램 : 건축, 역사,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축 문화재, 사적 공원, 명승지 등 700개 이상의 문화유적물

보존과 복원, 2020년까지 기금 3억 8,700만 유로(약 5,264억 원) 지원

•소규모 문화유적물 보호 프로그램 :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주최로
9개 특별유적물 보호 프로그램('17년-'21년)에 3억 3,000만 유로
(약 4,489억 원)

지원, 독일 내 2,100개의 문화유적물 복원 등 문화

보존에 기여

•특별 조치를 위한 특별투자프로그램 : 바이마르 클래식재단, 베를린
포츠담프로이센재단, 베를린 국립오페라하우스 등 복원에 4억 유로

(약 5,398억 원)

지원
(출처 : 독일 연방정부, 2021.5.20.)

코로나19 관련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문화, 새로운 시작’

독일 연방정부는 문화활동 특별 지원사업에 20억 유로(약 2조 7,206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약 7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원 분야는 4개 영역으로
공연예술, 극장, 문학·출판업계이며, 분야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예술 : 비정형 공연예술 지원, #TakeThat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대상 : 비정형 공연예술 분야의 개인과 예술단체
- 지원내용 : 연
 구·프로젝트 개발비, 예술작품 제작, 협력·교류 프로그램,
공연장소 제공,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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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 최대 6,500만 유로(약 884억 3,510만 원)
•무용 : 전문무용 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지원 선별, 코로나19로
위축된 무용 분야의 재개를 위한 지원
- 대상 : 무용 단체, 프리랜서 무용가, 안무가, 프로듀서, 무용 관련
1인 기업
- 지원내용 : 무용 창작개발, 공연 제작비, 공연장 대관비, 무대 창작
개발비 등

- 지원금 : 매년 35만 유로(약 4억 7,613만 원), 학술 연구 최대 12,000 유로
(약 1,632만 원),

교육·강습비 15,000유로(약 2,041만 원), 장소

지원 최대 5만 유로(약 6,802만 원)

•극장 : 독일 내 200이상 민간극장 등 운영재개를 위한 지원
- 대상 : 독일 내 200개 이상의 민간극장, 다목적 극장1

1 유랑 극단 등 객원
연주자들을 위한
소극장

- 지원내용 : 극장 운영재개 지원, 예술 제작 현장 지원

- 지원금 : 다목적 극장 최대 2,000만 유로(약 272억 원), 민간극장
최대 3,000만 유로(약 408억 원)

•문학·출판 : 보조금 형태로 지급

- 대상 : 신간도서, 오디오북, 전자책(E-Book)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작품을 지원하며 작가,
번역가, 출판 대리점 등 출판 관련 종사자 직·간접적 혜택

- 지원금 : 1,000만 유로(약 136억 원) 에서 최대 1억 유로(약 1,344억 원)
•코로나19 회복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투자 지원금
- 대상 : 공연예술 종사자, 문학관 시설, 중소규모의 극장
- 지원내용 :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보호조치에 따른 공연예술, 문학관,
중소규모 극장 등 예술계 투자

- 지원금 : 중소규모의 극장은 최대 4,000만 유로(약 543억 원), 공연예술
관련 분야 최대 3,000만 유로(약 408억 원)

(출처 : 독일 연방 정부, 2021.5.20.)

벨기에

문화시설이용 인원 제한 완화
벨기에 정부는 6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문화시설이용 인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내 영화관은 7개월 만에 재개장 했으며,
영화 업계는 상영 영화, 개봉 일자와 순서 등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영화관의 이용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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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간격 1.5m유지와 마스크 착용(12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상영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상영 종료 후, 즉시 퇴장
•온라인 매표 구매 권장
•음용 섭취는 착석상태에서만 가능
•이산화탄소 1200ppm 유지를 위해 실내 환기 시스템 설치 권장
•관람객의 앞뒤, 좌우 한 칸씩 자리 띄워 앉기
(출처 : La Libre, 2021.6.2.)

폴란드

고전 음악 유산 복원 사업 추진
폴란드 문화유산부는 폴란드 분할시기2의 음악 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폴란드 음악유산 사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문화유산부
주최로 폴란드 음악 관련 기관과 협업해 폴란드 분할시기의 음악유산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 문서화·디지털화 보존, 교육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유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00만 폴란드즈워티(약 69억 원)를 지원하며

2 18세기에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영토가
세 차례에 걸쳐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세 주변국에
의해 분할된 사건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폴란드 음악 보급 활동 : 포털 사이트에 200개 이상 가사 게재,
26개의 앨범 발매, 25권의 책과 279개의 악보 출판, 151,516개의
음악 디지털화 이행, 약 50만 명의 수요자 대상 보급 활동 추진
(출처 : 폴란드 문화유산부, 2021.6.9.)

미국

뉴욕 주, 대형 공연장에 백신 접종자 전원 수용
뉴욕 주정부는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극장 등 대형 시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내 모든 대형시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연장과
극장 등 뉴욕 주 내 모든 대형 시설은 백신 접종자를 관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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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개방형 디자인 갤러리 지구 추진
홍콩관광청은 공공장소에 예술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움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지구 홍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수이포
지역이 지난 3월 조형물을 설치한 것에 이어 완차이 지역은 6월부터 7월까지
조형물 ‘River of Light’을 시작으로 빛 조형물, 게임 캐릭터 형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출처 : 홍콩관광청 누리집/홍콩디자인지구 누리집)

완차이 지역의 ‘개방형 디자인 갤러리 지구 프로젝트’ 조형물

(출처 : 홍콩디자인지구 누리집)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바틱(Batik) 박물관 건립

인니 문화교육연구기술부는 ‘5.18 국제 박물관의 날’3을 기념하는

3 박물관 복원을 위해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행사

행사에서 따만미니(Taman Mini)공원에 바틱(Batik)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기관 관계자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본 박물관은 2009년 유네스코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틱의 보존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Medcom, 2021.5.19.)

프랑스

청소년 문화 바우처 확대
프랑스 문화부는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활동 증진을 위해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300유로(약 41만원) 상당의 청소년 문화 바우처

‘문화패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 문화 바우처의 대상을 만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화패스’는 모바일 앱(Mobile App) 형식으로 제공되며,

위치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주변의 문화예술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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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간 이용 : 공연, 전시, 영화, 축제, 문화재, 레저 놀이공원
•문화 상품 구매 : 서적, 음반, DVD, 악기, 미술 용품 등
•디지털 콘텐츠 : 게임, 실시간 재생 음악, SVOD 서비스, 전자책
(E-book),

온라인 신문 구독

•문화예술교육 : 무용, 음악, 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출처 : 20minutes, 2021.6.7.)

스웨덴

문화예술 분야 위기의 지원 대책
스웨던 정부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생활고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재개를 위해 7억 5,000만 크로나(약 1,001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스웨덴 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교부되며 그 외의 지원금은 스웨덴 영화 연구소 등 각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배분될 예정이다.
(출처 : Sverigesmuseer, 2021.5.18.)

호주

지역 예술·전시 행사 지원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지역 순회 프로그램(Vision of Australia)4을 통해

전국 문화 기관 중 6개 기관에 67만 9,000 호주달러(약 5조 8,157억 원)를

지원했다. 통신부 폴 플레처 장관은 이번 보조금으로 세 개의 순회전시와

4 지역에 거주하는
호주인의 예술 향유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원

19개 지역방문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 지원은 호주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문화예술 순회전시와
현재 사회 문제에 관한 세 가지 전시 개발 프로젝트, 호주의 세계문화유산
섬 중 하나인 디지털 탐험 프로젝트에 지원됐다.
(출처 : PAUL FLETCHER MP, 2021.6.20.)

이탈리아

여름휴가 기간 동안 야외 문화행사 지원
이탈리아 정부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휴양지에 위치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야외공연과 야외영화 행사를 지원한다. 지원금의 규모는

약 2,000만 유로(약 270억 원)이며, 야외공연과 야외영화 상영에 각 1,000만
유로(약 135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9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야외공연과 야외영화 상영에 해당된다.

(출처 : 이탈리아 문화부,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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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계 근로자 대상 생계지원
이탈리아 정부는 공연예술 분야 근로자 대상 생계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입 3만 5,000만 유로(약 4,760만 원) 이하의 공연 분야

근로자들이다. 이번 지원금은 총 4만 3,000여명에게 1인 당 1,600유로
(약 218만 원)를

지원하게 되며 이로써 극장, 영화관 등의 종사자들은

총 2억 500만 유로(약 2,788억 원)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아르헨티나

(출처 : 이탈리아 문화부)

전국 도서전 지원을 통해 독서진흥 강화 마련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도서전 기획과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
비영리 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박람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본 지원정책의 취지는 독서의 민주화와 독서 문화육성, 출판경제 활성화로
지원금은 부문별로 최소 80만 아르헨티나페소(약 956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아르헨티나페소(약 2억 3,900만 원)까지 편성됐다.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전국 도서박람회 지원사업을 통해 독자와 작가와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문화 분권화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아르헨티나 문화부,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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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

디지털 전환시대
문화소비의 권리와 보호

일본

디지털 개혁 법안 가결과 디지털청 출범
일본 참의원은 5월 12일 「디지털청 설립법」과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등 6개의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디지털청 설립법」의
취지는 디지털 사회를 목표로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디지털청은 디지털 업무의 사령탑으로 국가 정보시스템을 총괄·관장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일본의 행정체제는
주민등록제도(My number)와 금융기관의 계좌 연계, 지자체별 독자적

개인정보체계의 일원화, 도장 폐지를 통한 행정처리 간략화 등 행정 체계의
신속화·온라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개혁 관련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디지털사회 기본 이념 규정
•디지털청설치법 : 2021년 9월에 출범, 각 부처에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부여
•디지털사회형성관계정비법 : 개인정보 관련 3법 통합, 행정 수속
간략화, 마이넘버(My number)와 국가기관 연계

•예저금계좌등록법 : 마이넘버와 금융기관 계좌를 연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등록계좌를 통해 수령
•예저금계좌관리법 : 복수의 계좌를 마이넘버와 연계해 재난 시
계좌 소재 확인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표준화법 : 세금과 사회보험 등 지자체
주요 업무체계 일원화
(출처 : 일본 총무성, 「2020 지방자치 정보 관리 개요」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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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음원’ 실용화 추진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022년부터 DIY 창작자1를 대상으로

창작자 스스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무단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블록체인

1 디지털 툴을 사용하여
자택 등에서 노래를 제작

체제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DIY 창작자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노래의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기존 JASRAC의 체제는 저작권의 사용료
배분 구조나 노래 등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정보관리 체제를 간소화 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으로 음원 정보관리의 기본 체계 구축
•등록한 음원 정보를 토대로 음악 분야의 인력 등 데이터 축적
•관련 데이터와 연계해 신청, 등록, 계약 등을 표준화·간소화 절차 마련
(출처 : JASRAC, 2021.5.21.)

스페인

장편영화 제작 지원

스페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영화·시청각예술기관(ICAA)의

장편영화 제작비 지원 4,000만 유로(약 543억 원)를 승인했다. 지원금 수혜자
선정 방식은 경쟁을 통해 선발되며, 500만 유로(약 68억 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최대 140만 유로(약 20억 원)를 지원한다.

2021년 지원 개편 내용은 스페인 문학작품 각색, 장편영화 상영 실적,

환경 차원에서 탄소 측정 기록계 적용 등 각 평가 항목에 가산점 1점을
추가하며 지원 내용은 스페인 장편영화 제작, 홍보, 영화 상영 등이다.
(출처 : Culturaydeporte, 2021.5.25.)

필리핀

‘필리핀 문화재 등록부’ 발간

필리핀문화예술위원회는 5월 「필리핀 문화재 등록부(The Philippine

Registry of Cultural Property, PRECUP)」를

발간했다. 문화재 등록은 2009년

제정된 「국가유산법」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모든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문화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문화재 등록부는 국가의 이용 가능한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재 보호, 보존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는 마닐라 시를 기준으로 산타아나 지역이 88개로 가장 많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산 니콜라스 78개, 말라떼 55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출처 : Business World,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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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디지털 문맹퇴치운동 추진
인니 정부는 온라인에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문맹퇴치 운동 단체
(Siberkreasi)와

함께 ‘디지털 문맹퇴치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니 정부는 디지털 문맹퇴치운동을 통해 2021년 약 1,000만 명을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에 5,00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문맹퇴치운동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
윤리, 안전 등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Industry, 2021.6.11.)

베트남

청소년 이동도서관 설치 강화
하노이 문화체육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하노이 교외 지역에 위치한
50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설치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노이 이동도서관 사업은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배포한 「2021년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에 속한 사업의 일환이다.
(출처 : 하노이 문화체육국)

중국

「미성년자보호법」과 「저적권법」 6월부터 시행
중국은 지난 6월부터 「미성년자보호법」과 「저작권법」개정안을
시행했다. 인터넷 보호 관련 조항이 추가된 「미성년자보호법」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업계는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제한 시간과
비용 지불의 선택 기능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법」개정법은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조항을 추가했다.
저작권 개정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물 보호 강화 :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 소유권의 라이선스
비용 개선,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적 손해의 범위 명확히 규정,
악의적인 이용자에게 기존 처벌 액수의 1~5배 부과
•시청 작품 범위 확대 : 영화, TV,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등 시청
개념 확대와 창작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방송 권리 범위 확대 : 방송권과 정보망 보급권의 경계와 법 적용
범위의 명확한 기준 제시, 웹 캐스터와 같은 비대화형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방송 권한 규정 범위에 적용
•관리 체계 개선 : 일상생활에서 음악 콘텐츠와 TV 사용에 대한 집단
관리 체계 완성, 라이선스 이용방법 규정
(출처 : new, 2021.6.9./baijiahao,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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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창의 산업’ 관련 법안 추진 계획
러시아 문화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창의 산업의

법안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러시아 문화부 올가 류비모바(Olga Lyubimova)
장관은 포럼 대담에서 창의 산업의 혁신적인 상품 제작,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창의 산업분야의 상품 경쟁력에 관한 논의를 했다. 또한 올가 장관은
모스크바 내 멀티미디어 복합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창의 산업 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창의 산업 관련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념 정의 : 창의 산업의 개념, 현재 문제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창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창의 산업 전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활동 영역 : 기업, 기관, 협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영역으로 정의
(출처 : 러시아 문화부,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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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

카자흐스탄

국민 체육·생활체육 발전 계획 추진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2020-2025 체육·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래, 국민들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시행했다. 그 결과로 2021년 1분기 실적은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약 590만 명(31.6%)이며
2025년까지 참여 비율 45%를 목표로 사업 추진

•체육교육 : 초·중·고 교과과정에 체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아동·청소년 체육동아리 권장, 체육교육 종사자의 근로 개선,
체육 전문 인력 증원 예정, 학교별·지역별 체육경기 개최
•스포츠 기반시설 : 259개의 체육시설 개선 관련 국가사업 시행으로
3,165개의 일자리 창출, 7,000명 수용 규모의 육상 스포츠 단지의
국제육상대회 활용 확대, 알마티 시에 올림픽 훈련기지 건설,
2021 도교올림픽 관련 20개 종목의 57명 올림픽 대표단과 3개
종목의 9명 패럴림픽 대표단 지원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5.14.)

필리핀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 건립 추진

필리핀 바탄(Bataan) 지방정부는 필리핀 스포츠 위원회(PSC)와

바탄 지역의 25헥타르 크기의 부지에 대한 기부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필리핀 스포츠 위원회는 기부된 토지에 장래 유망한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해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Manila Bulletin, 2021.5.18.)

일본

올림픽·패럴럼픽 참가국 대상 방역수칙 관련 설명회 개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1 도쿄올림픽과 패럴럼픽에 참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4차 중요요인프로그램(IDP)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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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했다. 다음 제5차 설명회는 오는 7월 개막식과 축하연회에 관한 내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4차 IDP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원수 : 각국 대표단 입국의 인원수 추가는 일본 외무성과 협의
- 국가원수 : 국가원수 관계자 12명, 체육부 장관 관계자 5명
- 인증 카드발급 : 국가원수 관계자 6명, 체육부 장관 관계자 1명
•PCR 검사
- 대표단 입국 : 72시간 전 PCR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 공항 도착 : PCR검사와 음성판정 확인 후 입국 가능, 자가 격리 면제
•방역지침과 체류기간
- 방역지침 : 일본 체류 중 일반인과 접촉 자제와 거리유지, 대중교통
이용금지, 지정된 차량 이용
- 체류기간 : 4박 5일 이상 금지, 사전에 행동 계획서 제출과 일본 관계
기관의 사전확인 필요
(출처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누리집, 2021.6.4.)

캐나다

단일 스포츠 경기 베팅 합법화 법안 추진

기존 캐나다의 스포츠 베팅 법은 팔레이(Parlay)방식1의 베팅만 가능한

구조로 다수의 캐나다인들은 불법적으로 단일 스포츠 경기 베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매년 약 4억 캐나다달러(약 3,677억 원)가 인터넷

1 선택한 모든 경기가
당첨이 되어야 당첨금이
지급되는 베팅 방식

불법 베팅업체를 통해 거래되고 오프라인 베팅업체를 포함한 전체 불법
베팅 시장은 약 14억 캐나다달러(약 1조 2,869억 원)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국경과 가까이 있는 뉴욕 주와 미시간 주는 2018년

스포츠 경기 베팅을 합법화했고 당시 미국 뉴저지 주는 스포츠 베팅 합법화로
한 해 수익 약 4억 5,000만 달러(약 5,156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의
스포츠 베팅 합법화 이후, 캐나다 소재 NHL, MLB, NBA팀과 관중들은
스포츠 관람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캐나다 상원은
캐나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 법안의 마지막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승부 조작에 대한 법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법안 통과는 다소 지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POLITICS, 2021.5.31./캐나다 게임협회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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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니 축구클럽 거래소 상장 독려
인니 체육청소년부는 2032년 올림픽 유치 조정회의를 통해
인니 축구구단 IPO2 공개를 통한 거래소 상장을 독려했다. 인니 정부는
거래소 상장으로 축구구단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며, 인니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Antatanews,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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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

백신 관광, 격리 없는
‘국외여행’ 시작

스페인

백신 여권, 7월에 도입

유럽연합(EU)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전염병의

백신 여권 도입에 합의했다. PCR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국가를 방문할 때,
백신 여권 보유자는 PCR 검사와 자가 격리의 준칙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 여권의 발급 대상자는 백신 접종자, 음성·완치판정을 받은 자이다.
백신 여권 인증서는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된다.
(출처 : LAVANGUARDIA, 2021.6.7.)

백신 접종한 관광객 입국 허용

스페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코로나19 전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에 한해 6월부터 스페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한국을 포함1 12개 국가의 입국자들은 5월 말부터

1 영국, 북아일랜드,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한국,
태국, 중국, 홍콩

PCR 음성결과서 제시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입국자
중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유럽출신 관광객은 PCR 음성결과 또는
회복증명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출처 : ABC, 2021.5.24.)

벨기에

예술·관광도시 촉진 홍보 캠페인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지역 정부는 외래 관광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외래 관광객의 참여 방식으로 도시 홍보 캠페인을 3년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5개의 플랜더스 도시(벨기에 네덜란드어권 지역)는
각 도시의 슬로건과 함께 디자인한 10개의 티셔츠를 외래 관광객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SNS)에 다양한 방식으로 게개할 수 있었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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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관광객의 5개 네덜란드어권 도시 홍보 참여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앤트워프 패션박물관(MoMu)에 투자

네덜란드어권 지역 관광청은 앤트워프를 국제적인 패션도시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앤트워프 소재 패션박물관(MoMu)에 380만 유로
(약 51억 원)를 지원하기로 밝혔다. MoMu는 오는 9월에 재개장하며 전시회,

야외 프로젝트, 도시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5.7.)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
플랜더스 관광청은 네덜란드어권 지역 내 108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250만 유로(약 34억 원)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소를 위해 기존 보조금에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추가
편성한 총액수이다.

보조금 지원의 취지는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기반 시설과의 접근성
용이, 캠핑 시설 개선 등 숙박시설의 품질 개선을 통해 플랜더스 지역을
매력적인 휴가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5.26.)

카자흐스탄

2021-2025년 지역 관광 발전 종합계획 발표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카자흐스탄 남부 투르키스탄을 방문해
지역 관광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투르키스탄의 관광산업의 주요 계획은 기반시설, 관광객 유입
전략, 지역관광 발전 계획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기반시설 : 현재 총 4,529개의 스포츠 시설 보유, 현재 편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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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지역민 32.1%에서 45%로 목표 상향조정, 13개의 대형 기반시설
추가 설립 계획

•관광객 유입 : 현재 누적관광객 수(120만 명) 대비 관광객 유입 목표
상향,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비단길(Silk Road)의 거점 관광지로
관광·레저활동 기반 조성

•포괄적 지역관광 발전 계획 : 관광서비스 수준 향상,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관광 종사자 대상 지원확대, 역사·문화유산 보존
개발 확대, 지역접근성 향상 등 11개 대형 프로젝트 실시 예정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관광부, 2021.6.1.)

중국

문화여행을 위한 ‘하계 5대 브랜드 사업’ 발표
상하이 관광청은 ‘2021년 하계 5대 브랜드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 홍색 체험 행사, 중국 전통공예
초청전, 상하이국제영화제, 상하이 TV 축제, 한여름 축제 등으로 구성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색 체험 행사 : 홍색 문화체험에 초점을 맞춰 버스투어, 강변투어,
철도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의 홍색 문화 여행 상품을 선보이며,

『상하이 홍색 문화지도('21년)』발간, <홍색 희귀 문서전>, <축하 미술

작품전>, <홍색 미술품 연합전> 등 창당 100주년 경축 기념 관련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
•전통공예 전시 : 중국 전통공예 100년의 진흥 성과를 선보이는

중국 전통공예 초청전 개최, 약 1,200명의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1,500여 점 전시, 6월부터 8월까지 ‘박물관 기묘한 밤’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 연장 개장, 특별 전시, 관련 행사 운영
•빛나는 도시 : 6월에 개최했던 ‘제27회 상하이 TV 축제’와 ‘제24회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중국의 우수한 영화 상영, 특히 ‘제27회
상하이 TV 축제’에서는 총 80편 작품을 상영했으며 그중 20여 편은
세계 우수 작품

•한여름 축제 : 상하이 각 구(區)별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 시행,

송강·금산 지역의 바다를 활용한 관광 상품 마련, 불꽃축제·맥주축제
·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 운영

•가족동반 행사 : 난후이(南匯) 뉴타운 중심으로 ‘청소년 로봇·드론
초청대회’, ‘중·일(中·日) 청소년 과학 교류행사’등 가족을 위한

여름휴가 나들이 체험행사 제공

(출처 : 중국문화여행부,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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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여름 관광(Free Summer Tour) 캠페인 실시

홍콩 관광청은 홍콩 내 소비 촉진과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자유 여름 관광(Free Summer Tour)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관광객이

지정된 점포와 식당에서 800 홍콩달러(약 12만 원)를 소비하면 현지 관광여행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출처 : holiday 공식 누리집)

자유 여름 관광(Free Summer Tour) 캠페인

(출처 : holiday 공식 누리집)

러시아

외국인 관광비자 최대 6개월 발급 허용법안 승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일반
관광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관광비자 발급 과정은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한 접수방식에서 호텔 예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1월 의회에 제출되었고, 2021년
5월 19일 연방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출처 : tourism interfax, 2021.5.26.)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지원 계획
인니 관광창의경제부는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니 정부는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없는만큼 내수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관광을 장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인니 정부는 국내 여행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시태그 이용, 유료 매체, 웹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Kompas, 2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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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PCR 검사 무료 제공 방안 추진
프랑스 정부는 6월 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래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국가에 속한 국적의
외래 관광객은 프랑스 입국시 PCR 음성 결과서 제출과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 재경부는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도시에 유럽과 미주
관광객 유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유럽 관광객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래 관광객도 자국민처럼 PCR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국민은 PCR 무료 검사 제공이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프랑스 재경부는 PCR 무료 검사가 가족단위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요인으로 간주해 무료 검사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France 24, 2021.6.4.)

이탈리아

관광 분야 종사자 생계 지원
이탈리아 정부는 관광 분야 종사자 생계유지를 위해 총 33억 4,000만

유로(약 4조 5,434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절 근로자는 7억 3,760만 유로
(약 1조 34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았다. 휴가 지원금도 편성해 여행사, 호텔,

B&B 숙박시설 등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여행사, 가이드,
관광버스 등의 업계 종사자들의 지원금 배정 액수는 다음과 같다.
•연 수입 1,000만 유로(약 136억 원) 미만 기업체 : 22억 5,970 유로
(약 3조 738억 원),

세액공제의 보조금 형태 지급

•여행사, 인솔자, 관광버스, 숙박시설 업체 : 1억 5,000만 유로
(약 2,040억 원)

•산악 도서 지원금 : 1억 유로(약 1,360억 원)

•호텔, 농가민박 시설, 온천 : 4,270만 유로(약 581억 원)
•여행사 시설 임대료 : 60% 세액공제

•도시의 역사와 관광 재개 : 5,000만 유로(약 6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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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백신 접종 외래 관광객 무격리 입국 허용제도 승인

태국 경제생활운영센터(CESA)는 ‘푸켓 샌드박스’ 제도를 승인해

백신 접종한 외래 관광객들에게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다. 태국 정부는
‘푸켓 샌드박스’시행을 시작으로 태국 관광지의 개방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의 관광 재개 관련 제도 방침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자 : 2021. 7. 1.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태국 입국 전 14일에서
1년 전 백신접종 완료),

만 18세 미만은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

•체류기간 : 14일에서 1년까지 체류 가능
•체류 중 행동지침 : 입국 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차랑 내 2인 이상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입국 5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 추가 시행, 동선 앱 설치 등 태국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 준수
•관광가능 지역 : 입국 5일차 전후, 14일차 이후로 나누어 푸켓 지역을
포함해 태국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관광 가능
(출처 : Thaiath, 2021.6.1./PPTV, 2021.6.8./BangkokPost,2021.6.8./BangkokBiznews, 2021.6.14.)

‘영화촬영 유치’ 위해 세제지원
태국 관광국은 자국 내 촬영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존 15%에 추가 5%를 더해 세금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1년 1분기 수입은 12억 2,344만 바트(약 430억 원)로 2019년 약 6억 바트
(약 212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해외 영화제작사의 세금감면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세금감면 혜택 : 영화, TV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의 촬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화 제작사, 태국에서 5,000만 바트

(약 18억 원)이상

지출 적용

•추가 세금감면 : 태국인 고용 시 추가 3%, 태국문화 이미지 반영 시 2%
(출처 : Bangkok,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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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멜라 수도원 문화유산 복원 사업 지속 추진

수멜라(Sumela) 수도원2은 인류 역사상 주목할 만한 건축물 중

2 그리스와 터키의
건축양식이 혼합된
약 1,600년의 역사를
지닌 건축물

하나이며, 유네스코(UNESCO)에 잠정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수멜라 수도원 복원사업은 터키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5,000만 리라
(약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터키 문화관광부는 최근 수멜라 수도원을

80%정도 복원했으며 100% 완료될 때까지 복원사업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Sozcu, 2021.5.23.)

복원 중인 수멜라 수도원

(출처 : 터키 정부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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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체육관광통계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지역의 문화예술 투자 현황 분석
문화예술 분야의 세금감면 현황

1

5

%
(28만 유로)

%
(109만 유로)

5

%
(110만 유로)

5

%
(117만 유로)

26%

6

%
(140만 유로)

(575만 유로)

16%

19

(359만 유로)

17

%
(437만 유로)

%
(392만 유로)

뮤지컬

댄스

연극

공연

오페라

발레

클래식

서커스

악극

구분

세금 감면 현황(EUR)

비율(%)

뮤지컬

575만 유로(약 78억 2,167만 원)

26

연극

437만 유로(약 58억 4,447만 원)

19

오페라

392만 유로(약 53억 3,234만 원)

17

클래식

359만 유로(약 48억 8,344만원)

16

악극

140만 유로(약 19억 441만 원)

6

댄스

117만 유로(약 15억 9,153만 원)

5

공연

110만 유로(약 14억 9,631만 원)

5

발레

109만 유로(약 14억 6,271만 원)

5

서커스

28만 유로(3억 8,088만 원)

1

합계

2,267만 유로(약 308억 원)

100

(출처 : 「2020 세금보호소를 통한 공연예술·시청각부문 평가」보고서)

벨기에의 네덜란드어권 지역은 문화예술 분야에 총 2,267만 유로

(약 308억 원)의
(약 78억 원)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뮤지컬 부분은 575만 유로

다른 예술 장르 대비 가장 높은 26%를 차지했다. 이어 연극

437만 유로(약 58억원, 19%), 오페라 392만 유로(약 53억 원, 17%), 클래식

359만 유로(약 48억 원,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달란드어권 지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클래식, 공연,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의 제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플랜더스 문화부)

25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 17

Ⅰ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제작비 대비 투자비율이 높은 분야, 서커스 28%
과별 제작비 대비 투자 비율

1

%
(2개)

3%

2%
(5개)

(7개)

35

%
(89개)

32

%
(82개)

5

11

4%

뮤지컬

댄스

연극

발레

오페라

서커스

클래식

기타

악극

%
% (11개)
(12개) (27개)

구분

인정한 작품(개)

제작비(EUR)

예상 투자비(EUR)

발레

2

451만 유로(약 61억 원)

108만 유로(약 15억 원)

비율(%)
24

서커스

5

99만 유로(약 13억 원)

28만 유로(약 4억 원)

28

댄스

18

514만 유로(약 70억 원)

117만 유로(약 16억 원)

23

클래식

89

1,473만 유로(약 201억 원)

359만 유로(약 48억 원)

24

뮤지컬

11

2,580만 유로(약 351억 원)

576만 유로(약 77억 원)

22

악극

27

538만 유로(약 72억 원)

140만 유로(약 20억 원)

26

오페라

12

1,652만 유로(약 225억 원)

393만 유로(약 53억 원)

24

연극

82

1,807만 유로(약 246억 원)

437만 유로(약 59억 원)

24

다원

7

405만 유로(약 54억 원)

110만 유로(약 15억 원)

합계

253

9,519만 유로(약 1,296억 원) 2,268만 유로(약 308억 원)

27
100

(출처 : 「2020 세금보호소를 통한 공연예술·시청각부문 평가」보고서)

네덜란드어권 지역 정부가 인정한 작품 개수는 총 253개이며, 그 중

클래식은 89개(35%)로 가장 많은 작품수를 인정받았다. 그 다음은 연극 82개
(32%),

악극 27개(11%), 댄스 18개(7%), 오페라 12개(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3개의 작품 중 105개의 작품은 초연 계획이었으나, 실제 34개만
관객 앞에서 초연되었다. 나머지 작품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초연되었다.
반면, 제작비 대비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서커스였으며,

해당 분야의 예상 투자비는 28만 유로(약 4억 원)로 제작비 99만 유로

(약 13억 원)

대비 28%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다원(27%), 악극(26%),

발레(24%) 등의 순을 나타냈다. 발레, 클래식, 오페라, 연극은 제작비 대비

투자비중이 24%로 동일했다. 가장 낮은 투지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뮤지컬

(22%)이었다.

네덜란드어권 지역 정부는 작품 수가 낮은 분야에 높은 금액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처 : 플랜더스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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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네덜란드어권 지역의 문화예술 투자 전년대비 42% 감소
벨기에와 플랜더스 투자 비교('18년-'20년)
구분
2020

2019

2018

벨기에(A)

플랜더스 지역(B)

투자비교(A-B)

2,869만 유로

1,967만 유로

902만 유로

(약 390억 원)

(약 268억 원)

(약 123억 원)

4,841만 유로

3,385만 유로

1,456만 유로

(약 659억 원)

(약 462억 원)

(약 198억 원)

4,157만 유로

2,793만 유로

1,364만 유로

(약 566억 원)

(약 380억 원)

(약 186억 원)

비중(A/B)
69%

70%

67%

(출처 : 「2020 세금보호소를 통한 공연예술·시청각부문 평가」보고서)

벨기에 정부와 네덜란드어권 지역 정부의 문화예술 투지현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어권 지역 정부는 2020년 문화예술 부분에 1,967만 유로
(약 268억 원),

벨기에 중앙 정부는 2,869만 유로(약 390억 원)를 투자했다.

2020년 벨기에 정부의 총 투자량은 2019년 대비 약 41% 감소, 네덜란드어권
지역 정부는 42% 감소했다. 또한 벨기에 정부가 네덜란드어권 지역 정부보다
902만 유로(약 123억 원) 더 많이 투자했으나, 2019년 대비 38% 감소했다.
벨기에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출처 : 플랜더스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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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기홍 주터키한국문화원장

주터키한국문화원,
투르크(Turkmenistan) 경제권의
한류 전진기지로

고대시대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맺은 터키는 6.25 전쟁 시 2만여 명의
군사를 파견해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피를 흘린 혈맹국이었다.

이 때문에 터키에서 한국은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형제(Kan Kardesi)

국가’로 여긴다. 2002년 월드컵 3, 4위전에서 한국과 터키가 겨루게 되었을
때에는 양국이 편을 가르지 않고 양쪽 나라를 똑같이 응원한 경험도 있다.
대형 터키 국기를 준비하여 열심히 응원하는 한국 관중을 보고 터키 국민들은
큰 감명을 받은 바 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양국은 서로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 나가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터키와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넓혀 2012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써 MIKTA와 G20 등을 통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유라
시아평화협정을 위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협력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터키에서는 2011년 주터키한국문화원 개원 이후 지속적인 노력과
2013년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년 한·터키 수교 60주년 등
주요 계기 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류 열기가 뜨거운 나라가
되었다. 최근 영화 <기생충>이나 <미나리>, BTS 열풍, K-방역 등으로 드라마,
K-POP, 영화 외에도 K-뷰티, 게임, 웹툰, 패션, 의료 서비스 등 한류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있는 긍정적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국가이다. K-POP이나
K-드라마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들이
제기된다.
터키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민족, 언어, 종교, 문화 등에서 유사해 형제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르크 경제권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29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 17

Ⅱ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신북방정책의 협력 파트너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화원을 다양한
한류콘텐츠 확산의 중심지로 삼아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행사 방식을 온택트로 전환했다.
세 번째로는 한국어 수업 개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위상을 코리아센터 수준으로 제고시킬 구상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 확산 중심지로 문화원 역할 강화
터키는 한반도의 3.5배 영토 크기에 8,200만 인구가 81개 주에
살고 있는 나라이다. 터키 어디를 가도 한국과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류팬이 있다. 터기 현지인들에게 K-POP과 K-Drama가 단연 인기가 많다.
터키의 한류팬은 K-Pop과 K-Drama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기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겨간다.
오는 10월 13일은 주터키한국문화원이 개원한 지 10주년이 된다.
유럽지역에서는 여덟 번째이고, 전체적으로는 21번째 개설된 문화원이다.
문화홍보관이 2009년 주터키 대사관에 처음으로 파견되어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지원했다.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 문화원이 2011년 10월에
설립되어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문화를 전파했다.
주터키한국문화원은 앙카라에 위치해 있으나, 터키 전체에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이스탄불과 이즈밀 등 대도시지방
주요 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카라반 한국문화의 날’
행사는 2013년부터 매년 10여 개의 도시를 상하반기 나누어 순회하며
한국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 소개, 한국어 교육 등 현재까지 총 60곳 이상의
지역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전통공연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송소희, 김준수 등이
출연했고, 2021년에는 박애리, 팝핀현준 등 유명한 가수들이 출연해
많은 한류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K-POP 페스티벌, K-드라마 및 영화 상영회,
한식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K-재즈, K-뷰티, K-문학, K-웹툰,
K-게임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주터키한국
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맞아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와 함께 10월부터
12월까지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밀 지역에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과 터키 양국이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관계를
3D입체 영상으로 제작해 이스탄불의 갈라타타워, 이즈밀의 클락타워 등
유명 관광지와 터키 내 대형 쇼핑센터인 앙카 몰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30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 17

Ⅱ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문화행사로 전환
터키에서도 코로나 확산과 모바일 인구 확대(인구 80% 이상)로 인해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와 개인화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문화 행사는 온라인ㆍ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생중계를 더한 온택트 방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이벤트가 병행 중이다.
터키 현장에서 한류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직접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출연진과 대면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쉽지만,
온라인 공연은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어 터키 전역의 한류 팬들과 한국문화
관심층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작년 11월 말에 개최되었던 K-Pop 아이돌 그룹 A.C.E 온라인 콘서트는
터키 전역에 있는 한류 팬들이 참가하여 동시 접속자 수 14,000여명, 하루
조회 수 13만회를 육박하며 대면행사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한류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었다.
한국문화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문화원 활동을 홍보하는 동시에
한국과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현지인 유명 인플루언서를
문화원 SNS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지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상에서 한국문화를 접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여 터키 전역에 있는 한류 팬이나 한국문화 관심층을 위해
‘한국문화 놀이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수업 개설 프로젝트 본격 추진
터키는 2017년에 한국어를 선택식 제2외국어로 선정한 이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으나, 실제 초·중·고교에서 공식적으로
선택식 제2외국어로 운영하는 곳은 한 곳뿐이다. 이에 한국문화원은
국립국어원의 협조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초·중·고교에 공식 교재로
발간하고, 현지인 한국어 교사를 육성하며,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개최 등 한국어 수업 개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문화원은 한·터키 교육 분야 포괄적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한·터키 양국의 경험과 장점을 교류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양국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이다. 특히, 본 MOU를 통해
대한민국의 강점인 기술 분야와 교육평가, 직업교육 등에 대한 교류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에 맞춘
교재를 개발해 이를 공식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프로젝트 학교 선정 및
운영, 교원 파견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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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센터 수준으로 주터키한국문화원 위상 제고
주터한국문화원은 한류의 영향을 중앙아사아를 포함 투르크
경제권까지 확산시키고자 한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국유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유화 사업 진행과 병행해 터키에 거점 세종학당
설립을 추진하고,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부를 앙카라의
한국문화원에 입주시켜 명실상부한 코리아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창사진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한류 팬이나
미래 잠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문화원을 활용한 한국문화체험 팸투어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원을 활용하여 터키 내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 공연, 영화 상영회, 한국어 및 한식 소개,
전통놀이, 서예, 막사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요 언론인과
인플루언서, 대학생 등 터키 현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한국문화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터키 한인 예술가인 김용문 교수와 함께 막사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중국, 터키에서 46회 이상의 국제
막사발 심포지엄을 치른 김용문 교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거쳐 몽고,
산둥성 쯔보시, 시안을 거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앙카라
및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현대판 실크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앙카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막사발 실크로드가 가동되어 막사발 실크로드
심포지엄, 한국문화행사, 막사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르크 경제권에 한국 고유의 막사발과 한국문화를 전파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23년은 터키 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맞추어

터키 현지에서 인지도가 있는 K-Pop 아이돌 그룹의 터키 주요도시(앙카라,
이스탄불, 안탈리아 등)

순회 콘서트, 한류팬 등 현지인을 활용한 한복 및

현대의상 패션쇼, 국립발레단 공연 등을 계획하여 터키에서 우수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주터키한국문화원이 개원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0년 동안 주터키한국문화원은 다양한 노력으로 터키의 한류 열풍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10년은 주터키한국문화원이 투르크 경제권의 한류
전진기지로서 기능하도록 위상과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현지 문화원장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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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리드 스미스(Reed Smith) 보고서 발췌

메타버스(Metaverse),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문화예술계의 변화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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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Defining The Metaverse Today
발행 리드 스미스(Reed Smi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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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법적 자문 활동을 하며,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법률회사

요약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생태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게임 산업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TF)’의 가상화폐를 도입해 다른 산업보다 효과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
적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 3월, 미술품 NFT가 뉴욕의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판매되었다. 가상화폐에 예술품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였다. 메타버스를
기존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법적·제도적 기반환경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그리고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기존의 재화 가치, 수익 창출,
활동 영역 등의 개념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메타버스(Metaverse)는 디지털 환경과 물리적 세계 사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상환경 이용자들은 런던과 뉴욕시의 실제 거리와 건물을 가상공간에서
보고 거닐 수 있다. 일반 사람들도 가상 애플 스토어(Apple Store)에서 현실 세계처럼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집으로 배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은 시각적 기술과 디자인 기능을 통해 실제 현실을
재현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가상환경으로 이동을 하고, 가상과 실제 환경 간의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메타버스는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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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문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이 지금보다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게임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에서 구매한 품목과 배경(Skin)2은 다른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거래될 수 있다. 가상 영화의 등장은 친구들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2 온라인에서 배경화면을
꾸미는 용어

인간관계에서 사회 경험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들이 등장할 것이다. 특히 미디어, 소셜 미디어,
기술과 소매업의 분야가 메타버스 영역에서 유망한 산업 직종이 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창작 방식의 등장으로 중요해 질 것이다.

게임 산업, NFT의 도입과 한계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가상화폐 개념으로 게임 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게임 개발·유통업계는 오랫동안 그들의 게임을
현금화해 게임 이용자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켰다. 기술개발은 게임 이용자의 “구매”의욕을 높여
게임 상품(Item)을 “구입”하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면, 구매했던 게임 상품은
새로운 게임에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
한편, NFT에서의 게임 상품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즉, 서비스 기간이 끝난
게임 상품도 다른 게임에서 화폐 가치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게임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실제 시장에서 토큰화된 게임 자산 활용성 : NFT 부분에서 게임 자신은 지적 재산권과
분리되어 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 유통업계는 지적 재산권 침해의 갈등을 피해
기존의 게임 구매 방식을 선호
•NFT 거래 환경에서 게임 자산의 소유권 : 게임 상품 이용에 대한 지적 재산권 소유자와
게임사의 주도권 분쟁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불리한 게임 환경 조성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 비디오 게임의 제조와 그래픽 기술은 수년간 급변하는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성장했으나 지적 재산권과 라이선스 문제로 메타버스의 기반구축 한계
•메타버스 환경에서 게임 이용자의 사용 규제방안 :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
발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문제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합리적으로 중용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불분명

음악 산업의 영역 확장
음악 산업은 코로나19로 공연 행사가 중단되고 계획이 무산되면서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온라인 공연을 시작했다. 온라인 공연은 1995년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부터
시작되어 수년간 음악인들의 공연 실황을 생중계해왔다. 젊은 음악인들은 자신들의 공연을
사회연결망(SNS) 기반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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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음악의 결합은 기존의 온라인 공연 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예술인은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아바타로 표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연출할
수 있다. 관객들은 가상공간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예술인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가상공간에서 만나 협연과 작품 구상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음악 산업에서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술의 생산력과 능력은 계속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소비 형태는 늘어나고 있다. 만약 예술인이 과거의 음악
제작방식과 기존의 방송 채널에 의존한다면, 음반 산업의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 한편,
공연예술 장르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져올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아레나
투어라고 해도 모든 관객을 수용할 수 없지만 메타버스 공연은 한 번에 전 세계의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적용한 음악 산업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입장권 결제와 음반 제작방식에 있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축제와 콘서트도 온라인 구성으로 바뀔 것이다.
한편 메타버스는 음악 산업의 라이선스 사용과 온라인 악용 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취약하다. 음악이 합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NFT의 정의와 예술 분야에서 상용화 가치
NTF의 뜻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단위이다. NFT는 암호화폐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블록체인(Blockchain)3을 사용해 거래를 기록한다. 하지만, 암호화폐와는 달리 NFT
는 유동성이 없으며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상용화된다.

3 데이터 분산을
기록하는 것

NFT의 요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4은 초기 단계부터 다이아몬드와 예술작품을 포함한 가치 있는 사물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NFT의 목적은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 가능한”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NFT는 이전의 비 유동적 자산을 “준 유동적”자산으로 전환하는 도구이다.
크리스티 경매5에서 비플 NFT는 지난 3월 6,900만 달러(약 779억 원)에 매각되었다.

4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터 플랫폼이자
운영체제
5 미국 뉴욕의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에서 촉발된 열풍은 현재 시장에서 주조되고 판매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NFT가
예술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예술작품은 동시에 두 사람 또는 단체가 소유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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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은 창조자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자의 지적재산이다. NFT의 주요 기능은
유동적이므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미술평론가들은 디지털 예술품 NFT 구매과 유형(有形) 예술품의 구매 사이에 유사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예술품 NFT를 구입하는 것은 모나리자를
구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화랑에서 그림을
사는 것은 “무형재산”, 즉 캔버스와 그림물감이지 지적재산이 아니다. NFT는 정보에 불과하고
정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NFT는 캔버스와 그림물감을 대체하지 않는다.
일부 영국의 관습법 체계에서는 특정 유형의 순수 정보 암호화 자산을 재산법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습법6에서는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FT의 주요 특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이 수백만 달러에 팔리고 구입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술품평론가들은 NFT와
라이선스는 실제로 얼마나 유동적일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라이선스는 면허소지자에게

6 「유럽인권협약 제10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자치단체 및
국경에 관계없이 의견을
보유할 수 있고, 정보·
사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사용 권한을 제공해 판매 거래를 일정 부분 제약했다. 판매자와 시장은 디지털 작품에 대한
제한된 사용 권한을 “판매”하기 위해 NFT 구매자를 상대로 계약·약관 조건을 강제해야 한다.
판매자와 시장은 NFT가 형식적인 절차 없이 쉽게 거래되는 상황과 NFT 구매자에게
사용 권한 조건을 부과하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NFT 사용권이
정교할수록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강력한 계약상의 제한과 구제책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판매자는 NFT를 판매할 시장을 선택할 때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NFT 미술품 ‘비플(Beeple)’

(출처 : TIME,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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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ary) 보고서 발췌

예술과 문화에서의 여성 –
뮤즈가 아닌 예술가

본 내용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ary)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Women in arts and culture - Artists, not m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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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ary)
링크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1/689366/EPRS_
ATA(2021)689366_EN.pdf

요약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여성의 존재는 저평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 예술가나 공연예술가의 영감을 주는 존재였고, 여성을 위한 예술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시대가 바뀌고 여성들의 지위는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성들은 완전하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책임있는 지위에 오르고, 먼지투성이의 박물관
기록 보관소에서 용기 있는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

주요내용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에서 여성의 역할은 유명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거나
자수와 같은 공예품을 만드는데 한정됐으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여성의 공헌은
저평가됐다. 여성 예술가라고 해도 기껏해야 국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대부분
피아노를 연주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행이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예술을 갈고닦았던 역사적 발자취가
남아있다. 지난 10~15년간 박물관 기록보관소와 지하실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어 그동안
숨겨있던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작품 중 일부는 본래
남성의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즉 여성 예술가들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당시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 반하는
여성들의 창의성과 대담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여성의 작품은 유럽과 미국 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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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미술품 컬렉션(permanent art collections)에서 고작 3-5%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투쟁했던 여성 화가들의 사례를 보면, 몇몇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거나 남성보다 예술적 재능이 우월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여성은
초상화가로서만 양성되거나, 여학교에서 역사화 등 특정 회화 장르는 제외됐다. 여성 음악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여성 음악인은 훌륭한 피아니스트, 가수, 교사로는 인정받았으나 작곡의
길은 어려웠고 피아노나 성악 작품에 국한됐다.

패러다임의 변화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에게 훈련, 교육,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리더십 있는 역할은 여전히 남성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이런 어려운 상항에서 여성들의 경력과 예술적 성취는 장애물일 뿐이다.

또한 20세기 미술사에서 여성은 새로운 예술 형태의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사는
지워졌다. 영화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스튜디오를 최초로 설립한
알리스 기블라셰(Alice Guy Blanché)라는 여성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의 작품들 중
일부는 남성으로 귀속됐고, 나머지는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지거나 익명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여성의 해방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성공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대게 남성과 남성 예술 비평가들에 의해 예술사에서 재조명되야 한다. 실험적인
새로운 기술과 표현 형식을 시도했던 여성의 대담함과 도전정신은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한
여성의 삶과 업적은 다음 세대 여성들의 본보기로 인식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분야에서 취약한 여성의 위치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예술 영역에서 여성의 기여는 사실상 무시되었고 현재도
대다수 여성의 활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럽 여성 음악가들의
임금 격차는 남성과 비교 30%에 달한다. 프랑스에서 가장 수입이 적은 예술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57%가 여성이다.
여성의 취약한 위치는 예술 영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metoo’ 운동으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여성들은 최고의 패션 브랜드, 사진, 클래식 음악, 연극, 심지어 유명 문화 기관에서도
성희롱과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여성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결합되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여성의 성공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비선형적인
경력을 야기했다. 이는 직무전환이 힘들게 됐다.
예술과 문화는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높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영업과 계약직 비율이 높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유럽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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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이 고등 교육을 받는 반면, 문화·창의 분야에서는 거의 60%가 고등 교육을 이수한다.
문화·창의 분야 종사자의 53%를 남성이 차지하고 정규직은 여성보다 14% 높다.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예술을 공부하며 주간과 월간으로 예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예술 학업 성취에 큰 진전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직업적 지위는 낮다.
여성 예술 지도자와 수상자의 수는 여성과 남성의 직업적인 위치에서의 차이, 그리고 그들의
역량과 기술, 예술적 비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때때로 남성보다 많은 수의 여성이
예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수상자로 우세한 적이 있더라도 경영 방식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녀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치
EU 차원에서 여성 예술가들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2018년 12월 채택된
「2019-2022 문화사업계획(Work Plan for Culture '19-'22)」은 5대 우선순위에서 문화다양성의
한 축으로 양성평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절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과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는 문화창의분야(Cultural and Creative Sectors)에서 여성의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를 파악하며 목표와 행동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 11월, 독일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문화창의분야에서의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회복 방안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특별한 난제였던 무급 노동(Unpaid care work)1의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무노동의 집안일 등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노동

2018년 5월,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유럽 문화 의제’에서 문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별 문제를 언급하고, 창의유럽프로그램(Creative Europe programme)의
양성 평등 관점의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2021-2027
창의유럽프로그램에 양성평등 문제를 포함시켰고, 창의유럽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은
성별격차에 관한 연구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유럽 의회는 2019년 3월
창의유럽프로그램('21년-'27년)에 대한 결의안에서 창의유럽프로그램과 하위 프로그램에
성별균형지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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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역할

글 한진욱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이달의 담론

이처럼 팬데믹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들어가면서
2020년 7월 개최예정이던 도쿄 하계 올림픽은

상황에서 일본이 올림픽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크게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IOC의 1년 연기라는 초유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결된다. 첫째, 일본은 대회

결정 끝에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게

준비를 위해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공식적으로

되었다. 하지만 7월 3일 기준 도쿄도 1일 확진자 수는

알려진 투자액만 약 15조 원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

716명으로 지난 5월 26일 이후 38일 만에 최대치를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일본은 올림픽을

기록하였고, 일본 전체 1일 확진자 수도 1,881명으로

계기로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난 6월 12일 이후 15일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적·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의 일주일 평균 하루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도교올림픽을 통해

확진자 수는 563.1명으로 지난 주에 비해 18.3%

일본 국민에게 올림픽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증가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위축된 일본을 사회경제적 도약의 계기로

세계보건기구(WHO)도 유로 2020 축구대회를 통해

삼기 위해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도쿄올림픽이

바이러스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사례를 통해 올림픽과 같은

더구나 개막 무렵에 델타 바이러스가 대확산 될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진정 개최국 혹은 개최도시가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추구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의 맨체스터와 같이 메가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IOC와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도시 재생과 재활성화, 개최국 또는 도시에 대한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간의 우려와 걱정을

반영한 듯 경기의 40%를 무(無)관중으로 개최하고,

정체성과 자부심, 성취감, 주민들의 소속감과 사회적

5,000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안이

형성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반면, 미국 사우스

유(有)관중 경기의 관중 수 상한선도 기존 1만 명에서

유대의 강화와 시민의식 제고라는 사회적 자본을

확정되면 올림픽 전체 세션(입장권 판매 단위) 750개

플로리다 대학교 경제학과 필립 포터 교수는

가운데 40%가 관중 없이 개최될 수밖에 없는

1972~2004년 사이에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비교하여 메가이벤트가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관중 경기로

개최 도시 주민들의 소득 및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최종 확정했다.

주지 않는다는 결론도 제시 한 바 있다. 이처럼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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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치러졌던 메가스포츠
이벤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및 경제적 효과를
재점검해보고자 한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염원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가

대폭 확충되었고, 릴레함메르의 국제적 인지도는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최고의 동계스포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양질의

1.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로 많은 국제 스포츠이벤트 및 회의 등이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은 1994년 2월

개최되어 지역 관광업계와 지역 경제의 중요한

12~27일의 16일 동안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와

수입원이 되었으며, 컴퓨터와 정보기술 분야 중심으로

하마르 등에서 67개국 1,737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50개 이상의 기업 등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릴레함메르는 노르웨이 남부
내륙의 오플란 주에 위치한 인구 2만 6,300여 명의
소도시이다. 유전개발로 석유산업이 발달한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릴레함메르 등),

서부와는 달리 남부 내륙지방은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갈등이 아닌 협력적

불황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지역경제 부양책의 하나로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의회가

올림픽 유치를 갈망했다. 그런 과정에서 올림픽

앞장서서 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유도했고 릴레함메르를

유치를 추진하던 인접국 스웨덴의 팰른이 1981년

비롯하여 올림픽 개최 배후도시의 시 당국과 시민들은

IOC로부터 1988년 올림픽 개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노르웨이 의회의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는 적극적인 유치 추진에

릴레함메르 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추진 전부터

들어갔으며 1988년 9월 15일 IOC 서울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조직위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제17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있었으며, 이처럼 각 추진체 간의 세분화된 조직력은
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것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경기장 및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사례로 자주 손꼽히는

시설 등을 만든 ‘친환경적 안목’이 올림픽과 같은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시설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국제적인 이벤트에 ‘환경적 부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노력 대신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잘 활용하도록 하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 및 개최지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노력을
들 수 있다. 릴레함메르가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러한 점에서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의

이벤트에 처음으로 환경부분을 도입해 여러 개의

성공 사례는 눈여겨 볼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제적인 상을 받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각 분야에 적절히 배분해

경기장과 시설 건립에도 ‘친환경적인 안목’을

올림픽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발휘했다. 대표적으로 요빅 아이스하키 링크는

지자체, 올림픽조직위 간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세계 최대의 인공동굴 경기장으로서 자연파괴를

구축하는 것과 개최국의 현실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최소화했으며, 이러한 차별화는 올림픽 이후에도

‘안목’을 찾는 것도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 성공의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관광매력물’로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친환경 제품 사용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의
환경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의식 고양에 기여했다.

2.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올림픽 개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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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개국의 11,239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2016년 8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지자체의 경제적인 여건 등을

5~21일간 경기가 진행되었다. 당시 리우 관광공사는

고려해야 한다.

올림픽 기간에 약 100만 명이 리우 시를 방문해

56억 4,000헤알(약 1조 2,315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브라질호텔협회는

맺음말

리우 인근 도시의 호텔숙박 수익률 평균 84%에서

최근 들어 올림픽과 같은 메가스포츠 이벤트

최고 95%까지 달해 큰 경제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전망했다.

IOC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2015년 큰 혼란을 겪었다. 처음에는 오슬로(노르웨이)

등 유럽 도시들, 아시아 2개 도시(중국 베이징, 카자흐스탄

하지만, 경제전문가들과 각 기관들은
올림픽 경제 효과는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거리가 있었다. 글로벌 수출신용보증회사 관계자는
리우 올림픽 개막 후 올림픽 시설 투자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는

알마티)가

개최를 희망했지만, 유럽 도시들이

천문학적인 개최 비용과 주민 반대 등으로 일찌감치
포기했다. IOC가 개최 후보 도시를 최종적으로
오슬로, 베이징, 알마티로 좁혔는데 막판에

0.05%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UBS증권은

오슬로까지 개최를 포기하면서 결국 베이징을

보고서를 통해 2016 리우올림픽이 브라질에 가져올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24년 올림픽에는 5개 도시가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미 100억 달러

신청했는데 3개 도시가 국민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약 11조 4,5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브라질은

중도에 포기했다. 마지막에 개최 희망 도시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둘만 남았다.
이러다 올림픽 개최지 응찰자가 없어질까 우려한

결과는 예상대로 적자였다.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은 60억 달러(약 6조 8,910억 원)의 적자를

IOC는 이 두 도시를 2024년, 202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기록했다. 리우 관광공사는 올림픽 기간 관광수입이
41억 헤알(약 8,95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관광공사가 예측한 경제효과(약 56억 헤알)에도
못 미치는 결과였다.

희망하는 국가 및 도시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비판적인 의견을

또한 이러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 관련 시설물들의

전문가들은 올림픽의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활용 방안 및 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계올림픽 유치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스포츠이벤트의

비용은 평균 150억~200억 달러(약 17조~23조 원)

사이다. 국내외 후원사, 입장권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을 합치면 최대 45억 달러(약 5조 1,557억 원)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올림픽 유지는 100억 달러

(약 11조 5,570억 원) 이상

개최가 개최국 및 개최 도시보다는 IOC와 같은
거대 스포츠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벤트 유치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밑지는 장사인 셈이다.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메가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국가적으로 영광스럽고 지자체에게도 뿌듯한 일이다.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하지만,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사례에서 보듯이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앞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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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면서 기고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먼저,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유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유치가
국가 이미지 개선과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대회를 유치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엄청난 비용의 부담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어떤 효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며,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만 거기에 부합하는 전략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둘째, 기존 시설과 조직의
최대한 활용 가능 여부를 메가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대세는 친환경적 시설의 건설과 기존시설의
재활용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대회 관련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회가 유치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의 물적 자원과 역량,
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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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
7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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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ㅇ 한식진흥원과 함께 하는 <한식요리 콘테스트> [7월│문화원 페이스북]
- 7.1.~7.11. 한국음식을 만드는 영상 제작하여 온라인에 개시
- 7.30. 우승자 1~3등, 참가상 발표

ㅇ 온라인 공연 [7.2.~7.9.│문화원 유튜브]
- 2021년 온라인 공연 영상 공모 선정 작품 15개를 선별하여 온라인 공연
- 7.2. <감성듀오 우드 X 염정제 – 한시를 노래하다>
- 7.9. <아트지 스트리트 댄스쇼>

ㅇ 한국문화 소개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7월호 발간
[7.5.│문화원 누리집]
- 한국문화에 관한 기사를 매달 작성해 7,000여명의 문화원 뉴스레터 회원에게 배포
-7
 월 뉴스레터에는 1) 제주도에서 해야할 8가지, 2) 한국의 더위에 먹는 음식,
3) 한국의 배달문화, 4) 시험 합격을 위한 한국식 선물, 5) 한국 무술 등 게재

ㅇ 아트리시, 한국인 작가 전시회 개막 및 한국영화제 [7.4.~7.31.│아트리시]
- 이탈리아 내 한인 작가 전시회와 한국영화제 개최
- 7.4. 전시 개막식, 7.5. 한국영화제 개막식에 문화원장 참여

ㅇ <내가 사랑하는 한국> 영상 시리즈 제6편 게시 [7.14.│문화원 유튜브]
- 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 10명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 한국을 소개
- 제6편은 이탈리아 요리사와 국제부부 편 제작 송출

ㅇ유
 튜브 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La Corea che vuoi tu!) 제9편 게시
[7.19, 7.23.│문화원 유튜브]
- 한국 청년들의 데이트 장소와 데이트 문화 소개
- 제9편은 한국의 물놀이 제작 송출

ㅇ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7.28.~7.29.│문화원 누리집]
- 문화원 회원대상으로 24시간 온라인 상영회 개최
- 영화 <베를린> 온라인 상영

ㅇ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국악앙상블 休-사계> [7.30.│문화원 유튜브]
- 국악 민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계(四季)를 표현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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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ㅇ 우리 함께 연주회 : 첼리스트 박소연 [7.1.│온라인]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릴레이 콘서트로 첼리스트 박소연의 온라인 공연

ㅇ 2021년도 한국 문화가 있는 날 공연팀 모집 마감 [7.4.│온라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국을 주제로 추진하는 정기 공연
- 7.4.일까지 정기 공연 참가팀 공개 모집

ㅇ SNS로 보는 한국문화 시리즈 [7.5., 7.19.│온라인]
- 7.5. 본편 주제 <여름 김치>
- 7.19. 본편 주제 <여름 한복>

ㅇ 독일X영국 한국문화원 전시 공모 당선작 전시회 [7.8.~7.31.│문화원]
- 주독일과 주영국 한국문화원의 공동 프로젝트로 전시 공모 당선작 5인 작가 작품
전시회 개최

ㅇ 트랜스미디알레 – 함양아 개인전 지원 [7.10.│베를린 쿠펜할레]
-매
 년 개최되는 미디어아트의 최대 규모 축제<트랜스미디알레>에서 한국인 작가 전시
지원

ㅇ 온라인 한국문학클럽 :단편집 <위험한 독서> [7.7.│온라인]
-매
 일 첫 번째 수요일 한국도서작품 1편을 선정, 현지인들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 본월 주제 : 단편집 <위험한 독서>

ㅇ 유튜버 로타와 함께하는 K-학당 : K-발라드편 (*주제 변경 가능) [7.26.│온라인]
- 한국 가요를 소재로 독일 인플루언서와 함께 다양한 한국어를 알려주는 영상 시리즈

ㅇ 오디오로 떠나는 한국여행 : 이순신 장군 편 [7.27.│공식 누리집]
-한
 국의 문화, 역사 등의 소재를 오디오 드라마로 구성하고 전문 성우가 연기하는
오디오 클립 시리즈
- 본편 주제 :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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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ㅇ G7 정상회의 초청 참가 기념 : 런던한국영화제 티저상영회
[7.3.~7.8.│런던 커존 소호]
- 런던 극장과 협업하여 한국 영화 상영과 영화감독과 온라인 라이브 개최
- 7.3. 영화 <소리도 없이> 상영
- 7.4. 홍의정 감독 온라인 라이브 진행
- 7.8. 영화 <심진그룹 영어토익반> 상영

ㅇ G7 정상회의 초청 참가 계기 요크 한국의날 축제(Yor-K)
[7.17.│요크세인트존대학교·요크시어터로열]
- 영국 잉글랜드 북구 요크 주민과 학생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제공
- 국악과 K-Pop 공연 행사 운영

ㅇ 한국문학의 밤-그래픽 소설 특집 [7.28.│온라인]
-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 소설 <Grass> 선정, 번역가 재닛 홍과 온라인 토크 진행

ㅇ 하우스콘서트 [7.29.│문화원 유튜브]
- 연주자에게 공연 기회 제공
- 7월 영국 왕립음악원 한인 바이올린니스트 백세린 공연 온라인 중계 진행

프랑스
ㅇ K-Pop 월드페스티발 [7.3.│문화원]
- K-Pop 월드페스티발 파리 최종결승전 개최로 총 10팀이 순위를 겨루게 될 예정

ㅇ 책거리 민화특별전 [7월│문화원]
- 민화 주제로 총 47점 전시 예정, 낭트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봄> 연계전시

ㅇ 재불청년작가협회(,AJAC) 정기전 [7월│문화원]
- 재불청년작가 협회 정기전 개최, 설치, 영상, 회화작품 등 전시

ㅇ 유네스코 본부 <한국: 입체적 상상>전 [7.6. ~ 7.31.│문화원]
- 재불청년작가 협회 정기전 개최, 설치, 영상, 회화작품 등 전시

ㅇ 젊은예술가 지원사업 [7.6. ~ 7.31.│온라인]
-프
 랑스의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 미술인 전시 지원과 젊은 음악인 영상 프로필/사진 등
제작 지원을 통해 예술가 프랑스 정착에 기여. 향후 온라인 미니콘서트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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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젊은한국 문화 박스의 여행 [7.6. ~ 7.31.│지방순회]
- 한국문화박스 지방순회전시 개최. 낭트 코스모폴리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시

ㅇ <한국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전시회 [7월│박물관]
- 라로쉘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국울산 반구대 암각화 전시
- 한국문화상자 전시, 현대무용공연, 한복아틀리에 등 행사 개최

폴란드
ㅇ 한국어 카드뉴스 [7.1.~7.29.│온라인]
- 한국어 학습 온라인 콘텐츠 제공

ㅇ 여름방학 한국어 학습클리닉 [7.1.~7.14.│온라인]
- 한국어 학습 온라인 상담

ㅇ온
 라인 태권도 강좌 - “태권도와 함께 건강한 일상 보내기”
[7.9.~7.30.│온라인]
- 현지 한국인 사범을 초청해 10회분 태권도 강좌 시리즈 사전 제작
- 매주 1회 문화원 온라인 계정, 공공교육기관에 파일 제공

ㅇ 2021 온라인 K-POP 댄스 경연대회 [7월│온라인]
- 주재국 내 K-POP팬 대상 온라인 댄스 경연

ㅇ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7.19.~7.31.│온라인]
- 한국어 강좌 정규반과 특별반 운영

헝가리
ㅇ <그 다음은, What is Next?> 시리즈 온라인 전시 : #3 ‘조금은 다른 일상’
[7.1.~7.30.│온라인]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일상의 차이를 주제로 한 박형기 작가의 다큐멘터리 사진전
- 2021년 부다페스트 포토 페스티벌 공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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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나리> 프리미어 시사회 [7.7.│Puskin 극장]
- 영회<미나리> 헝가리 전국 개봉(7월 8일) 전 열리는 시사회, 헝가리 한국영화제 홍보

ㅇ 한국공연 야외상영 [7.5.~7.19.│쿨틱코르빈 야외상영관]
- 7.5. 한국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 야외 상영
- 7.19. 넌버벌 마술극 <스냅> 야외 상영회

ㅇ KMR 한국영화 야외 상영회 [7.16.~7.30.│쿨틱코르빈 야외상영관]
- 7.16. 영화 <그날의 분위기> 야외 상영
- 7.30. 영화 <도굴> 야외 상영

ㅇ K-Pop 월드페스티벌 헝가리 지역예선 [7.24.│문화원]
- ‘2021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참가자 선정을 위한 헝가리 지역 예선

ㅇ KOREA ON/OFF [7.30.│문화원]
- 한국문화를 선호하는 현지인 주도로 만든 한국문화축제
- 체험, 공연, E-sports 행사 운영

터키
ㅇ 초중고교 한국어 강좌 지원 사업 [7월│해당 초·중·고교]
- 주재국 내 학교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강좌 개설을 위한 교원 파견과 교재 보급

ㅇ 온라인 한국영화상영회 [7.1.~7.14.│문화원 누리집]
- 한국영화 <눈길>, <봉오동 전투>, <아버지의 땅> 등 3편 상영

ㅇ 터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 전시회 [7.5.~7.30.│문화원 전시실·온라인]
- 터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에서 참전용사들이 수집한 한국전쟁 사진, 당시 발간 신문,
잡지 등 약 50점 전시

ㅇ 제77회 한국어능력시험 [7.10.│앙카라대학교]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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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ㅇ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사업 : 한-스페인 <예술시선교류전>
[7월│문화원·온라인]
-양
 국의 화랑에서 선정한 극사실주의 회화, 추상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작품
19점 작품 전시 하며, 양국의 미술계의 교류증진 모색

ㅇ 시네아시아 주관, ‘바르셀로나 한국영화제’ [7.4.│바르셀로나 볼리체 영화관]
-독
 립영화에서부터 최신영화까지 다양한 영화 장르 상영, 마스터 클래스와 영화 포럼 등
프로그램 제공

ㅇ 제9회 스페인 K-팝 경연대회 [7.24.│꼰데두께문화센터]
- 스페인 전역에서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5개 팀의 마드리드 본선 결승 행사

러시아
ㅇ 하반기 정기영화 상영회 [7.23.│모스크바 모스키노 코스모스 상영관]
- 한국영화 <당신의 부탁> 상영예정

워싱턴
ㅇ <K-Art at Home, K-Recollection> 전시회 [7월│문화원·온라인]
- 한인 미술가 12명의 작품전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과 문화원 회원에게 제공

ㅇ <조지타운 글로우(Georgetown Glow)> 야외 전시 [7월│문화원 야외광장]
- 빛을 주제로 한 야외 공공미술 전시 프로젝트로 한국 설치미술가 박나라 작가 작품 전시

ㅇ 한국어 강좌 [7월│온라인]
- 여름학기 총 17개 강좌 운영(초급반 9, 중급반 5, 고급반 1)
- 일주일 1회, 총 15회, 17회 수업 진행

ㅇ <2021 K-Pop 월드페스티벌> 워싱턴DC 지역예선 [7.12~7.18│ 온라인]
- 외교부와 KBS 협력으로 매년 K-Pop월드페스티벌 진행

51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17

Ⅳ 재외한국문화원 7월 활동계획

뉴욕
ㅇ <고향문화 산책> 시리즈 [7월 평일│온라인]
-<
 고향문화 산책>시리즈는 한국의 각 지방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들의 우수한 공연을
선보여 지방 고유문화와 한국의 아름다운 절경 제공
- 시리즈 #4 : 제주도 기반 단체 자르트의 ‘계화타령’공연
- 시리즈 #5 : 제주도 기반 단체 자르트의 ‘애월’공연

ㅇ <2021 오픈 스테이지: 굿바이 460 파크, 함께 만드는 미래> 기획 공연
[7월│온라인]
-뉴
 욕의 COVID-19 상황으로 공연 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계
공연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
- 시리즈 #4 : 7.5.~7.11. 피아니스트 김은비 ‘Eunbi Kim: Words Unsaid, Music by DBR’

ㅇ 온라인 한식 요리 특강 : Korean Cuisine Made Simple with Chef Jae
Jung & Chef Jaume Biarnes, Part VII [7.25.│문화원 누리집·유튜브]
- 정재은 요리사(뉴욕거주 한인)가 세계 최고 분자요리 로 유명한 하우메 비아메스 디에곤
(Jaume Biarnés Digón) 요리사를 초청하여, 현지에서 한식 요리와 장을 이용한 드레싱

만들기 등 요리시연을 동영상으로 제작

ㅇ 뉴욕 온라인 한국영화 특별 상영회 [7월│문화원 누리집]
- 여성 영화감독 특별전 : <새해전야>, <고백>, <애비규환>, <디바> 등 8~10편 상영

ㅇ 뉴욕한국문화원 x 해외문화홍보원 <Enjoy K-arts> [7월│온라인]
- 7월에는 7번째 공연 <극단사다리>온라인 상영

ㅇ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 시리즈 상영 [7월│온라인]
- 온라인 한국 고전 영화 : <ilm Critic’s Choice Series: Darcy Paquet> 매주 1회 상영
- 한식 레시피 동영상 : <K-Pecipe Guide> 매주 1회 상영

ㅇ 팝파핑 코리안(PopPopping Korean) [6.7. ~ 6.30.│문화원 누리집]
- 매주 1편씩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회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영상 게시
- 7.6. Episode 20. 빨간색이나 노랑색 있어요?
- 7.13. Episode 21.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 7.20. Episode 22. 홍차 두 잔하고 커피 한 잔 주세요

ㅇ K-뉴 리더스 [7월│문화원 누리집·유튜브]
- 7.5.~7.25. <오이지(Oiji) 레스토랑 대표 브라이언 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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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뉴욕한국문화원 x 링컨센터 <You Are Here> 프로젝트 : 한대수 밴드 공연
[7.24~30│오프라인]
-코
 로나19로 침체되었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뉴욕시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 한국 포크록의 거장 한대수 밴드 공연 제공

LA
ㅇ 미 병원 및 경찰서 대상 한식 도시락 지원사업 [7.12.~7.26.│지역 병원 및 경찰서]
- 코로나19로 인해 최 일선에서 싸우는 병원 의료 관계자와 경찰 대상으로 한식 도시락 지원

ㅇ 2021 영어 판소리 시리즈 : 온라인 특별공연 #3 ‘흥보가(Heungbo-ga)’
[7.14.│온라인]
-미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해 판소리 곡의 내용, 배경, 주요 대목
등을 영어로 제작

ㅇ K-Pop Vocal, Dance Academy [7.23.│문화원 공연장]
- 미 현지 한류팬 대상의 오프라인 K-Pop 보컬 댄스 아카데미

ㅇ 2021 영어 판소리 시리즈 : 온라인 특별공연 #4 ‘심청가(Simchung-ga)’
[7.28.│온라인]
- 미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해 판소리 곡의 내용, 배경, 주요 대목 등을
영어로 제작

ㅇ K-Story 전래동화 시리즈 : ‘견우 직녀’ [7.30.│온라인]
- 한국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해 미 현지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온라인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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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ㅇ 캐나다 한국영화 축제 [7월│온라인]
- 벤쿠버 : 7.1.~7.10. <여배우들>, <계춘할망>, <죽여주는 여자>
- 토론토 : 7.9.~7.30.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미나리>

ㅇ <MEGA SEOUL 4DECADES> 사진전시 연계행사 [7월│온라인]
- 연계행사 #1 : 7.8. 서울의 역사 강연 우수영상 상영
- 연계행사 #2 : 7.22. 전임 주한 캐나다대사님이 들려주는 서울이야기

ㅇ 1인 K-Pop 릴레이 댄스 2차 최종영상 개시 [7월│온라인]
- 1인 K-Pop 릴레이 댄스 참가자들의 영상을 편집해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 후 온라인에 개시
- 7월에는 BTS의 <Butter>

ㅇ 웹툰 <곰곰이의 한식 여행>연재 [7월│온라인]
- 신규 프로그램으로 한식 웹툰 시리즈 연재

ㅇ VKC 14 <작가와의 대화> 영상소개 시리즈 [7월│온라인]
- 7.15. 박기원 작가와의 대화 영상소개
- 7.29. 백인교 작가와의 대화 영상소개

ㅇ 칼튼대학교 미술관 연계<윤진미 사진전> 작품상영 및 토크 [7.15.│온라인]
- 칼튼대학교 미술관이 제작한 작가와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온라인 아티스트 토크
- 한국계 캐나다 미술가 윤진미 작가의 작품 전시

ㅇ K-Pop 아카데미전 [7.28.│온라인]
- 초급반 중급반 K-Pop 온라인 강좌 진행

ㅇ 문화원 온라인 한식 강좌 [7월│온라인]
-캐
 나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좌이며 특정 한식을 선정해 관련 음식 문화를
소개

ㅇ 한식 콘테스트 부대행사 [7.28.│온라인]
- 한식 콘테스트를 통해 한식당 체험과 한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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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ㅇ 7월 특별 문화강좌 [7.2.~7.30.│온라인]
- 현지인 대상으로 한국문화 소개와 체험, 한지공예, 서예, 종이접기 등 특별 문화강좌 운영

ㅇ 김치카드뉴스 [7월│온라인]
-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를 이용한 퓨전음식 소개

ㅇ <찰나: 지금 이 순간> 展 공동인터뷰 [7.6. ~ 7.30.│온라인]
-한
 -아 여성 조각가 교류 인터뷰 진행, 다른방식으로 작업하는 두 국적의 예술가의 인터뷰로
여성 조각가의 삶 소개

ㅇ 온라인상영 <무언극 정크 클라운> [7.14.│온라인]
-예
 술의 전당 영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공연영상콘텐츠를 문화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영,
한국연극의 우수성을 홍보
- 7.14. <무언극 정크 클라운>, 7.28. <노부스콰르텟>

ㅇ 더 가까운 한국 [7.21.│온라인]
- 이탈리아인이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는 한국의 근대사회 소개

일본-오사카
ㅇ 일본 한국 유학 박람회 <in Japan 2021> [7.2.~7.6.│한마당홀·온라인]
-우
 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유학 설명회이며 국립국제교육원, 동경한국교육원,
한국관광공사와 공동개최

ㅇ 한국문화체험교실 : 1주년 행사 [7.12.~7.25.│문화원]
-집
 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체험교실 1주년 행사
진행

ㅇ 한온라인 한국요리교실 [7.21.~7.22.│온라인]
-현
 지 한국 요리사 소개, 요리 레시피와 요리 과정 동영상 게시, 요리 사진과 감상문
콘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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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도 나의 사랑, 한국어> 영상 제작 [7월│문화원 누리집]
-현
 지 한국어 강사 참여, 한국어 강의 릴레이 영상 제작과 문화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를 통해 송출
- 매주 화·금요일, 문화원의 공식 누리집(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 송출

ㅇ 온라인 시네마 : 오사카한국영화제 [7.1.~7.25.│온라인]
- 한국영회 특별상영회 개최, 온라인 동영상(OTT)서비스 송출
- 7.3. <데 테이블>, 7.4. <나를 구하지 마세요>

ㅇ 2021년도 <K컬처 아카데미> [7.3.~7.25.│온라인]
- 문화원 11개 문화강좌 한국민화, 가곡, 전통무용 등의 프로그램 제공

ㅇ <3STEP! K-뷰티의 모든 것> STEP3 영상 게재 [7.9.│온라인]
-K
 -beauty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총 3회 소개, 한국에서 유행하는 헤어와 액세사리
스타일링 방법 소개

ㅇ 한국 현대민화 특별전 [7.13.~7.31.│문화원]
-한
 국의 유명 민화작가 5인이 그려내는 전통 화풍 속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민화를
시민들에게 소개
- 손유영, 문선영, 이경주, 이혜현 총 5인 작가 작품 전시

ㅇ SAC on SCREEN 사업일환 클래식연주 <디토파라디소> 상영 [7.24.│문화원]
- 예술의 전당 협업사업, 클래식연주 상영회 개최

ㅇ 2021년도 7월 학기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운영 [7.6.~7.31.│세종학당 강의실]
- 초·중·상급반과 회화 강좌 등 총 22개 강좌 운영, 164명 수강

중국 - 북경
ㅇ 2021 케이팝아카데미 Summer K-Fest [7.13. ~ 7.25.│홍콩내 안무연습실]
- 현지 한류동호회의 K-Pop 댄스 워크샵

ㅇ 멀티미디어실 영화 상영회 [7.2.│문화원]
- 영화 <엑시트> 상영 2회

ㅇ 2021 젊은 작가전 <바늘 더미에서 건초 찾기> [7.3.│문화원]
- 전현선, 이인성, 최수진의 3인 작가 작품 18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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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 한글 서화전 [7월│문화원]
- 한글을 주제로 한 전통 서예와 현대 켈리그라피 전시, 약 30명 작가작품 전시

중국 - 상하이
ㅇ 2021년도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 : 제11회 국제전통예술초청전 개최
[7.10.]

ㅇ 제31기 세종학당 강좌 운영 [7.3.│온라인]
- 총 8개 반 개설

ㅇ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련 유관 기관 협업 추진 [계속]
- 문화원 행사 시, 한국 전통문화 소개, 체험행사 준비
-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협업하여 추진 운영

ㅇ 제주해녀문화·관광 사진전시 개최 추진 [계속]
ㅇ 한식문화교육 운영 관련 준비 [계속]
ㅇ 한국영화상영회 운영 관련 준비 [계속]

중국 - 홍콩
ㅇ 2<Korea through Your Eyes> 사진 공모전 [7.1. ~ 7.30.│온라인]
- 홍콩 현지인이 한국을 촬영한 사전 공모, 우수작 심사 후 수상과 전시 개최

ㅇ 한국-중국 서예 교류전 [7.7. ~ 7.30.│문화원]
- 홍콩 대학교와 한국역대문집총서 등 문헌에 수록된 한중 고전 작가들의 작품 50점 전시

ㅇ 홍콩이공대학 학생을 위한 한국관광 소개 및 여행한국어 세미나 [7.8.│온라인]
- 홍콩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업 소개, 관광 정보 및 여행 한국어 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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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pop Zone EXO 행사 [7월│문화원]
- EXO 홍콩 펜클럽 주최, 사진전시 및 응원행사
- 7.10. 온라인 K-Pop 퀴즈

ㅇ 2021 케이팝아카데미 Summer K-Fest [7월│문화원]
- EXO 홍콩 펜클럽 주최, 사진전시 및 응원행사

ㅇ <한글날 디자인> 공모전 [7월│문화원]
- 홍콩 현지인 대상으로 한글날 맞이 한글 디자인 공모

ㅇ 2021 케이팝콘테스트 <CHOOM> [7.29.│홍콩침례대 공연장]
- 홍콩 내 한류 지역을 대상으로 K-Pop 댄스커버 콘테스트 개최

ㅇ 2021 홍콩 북페어 한국관 운영 [7.14. ~ 7.20.│홍콩컨벤션센터]
- 아동과 일반도시 100여종 전시, 한국관광 홍보, 공연 행사 운영

ㅇ 멀티미디어실 영화 상영회
[7.20. ~ 7.31.│문화원]
- 영화 <기생충> 상영 2회(화~토)
(출처 : 주홍콩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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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ㅇ 한·인니 우호 연날리기 대회 [7.3.│야외 운동장]
- 한·인니 우호 상징의 연 날리기 행사

ㅇ 문화원 10주년 기념행사 [7.1.~7.14.│온·오프라인]
- 7.1.~7,10. 슬로건·마스코트 공모전 수상작 전시
- 7.1.~7.11. <나의 문화원> 작품 공모전
- 7.14. 온라인 축하영상 개시
- 7.15. 기념식과 영화상영

ㅇ 한국문화 수호대 발대식 [7.10.│반둥]
- 반둥소재 한국문화 상징인 오류시정의 수호대 발대식 개최

ㅇ 한식당 체험 공모전 [7.5.~7.11.│자카르타]
- 자카르타 주재국민들에게 한식당 체험기회 제공, 공모전 등 행사와 식당 바우처 제공

ㅇ K-Pop작곡제 작품 발표 [7.17.│온라인]
- 문화원 10주년 기념, K-Pop 작곡제 수상작 공연 영상 발표

ㅇ 제2차 2021년 2학기 세종학당 온라인 홍보설명회 [7.12.│온라인]
- 세종학당과 지방 세종학당이 연계해 홍보

ㅇ K-POP 월드페스티벌 [7.24-7.25. │온라인]
- 창원시와 KBS 공동 주최, 세계 K-POP 싱커버·댄스커버 경연대회 인니예선 개최

ㅇ 국악연극 <봉장취>온라인 상영 [7.21.│온라인]
- 예술의전당 협력, 국악연극 ‘봉장취’ 현지어 자막으로 온라인 상영

ㅇ ‘미래를 위한 한국어 전공 선택’ 토크쇼 [7.23.│온라인]
- 영향력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한국어전공에 대한 비전 소개

ㅇ 찾아가는 문화원 및 별별스타 ‘수마트라, 벙꿀루, 잠비’ [7.24.│온라인]
- 한류콘텐츠 경연대회 지역예선 개최, 한국문화 홍보

ㅇ 한국 사투리 토크쇼 [7.29.│온라인]
- 한국의 지역별 사투리를 주재국민들에게 알리는 토크쇼

ㅇ 한류 유튜버 초청, 인니 한류 토크쇼 [7.28.│온라인]
- 한류 콘텐츠 관련 이야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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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가 있는 날 [7.28.│온·오프라인]
- 한류팬을 초청, 한류 콘텐츠 관련 토크쇼 진행

ㅇ 7월 인도네시아 한류팬 초이스 어워드 [7.29.│온라인]
- 인니 K-POP 와 드라마 선호도 조사 진행

인도
ㅇ 2021 전인도 K-Pop Contest [7월│온라인]
-인
 도의 동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전역 20개 도시 대상으로
행사 개최

ㅇ Belle du Jour [7월│온라인]
- 재능 있는 현지작가를 발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7월, 인도작가 부드하르(G.S.Budhwar)의 작품 소개

ㅇ 6.25 기념전시 [7월│온라인]
- 6.25. 한국전쟁 당시 인도에서 파견된 의료지원부대의 참전용사를 위한 특별기획 전시

ㅇ 2021년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 [7월│온라인]
- 7.1. 제2차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주·중반) 수료식
- 7.10. 제3차 온라인 입문반(주말반) 개강
- 7.13. 제3차 온라인 입문반(주중반) 개강

ㅇ 2021년 힌두스탄 3개 국제학교 한국어 정규반 개강 [7.5.~7.6.국제학교]
- 3개 학교의 상급학년 학생 118명 대상으로 한국어 정규반 개설
- 7.5. Hindustan International School Guindy & Karapakkam
- 7.6. Hindustan International School Padur

ㅇ 2021년 문화원 세종학당 정규반 개강 [7월│세종학당]
- 한국어 정규반 23주 과정 개장, 초급에서 최고급과정까지 강좌 제공
- 7.10. 1학기 문화원 세종학당 수료식
- 7.24. 2학기 문화원 세종학당 정규반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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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ㅇ 오늘도 나의 사랑, 한국어 영상 제작 및 확산 [7월│문화원 누리집]
- 현지 한국어 강사가 참여한 한국어 강의 릴레이 영상 제작

ㅇ 한국문화원이 간다 [7월│문화원]
- 한국과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영상 촬영, 사회관계망(SNS) 게시

ㅇ 2021 K-pop Lovers Festival
[7월│문화원]
- 베트남 전국 K-Pop팬 대상 커버 공모전,
온오프라인 형식 진행
- 7.1.7.5. 비디오 콘테스트
(사진출처 : 주베트남한국문화원)

ㅇ 한복 홍보 캠페인 운영 [7월│ 문화원]
- 한복의 다양한 모습을 사회관계망(SNS) 영상콘텐츠 제작
- 7.8. 현대한복제작 업로드

ㅇ 나에게 한국어란 인터뷰 영상 제작 및 확산 [7월│문화원]
- 한국어를 통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현지인들의 인터뷰, 한국어에 대한 동기부여

ㅇ 한국 문학 도서 소개 영상 제작 및 확산 [7월│문화원 페이스북]
- 베트남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도서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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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ㅇ 세종학당 및 한국문화강좌 [7월│온라인]
- 가야금, 단소 등 한국문화를 배우는 온라인 강좌

ㅇ K-Pop 커버댄스 SNS영상 챌린지 이벤트 [7.1.~7.18.│문화원 누리집]
- 한국 대중가요 댄스 영상을 촬영하여 응모하는 방식, 문화원의 보이는 라디오 청취 3회 제공

ㅇ 보이는 라디오 ‘KCC On-Air’[7월│문화원 누리집]
- 7.16. 4회 이열치열 한국음식
- 7.29. 5회 태국어의 날 기념 영상

필리핀
ㅇ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포토&에세이 콘테스트 [7.1.~7.29.│온라인]
- 7.1. ~7.4. 지난 10년 문화원의 발자취 사진 전시
- 7.8.~7.29. 국악의 종류 소개

ㅇ Chikahansik 행사 연계 김치 나눔 행사 [7.10.│마닐라 한인타운]
-마
 닐라 한인 타운 주최 커뮤니티 팬트리 참가, 생계가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제공하는 방식

ㅇ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숏터뷰 : #3 ‘K-Pop’ [7.21.~7.22.│온라인]
- 한국문화에 대한 인터뷰 영상 제작, 매달 10일 배포

ㅇ 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일 영상’ [7.19.│온라인]
-문
 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일 관련 문화원 행사, 활동을 취합한 영상 제작
※ 필리핀한국문화원 개원일 2011년 7월 19일

ㅇ 화피노이 K-Pop 스타 온라인 예선전 [7.25.│온라인]
- K-Pop 월드페스티벌 커버댄스 경연대회 온라인 예선전 개최

ㅇ 전통문화가 있는 목요일(Traditional Thursday) [7.8.~7.29.│온라인]
- 매주 목요일 국악의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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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ㅇ 한국 소개 생방송 [7.15.│온라인]
-K
 -POP, 한국 관광, 한국 유학, 한국 음식, 한복 등의 한국 문화 소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IGTV 공유

ㅇ 한류 팬클럽 세미나 개최 [7.28.│온라인]
-이
 란의 주요도시(하메단, 테헤란, 카라지 등)에 거주하는 한류 팬클럽 대표가 참가하는 세미나

UAE
ㅇ 정기영화상영 [7.9.~7.24.│온·오프라인]
- 7.9. 영화 <휴일> 상영, 시네마 아킬
- 7,15,~7.24. 영화 <경주> 온라인 상영

ㅇ 정기기획전시 <조선 왕실의 소망과 바람, 궁궐 장식그림> [7월│문화원]
ㅇ 2021 세종학당 특별 3학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7월│온라인]
ㅇ 2021 문화강좌 (전통공예) [7월]
ㅇ 2021 세종학당 문화강좌 [7월]

카자흐스탄
ㅇ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쓰기대회 [7.2.│온라인]
-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ㅇ 여름학기 온라인 한국어강좌 [7월│온라인]
-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주재국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 진행
- 정규반과 특별반 포함 총 11개반 운영

ㅇ 한국문화원 SNS 감사이벤트 [7.1.~7.21.│온라인]
- 한국 문화와 한국문화원에 관심 있는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감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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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이남 미디어아트> 전시 [7.9.~7.31.│온라인]
-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전시 개최

ㅇ 온라인 한국관광사진전 [7월│온라인]
- 한국 5개 도시 대상 한국관광가진전 개최
-7
 월 <조선성곽 건축의 꽃, 수원화성>, <한국의 미소가 느껴지는, 안동 하회마을> 사진전
전시

ㅇ 온라인 한국관광 사연 공모전 [7.19.~7.31.│온라인]
- ‘내가 알려주고 싶은 한국’, ‘내가 가고 싶은 한국 관광지’ 관련 사진과 사연 공모전

ㅇ 평택농악 온라인공연 [7.26.~7.29.│온라인]
- 평택 농악관련 온라인 상영 개최

호주
ㅇ 한국어 말하기 대회 [7.8.│문화원·온라인]
- 호주 현지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 세종학당재단에서 주최하는 본선대회의 지역 예선 진행

ㅇ 요리학교 재학생 대상 김치 특강 [7.22.│TAFE NSW Ryde Campus]
- 다양한 종류의 김치 만들기와 김치 활용 정보 제공, 한식진흥원과 김치 만들기 제작 협업
- 8월 한식 요리콘테스트와 연계

ㅇ 2021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7.26.~7.28.│NSW 소재 3개 학교]
-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는 NSW 소재 3개교 방문, 한국어 행사 진행
- K-Pop 공연, 태권도 시범 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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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ㅇ 제78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접수 [7.2.│문화원]
- 현지에서 매년 1회 개최

ㅇ 세종학당 여름강좌 개강 [7.6.│한글교실]
- 세종학당 여름학기 8주 과정 강좌, 한글교실 수업 운영

ㅇ MCN 인플루언서 세미나 [7.14.│문화원]
- 한국방송장비 마련, 현지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 초청해 활동계획과 세미나 진행

ㅇ 한국문화의날, 영화 <국가대표> 상영 [7.21.│문화원]
- 7월 도쿄올림픽 개최와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염원하는 의미로 영화상영

ㅇ Kpop world festival 온라인 댄스대회 [7.28.│문화원]
- K-Pop 댄스대회 예선전 개최와 나이지리아 대표팀 선발,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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