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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 현황
전 세계 112개국 조사 결과, 총 98개국에 1,799개의 한류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전체 회원
수는 총 9,932만 명에 달함.(2019년 12월 기준)
※ 상기 수치는 재외공관에서 보고된 각 국가별 한류 동호회의 온라인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역별 한류 동호회
-

아시아대양주 지역 479개(약 7,181만 여명)
아메리카 지역 542개(약 1,215만 여명)
유럽 지역 624개(약 1,504만 여명)
아프리카중동 지역 154개(약 32만 여명)

■ 한류 동호회 증감 현황(20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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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1. 네팔

1개 1. 과테말라

2. 뉴질랜드

2개 2. 니카라과

3. 대만(타이뻬이)

유럽
40개 1. 그리스
6개 2. 네덜란드

10개 3. 도미니카(공)

45개 3. 노르웨이

4. 라오스

0개 4. 멕시코

21개 4. 덴마크

5. 말레이시아

8개 5. 미국

56개 5. 독일

6. 몽골

11개 6. 베네수엘라

73개 6. 라트비아

7. 미얀마

3개 7. 볼리비아

23개 7. 러시아

8. 방글라데시

2개 8. 브라질

34개 8. 루마니아
15개 9. 벨기에

아프리카･중동
1개 1. 가나
5개 2. 가봉
3개 3. 나이지리아

0개
1개
21개

4개 4. 남아공

4개

14개 5. 레바논

1개

0개 6. 르완다

0개

160개 7. 리비아

2개

16개 8. 마다가스카르

3개

9. 베트남

46개 9. 아르헨티나

4개 9. 모로코

10. 부탄

2개 10. 에콰도르

26개 10. 벨라루스

4개

16개 10. 바레인

11. 브루나이

10개 11. 엘살바도르

7개 11. 불가리아

5개 11. 사우디아라비아

1개
1개

12. 스리랑카

10개 12. 온두라스

3개 12. 세르비아

3개 12. 세네갈

0개

13. 싱가포르

8개 13. 우루과이

0개 13. 스웨덴

4개 13. 수단

14. 아프가니스탄

0개 14. 자메이카

4개 14. 스위스

1개 14. 아랍에미리트

1개
16개

15. 인도

54개 15. 칠레

25개 15. 스페인

33개 15. 알제리

6개

16. 인도네시아

30개 16. 캐나다

25개 16. 슬로바키아

5개 16. 앙골라

1개

17. 일본

61개 17. 코스타리카

18개 17. 아일랜드

3개 17. 에티오피아

1개

18. 중국

69개 18. 콜롬비아

23개 18. 아제르바이잔

2개 18. 오만

3개

19. 캄보디아

16개 19. 트리니다드토바고

7개 19. 요르단

1개

2개 20. 우간다

0개

15개 21. 이라크

5개

1개 22. 이란

0개

20. 투르크메니스탄
21. 태국

0개 20. 파나마
50개 21. 파라과이

2개 19. 영국
80개 20. 오스트리아
6개 21. 우즈베키스탄

22. 파키스탄

4개 22. 페루

10개 22. 우크라이나

23. 파퓨아뉴기니

0개

23. 이탈리아

9개 23. 이스라엘

24. 피지

0개

24. 체코

3개 24. 이집트

3개
57개

25. 필리핀

23개

25. 카자흐스탄

6개 25. 짐바브웨

0개

26. 호주

26개

26. 크로아티아

2개 26. 카타르

3개

27. 홍콩

33개

27. 키르기즈스탄

0개 27. 케냐

3개

28. 타지키스탄

0개 28. 코트디부아르

0개

29. 터키

16개 29. 콩고민주공화국

0개

30. 포르투갈

10개 30. 쿠웨이트

1개

31. 폴란드
32. 프랑스

479개

542개

4개 31. 탄자니아
31개 32. 튀니지

33. 핀란드

3개

34. 헝가리

236개

624개

0개
15개

1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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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아크라(Accra, 234만 명)
인
구(2018년 기준) : 2,883만 명
면
적 : 238,537㎢(한반도 1.1배)
민족구성 : Akan족, Ewe족 등
종
교 : 기독교(71.2%), 회교(18.4%)
언
어 : 영어(공용어, 70%), Gha, Fante, Ewe, Twi, Haousa,
Dagbawi, Nzima 등 7개 언어
독
립 : 1957.3.6 영국으로부터 독립
시
차 : 우리시간 -9(일광시간 절약제 비적용)
화폐단위 : 가나 세디(Cedi) ※ US$1=5.52GHC(2019년 11월 현재)
1인당 GDP(2018년 기준) : 1,652불
교역규모(2017년 기준) : 총 264억불(수출 138억불, 수입 126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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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가나는 60개 이상의 종족, 수백 개의 방언이 존재하는 다종족 국가이며 종족
별로 각기 다른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족은 가족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며, 결혼 장례식 등 가족 행사를 매우 중요시한다.
문화교류사업 추진시 현지 업무처리 속도 및 관행이 한국보다 더디고 복잡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현재 가나에는 한류를 확인할 만한 뚜렷한 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TV를 통해 방영된 한국드라마를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한국 영상물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국 핸드폰, 자동차의
역할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방송과 언론을 통한 한국 문화
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류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현재로서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는 일이 가장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겨울연가>, <호텔리어>, <주몽>, <대장금>, <기･황후>, <육룡이나르샤>, <착한
남자>, <드림하이>등 약 209편의 우리 드라마가 현지방송국(TV3, GTV, Joy
Prime)에서 방송된 바 있다. 현재 가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
을 통해 우리 드라마를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대장금>, <대조영> 등
의 작품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2019년도에는 <또 오해영>, <태양의 후예>, <발
효가족>, <순정에 반하다>, <화랑> 등 5편의 드라마가 현지방송국(TV3, GHONE
TV, Joy Prime)을 통해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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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여러 차례의 한국영화 상영행사를 통해 <미녀는 괴로워> <식객>, <맨발의
꿈>, <광해>, <군도>, <수상한 그녀>, <관상>, <조작된 도시>, <조선명탐정>, <메
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스물> 등이 상영되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크라 몰 실버버드 극장에서 한국주간행사의 일환
으로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였다.
3 K-Pop

가나인들이 K-Pop을 접할 기회가 적은 만큼, K-Pop 장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뮤직 비디오가 CF
배경화면으로 나오고 가나 가수가 번안곡을 부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4 한식

아직 현지인들에게 한국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음식점은 수도인
아크라에 2개, 우리 교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테마(수도 아크라에서 1시간 거리)
에 5개 있는데 한국인, 중국인, 한국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타국 외교관, 가
나인 등이 주로 찾는다. 2017년 8월, 2018년 6월, 2019년 11월에는 가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5 태권도

가나 태권도협회(GTF) 중심으로 가나 전역에 100여개의 태권도 클럽이 운영
중이다. 2015~2017년간 매년 I Love Taekwondo Video Contest를 개최하
여 태권도 대중화 및 태권도 용품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매년 Korea Cup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6 한국어

한국기업, 종교단체의 활동, 한국드라마 방송을 통하여 현지인의 한국어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중고차 상인, 태권도 수련생, KOICA 연수생, 한국정
부장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가 소개되고 있다. 아직까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는 없으나, 2018년 9월부터 KOICA 한국어 봉사단
원이 가나대학교에 파견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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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아프리카 •중동

한국드라마의 소재나 내용이 선정적이지 않고 정서가 풍부하며 가족 중심의
스토리가 많은 것이 가나의 가족 중심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아 공감을 얻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이 알려지면서 우
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가나 내에서 활동하는 한류 동호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한국주간행사 개막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9.11.08(금), 주가나대사관저
∎ 주최 : 주가나대사관
∎ 행사 내용 : 11.08~10일간 개최되는 한국주간행사의 개막 리셉션에 현지 각

계 주요인사 및 외교단 등을 초청하여 한국주간행사 홍보 및 한국영화(광해)
상영을 통해 한국문화와의 공감대 형성
2 한국주간행사 한식콘테스트
∎ 일시 및 장소 : 2019.11.09(토), 아크라몰
∎ 주최 : 주가나대사관
∎ 행사 내용 : 가나인들이 직접 한식 조리 경연을 하고, 230여 명의 현지인들

이 시식 및 평가를 진행하면서 한식 대중화를 도모
3 한국주간행사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11.09(토)~10(일), 실버버드 극장
∎ 주최 : 주가나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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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내용 : 조작된 도시, 조선명탐정,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스물 등 4

편의 한국영화 상영을 통해 한국문화와의 공감대 형성 및 한국영화 대중화를
도모
4 한국주간행사 퀴즈온코리아
∎ 일시 및 장소 : 2019.11.10(일), 실버버드 극장
∎ 주최 : 주가나대사관
∎ 행사 내용 : 가나 청년층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주

제의 퀴즈경연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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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봉

1 개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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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종
교
시
차
언
어
기
후
화폐단위

:
:
:
:
:
:
:
:
:

리브르빌(Libreville)
211만명(2018년 기준, CIA)
267,677㎢(한반도의 약 1.2배)
Fang(28%, 다수족), Echira, Adouma 등 40여 종족
기독교(가톨릭 포함) 75%, 이슬람교, 토착종교
우리시간 –8시간(서머타임 없음)
불어(공용어), 토착어(Fang, Echira 등)
열대성 기후, 연중 고온다습
CFA Franc(세파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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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봉은 Fang, Echira, Adouma 등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는 다종족 국가이

며, 종족별로 각기 다른 언어, 관습,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 각 종족별로 자신들의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족 내 강력한 유대감을 표현한다.
∎ 가봉 사람들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며 문화 공연 관람시에

도 정적인 음악 보다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리듬감이 가미된 동적인 공연을
선호하는 편이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 현재 가봉 내에서는 한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나, 프
랑스의 Canal+ 유료 위성방송에서 한국드라마와 영화를 방영하면서 한국
영상물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 한국산 핸드폰과 자동차 등이 가봉 현지에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류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분야별 현황
∎ 드라마

가봉 사람들이 즐겨 시청하고 있는 프랑스의 Canal+ 유료 위성방송에서 그
간 <드림하이>, <별에서 온 그대>, <힐러> 등 수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으
며, 애니메이션으로는 국내 캐릭터 <몰랑> 및 한국-프랑스 합작 애니메이션 <미
라큘러스-레이디버그와 블랙캣>도 방영된바 있다.
∎ 영화

주가봉대사관이 최근 수년간 개최하고 있는 한국영화제를 통해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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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맨>,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끝까지 간다>, <터널>이 상영되었다. 매년
수백명의 관객들이 한국영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봉의 젊은층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손쉽게 접하고 있다.
∎ K-Pop

가봉 사람들이 K-Pop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K-Pop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 등을 통해 K-Pop을 접한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K-Pop 댄스 동호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한식

매운 맛을 좋아하는 가봉 사람의 입맛에 한국 음식이 잘 맞아 수도 리브르빌
에 위치한 유일한 한국 식당에 방문하는 가봉 사람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태권도

가봉에서는 주가봉 대사관이 후원하는 대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태권도 대회
가 열리고 있으며, 가봉 전역에 약 60여개의 태권도 클럽이 운영 중이다.
∎ 한국어

가봉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학습 수요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나 한
국 드라마 및 K-Pop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한국어를 배
우거나, 수도 리브르빌에 소재한 한글학교를 찾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문화 중 K-Pop이 상대적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 상황이며,
K-Pop 특유의 역동적인 댄스동작과 경쾌한 음악이 가봉의 흥겨운 정서에 부합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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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한국문화, 특히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가봉의 적은 인구수 및 좋지 않은 교통 인프라로 인해 아직은 대규모의 조직적
인 동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가봉
고교생을 중심으로 소규모 K-Pop 댄스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K-Pop을 좋아하는 고등학생들이 2018년 댄스 동호회(4K-Hang-in)를 결성
하였으며, 동 동호회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댄스 동호회는 우리 비보이 공연팀의 2018년 가봉 방문 계기 협연을 한
것을 계기로 주가봉대사관과 인연을 맺어 2019년 한국주간행사(사물놀이 공연
및 한국어말하기 대회) 계기 초청 공연을 실시하였다.
∎ 4K-Hang-in
성격
회원 수
웹사이트 주소(또는 연락처)
세부 활동 현황

K-pop 댄스 동호회
17명
+241 062 71 21 20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주요 한국 문화행사 계기 초청 공연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2019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05.18.(토) / 리브르빌 소재 프랑스문화원
∎ 주최 : 주가봉대사관
∎ 행사 내용 : 정관계 인사, 외교단, 교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영화 <터널>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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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우리 전통문화 공연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10.04.(금) / 리브르빌 소재 국제학교(ERV)
∎ 주최 : 주가봉대사관
∎ 공연단 : 발광 엔터테인먼트, 예술마당 시우터
∎ 행사 내용 : 정관계 인사, 외교단, 교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동

적인 사물놀이 및 택견 퓨전 공연

(3) 2019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10.26.(토) / 주가봉대사관
∎ 주최 : 주가봉대사관
∎ 행사 내용 : 한글학교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현지인 참가자들이 짧은 말하기,

시낭송, 한국노래 부르기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한국어 실력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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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나이지리아

1 개황

∙ 인
구 : 약 2억 200만 명(World Bank, 2018년)
∙ 면
적 : 923,768㎢(세계 32위, 한반도 4.2배)
∙ 민족구성 : 하우사-플라니족(30%, 북부), 요루바족(20%, 서부),
이보족(20%, 동부) 등
∙ 종
교 : 이슬람(50%, 북부), 기독교(40%, 남부),
원시종교(헌법상 국교지정 금지)
∙ 1인당 GDP : 2,416 USD(IMF, 2018년),
총 GDP 4,110억 USD(World Bank, 2018년)
∙ 화폐단위 : Naira(나이라, $1=360Naira, 2019.10 기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2018년) : 수출 918백만 미달러(전년 대비 43% 감소),
수입 1,048백만 미달러(전년 대비 47% 증가)

020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나이지리아

Ⅳ

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나이지리아는 대륙을 횡단하는 이주로의 합류점에 자리하고 있어, 민족과 문
화가 매우 다양하다. 각각 고유의 관습과 전통, 언어를 갖고 있는 250여 종족이
살고 있다. 그중 10대 종족, 하우사･요루바･이보･풀라니･이비비오･카누리･에
도･티브･이조･누페족이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종족은 19세기에 나이지리아를 정복한 소수의 플라니족과 융합한 하
우사족으로,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2번째로 많은 종족은 서남부의 요루
바족이며, 다음으로 동남부 지역의 이보족, 이비비오족과 베닌시티의 에도족 순
으로 인구가 많다. 나이지리아의 중앙부에는 서로 다른 종족들이 밀집해 있는
데, 티브족과 누페족이 그 다수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종족별로 고유어가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
는 언어는 하우사어인데, 이는 하우사･풀라니족이 정치적으로 나이지리아를 장
악해왔기 때문이다. 그밖에 요루바어, 이보어, 이비비오어, 카누리어, 티브어, 이
조어 순으로 많이 쓰인다. 공용어인 영어는 주로 도시지역에서만 사용된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슬람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기독교 혹은 애니미즘
을 신봉한다.
나이지리아의 도시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카노, 카치나, 자리아의 경
우 그 역사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베닌시티도 16세기 말부터 발달했
다. 인구밀집 지역은 중남부의 열대우림지대, 라고스와 포트하커트 사이의 해안
저지, 그리고 북서부지대이다. 반면 광대한 중부지역과 차드호저지, 크로스강 동
쪽 유역에는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는 비교적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오
래된 것은 북부 조스고원에서 발견된 BC3~2세기의 철기문명인 녹(NOK)문화
가 있으며 또한 라고스국립박물관에는 전국의 역사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아랍과 서부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나이지리아 토착문화로부터 직접
생겨난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예술은 독립 이후 새롭
게 주목받고 있다. 오요족의 호리병박 조각품과 베닌시티족, 아우카족, 이코트족
의 가면 및 흑단나무로 만든 두상, 샤가무족의 가시나무 조각, 나이지리아 풍물
을 주제로 한 유화 등이 부유층의 집을 장식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수입품 대신
현지에서 직접 짜고 염색한 옷을 즐겨 입는다. 이바단대학교와 이페대학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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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아프리카학연구소는 자리아와 이바단의 미술, 드라마 학교와 함께 민속무
용과 전통시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널리 알리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문학 활동도 활발해 영어로 쓴 소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C. 아체베･A.
투투올라･T.M. 알루코 등이 있다. 극작가로는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노벨문
학상을 받은 《숲속의 춤》의 작가 W. 소잉카와 J.P. 클라크가 있다. 주요 일간지
는 THISDAY, THE GUARDIAN 등 10개를 헤아리며 나이지리아 통신(NAN)･
국영나이지리아 라디오(FRCN)･국영나이지리아 텔레비전(NTA TV) 등이 있다.
음악으로는 펠라 쿠티(Fela Kuti)라는 요루바족의 전통음악에 재즈를 적절하
게 혼합한 형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주술음악인 소니 아데(Sonny Ade), 아
프로-레게인 소니 오코순(Sonny Okosun), 소울 뮤직 사데(Sade)가 잘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스포츠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로 1952년 헬
싱키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1962년 국립스포츠협회를 창립했고 1971
년 국립스포츠위원회가 창립되어 스포츠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45년 창설된 나이지리아축구연맹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조직체계를 바꾸고
1990년에 프로축구를 도입하였다. 국제대회에 나이지리아 축구팀이 처음 참가
한 것은 1960년이었으나 월드컵에는 자격 미달로 1970년에야 멕시코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축구 금메달을 따내 세
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축구대표팀은 최근 2013년 2월에 열린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에서 1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여 축구강국임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현재 나이
지리아 출신의 많은 선수가 유럽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태권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후 무도종
목 중 가장 인기가 있으며, 전국에 약 500개 가까운 클럽이 있고 20,000명 이
상이 단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문화교류는 2008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
한국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상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09년부터 한국문화
공연단공연이 시작되어 2010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공연단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갖는 등, 한국문화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인근 아프리카국 외에는 다른 국가의 문화공연이 많지 않
은 관계로 외국 문화 공연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다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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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나 문화원에서 국내 방송사측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며 앞으로는 이들 방송사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방영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
야 할 것이다.
K-Pop의 경우, 아직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국내기획사가
K-Pop 공연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Pop 확산을 위해서는 현지 방송국
이 K-Pop 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저작권 문제로 인해 쉽
지 않다. 현재 방송사측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방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국내 기획사들이 미래의 수요 창출을 위해 K-Pop 콘텐츠의 일시적
무료 제공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문화 상륙에 큰 제한은 없지만, 향후 점점 자
국문화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문화가 일
방적으로 진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입
장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양국의 문화교류는 2008년까지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었으며,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을 계기로 나이지리아 전통 예술단이 한국을 방문해
공연한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수교 30주년
을 기념해 한국문화원이 아프리카대륙 최초로 한국문화원이 개원하면서 본격적
인 문화교류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한류의 시초는 앞서 2008년 민영방송 AIT
TV가 한류 드라마 <대장금>을 최초 방영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011~2012년은 한-나 양국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해로
서 이전의 전통문화 교류 위주에서 K-Pop과 같은 현대 한류로 확대되고 문학,
영화, 드라마, 한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2.8.7 체결한 한-나이지리아 문화 및 교육협력 협정이 이듬해 정식으로 발
효되면서 양국의 문화교류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뱅, BTS 등 K-Pop 스타의 영향으로 아부자, 라고스 등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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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콘텐츠의 인기가 확산될 조심을 보이고 있다. 주
재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는 태권도, K-Pop, 드라마, 영화 순이다.
태권도는 무도종목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련인구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드라마는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최근 2019년 5월까지 방영된 <태양
의 후예>, <또! 오해영>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매력적인 배우들의 연기와 재
미있는 스토리 설정 등이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와
액션물을 좋아하며, 한국 영화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나이지리아 최대 상업도시 라고스에서 K-Pop댄스 경연대회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주재국 남서부(라고스), 동부(타라바주, 아다마와주),
남부(포트하커트주, 크로스리버주), 북부(카두나주, 카스티나주) 등 국내 각지에
서 참가해 K-POP 댄스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한류드라마 <대장금>이 나이지리아 최초로 2008년 7월 20일부터 매주 일요
일 저녁 나이지리아 민영방송인 AIT TV에서 방영되었다. <대장금>이 방영된 후
한류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모았으며 한국인 가정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매
우 좋아해 이들을 통해 드라마가 홍보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류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나이지리
아 최대 국영 TV인 NTA TV에서 <겨울연가>, <내 이름은 김삼순>, <마지막 스
캔들> 및 <성균관 스캔들>이 주 2회 연이어 방영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민영
방송 AIT TV에서도 <바람의 화원>, <내 이름은 김삼순>과 <마지막 스캔들>을
인기리에 방영했다.
2015년~2016년 상반기에는 NTA TV채널에서 <일지매>, <드림하이>, <굿닥
터>, <착한남자>를 방영했고, 2018년~2019년에는 NTA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서 <태양의 후예>, <또! 오해영>을 방영하였다. 한국문화원은 시청자들의 반응
을 지속적으로 드라마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 영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2010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1회 한국

024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나이지리아

Ⅳ

영화제’가 개최되어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부자 실

아프리카 •중동

버버드 엔터테인먼트 극장에서 <국가대표>, <영화는 영화다>, <황진이>, <왕의
남자>, <식객> 등 5편을 상영했다.
2014년에는 나이지리아 ‘날리우드’의 본고장인 라고스 Genesis Deluxe
Cinemas에서 11.11~13까지 개최하였고, <미녀는 괴로워>, <전우치>, <8월의
크리스마스>, <킹콩을 들다> 4편을 상영하였으며, 총 786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람인원을 기록했다.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나이지리아 영화산업도 한국의 높
은 기술력과 문화수준을 배워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2015
년~2016에는 수도 아부자 실버버드 극장에서 한국문화축제 기간 중 개최하여
한국문화주간으로의 역할을 하였고, 2017년에는 라고스 제네시스 극장에서 한
국음식 시식 및 한국의 인기 인스턴트 상품전시회와 같이 영화제를 개최하였는
데, 한국음식에 대한 방문객들의 큰 인기는 물론, 주재국 영화감독이 참석해 한
국 영화관계자들을 만나 같이 영화제작 워크숍 및 공동제작을 희망하는 등 영화
제작 기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제10회째 한국영화
제를 맞이하여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모>, <사도>, <굿바이싱글> 3편을 아부자
실버버드 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영화제와 별도로 나이지리아에 주재하
고 있는 10여개 아시아국가 대사관들이 모여 2017년부터 아시안영화제를 개최
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 개최된 제2회 아시안영화제는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
어 당시 문화원 전시장 리모델링 후 개방식 일정을 맞춤으로써 많은 외교단 및
방문객들에게 문화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K-Pop

주재국 젊은이들은 빠른 템포의 음악과 다이내믹한 율동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빅뱅, 슈퍼주니어, 인피니트, BTS 등 파워풀한 K-Pop 스타들을 좋아한다.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이 2010년 5월에 개원한 후 2012년 처음으로 남자 15
명, 여자 15명의 한국문화원 K-Pop 팀을 구성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
사의 공연을 맡았다. 특히 K-Pop 로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온라인 경쟁 부문 세
계 1위를 차지해 서울 본선대회에도 참가한 바 있다.
2012년에는 3월 1일부터 문화원 주관으로 ‘제1회 K-Pop 댄스대회’를 개최
했다. 이 행사에는 고등부 및 성인부의 총 19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
였으며, 성인부 최우수팀 ‘엘리베이터즈’는 한국 본선에서 3위로 입상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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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뒀다.
2013년과 2014년 및 2015년에는 한국문화원과 국영방송인 NTA TV공동으
로 주관하여 대회 전 과정을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중계함으로써 주재국에
K-Pop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 나이지리아 지역 예선 2위
팀 ‘퍼시픽 스타즈(Pacific Starz)’가 창원에서 열린 한국 본선에서 세계 80여
국에서 예선을 거친 쟁쟁한 14개 팀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으며 2016년도에
는 ‘수프림 태스크(Supreme Task)’팀이 창원 본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해 한국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2017년에도 전세계 72개국 88개팀 중 13팀
을 선정하는 본선참가팀에 선정되었다.
2014년 11월부터는 아리랑TV의 ‘Simply K-Pop’ 프로그램이 NTA TV엔터
테인먼트 채널에서 매주 3회 정기적으로 방영되어 주재국 한류 팬들이 보다 쉽
게 K-Pop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원의 노력과 싸이의 ‘강남스타
일’의 영향으로 미디어와 스마트폰이 보급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K-Pop의 인기
가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2015년 문화원 주관 K-Pop 경연대회 우승팀인 ‘T-SOD’ 멤버들이 자
신들이 거주하는 카두나 지역에서 주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 청소년 대상으로 소
규모 K-Pop대회를 개최함으로써 K-Pop콘텐츠가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도 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수도 아부자를 벗어나 주재국 최대 상업지역인 라고스
에서 K-POP 댄스대회를 개최해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았고, 행사를 개최했던
라고스대학교에서 이틀간 K-POP 댄스 배우기 특별강좌를 개최해 현지 젊은이
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4 한식

많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아직
한식당이나 한국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마트 등이 없어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
을 실제 접하기 힘들다.
대사관과 문화원은 서부아프리카 최초로 2012년 10월에 코리안 푸드위크를
개최한데 이어 2013년과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대대적으로 한국문화축제(공
연, 한식, 영화)를 개최해 외교단 및 주재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식 설명과
시식회, 한식뷔페 제공, 호텔 한식판매, 한식워크숍 등 행사를 통하여 나이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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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018년 11월 14일 한국문화축제 행사를 통해 김밥, 잡채, 불고기, 전 등 한
국음식을 집중 소개했다. 2019년에는 아부자 트랜스콥 힐튼호텔 아시안레스토
랑에서 한식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5 한국어

한국문화원에서는 2010년부터 초급반과 중급반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급수별 수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초급반은 2개반 60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중급반은
30명이 등록되어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 현재 문화원 한글강좌는 행정직원들이
임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 교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글강좌 수강인원은 900여 명 수준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K-Pop,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한국어교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매년 6월에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고수상
자 1명에게는 세종학당재단에서 지원하는 우수학습자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한
국을 방문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태권도

태권도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 브랜드 중 하나이다. 전국에
태권도를 배우는 인구가 30만 명, 태권도 클럽이 500여개가 되고 태권도 유단
자가 2만여명에 이른다. 특히 치카 추쿠메리제(Chika Chukwumerije) 선수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무제한급에서 동메달을 딴 후 태권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
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주재국 체육부에서는 복싱, 레슬링, 육상 등과 함께
태권도를 5대 중점전략종목으로 선정하고, 한국 태권도 사범을 초청하는 등 지
원을 확대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도 매년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원에서 어린
이 태권도교실을 주 4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재국 초･중등교육위원회와 공동
으로 총 4개의 태권도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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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산업 파급효과

나이지리아 내 한류가 현재 확산단계에 있으나, 열악한 문화 인프라와 대다수
절대 빈곤층으로 인하여 아직 한류 연관 산업의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이지리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1위의 경제대
국으로 성장하고 있어, 미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원은 한류이미
지가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년 11월에 한국문화축제 개막식 겸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삼성전자
와 LG전자가 TV, 스마트폰, 가전 등 첨단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현대&기아자
동차의 신차도 함께 전시해 우리 진출기업의 홍보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8 최근 주요 행사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한국문화의 날을 정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알고 있
는 생활 속 한국문화 소재를 선정해 그에 관한 역사나 현상에 관한 프리젠테이
션 및 체험활동, 전시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날 행사 외에도
2019년 상반기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사진전
을 비롯,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는데, ‘독립’을 주제로 역대 시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을 대상, 시쓰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유관순 열사의 내용을 토
대로 연극을 제작해 시쓰기대회 시상식에서 축하공연으로 상연하였다. 올해는
제9회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대회(5월)를 아부자의 밀레니엄 공원에서 개최해 학
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 외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발대식(5월), 한국어
말하기대회(6월), K-Pop댄스대회(7월) 등을 개최하였다. 9월에는 주재국민들을
접점에서 만나기 위해 시내 중심지 3곳에서 게릴라성 스트리트 페스트벌을 개최
하여 한국문화원 홍보를 시도했고, K-Pop댄스 특별강좌(6~8월) 및 장구강좌
(라고스 연중), 한국문화 퀴즈대회(9월)를 개최해 대사배태권도챔피언십(10월),
제2회 한국어능력검정시험 토픽(TOPIK)실시(5월), K-서포터즈대회(11월), 한
국영화제(12월), 10개국 아시아영화제 참가(12월) 오는 11월 12일에는 국경일
리셉션 계기 <한국문화축제> 행사를 통해 한류공연, 한식소개, 기업체 상품전시
등 한류문화를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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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아프리카 •중동

문화원이 설립된 초기에는 현지인들이 주로 태권도, K-Pop, 드라마를 좋아
했으나, 최근에는 한글, 한식, 영화, 한복, 전통무용, 관광 등 K-Culture 전반으
로 선호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지인들이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는 이유는 그 소재와 구성이 아프리카 정서
와는 다르게 특이하고, 영상 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라마
에 나오는 한국 상품과 노래, 한국어 등이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인기 있는 사극
드라마를 통해 한복, 한식, 한옥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한류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Pop의 역동적인 댄스동작이 아프리카의 흥겨운 정서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고, K-Pop 스타들의 예쁘고 잘생긴 외모도 인기를 끄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면으로 접하는 희고 깨끗한 피부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도 호감
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 스펙트럼의 다양성이 한국문화에 매력을 느끼는 주된
이유이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현재 한국문화, 특히 K-Pop을 좋아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프리카
지역의 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움직임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문화원은 수도권의 20개 고등학교 학생 200
명이 참여하는 Korean Culture Club Nigeria(KCCN)와 K-컬쳐 서포터즈, 한
국학교 졸업생,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등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K-Pop 동호회는 K-Pop 댄스경연대회를 계기로 20여 팀이 조직되어 대회
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개 고등학교 200명의 학생이 2013년 2월 27일에
Korean Culture Club Nigeria(KCCN)을 결성해 매주 수요일 K-Pop, 한글
및 태권도 배우기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2014년과 2015년에는 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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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좋아하는 팬들과 함께 300여 명이 참가하는 ‘Korea Love Day’를 주관하
기도 하였다. 2015년 12월 17일에는 언론, 문화, 스포츠, 예술 다양한 분야 인
사들 15명으로 구성된 K-컬처 서포터즈가 발족되어 2019년 현재까지 매년 K컬처 서포터즈 활동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의 코리아
넷 명예기자단 모집에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지원･신청한 명예기자들이 25명 선
정되어 발대식을 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정치적 이슈들을 SNS로 전달하고, 한
국문화원의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적극적 한국사랑의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화원은 앞으로 이러한 자발적 동호회들
을 잘 활용하고 지원하여 아프리카에 한류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예
정이다.
1 코리안 컬처 클럽(KCCN)
성격
회원 수

한류동호회
20개교 200여명

∙ 2013 결성
∙ 2014~2015 코리아 러브데이 개최
세부 활동 현황 ∙ 연1회 한국문화 퀴즈대회 참가
∙ 매주 1회 한국 문화 체험(한복 패션쇼, 태권도 체험, K-Pop 연습 등)
∙ K-서포터즈 행사 참가
연락처

∙ 중등교육위원회 및 회원학교

2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성격
회원 수

블로거 및 민간 기자단
25명

∙ 5.13. 명예기자단 발대식
∙ 8.9. 간담회(일본수출규제에 관한 한국입장 전달)
세부 활동 현황 ∙ 8.29. 명예기자단들이 주관한 ‘코리안데이’ 행사개최
∙ 9.11.~12, 9.20~21. 시내 주요장소 4곳에서 K-컬처 스트리트 페스티벌 개최
∙ 한국문화원의 각종 행사에 리포터로서 초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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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주요 문화행사

아프리카 •중동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한류 문화행사는 다음과 같다.
기간

문화원 주요행사 일정

1월

∙ 태권도 강좌 및 세종학당 한글강좌 시작(1월~12월)
∙ 장구강좌(라고스, 1월~6월)
∙ 한국문화의 날-한국노래 배우기(1.23.)

2월

∙ 초･중･고등학교 20개교 문화원 방문체험(2월~12월)
∙ 설날맞이 행사(2.15.)
∙ 한국문화의 날-한국영화 상영(2.20.)

3월

∙ 40개 초등학교 교사초청 워크숍 개최(4.9.)
∙ 태권도 어린이 대회(3.7~9.)
∙ 한국 문화의 날 행사-장구(3.20.)

4월

∙ 한-나 시쓰기 대회 및 시상식(4.11.)
∙ 태권도 승급심사(4.4.~5.)
∙ 태권도 수련회(4.11.~12.)
∙ 한국 문화의 날 행사-심청 발레 상영(4.24.)

5월

∙ 태권도강좌 수료식(5.22.)
∙ 한국어강좌 수료식(5.30.)
∙ 한-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5.8.) 및 시상식(5.21)
∙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발대식(5.9.)
∙ 한국 문화의 날 행사-보물섬 연극 상영(5.22.)
∙ 제2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5.18)

6월

∙ 제6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6.18.)
∙ K-Pop 아카데미 특강(6.10.~7.18.)
∙ 한국 문화의 날 행사-웃는남자 뮤지컬 상영(6.19.)

7월

∙ 제8회 K-Pop 댄스 대회(7.13.)-라고스대학교
∙ K-Pop 아카데미 수료식(7.18.)
∙ 한국 문화의 날 행사-인삼(7.24.)

8월

∙ 태권도 승급심사(8.14.~8.16.)
∙ 한국 문화의 날 행사-마술피리 오페라 상영(8.21.)
∙ 코리안 데이(8.29)

9월

∙ 길거리 한국문화 홍보축제(아부자 시내 주요 3곳 9.12,13,20,21)
∙ 한국문화의 행사-한지공예(9.18.)
∙ GKSP 대학생장학생 선발(9.10.~10.24.)
∙ 한국문화 퀴즈대회(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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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032

문화원 주요행사 일정

10월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워크숍(10.15)
∙ 제10회 대사배 태권도 챔피언십(10.17.~18.)-라고스 타슬림스타디움
∙ 조스대학교 한국문화소개(10.22)
∙ 한국 문화의 날 행사-달래이야기 공연영상 상영(10.23.)

11월

∙ K-Pop 댄스강좌(11월~2020년 1월)
∙ 한국문화축제 개최(11.12.)
※ 개막 리셉션 한식뷔페, 기업제품 홍보, 서울예대팀 공연
∙ 한국문화원 회원의 날(11.13.)
∙ 한국 문화의 날 행사-태권도(11.20.)

12월

∙ 제10회 한국영화제 개최(아부자, 12.5.~7.)
∙ 10개국 아시아영화제(12.8.~14.)
∙ 한국 문화의 날 행사-명성황후 공연영상 상영(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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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도 : Pretoria(행정), Cape Town(입법), Bloemfontein(사법)
※ 최대도시 : Johannesburg

∙ 인
구 : 5,773만명(’18년)
∙ 면
적 : 1,220,813㎢(한반도의 5.5배, 남한면적의 12배)
∙ 민족구성 : 흑인(80.9%), 백인(7.8%), 혼혈인(8.8%),
아시아/인도계(2.5%)
∙ 종
교 :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등
∙ 시
차 : 우리시간 –7
∙ 언
어 : 영어, 아프리칸스 및 9개 토속어(isiZulu, isiXhosa,
Sesotho어 등)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
∙ 1인당 GDP(’18년, IMF추정치) : 6,377달러
∙ 수출입 현황(’17년) : 수출 882억 달러(백금류, 금, 석탄, 철광, 승용차 등),
수입 830억 달러(원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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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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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곱 빛깔 무지개의 나라
사냥과 채집을 하고 살았던 산족과 유목생활을 했던 코이족, 사하라 사막화와
함께 대규모로 남하하여 정착한 반투족 등의 흑인 부족 전통 문화와 15세기 희
망봉 발견 이후 진행된 백인들의 대규모 이주로 형성된 백인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지개 나라이다.

(2) 문화적 양극화 및 특징
높은 소득 격차로 인해 문화 수요가 부유층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적 중산층
이 빈약하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 계층은 대중문화를 향유하기엔 열
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프리카 미술, 재즈, 공예 등이 발달하였으며 아프리카의 경제 문화 중
심지로써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3 한류현황
(1) 일반현황
삼성, 엘지,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 기업의 비교적 높은 시장 점유율, 연
3000~4000명의 매년 원어민 교사가 한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한국드라마, 케이
팝, 케이뷰티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류는 아직 대중적이기 보
다는 한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을 통해 개별로 전파되며 매니아층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투브 채널 등을 통한 무료 콘텐츠 공유가 활발해 한국 드
라마를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케이팝의 인기가 올라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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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함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남아공 주변 국가에서도 기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최근 에스와티니 공영 방송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두편
이 방영되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영화

더반 영화제, 케이프타운 영화제 등 남아공이 주최하는 주요 국제영화제에 한
국영화가 꾸준히 출품되는 등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 영화의 우수성에 대
해 알려져 있다. 2014년 이후 현지 영화학교(Open Windows Film Art)와 대
사관 공동으로 매년 Korean Film & Food Festival을 개최하여 한국영화를 꾸
준히 소개하고 있으며 대사관에서도 매월 ‘한국영화의 밤’을 개최하여 우수 한
국영화와 한식을 소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남아공 최대 배급사인 스터키네코
어사의 전국 영화관에서 ‘기생충’을 개봉하였다.
3 K-Pop

한류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K-Pop이다. 학생층과 원어민강사 출신
등 한국을 알고 있는 젊은 층에서 K-Pop 애호가들이 형성되던 단계에서 나아
가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동호회가 SNS를 중심으로 남
아공에도 급격히 늘어났다.
4 한식

주요 도시인 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케이프타운, 더반을 중심으로 여러개
의 한식당과 한국 슈퍼가 있으며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남아공에서는 공
원 등에서 야외 마켓이 자주 열리는 편인데 이때 건강식품으로 김치가 소개되기
도 한다.
5 한국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K-Pop 팬들,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태
권도 수련생,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경험자 등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 주변국 보츠
와나에서는 2019년 1월 세종학당이 생겼는데 1년동안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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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케이뷰티

아프리카 •중동

패션, 뷰티업계에서는 케이뷰티의 인기를 반영하여 관련 기사와 제품을 출시
하고 있다. <코스모폴리탄 남아공> 잡지에서 한국식 피부 관리 방법과 한국 여
성들이 주로 쓰는 제품들을 6페이지에 걸쳐 소개하였고, 8월 인터넷 뉴스에서는
케이뷰티가 흑인 여성의 피부에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왔다. 최근에는
케이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남아공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아직은 주류문화와 동떨어진 소수 특정 층의 한류 팬들이 있지만 이들의 한
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깊은 편이다. 지속적인 한국 방문 원어민 교사와 각
분야별 한류 팬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한국으로의 유학
등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현황
K-Pop을 중심으로 온라인 동호회가 여러개 있으며 매년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시 방탄소년단 남아공 동호회는 가장 큰 규모이며 최근 2년사이에 회원
이 급격히 들어났다. 이들 동호회들은 자체적으로 K-Pop Dance Festival을
개최하는 등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성격
회원 수

K-pop 동호회
방탄소년단 팬클럽(BTS South AfricaN ARMY)
9,193명

웹사이트 주소
(또는 연락처)

https://www.facebook.com/groups/BTSSA/

세부 활동 현황

방탄소년단 활동 및 음악 등 공유, 남아공내 한국 문화행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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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회원 수

K-pop 동호회
EXO-L South Africa
3,904명

웹사이트 주소
(또는 연락처)

https://www.facebook.com/groups/ExoLSA/

세부 활동 현황

엑소를 중심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 및 한국 문화행사 공유

성격
회원 수

K-pop 동호회
케이팝을 좋아하는 남아공 사람들의 모임
2,029명

웹사이트 주소
(또는 연락처)

https://www.facebook.com/groups/154118751277971/

세부 활동 현황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 및 신곡 등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

성격
회원 수

한국어 공부 동호회
South Africans learning Korean 한국어 공부하자!
732명

웹사이트 주소
(또는 연락처)

https://www.facebook.com/groups/634143143353615/

세부 활동 현황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행사명 : 한국 문화의 밤(연중)
∎ 일시 및 장소 : 2019.2월-10월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 주최 및 주관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 행사 내용 : 한국 음식을 소개 및 시식하고 한국 영화를 상영

(2) 행사명 : K-Popo 컨테스트 지역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9.05.01 / 어터버리극장
∎ 주최 및 주관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 행사 내용 : 창원케이팝페스티벌 남아공 지역 예선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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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명 : 엘리야 4개국 합동 클래식 공연

아프리카 •중동

∎ 일시 및 장소 : 2019.05.11.-12 / 브룩클린씨어터
∎ 주최 및 주관 : 브룩클린씨어터, 주남아공한국대사관 협력
∎ 공연단 : 김경호 테너(독일에서 활동)
∎ 행사 내용 : 4개국 대사관이 협력하여 각국 아티스트를 초청, 클래식 협연

(4) 행사명 : 노름마치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10.2.-3 / 주남아공한국대사관저, 브룩클린씨어터
∎ 주최 및 주관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
∎ 공연단: 노름마치
∎ 행사 내용 : 한국의 노름마치 공연팀을 초청하여 대사관 국경일 행사와 브룩

클린씨어터에서 공연 2회 개최

(5) 행사명 : 한국 영화 음식 페스티벌
∎ 일시 및 장소 : 2019.10.19 / 오픈윈도우
∎ 주최 및 주관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 행사 내용 : 한국 음식 판매부스, 한국 영화 상영, 전통 놀이 체험

(6) 행사명 : 케이프타운 한국 문화의 날
∎ 일시 및 장소 : 2019.11.30 / 워터프론트 엠피극장
∎ 주최 및 주관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 공연단 : 느닷
∎ 행사 내용 : 케이팝 경연대회 및 한국 전통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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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
:
:

베이루트(약 1백50만 명)
450만 명(’17)
10,425㎢(경기도 크기)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슬람 신자는 대부분 아랍족이며
기독교도는 유럽 등 혼혈인종
종
교 : 기독교(마로나이트 가톨릭, 아르메니아정교, 그리스정교 등),
이슬람(수니, 시아), 드루즈(시아의 분파) 등 17개 종파
시
차 : 우리시간 -7시간, 서머타임 기간(4월 말~10월 말) -6시간
언
어 : 아랍어(공용어), 불어, 영어
1인당 GDP(’17, IMF) : 12,450미달러
우리나라와의 교역(’17, 무역협회) : 총교역 약 2억3천1백만불
(수출 1억8천9백만불, 수입 4천2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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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종파가 한데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7세기 후반부터 시리아의 피압박 종파 및 소수민족의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각 피난 집단은 수세기동안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상호분리, 고립되어 독자적인 사회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
레바논은 1920년부터 1943년까지 프랑스의 위임통치 기간 중에 마로나이트 가
톨릭을 우위에 둔 독립 국가를 구상하면서 각 지역별 다수종파의 이해를 반영하
고 공존을 보장하는 종파별 안배주의(Confessionalism)를 채택하였다.
베이루트 시내에 가면 모스크와 성당이 한데 어우러져 종파가 공존하는 모습
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레바논 사회는 종교와 혈연, 지배가문에 충성을 강조
하는 경향이 강하다. 종파별 관습을 제외한 생활관습은 대체로 유사하나 기독교
계통은 보통 개방적인 반면 이슬람 및 드루즈(이슬람의 일종) 계통은 보수적 성
향을 띄고 있다.
이란 및 중동의 22개국 아랍연맹 국가 중에서는 레바논이 종교 및 언론의 자
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32년 이래로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구와 크리스천 및 무슬림의 종파별 인구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
다.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도가 각각 절반가량이어서 상대방 종교에 대한
비판은 조심해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레바논은 역사적･지리적으로 유럽 서구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2005년 이후 한국에 유학하거나 동명부대의 방한프로그램 등으로 한국을 다녀
온 학생, 언론인들에 의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SNS를
통해 K-Pop,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면서 한류에 심취하게 된 대학생 등 청
소년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에서도 동명부대와 연계된 청소년 중심 동호회인 동명부대
-서포터즈가 결성되어 동명부대 홍보와 한류 전파에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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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현황
∎ 영화

- 한국영화 “Bring the Soul” 2019년 8월 7일 VOX Cinemas Lebanon에
서 상영되었다
- 한국영화 “Burn the Stage” 2018년 Beirut Souks Cinemacity 상영
∎ Television 및 드라마

- 한국 드리마 “The Wang’s Family” 가 현재 Al-Jadeed Lebanese TV에
서 방영중이다
- MBC Drama(범아랍권 TV 채널이자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시청) 채널에서 One
Spring Night, I’m not a Robot, Rookie Historian Goo Hae-Ryung, Kill
me heal me, She was pretty, Money flower, Empress KI, My secret
Terrius 등등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으며 현재도 방영중이다
∎ K-Pop

- 몇 년 전부터 레바논의 젊은이들은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하기 시작하
였다. 2012년 레바논 K-poppers 중 베테랑 멤버들이 친구와 지인들로 구
성된 Whatsapp group을 구성하였다.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진 공통점을
가진 이들은 베이루트 Hamra 지역의 Dunkin’ Donuts에서 모임을 갖은
것이 레바논 K-pop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 한편, AUB(America University of Beirut) 대학교 학생들이(18~22세)
2015년 9월 학교내 Korean AUB Club를 구성, 레바논 전역의 대학들과
교류하면서 K-pop 팬 미팅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레바논의 K-pop 물결
은 더욱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 이들 그룹은 매년 Hamra 지역에 있는 Golden Tulip Hotel에서 두차례
만남을 통해 한국의 팝스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
전하였다. 특히, K-poppers Instagram 페이지는 이들이 K-pop 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는 장소이며,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이벤트를 공지하는 곳이
기도 하다. 현재 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약 1,400 명의 followers 들이 활
동하고 있다.
- 많은 레바논 K-pop 팬들은 주로 인터넷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문
화를 접하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매우 인기가 많으며 사우디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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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민간 채널인 MBC4에서 정기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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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상기 레바논 K-pop 그룹은 Beirut cinema와 협찬으로 한
국영화 상영계기에 K-pop Halloween 파티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레바논
의 유례가 없는 대규모 반정부시위 지속으로 아쉽게도 개최되지 못하였다.
∎ 온라인 쇼핑

- 현재 아랍어 제목으로된 한국 드라마 및 영화를 판매하는 웹사이트 운영중
www.lebanon.ubuy.com http://asianwiki.com/Lebanon
lebanon.desertcart.com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K-drama 와 K-pop 이 전세계적으로 특히, 레바논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대중 음악과 드라마가 가족, 로맨스, 친구, 비즈니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좀더 부
드럽게 접근하고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montional 한 특
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 드라마가 현지인들에게 어필하는 가
장 큰 요인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시청자들이 받아들이
고 있는 가족의 가치 및 전통적인 감수성을 드라마화 하였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문화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이 가장큰 한류의 매력으로 인식
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강력한 가족 중심적인 주제 및 한국 드라마가 전하는 자신감을 불어넣
어주는 힘도 분파적인 무슬림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TV 드라마는 다양한 옵션 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멋진
의상, 도덕성 및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TV 시청
자체가 하나의 가족 의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금은 경직된 사회인 중동지역의
시청자들은 Hollywood 작품보다는 더욱더 깔끔한 한국의 드라마 시청을 선호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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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현황
지금까지 레바논내 한류 동호회 활동은 그간 자발적으로 소규모 모임과 자체
한국문화행사를 해왔으나, 2019년 6월 29일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가
되어 친한외국인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친한동호회 문화행사를 개
최하여 주재국 레바논내 한국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초중고, 대학생 등 젊은층
주도로 한국문화 및 한류 움직임이 더욱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동호회별 현황
∎ Lebanese K-poppers
∙ 성격 : K-pop 동호회
∙ 회원수 : 약 100 여명
∙ 웹사이트 주소 : 없음
∙ 세부 활동 사항 : 레바논내 젊은층 위주의 친한인사들은 주로 자발적이며 소규모로 활동
∙ 특이사항 : 대사관이 주도가 되어 최초로 주재국내 친한동호회(Lebanese K-poppers)를
구축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류확산의 토대를 구축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한국영화제
∎ 행사명 : KF 한국영화상영
∎ 일시 및 장소 : 2019.6.25.(화), Beirut Souks Cinema City
∎ 주최 및 주관 : 주레바논대사관, KF, Beirut Souks Cinema City
∎ 행사내용 : 우리동포, 외교단, 현지 친한 동호회 회원 및 문화계 인사를 초청

하여, 한국 영화 2편(나의사랑 나의 신부, 사도)을 상영
주레바논 대사관은 2014년부터 연례행사로 레바논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영화
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는 상영되지 못하였다. 국제교
류재단(KF) 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추면서도 관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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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최신의 영화를 확보토록 노력하여, 영화관 내지 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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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 문화궁전 등 문화센터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우수 한국영화를 상영할 계
획이다.
2 대사배 태권도대회
∎ 행사명 : 2019 대사배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11.9.(토)~10(일), Mont La salle Ain saade
∎ 주최 및 주관 : 주레바논대사관, 레바논대권도협회, Mont La salle Ain

saad
∎ 행사내용 : 주재국 레바논내 약 50개의 태권도 클럽 회원들이 대사배 태권도

챔피언십을 놓고 태권도 시합을 개최
주레바논 대사관은 레바논 태권도연맹과 공동으로 2014년부터 매년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대사배 태권도대회도 기존 대회 때보다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11.9(토)~10(일) 양일간, 참가 선수 및 관중, 레바논 태권
도 연맹 관계자 등 400여 명의 열띤 호응속에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하였다. 특
히, 이번 대회는 주재국에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발생하여 여러번 일정이 변경되
는 등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태권도 협회의 개최 의지와 대
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위격화 등 불안전한 정세속에서도 무사히 대
회를 개최하였다.
수년간 계속되어온 대사배 태권도대회는 레바논내 태권도 보급 및 확산에 기
여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스포츠 공
공외교의 한 분야로서 매우 중요하고도 훌륭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3 비보이 공연

비보이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1970년대 초
반 미국 뉴욕시의 뒷골목 사우스브롱크스(South Bronx)에서 비트가 강한 음악
에 빠른 리듬이 입혀진 힙합이 유행하기 시작한데서 태동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댄스음악의 유행과 함께 등장하였다. 사회의 비주류
로 취급받던 한국의 비보이들은 2006년 세계정상에 우뚝 서면서, 한국 비보이
의 공연 동영상은 전세계 비보이들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인바, 비보이는 새로운
한류 상품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한국은 자동차, 스마

045

트폰, TV 등 전자제품, 건설, 전력 등 기타 첨단 산업분야에서 발전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문화예술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
해, 주레바논대사관은 금년도 11월 세계적 수준의 비보이를 초청, 레바논 현지
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레바논에서 한국 비보이 공연은 2015년도에 개최되어 폭발적 인기를 얻은바 있
으며, 금년도에도 비보이 “진조크루”를 초청, 11.13(화) 레바논의 명문 사립대학교
인 성 조셉 대학교(Université Saint-Joseph de Beyrouth)에서 개최하였다.
비보이 진조크루는 열한개의 다양한 콘텐츠로 약 1시간 정도 공연을 진행하
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빠른 움직임, 화려한 안무를 융합하여 수준 높
은 공연을 선보였다.
520석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은 다양한 스타일의 공연이 진행될때마다
리듬에 맞추어 박수를 치거나 기립하여 춤을 추면서 공연 내내 공연단과 함께
호흡하고 환호, 열광하였으며, 공연 종료후에도 상당수 관객들은 한국 비보이의
현란한 기술과 재치있는 퍼포먼스에 놀라움과 감탄을 표하였다.
앞으로도 비보이 포함 한국 문화예술공연의 멋과 아름다움이 현지인들의 문
화 및 정서와 조화될수 있게 다양한 장르 개발이 필요해보이며, 한국 문화예술
공연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현지사회에
뿌리내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한국 퓨전 국악 ‘다스름’ 국악 공연
∎ 행사명 : 한국주간행사 다스름 국악 공연
∎ 일시 : 2019.7.9.(화) 19:00, Beirut Tournesol 극장

2019.7.10.(수) 19:30, 동명부대 연병장
∎ 주최 및 후원 :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 동명부대
∎ 공연단 : 한국 퓨전 국악 ‘다스름’ 공연
∎ 행사내용 : 7.9(화) 및 10일 이틀간 베이루트 Tournesol 극장 및 동명부대

위문공연에서 다스름 공연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고유 악기의 독특함과 아름
다움 및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음악 공연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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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종
교

:
:
:
:
:

키갈리(Kigali, 약 131만 명)
1,208만 명(’18, 르완다 통계청)
26,338㎢(남한의 약 1/4)
후투족(84%), 투치족(15%), 트와족(1%)
개신교(49.5%), 카톨릭(43.7%), 이슬람(2%), 기타(0.9%),
무교(2.5%), 미확인 1.3%(’19, CIA Factbook)
시
차 : 우리나라 –7시간
언
어 : 키냐르완다어(국어), 영어, 불어, 스와힐리어(공용어)
1인당 GDP(’18년) : 약 787불(’18, 르완다통계청) / 세계171위(’18 IMF)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1,304만 미달러(’18, 한국무역협회)
(수출 1,065만 미달러, 수입 239만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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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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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노사이드의 발발과 회복 노력
르완다는 1994년 4~7월간 종족 분쟁으로 100일 만에 인구의 10% 이상이
피살된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나라다. 제노사이드가 종식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
만, 매년 4월 제노사이드 추모기간이 되면 나라 전체가 큰 슬픔에 빠질 만큼 르
완다 국민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 제노사이드로 인해
당시 르완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국가기반시설 대부분이 무너지고 전
국토가 황폐해졌다. 그러나 카가메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으
로 오늘날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현 정부는 부패 없는 국정운영으로 원조 효율성이 높아 국제사회에서
칭송을 받고 있으며, 특정 부족 명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강력한 국민 통
합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년 이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 르완다의 다양한 언어
르완다의 국어는 키냐르완다(Kinyarwanda)어이며, 영어, 불어, 스와힐리어
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영어와 스와힐리어는 각각 1996년과 2017년부터
공용어로 지정되어 사용하는 인구로 따지자면 불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의회에서 모든 교육을 영어로 실시하겠다는 법안을 통
과시킨 이후부터 영어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단, 지방으로 갈수
록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교육수준이 높은 르완다 사람들은 대부분 2개(키냐르완다, 영어 또는 불
어) 이상의 언어를 하며, 서너 개 이상의 언어를 하는 사람도 쉽게 만날 수 있다.

(3) 르완다의 새마을 정신 : 우무간다
르완다에는 ‘새마을운동’과 매우 유사한 마을 단위의 공동노동 활동인 ‘우무
간다(Umuganda)’가 있다. 르완다는 식민 시대 이전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공동
으로 일하는 풍습이 있었다. 과거 ‘우부레톼(Uburetwa)’라는 작은 노동동원 단
위가 있었으며, 5일에 한 번 2일 동안 주로 마을회관 청소, 밭 관리, 야간경비
등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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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절에는 이러한 전통을 공공근로와 연계해 저렴한 노동력으로 활용
하는데 이용하였으며, 1974년부터는 식민시대에 억눌렸던 르완다의 전통을 부
활시켜 국가를 재건한다는 이유로 우무간다의 핵심가치를 ‘발전을 위한 노동력
의 집중’으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주로 학교, 도로, 하수시설,
보건소,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와 같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였으
며, 수직적인 명령관계에서 벗어나 농민, 관리자, 지식인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국민들을 결속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르완다 정부는 제노사이드 이후 1998년부터 공통의 국가 정체성을 부양하기
위해 우무간다를 재도입하였으나,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2007년부터이다.
현재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우무간다로 지정되어 공공근로가 전국 규모로 이
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섹터(동네)에 모여서 공공근로를 하는 방식
으로 우무간다에 참여한다. 각 지방대표들은 자발적으로 공공근로 목표를 설정
하거나 우무간다를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무간다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르완다의 화해 및 평화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4) 현지 문화
∎ 음식문화

르완다의 음식은 가정식과 외식으로 나누어진다. 가정식은 일반적으로 주변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만들며 간단하다. 주된 재료로는 아보카
도, 이비토키(Ibitoki: 요리용 바나나), 망고, 파파야 등의 과일과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이 있다. 외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멜랑제(Melange:
mix라는 뜻의 프랑스어)’와 ‘브로셰트(Brochette)’이 있다. 멜랑제는 르완다 식
민지 시대에 들어온 음식으로 대부분 뷔페식으로 제공된다. 감자, 볶음밥, 삶은
콩, 면 등을 함께 섞어 먹는다. 브로셰트는 염소, 닭, 소, 생선 등을 이용한 꼬치
요리이다.
르완다에서는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이때 대접받은 음식과 술을 거절하면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기더
라도 먹는 편이 좋다. 또한, 주인은 식사를 대접하기 전에 요리를 맛보고 안전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르완다인들은 공식적인 행사 외엔 대부분 집에
서 식사를 하나, 최근엔 공공장소에서 식사하는 현지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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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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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인구의 대부분은 개신교(49.5%)와 카톨릭(43.7%)이며, 이외 이슬람
(2%), 기타(0.9%), 무교(2.5%) 등이 있다. 현지 곳곳에 기독교 교회가 있으며 대
부분 키냐르완다어 또는 불어로 예배를 진행한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의 상당수가 토착신앙 의식에도 참여하고 있다. 르완다의 토착신앙은 지역별로
다른데 크게 남쪽지방과 북쪽지방으로 나뉜다. 남쪽지방의 토착신앙은 량곰베
(Lyangombe), 북쪽지방은 냐빈기(Nyabingi)라고 불린다.
∎ 음악과 춤

르완다 주민들은 음악과 춤을 좋아한다. 전통음악의 경우, 주로 북 합주와 현
악기 연주가 어우러진다. 북 합주에는 7~9개의 북이 사용되며 북 크기별로 역할
이 각각 다르다. 가장 작은 북은 소프라노 역할, 그 다음부터는 테너, 알토, 바리
톤,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등으로 나눠진다. 8개의 줄로 연주하는 현악기인 ‘이낭
가(Inanga)’는 북 합주의 상대역이 되거나 노래와 춤의 배경 음악으로도 쓰인다.
전통춤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인토레(Intore)’가 많이 알려져 있다. 창, 활,
방패 등을 이용하여 안무를 구성하고 춤을 춘다. 이외에도 르완다의 영웅들과
신화를 소개하는 ‘이키님바(Ikinimba)’라는 뮤지컬 형식의 춤 공연도 있다.
∎ 공연 및 행사

르완다의 주요 국가 행사로는 ‘제노사이드 추모일(Memorial Day)’, ‘르완다
전승기념일(Liberation Day)’, ‘고릴라 이름 짓기(Kwita Izina)’가 있다. ‘제노
사이드 추모일’은 매년 4월 7일로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며, ‘르완
다 전승기념일’은 매년 7월 4일로 제노사이드의 종식을 선포한 날이다. 두 날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에 있는 각 대형경기장(스타디움)에서는 상
당한 규모의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키갈리의 아마호로 경기장에서는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다. ‘고릴라 이름 짓기’는 매년 하반기 무산제(Musanze) 지역에
서 열리며 르완다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는 행사이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마운틴고릴라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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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르완다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문화 상품
에 대한 수요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현지
인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를 접하는
창구는 주로 인터넷과 TV이며, 정기간행물이나 책으로도 종종 접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K-Pop, 한국영화,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고, 일부
는 한식이나 한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공식적인 K-Pop 동호회나 팬클럽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10~20대
청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음악을 즐기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
행하면서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수 싸이와 강남스
타일을 알고 있다. 현지 대중은 토속음악과 Rock, Blues, R&B가 혼합된 아프
리카 대중음악에 대한 수요가 크고, 상대적으로 팝음악에 대한 수요는 낮은 편
이다. 그러나 르완다 사람들이 음악과 춤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
을 때, 한국 문화에 대한 마케팅을 할 경우, K-Pop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2 드라마

한국드라마는 2008년부터 르완다의 유일한 지상파 TV인 ‘Rwanda TV’에서
방영되었다. <대장금>을 시작으로 <주몽>, <내조의 여왕>에 이르기까지 역사물
과 현대물이 방영되었으며, 한국드라마의 인기로 방영 당시 현지인들이 사극 대
사를 따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3 한국 영화

수도 키갈리에 있는 ‘Century Cinema’가 유일한 영화관으로, 2016년부터
주르완다한국대사관은 매년 동 영화관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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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한국 영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번 관람한 관객은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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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방문하는 편이다. 주로 가족애, 스포츠 등을 주제로 한 영화를 좋아하며 사
극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한식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한식을 맛보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이
늘고 있다. 대사관 및 현지 한식당은 2012년 이후 키갈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한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인기가 다른 나라 음식에 비
해 단연 높다. 현지 한식당(3개 업소)을 찾는 현지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5 태권도

르완다에서는 현재 약 1,500명의 태권도 수련인구(등록 기준)가 있다. 르완다
에 태권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3년으로, 르완다태권도협회(RTF)가 2010년
도에 설립되면서 태권도 보급이 더욱 조직화됐으며, 2012년에는 동아프리카에
서 최초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주르완다대사관은 2013년
부터 매년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대회는 인근국인 케냐, 탄
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뿐만 아니라 다수 동･남아프리카 국가들이 출전하는 아
프리카 지역 태권도대회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르완다 대표팀의 기량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르완다는 2013 ‘세계태
권도선수권대회’에서 아프리카 지역 6위(세계 40위 국가에 포함)를 차지했으며,
현재 동아프리카 지역 태권도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7년 4월 열린
제2회 아프리카 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총 6개의 메달(금2, 은3, 동1)을
획득하고 2018 아프리카 품새선수권대회에서 3등을 수상하는 등 선전하였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현지인들은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국인의 근면성실함과 협동심을 엿
볼 수 있으며, 양국 문화의 유사점을 발견하면서 호감을 갖고 친근하게 느낄 뿐
만 아니라 한식과 한복을 통해 다양한 색상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경우,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의 영상기술을 배
우고 싶어 하는 현지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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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 동호회 현황
현재 결성되거나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행사명 : Korea Fantasy
∎ 일시 및 장소 : (1차) 2018.05.09.(수). (2차) 2018.05.11.(금) /

(1차) IPRC-K 대학 경기장, (2차) 르완다국립대학교 후예 캠퍼스
∎ 주최 및 주관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공연단 : 드럼캣, TS Crew
∎ 행사 내용 : 여성타악그룹 드럼캣과 비보이 그룹 TS Crew의 합동 드럼･댄스

공연을 IPRC-K 대학 및 르완다국립대학교에서 주최하였으며 각 1,000명 이
상의 관객이 참석하여 한국의 대중 음악을 소개함.

(2) 행사명 : 제7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09.06.(금)-2019.09.08.(일) /

아마호로 소경기장(Amahoro Petit Stade)
∎ 주최 및 주관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 르완다태권도협회
∎ 공연단 : 르완다태권도협회 태권도 시범팀
∎ 행사 내용 : 제7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로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및

마하마 난민캠프(부룬디) 등 4개국 선수단 265명 및 관중 500여명이 참가하
여 태권도 정신에 입각한 스포츠맨십을 선보임.

(3) 행사명 : GKS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19.09.10.(화) / 키갈리 공공도서관(Kigali Public Library)
∎ 주최 및 주관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GKS 정부초청장학생 제도의 의의, 학부･석사･박사 과정 제도를

안내하고 GKS 동문회 회장 및 일원들의 한국유학 경험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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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명 : 제3회 한국어 노래부르기 대회

아프리카 •중동

∎ 일시 및 장소 : 2019.09.13.(금)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 주최 및 주관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르완다인 뿐만 아니라 르완다에 거주하는 케냐･나이지리아･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총 52팀 79명이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응원 차 동행
한 가족 및 지인을 포함 약 100여명과 함께 최신 K-pop부터 애국가까지 다
양한 장르의 한국노래를 경연함.

(5) 행사명 : 2019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09.14.(토)-2019.09.15.(일) / Kigali Century Cinema
∎ 주최 및 주관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뽀로로, 우리는 형제입니다, 터널, 명당, 굿바이 싱글 등 작품성

이 입증되고 르완다인들이 좋아하는 역사, 가족,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장르의 한국영화 5편을 상영하였으며 르완다 및 외국인 어린이･청년층을 중
심으로 약 350여명에게 한국영화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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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폴리(Tripoli, 인구 약 116만 명, 2018)
: 약 670만 명(2018)
: 1,759,540㎢(한반도의 8배)
: 아랍족(약 48%), 베르베르족(약 20%), 투아레그족(약 12%),
아프리카계 흑인(약 15%), 유럽계 혼혈인(약 5%)
교 : 이슬람(97%가 수니파)
차 : 우리시간 -7
어 :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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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아랍의 특색이 강한 문화
리비아는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속해있지만 언어, 종교, 문화 등의 측면에
서 중동의 색채가 강한 나라다. 공식 언어가 아랍어이고 이슬람교(국민의 97%
가 수니파)가 국교인 관계로 이슬람에서 규정하는 생활원리에 충실한 편이다.
리비아지역의 원주민은 베르베르인이었지만, 오늘날 리비아인의 다수인 63% 정
도는 7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 이주해 온 아랍계 인종
이거나 그들과 원주민 간 혼혈인들이다. 리비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종으로
는 아랍계 외에도 북아프리카 원주민인 베르베르인과 사하라사막지역 원주민인
투와레그인 등이 있다.
리비아인들의 생활과 의식구조는 모두 이슬람 교리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들은 ‘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타구와(Taqwa)가 삶에 있어 인간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리비아인들은 우주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으로서 전지전능한 알라와 늘 공존한다
고 굳게 믿으며, 여기서 의식하고 행동하는 생활의 원동력이 생긴다고 본다. 이
처럼 리비아인들의 의식주 및 결혼 등 생활 풍속은 아랍적 특색을 강하게 가지
고 있다.

(2)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교차한 역사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의 북단은 지중해와 면한
1,820km의 긴 해안선으로, 내륙은 광대한 사하라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쪽으로는 이집트와 수단, 남쪽으로는 차드와 니제르, 서쪽으로는 알제리와 튀니
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의 중앙, 해안과 내륙의 교차 등
지정학적,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고대부터 지중해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유입되었으며,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오스만 투르크,
이탈리아 등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오랜 식민지 역사를 경험했다.
기원전 10세기 경 페니키아인들이 무역거점을 찾아 리비아 서부지역 해안에
진출하였고 기원전 7~8세기경에는 3개의 식민도시(Sabratha, Oea, Leptis
Magna)를 건설하였고, 기원전 7세기경에는 그리스인들이 리비아 동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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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도시(Kyrene)를 건설했다. 기원전 86년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는 로마 지배
를 받으며 올리브, 포도, 밀, 보리 등 농산물을 로마에 공급하는 곡창지대로 번
성하였으며, 193년에는 리비아의 중요도시인 렙티스 마그나(Leptis Magna) 출
신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bellus)가 로마황제에 등극하기도 하였
다. 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 리비아는 439년 게르만족인 반달족에 의해 정복과
도시파괴를 경험하였고, 5세기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황제
에 의해 재정복되기도 하였으나 원주민들의 반란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
었다.
그 뒤 리비아는 643~645년 아랍군의 제2차 마그레브지역 원정 때 정복되어
이슬람 세계에 편입되었으며, 11세기 들어 이집트로부터 바니 힐랄 부족과 바니
살렘 부족이 대거 이주함으로써 아랍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1551년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1911년 지중해 건
너편의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식민지로 지배
하였다. 이탈리아의 리비아 점령은 19세기 후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농업문
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리비아 서부지역에 9만, 동부지역에 5
만 등 약 14만 명의 이태리 농민들이 리비아에 이주하였다.
리비아는 현재 주류 민족인 아랍족 외에도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반달, 비
잔틴, 오스만 투르크, 이탈리아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교차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리비아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종교적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
으므로 이슬람 윤리에 어긋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한류 콘텐츠를 유통시킬 경
우, 이슬람 원리주의자, 보수층의 반발 등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
한, 리비아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비교해 우월의식을 강
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리비아의 문화를 비하하거나 일방적으로 한류콘텐츠만
유통시킬 경우 거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류가 리비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리비아 간 쌍방향의 문화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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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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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리비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카다피에
의해 장기간 독재를 거치는 동안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리비아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한류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리비아의 젊은이들 사이에
K-Pop이나 한국드라마 마니아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SNS를 통해
한국과 한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 습득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주리비아대사관에서 MBC프로덕션을 통해 조달한 아랍어 자막본 <대장금>이
2012년 12월 리비아 민영 방송사인 ‘AL ASSEMA TV’에서 방영되어 시청자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이외에도 Asia2TV, VIKI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를 통해 한국 TV드라마를 접하고 있다.
2 K-Pop

한국 가수의 리비아 공연 실적은 없으며, 젊은이들 중 일부가 유튜브, KBS
World 등을 통해 K-Pop을 접하고 있으며, 리비아 민영 FM라디오 “Tripo
FM”에서 K-Pop을 방송하고 있다. 일부 K-Pop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소규모
그룹을 생성하여 슈퍼주니어, 방탄소년단, 엑소 등과 같은 K-Pop 그룹들에 대
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다.
3 한국 영화

현재 리비아에는 관객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되는 극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주리비아대사관 주관으로 ‘한국영화주간’ 행사가 개최되기 전까지
한국 영화가 소개된 적이 없었다. ‘2012 한국영화주간’ 행사를 통해 <웰컴 투
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며>, <선생 김봉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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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 영화를 대학생 등 젊은 층에 소개했으나, 아랍어 자막이나 더빙 없이는
내용이나 감동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랍어 더빙 또는 자막
처리가 된 한국영화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
4 한국어 및 한국문화

현재 리비아 내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설 또는 사설 기관은 전무하다. 주리비
아대사관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를 운
영하여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으며, 리비아 치안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현재는 개별적으로 인터넷 혹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거나
K-Pop 팬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배우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리비아 젊은 층들은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한 한국 대중문화의 활력과 발랄함,
이국적인 정서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현재 리비아 내에 생성되고 있는 한류 마니아는 대부분 IT와 SNS에 친숙한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젊은 층이며, 한류관련 동호회는 ‘Korean Street in
Libya’(11,000명), ‘K-POP IN LY(760명)’, 등 온라인상의 크고 작은 커뮤니티
가 생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리비아의 열악한 치안 사정 및 보수적 이슬람 성향
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다
수의 한류 마니아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K-Pop과 한국드라마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한국에 관
한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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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에 한국 문화 및 한류가 소개된 역사가 일천하여 한국 문화와 한류를
확산시키거나 홍보하는 민간단체는 소수이나, 외국 문화의 유입을 통제하던 카
다피 정권의 몰락 이후 위성TV 채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류가 유입되어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젊은 층의 관심과 호기심이 빠르게 고조
되는 추세에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주리비아 대사관 주관으로 ‘한국영
화주간’, ‘K-Pop 댄스 경연대회’, ‘한국음식체험’ 등 한국 문화 및 한류 소개 행
사가 개최되었고, 청년 단체 ‘Tomoh Libya’에서 주최하는 국제 문화 교류 전
시회에 참가해 한국의 문화를 다양한 계층에 소개한 바 있다.

(1) 2012~2014년 주요 행사 개최
1 ‘2012년 한국영화주간’

주리비아대사관의 주관으로 2012년 12월 10일~13일간 ‘2012 한국영화 주
간’ 행사가 개최되어 한국영화 4편(<웰컴 투 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며>, <선생
김봉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소개되고 트리폴리대학교 학생 등 총 800
여 명이 관람하였다. 리비아에 최초로 한국 영화를 소개했으며, 관람객들이 한
국 문화와 역사, 한국인의 정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 K-Pop 댄스경연대회

리비아 젊은 세대의 K-Pop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주리
비아대사관 주관으로 2012년 12월 10일 트리폴리대학교에서 ‘K-Pop 댄스경
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4개 팀이 참가해 K-Pop 등 배경음악에 맞추어 힙
합댄스와 브레이크댄스를 선보여 약 350여 명의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3 한류소개 관계자 및 한류동호회 회원 초청 리셉션 개최

사실상 한류의 불모지인 리비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
게 활동하는 한류소개 관계자 및 한류동호회 회원들을 2012년 12월 13일 주리
비아대사관저에 초청, 이들을 격려하는 리셉션 행사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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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음식체험 행사

2013년 12월 약 80여 명의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을 초청, 리비아에서 접하
기 힘든 한국음식을 선보여 그동안 수강생들 사이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한국 음
식을 직접 맛보고 리비아 음식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음
식의 맛과 멋을 소개하였다.

(2) 향후 문화행사 개최
2014년 7월 이후 급격히 악화된 리비아 치안사정과 2019.4월 시작된 동.서
부 정부간 무장교전이 2019.11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현재 리비아는 문화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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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
:
: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수도권역 약 260만 명)
2,560만 명(’18년, CIA)
587,041㎢(세계 47위, 대한민국의 5.8배)
△말레이인도네시아계 Merina, Betsileo,
△아프리카-말레이인도네시아-아랍계 Betsimisaraka, Tsimihety,
Antaisaka, Sakaiava △프랑스, 인도, 크레올 등
종
교 : 토착신앙(52%), 기독교(41%), 이슬람교(7%) 등
시
차 : 우리시간 –6(GMT+3)
언
어 : 말라가시어, 프랑스어
통
화 : 아리아리(Ariary, 약어로 Ar 또는 MGA)
1인당 GDP(’18년, IMF) : 448 USD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마다가스카르

Ⅳ

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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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의 문화와 다양한 민족 구성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해 있지만 내륙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구분되는 고유의 문화와 민족 구성을 볼 수 있으며 국가 정체성에 대
한 자부심이 크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메리나, 베칠레오, 베치미
사라카 세 민족의 외모는 아프리카 타민족에 비해 동양적인 느낌이 강하다. 현지
어인 말라가시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 어족에 속하며 특히 수도를 비롯한 고원
지역이 오랫동안 말레이인도네시아계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마다가스카르 민족
은 공식적으로 18개이지만 그 외에도 인도파키스탄 Karan, 중국 Sinoa, 유럽
Vazaha 등 이민족들도 정착해 다양한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쌀이 주식이며 전통적인 대가족이 많고 결혼 전까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산
다. 연로자를 존중하고 결혼을 결정할 때는 양가의 가족이 모여 상견례를 하며
사후에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믿어 무덤에 음식과 술을 놓는 등 한국과
유사한 풍습도 찾아볼 수 있다.

(2) 무라무라(Moramora) : 느림과 여유의 미학
말라가시어 ‘무라무라’는 ‘천천히’라는 뜻이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대체적
으로 성급하지 않고 느긋하다. 특히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일이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약속을 잡을 때는 시간 여유를 두
는 것이 좋고, 물건을 주문할 때도 필요한 때보다 앞서 주문하는 것이 낫다. 무
라무라의 좋은 점은 운전할 때이다. 신호등이 거의 없고 표지판이 없는 곳도 많
지만 운전자들이 대부분 미리 양보해주고 기다린다.
관공서는 보통 8:00~16:00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12:00~14:00이다. 슈
퍼마켓이나 상점들도 대부분 18:00~19:00 경에 문을 닫고, 토요일은 오전만 영
업하는 곳이 많다. 레스토랑은 점심(12:00~14:00)과 저녁시간(19:00~21:00)
외에는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으니 미리 알아보고 예약한 후에 가는 것이 좋다.

(3) 문화교류 시 유의사항
-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내륙 아프리카와 동일 집단으로 묶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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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면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직급체계가
분명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
지만 관계가 틀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기분을 상하게 할 이야기는 최대한 조
심하는 것이 좋다.
- 12시간 경비 근무 수당, 청소부의 8시간 근무 수당이 한화 2천원 미만일
만큼 임금수준이 낮아서 의무는 아니지만 팁을 기대하는 경우가 잦다. 주차
장에서 도움을 받았을 경우 100~200아리, 호텔이나 공항에서 짐을 들어줬
을 경우 500~1,000아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을 경우 1,000~2,000아리
(식사비가 많이 나왔어도 팁은 3,000아리를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 기
사와 함께 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을 때 식사비나 귀가 택시비 명목으로
5,000아리 정도의 팁을 준비하면 좋다(1,000아리=한화 약 400원).
- 마다가스카르에는 ‘파디(Fady)’라고 하는 금기가 있다. 가족별, 마을별, 지
역별로 다양한 파디가 존재하는데, 특정 부족이나 외국인이 들어가지 못하
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나 장어요리를 금기시
하기도 한다. 맨발로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며 이 파디를 지키지
않으면 병을 얻는다고 믿거나 실제로 벌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운 장
소에 가거나 현지인 마을에 초대받았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존중하는 것이 좋다.

(4) 현지 문화
∎ 인사문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르는 사이라도 눈이 마주치거나, 옆을 지나가거나, 복도
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한다. 프랑스어로 ‘봉쥬(Bonjour)’,
말라가시어로 ‘마나우나(Manaona. 안타나나리보 및 수도권)’, 혹은 ‘쌀라마
(Salama, 전 지역)’라고 웃으며 인사한다. 프랑스의 영향으로 비주(bisou)를 하
는데 얼굴을 교차해 볼을 맞대며 양 볼에 번갈아가며 두어 번 쪽 소리를 내는
것이다. 악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비주’가 적응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
게 손을 내밀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프랑스어를 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지어인 말라가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욱 우호적이고 친
밀하게 반응한다. 앞서 말한 인사말이나 감사하다(Misaotra, 미사우차),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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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Misaotra betraka, 미사우차 베차카), 안녕히 계세요(Veloma, 벨루

아프리카 •중동

마) 등의 현지 표현을 알아두었다가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 길고 어려운 이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성과 이름은 매우 길고 어렵다. 영국 가디언지는 직전
대통령인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전 대통령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
지도자 이름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풀네임은 ‘헤리 마샬 라쿠투아리마나나 라자
오나리맘피아니나 Hery Martial Rakotoarimanana Rajaonarimampianina’
였다.
∎ 특별한 전통

마다가스카르에는 ‘파마디하나(Famadihana)’라는 특별한 장례풍습이 있다.
‘죽은 자의 귀환’이라는 뜻으로 6월에서 9월 가족들이 무덤에 모여 고인에게 안
부를 묻고 선물이나 음식 등을 가져다 놓고 축제를 즐기며, 고인을 감고 있는
‘람브(Lamba)’라는 천을 새 것으로 갈아주는 전통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로는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 동부 베치미사
가카 전통부터 서부 메나베지역 사카라바 전통까지 지역별, 부족별 다양한 방식
으로 ‘파마디하나’ 전통을 지키고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K-Pop과 한국 드라마 인기를 주축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K-Pop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공중파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경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접하고 있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70년대 마다가스
카르에 친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마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한국 문화
가 소개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고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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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교류 끝에 2016년 7월 상주 대사관이 신설되었고, 다양한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한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BTS의 전 세계적 성공 이후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한국
드라마(20~30대)와 K-Pop(10대 후반–20대 초중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생적으로 조직된 K-Pop 아이돌 팬클럽 및 K-Pop 댄스 동호회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채널 Dream’in과 Kolo TV에서
2012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왔고, 인터넷으로 한국 TV를 시청하는 사람
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Dream’in 채널의 아시아 문화 전문 프로그램 ‘애교(Aegyo)’에서는 한중일
음식 레시피와 문화를 소개하고 K-Pop 뮤직비디오를 방영한다. Dream’in 방
송국 내에 K-Pop 그룹 및 한류스타의 사진과 티셔츠, 드라마 관련 상품을 판매
하는 상점도 있다.
Dream’in TV(Aegyo Show)와 Kolo TV(K-pop Super Show)는 매년 아
시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보통 2~3일간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K-Pop,
드라마와 같은 한국 문화와 망가, 재패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를 함께 다루며, 바
둑, 캘리그래피, 한국어 기초 강의, 아시아음식(김밥, 김치, 파전, 초밥), 노래방
등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되고, K-Pop 아이돌의 패션을 따라하거나 일본 만화
코스프레를 한 많은 젊은이들이 행사장을 찾는다. KBS와 외교부가 매년 공동
주최하는 K-Pop 월드 페스티벌 지역예선도 이 기간에 진행되며, 그 규모가 점
차 확대되고 있다. 2018년 Aegyo Show 참가자는 6,000명 이상으로 집계되며
100개 이상의 동호회가 K-Pop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 Dream’in TV : Aegyo Show(매년 4월경, 2014년부터 5회째 개최)
∎ Kolo TV : Manga Mania Festival & K-Pop Super Show

(4월 및 10월 말 연 2회. 2015년부터 6회째 개최)
2019년 6월27일~29일 3일에 걸쳐 주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Dream’in TV 공동 주최로 K-pop Festival in Madagascar 예선을 개최했으
며 주로 10대 후반, 20대 후반으로 구성된 120개 팀(노래 54팀, 퍼포먼스 66
팀)이 경연에 참가했다. 예선에서 선발된 20팀(노래 8팀, 퍼포먼스 12팀)은
2019년 7월 20일 본선에 참가해 관람객 2천여 명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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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2017년 노래부문 우승자 안차(Antsa)가, 2019년에는 댄스부문 우승자 오메
가 에보(Omega Evo)가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된 K-pop World Festival 최
종 본선에 진출해 한국에 다녀왔고, K-pop 본선 참가를 현지 TV 및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루면서 마다가스카르 내 한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Dream’in TV나 Kolo TV에서 K-Pop 전문 채널 운영 및 K-Pop 경연대회
를 주최한다. 소규모 동호회에서 K-Pop 안무와 노래를 카피해 대회에 출전하
거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고 여러 동
호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매년 있고, K-pop 팬들끼리 유행하는 플래
시몹을 촬영하기도 한다.
2 한국어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학이나 공립교육기관은 아직 없으나 사설 한국어 학원
이 있고, 소규모 동호회 성격의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 한국어를 공부하
고 있다.
2019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KBS와 외교부가 공동주관하는 ‘퀴즈 온 코
리아’ 지역예선이 개최되어 관람객 포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방송사
Dream’in TV를 통해 녹화 방영되어 큰 관심을 끌었으며, 우승자의 한국 방문
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영화

2019년 5월에는 민주평화통일영화제를 개최, 수도지역 국립대학인 안타나나
리보 대학 대강당에서 ‘국제시장’을 상영한 바 있으며,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9년 9월에는 주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제 3회 마다가스카르 한
국 영화제가 개최되어 ‘리틀 포레스트’, ‘덕구’, ‘터널’ 등의 한국 영화 Cinepax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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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

드라마의 인기가 특히 높다. 현지 TV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시크릿 가든>,
<시티헌터>,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커피프린스>, <힐러>, <꽃보다 남자> 등이
있다. K-pop을 좋아하는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뮤직뱅크>, <언프리티랩스
타>, <쇼미더머니>, <프로듀스101> 등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본다.
5 한식

수도 안타나나리보에만 여섯 개의 한식당이 있어 한국 음식을 알고 있는 사
람이 많고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과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고기와 야채를 반찬처럼 먹는 등 식문화가 비슷하고 매운 음식도 비교적 잘 먹
는 편이라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 Dream’in 채널에서 한식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2017년 6월 대사관은 한식쉐프 2인을 초청해 한국음식 설명 및
시식행사를 열었고 2018년 6월 현지 한식당과 연계하여 쌀을 활용한 한식 레시
피를 소개하는 쿠킹 클래스를 개최 하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현지 유명 요리
사와 요식업계 종사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여 김치, 비
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레시피를 소개하였으며, Dream‘in TV에서 특별 방송으
로 쿠킹 클래스 실황 촬영 및 방영하는 등 현지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도했다.
6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가 인기종목이며 태권도가 아직 대중적이지 않다. 1991년에
처음으로 WTF태권도가 마다가스카르에 전파되었고 1997년 마다가스카르태권
도연맹이 창설되었다. 리우올림픽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WTF 아프리카
컵 등의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7 뷰티

뷰티, 패션, 스타일에 관심은 많은 편이나 화장품 및 의류 가격이 현지 물가
기준으로 고가라 접근이 쉽지 않다. 한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드라마나
한국 관련 방송을 통해 접한 사람들도 있으며 고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의 화장품
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 마스크팩과 로션류가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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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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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콘텐츠, 한국 전통문화, 공연, 미술 등에서의 한류는 아직 없으며 만화의
경우 한국만화보다 일본 ‘망가’의 입지가 더 강하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우선 한국의 자동차, 한국 전자제품과 IT기술 등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
다. 한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에는 한국인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많은 마다가스카르 국민이 자국의 인적자원과 기술력에 자부심
을 느끼며 그 밑거름으로 향후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5.10.15. 현지 인터넷 매체 POP MUSE는 “(K-Pop은) 금방 사라지는 단
순한 대중가요 유행현상이 아닌, 열정이자 삶의 방식”, “그저 음악이나 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성공을 보여준다. 노력과 엄격함이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17.6.3. K-pop Festival in Madagascar 참가자는 “K-pop을 통해 자신
감을 얻게 되었다”, “부모님들도 게임이나 다른 유해매체보다 K-pop 춤을 추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가족들도 이제는 모두 한류
팬이다”라며 K-pop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었다고 답변했다.
한류 동호회 회원들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인들의 목표의식
과 노력정신을 배운다고 한다. 마다가스카르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현실에 희
망과 열의를 잃고 있는데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모습, 드
라마 속 연인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에서 희망을 얻는다고 한
다. 또한 서구 드라마를 볼 때보다 한국 드라마에서의 가족문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며, 한국 드라마는 배경과 소재가 다양해 흥미롭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현황
마다가스카르 내 한류 동호회는 슈퍼주니어나 BTS와 같이 특정 가수나 아이
돌 그룹의 팬클럽은 물론, 여러 K-Pop 그룹에 대해 관심이 많은 회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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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대규모 그룹은 없으나,
꾸준하게 K-Pop 그룹의 춤과 노래, 뮤직비디오를 커버하는 소규모 동호회들이
존재하며 K-Pop 관련 행사 경연대회에 100팀 이상이 출전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언론 인터뷰에 나온 대표적 K-Pop 팬 동호회는 Blackstar로 Dream’in TV
주최 Aegyo Show에서 2015년 최우수상, 2016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튜브
에 주기적으로 K-Pop 뮤직비디오 및 댄스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그 외
Royal Gift, The GREYS, BTB, 6mix, ARMY 등의 K-Pop 커버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2017 K-pop Festival in Madagascar 댄스부문에서는 The
Greys가, 노래부문에서는 Antsa가 우승했으며, 동 대회에 참석한 Black Star,
BTB 등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K-pop 커버댄스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에 업로드하고 있다.
※ 마다가스카르 K-pop Festival 공식 페이스북(팔로우 약 1,000명) :
www.facebook.com/KpopFestivalMadagascar
※ Black Star 페이스북(댄스커버팀, 팔로우 약 1,300명) : www.facebook.com/Blackstarmada
※ Kpop on Kolo Tv Madagascar(팔로우 약 10,400명) :
www.facebook.com/Kpopmadagascar
- 동호회는 아니지만 Dream’in TV나 Kolo TV 등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K-Pop과
드라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행사명 : 아시아 엔조이 엑스포(한국홍보관 운영)
∎ 일시 및 장소 : 2019.03.30.(토)-04.07.(일) / 안타나나리보(Forello 전시장)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참가
∎ 공연단 : K-Pop 동호회 20개 팀 오프닝 공연
∎ 행사 내용 : 마다가스카르 내 최대 규모 연례 아시아 문화 박람회에 한국 홍

보관 부스를 운영, 개막식 파트너국 자격으로 한식 리셉션 행사 진행 및 김장
시연, 한복 체험, 한국차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문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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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명 : 제1회 ‘퀴즈 온 코리아’ 마다가스카르 지역 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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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9.05.15.(수) / 1차 Alarobia 경기장, 2차 Ibis 호텔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Dream’in TV 공동주최
∎ 공연단 : K-Pop 동호회 5개 팀 오프닝 공연
∎ 행사 내용 :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개최된 KBS 주관 ‘퀴즈 온 코리아’에

관람객 포함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체가
Dream’in TV를 통해 녹화 중계되고 우승자 방한이 큰 관심을 모으면서 한
국 문화는 물론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젊은 층이 크게 증가

(3) 행사명 : 민주평화통일 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05.27.(월) / 안타나나리보 대학 대강당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안타나나리보 대학 공동주최
∎ 행사 내용 :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영화 ‘국제시장’을 상연, 이후 한국

에서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한 한국의 저명한 정치학계 교수와의 Q&A 세션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 및 마다가스카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

(4) 행사명 : 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의 경제발전과 마다가스카르)
∎ 일시 및 장소 : 2019.05.28(화) / 안타나나리보 대학 대강당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안타나나리보 대학 공동주최
∎ 행사 내용 : 한국에서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한 한국의 저명한 정치학계 교수

진과 마다가스카르 국립대학 안타나나리보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주요 교수
간 학술 토론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고 마다가스
카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

(5) 행사명 : K-POP World Festival 마다가스카르 지역예선/본선
∎ 일시 및 장소 : 1차 2019.06.27.(목).-29.(토), 2차 2019.07.20.(토) / 안타

나나리보(Plaza Amperil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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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Dream’in TV 공동주최
∎ 공연단 : 총 120개팀(노래 54개팀, 댄스팀 66개팀)
∎ 행사 내용 : 120개 팀이 참가한 예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선발된 20팀

(노래 8팀, 퍼포먼스 12팀)은 2019년 7월 20일 본선에 참가해 관람객 2천여
명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한 번 더 공연을 선보였으며, 마다가스카르 예선
과 본선 모두 현지 TV를 통해 녹화 방영되어 K-Pop의 인기를 재확인 함.

(6) 행사명 : 제3회 한국 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09.28.(토) / 안타나나리보(Cinepax)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 행사 내용 : 2019년 3회째를 맞이하는 한국 영화제를 통해 ‘리틀 포레스트’,

‘덕구’, ‘터널’ 등의 한국 성황리에 상영

(7) 행사명 : 한식 쿠킹 클래스
∎ 일시 및 장소 : 2019.10.01.(화) / 안타나나리보(Ibis 호텔)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 행사 내용 : 현지 유명 요리사와 요식업계 종사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여 김치, 비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레시피를 소개하였으며,
Dream‘in TV에서 특별 방송으로 쿠킹 클래스 실황 촬영 및 방영을 통해 한
식을 널리 소개함.

(8) 행사명 : 대한민국 국경일 기념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9.10.02(수) / 안타나나리보(칼튼 호텔)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 공연단 : 전통극 공연단 The 광대 오프닝 공연, K-Pop 월드 페스티벌

2017, 2019 우승자 국가제창
∎ 행사 내용 : 대한민국 국경일인 개천절을 맞아 K-Pop 월드 페스티벌 마다가

스카르 지역예선 우승자가 애국가와 마다가스카르 국가를 제창하고,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패 The 광대의 신명나는 오프닝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국경일
축하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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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사명 : 한국주간 문화행사(제1회 인도양 아프리카 한국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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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9.10.02(수) / 안타나나리보(Plaza Amperiloha)
∎ 주최 및 주관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 공연단 : 전통극 공연단 The 광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 행사 내용 : 제1회 인도양 아프리카 한국문화축제를 개최, 마다가스카르와 주

변국인 모리셔스, 코모로 3개국에서 국경일 기념행사와 더불어 한국영화제,
한국문화공연을 연이어 선보였으며, 특히 전통 사물놀이패 The 광대의 신명
나는 놀음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을 통한 태권도의 정수를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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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라바트(Rabat)
인
구(2018) : 3,600만 명
면
적 : 710,850㎢
민
족 : 아랍-베르베르인 99%, 기타 1%
종
교 : 이슬람교 99%(수니파), 기타 1%(기독교, 유대교 등)
시
차 : 우리시간-9(UTC+0)
언
어 :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불어)
1인당 GDP(’18년) : 3,238미달러
한국과의 교역 규모(’18년) : 총 교역 5.14억 미달러(수입 1.82억 미달러,
수출 3.32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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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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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문화의 교차로
지브랄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모로코 지역에는
BC 1,100년경부터 페니키아, 카르타고, 로마, 반달, 비잔틴 등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진출해 토착민 베르베르인과 공존해 왔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모로코 국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
로 혼재되어 있었다.
8세기 경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한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후
에는 베르베르와 아랍 문화가 양대 축을 형성했으며,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반
도에 진출했다가 기독교 세력의 반격으로 복귀한 것을 계기로 이베리아반도 남
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문화도 다층적으로 유입되었다.
모로코는 20세기 초반 프랑스 보호령 시기를 거치면서 아랍/아프리카 지역에
유럽 문명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교두보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2) 온건하고 개방적인 이슬람･아랍 문화
모로코의 국교는 이슬람이며 국왕이 종교수반을 겸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명
의 교차로 역할을 수행해온 역사적 전통으로 타 종교권의 문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가톨릭 성당, 개신교회, 유대
교회가 존재한다(단, 자국민에 대한 선교활동은 금지).
언어 측면에서는 1994년 국왕 칙령으로 베르베르어(아마지그어)를 아랍어와
함께 공용어로 인정했으며, 정부나 기업 및 학술기관에서는 불어를 상용하는 경
우가 많다.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모로코는 외국문화의 자국 내 유입(공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
에 비해 개방적이며, 공연허가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이슬람 국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연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류 확산을 주도하기보다 청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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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로코의 자발적인 한류열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
요자 접근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 젊은이들 사이에 K-Pop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 한복, 현대 미술
/무용, 영화 등 각 분야 문화교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모로코의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 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2008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슬픈연가>가 한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2009년 <제9회 마라케쉬 국제영화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총 42편
의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2008-2016년 간 국영방송에서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면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최근에는
모로코 한류가 K-Pop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K-Pop이 젊은 층
(10~20대)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생적으로 조직된 팬클럽들이 활발
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모로코 국영방송(SNRT 및 2M Maroc)에 2008년 <슬픈 연가>와 <내 이름은
김삼순>이 방영된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총 22편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으며,
특히 높은 시청률을 보인 <슬픈 연가>, <풀하우스>, <별은 내 가슴에>, <미안하
다, 사랑한다>, <상도> 등이 꾸준히 재방송되고 있다. 2016년에는 2M에서 <쓰
리 데이즈>, <따뜻한 말 한마디> 등의 드라마가 새로 방영되었다.
2 영화

지난 2000년도부터 모로코 내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소개되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하던 중, 2009년 <제9회 마라케쉬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특별전>이 개최되어 총 42편이 상영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배우와 감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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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방문하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후 마라케시 국제영

아프리카 •중동

화제에서 2010년 박정범의 <무산일기>, 2013년 이수진의 <한공주>가 황금별상
(대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박석영의 <스틸 플라워>가 심사위원상을 수상
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2년 연속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
며,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모로코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3 K-Pop

모로코에는 10대~20대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K-Pop 동호회가 형성되어있
고, 또한 전국 주요대학의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열면서
부대행사로 K-Pop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 동호회 Morocco Fans of Korea는 대사관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6
년 간 K-Pop World Festival 모로코 지역예선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참가자와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6.8월에는 한국문화 동호회가 라바트에서
모로코 최초로 K-Pop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Love Unfolding Dream)을
공연하는 등 K-Pop에 대한 관심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수많은 현지 팬클럽이 존재하며, 자체 팬클럽
행사도 개최하고 있고, 2019년 4월에는 신인 그룹인 ‘세븐어클락(Seven
O’clock)이 모로코에서는 K-Pop 그룹 최초로 공연을 개최하여 많은 K-Pop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4 한식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모로코 내 3개(카사블랑
카 1개, 마라케시 1개, 탄탄 1개)의 한국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탄탄에 위치한
한국식당은 현지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대사관에서 전국 규모로 개최한 ‘한국문화축제’의 일환으
로 마라케시에서 한식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온, 오프라인으로 한식당 개
설 및 타 지역 행사 개최 요구가 쇄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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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2016년부터 국제교류재단 지원) 라바트
의 모하메드 5세 대학에 첫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이후 수강생들이 꾸준히 증가
하여, 현재 모하메드 5세 대학교(라바트캠퍼스, 살레캠퍼스), 하산 2세 대학(카
사블랑카), 이븐 토파일 대학(케니트라), 이븐자하르 대학(아가디르), 시디 모하
메드 벤 압둘라 대학(페스), 물레이 이스마일 대학(메크네스), 카디 아야드 대학
(마라케시), 수아입 두칼리 대학(엘자디다) 등 9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가 진행
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모로코 청년들의 시각에서 한국문화는 중동이나 서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
운 느낌을 주는 문화로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이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
켜주는 요소가 있다. 모로코 청년들에게서 불어권 위주로 접해온 기존의 서구문
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국 드라마의 경우,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적절히 조화되어 모로코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K-Pop은 쉽게 따
라 할 수 있는 리듬에 서구적인 안무가 접목되어 젊은이들의 취향과 매우 잘 어
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모로코 내의 한류 동호회는 특정 가수나 아이돌 그룹에 경도된 팬클럽이 아
니라 영화, 가수, 드라마, 교육, 한식, 정치경제 등 한국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
한 관심과 이해가 깊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대부터 30대 초반으로 파악
된다.

(1) Moroccan Fans of Korea
∎ 성격 : 한국문화 동호회(K-Pop을 비롯한 최신문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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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 약 14,000명

아프리카 •중동

∎ 웹사이트 : www.facebook.com/MoroccanFansofKorea.Official/
∎ 법적 지위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온라인 활동 : 한국 전 분야에 관한 정보교환
∎ 오프라인 활동 : 매월 1회 모임
∎ 주요 행사 : ‘K-Pop World Festival’ 모로코 지역 예선(2018.7.15.) 개최

(2) CAMCO(Club d’Amitie Maroco-Coreenne)
∎ 성격 : 한국문화 동호회
∎ 회원 : 약 5,300명
∎ 웹사이트 : www.facebook.com/camco.page
∎ 법적 지위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온라인 활동 : 한국 전 분야에 관한 정보교환
∎ 오프라인 활동 : 수시 모임
∎ 주요 행사 : 주요 대학교 한국문화 행사 참여(총 3회), Quiz on Korea 부대

행사 준비

(3) Hanmate KMCA(Korean Moroccan Cultural Association)
∎ 성격 : 아가디르 국립경영대학교(ENCG) 한국동호회
∎ 회원 : 약 30명
∎ 웹사이트 : www.facebook.com/officialhanmate
∎ 주요 행사 : 아가디르 한국문화의 날(2016.10.22.)

(4) AJA Korean Culture Club
∎ 성격 : 케니트라 국립경영대학교(ENCG) 한국동호회
∎ 회원 : 약 30명
∎ 웹사이트 : https://www.groupeiscae.ma/campus/vie-associative/aja-

korean-culture-club/
∎ 주요 행사 : 케니트라 한국의 날(20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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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2018년 개최 문화행사
1 한국 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8.11.6.(화).-9(금) 라바트(Rabat) 소재 르네상스 극장(Cinéma Renaissance)
∙ 2018.11.13.(화).-16(금) 탕제(Tanger) 소재 시네마테크 극장(Cinémathèque de Tanger)

∎ 주최 및 후원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 한국국제교류재단(KF)
∎ 상영작 : 베를린, 도둑들, 해운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총 4편
∎ 행사 내용 : 11월 수도인 라바트 및 탕제에서 각각 4일 간 한국 영화를 소개

하는 영화제를 개최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
행하였다. 또한 MIKTA 회원국들이 함께 자국의 영화를 소개하는 MIKTA
공동 영화제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2 2018년 문화행사 개최현황
행사명

지역

비고

3.25.

케니트라

케니트라 ENCG
한국문화동호회 주관

K-Pop 월드페스티벌 모로코
지역예선

7.15.

라바트

MFK 주관,
주모로코대사관 후원

국경일 행사

10.4.

라바트

주모로코대사관 주최

한국 영화제

11월

라바트
탕제

주모로코대사관 주최

MIKTA※ 공동 영화제

11월

라바트

MIKTA 대사관 공동 주최

케니트라 국립상경대(ENCG)
한국의 날

일시

※ MIKTA : 2013년 유엔 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 모임으로 시작하여 발족된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협의체

(1) 2019년 개최 문화행사
1 퀴즈온코리아(Quiz on Korea)
∎ 일시 및 장소
∙ 2019.3.23(토) 4개 지역(라바트, 아가디르, 아즈루, 마라케시)(예선)
∙ 2019.4.6(토) 라바트 모하메드 5세 대학(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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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및 후원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아프리카 •중동

∎ 행사 내용 :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뽐내는 ‘퀴즈온코리아’가 2년만에

모로코에서 개최되어 4개 지역예선전을 통과한 전국 각 지역 출신 모로코인
41명이 라바트 결승전에서 열띤 경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식을 겨루었다.
일반에도 공개하였고, 부대행사로 K-pop 동아리 팀 공연과 행사 참석자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 경품 증정식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 온라인 카드뉴스
∎ 일시 및 장소 : 2019.03.07(목) ~ 04.27(토), 공관 공식 페이스북(온라인)
∎ 주최 및 후원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2019년 4월에 오프라인에서는

퀴즈온코리아, 재외예술인 초청 문화공연 등 여러 가지 한국 문화행사를 개
최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 한국 관련 주제의 ‘카드뉴스’제작 공모전을 개최
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상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3 재외예술인 문화공연 ‘앙상블(Ensemble)’
∎ 일시 및 장소 : 2019.4.24.(수) 라바트 소재 모하메드 V 국립극장
∎ 주최 및 후원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 한국국제교류재단(KF), 모로코 문화부
∎ 공연단 : 대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등 한국악기 연주자들과 바이올린, 첼

로, 루트 등 서양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동서양 퓨전음악 그룹 리퀴드사운
드(Liquid Sound), 모로코 주재 성악가 소프라노 이승옥, 모로코 전통 음악
팀 Group Afnan
∎ 행사 내용 : 한국 악기와 서양악기, 한국 예술가들과 모로코 전통 음악팀의

연주가 어우러지는 문화공연이 수도인 라바트에서 개최되어 모로코 주요 인
사들과 일반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피날레에 모로코 팀과 한국 팀이
협동으로 한국의 “뱃노래”와 모로코 전통곡 Ayli Heyani – Hanobaeknyon
를 연주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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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원 K-Pop World Festival 모로코 지역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9.7.7.(금) 라바트 소재 모로코 문화부 내 Salle Bahnini
∎ 주최 및 후원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 모로코 문화부
∎ 행사 내용 : 모로코에서는 2014년 첫 개최 이래 7회째 K-Pop 모로코 지역

예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K-Pop 경연대회라는 본래의 개최 취지를 넘
어서 모로코 전역 K-Pop 팬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모로코 내 한류열풍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한국문화축제
∎ 일시 및 장소
1. 사진전 :
∙ Jardins Traditionnels de la Corée(흐리브가, 마라케시)
∙ Céramique de la Corée(라바트)
도시

전시기간

흐리브가

9.12(목)-15(일)

흐리브가 문화센터

장소

마라케시

10.1(화)-7(월)

마라케시 시청

라바트

10.10(목)-15(화)

Dar Lamini(모로코 전통가옥)

2. 전통음악공연 : ‘Concert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de la Corée’
도시

공연일

장소

마라케시

10.1(화)

마라케시 시청

아가디르

10.2(수)

아가디르 시청 공연장

3. 한국영화제 : Festival du Film Coréen
도시

상영기간

흐리브가

9.12(목)-14(토)

흐리브가 문화센터

장소

탕제

9.19(목)-21(토)

탕제 시네마테크

아가디르

10.3(목)-5(토)

아가디르 시청 공연장

4. 대중공연 : Journée de K-pop et B-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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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연일

라바트

9.27(금)

Hassan II 공원 야외공연장

세타트

9.28(토)

세타트 문화센터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장소

모로코

Ⅳ

5. 한식 맛보기 행사 : Dégustation de la Gastronomie Coréenne
날짜
10.12(토)

장소

아프리카 •중동

도시
마라케시

마라케시 로얄 테니스클럽

6. 한글학교 한국 문화의 날 : Journée culturelle de la Corée
도시

날짜

장소

라바트

10.26(토)

주모로코대사관 정원

아가디르

10.26(토)

카이르 에딘 문화센터

∎ 주최 및 후원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 한국국제교류재단(KF), 모로코 문

화부, 모로코 각 지역 시청
∎ 행사 내용 : 그 동안 주요 문화 행사들이 수도인 라바트에서 개최되어 왔었으

나, 2019년에는 모로코 주요 6개 도시(흐리브가, 탕제, 라바트, 세타트, 마라
케시, 아가디르)에서 지방 정부와 협력하에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문화
체험 기회가 없는 지방 내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행사는 사진전, 영화
제, 한식 행사, 전통 음악 및 비보이 공연, 한글학교 문화체험 등 다양하게 구
성, 모로코 일반대중 및 우리 재외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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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레인

1 개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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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
:
:

마나마
약156만 명
765.3㎢
아랍계, 외국인은 대부분 아시아계로 인도인,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인, 태국인이 대다수
종
교 : 이슬람교 70%(시아파 60%, 수니파 40%), 기독교 15%,
힌두교 10% 등
시
차 : 우리나라 –6시간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통용)
1인당 GDP(’18년) : 26,532$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총 교역 8억 미달러
(수출 2억 미달러, 수입 6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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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걸프만의 도서국가
바레인은 오만에서 쿠웨이트에 이르는 1,000㎞ 길이 걸프해의 한가운데, 카
타르와 사우디 사이에 자리한 작은 섬나라이다. 국토면적은 765㎢로 서울보다
약간 넓으며 동서 15㎞, 남북 50㎞에 지나지 않는다. 사우디와는 25㎞ 길이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역사적으로 중계무역지 역할
바레인은 BC2,500~BC500년 사이에 딜문문명이 융성하여 수메르, 앗시리
아, 메소포타미아, 신바빌로니아 등과도 교류했으며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지
역과 인도의 인더스문명을 연결하는 중계지 역할도 했다. 예로부터 진주로 유명
해 오만, 페르시아 등 인근 세력들의 쟁탈 대상이 되어왔으며 17세기 초에는 포
르투갈인들이 진출하여 바레인산 진주가 포르투갈 왕실에 진상되기도 했다.

(3) 걸프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
바레인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이다. 바레인에서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까지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여느 걸프지역 소국들과 마찬가
지로 외국인 거주자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리에 나가 보
면 많은 수의 인도인, 필리핀인들을 볼 수 있고, 옷차림도 눈만 내놓는 부르카,
얼굴을 내놓는 아바야, 머리만 가리는 히잡 등 각종 이슬람식 옷차림에서부터
인도의 사리, 청바지나 미니스커트까지 다양한 모습의 여성들을 볼 수 있다. 다
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이므로 공식행사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의례와
같은 ‘틸라와’라고 하는 코란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어 기도시간이 되면 미나레
에서 아잔이 울려 퍼진다. 한편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도 있어 외국 공연단들이
노출이 심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공연을 진행할 경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종교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고 기도시간이 되어도
보통 하던 일은 계속하는 편이다. 주변 지역에 비해 바레인은 외국인과 서구 문
물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편이다. 일반인들도 외국인과 잘 어울리며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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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타 종교와의 결혼도 낯설지 않은 편이다. 서구의 팝음악이나 할리우드
영화도 인기가 높다.
(4) 현지 문화
∎ 음식문화

바레인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현지에서 다양한 나라
의 음식을 접할 수 있다. 전통 음식으로는 쌀과 고기를 양파, 토마토, 익힌 레몬
등으로 양념해서 먹는 마크부스(machbous), 콩을 으깨어 올리브 기름과 섞은
훔무스(Hummus)가 있다. 팁 문화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 인사문화

흔히 ‘살람알라이쿰’ 이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한다.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고
여성의 경우, 악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 여성이 경의
를 표하는 뜻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면 악수 대신 똑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면 된
다. 일반적으로 서로의 건강상태나 가족의 안부는 묻지만 상대방의 가족과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 부인의 안부는 묻지 않는 편이 좋다.
∎ 언어

공식적인 언어는 아랍어지만, 영어가 널리 쓰여 공식적인 문서에는 아랍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가 쓰인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힌두어, 우르두어, 페르시아어, 필리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 기타

바레인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졌고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하
더라도 현지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다. 물건을 주고받을 시에 왼손을
사용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 라마단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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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으나, 2011년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
이 재개설 된 이래 다양한 문화행사(전통 악기 공연, K-POP 행사, 사물놀이,
비보이공연, 한국영화제 등)를 개최하면서 청소년층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사
람들로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6년의 난타공연,
2017년의 비보이 공연(진조크루), 2018년 숙명가야금 오케스트라, 2019년 퓨
전국악그룹(퀸) 공연을 연달아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이제 한국은 바레인 국민들
이 선망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주로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고 있고 2017년 창설된 친한 단
체 ‘만세클럽’을 통해 K-POP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조직적 홍보 및 기타 자
체적인 행사까지 이루어내고 있다.
2 한국어

K-Pop,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
데, 2012년부터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한국어 교실의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7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2016년에는
마나마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2016년 9월부터 바레인 아흘리아(Ahlia)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고, 바레인 국립 대학교에도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어 현재
25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바레인 공과대
학(Polytechnic)에서도 아시아계 언어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어가 학점인정 정
식 선택과목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3 한국 영화 및 드라마

2013년부터 매년 한국 영화의 밤 행사가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상영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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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객석이 만석이 될 정도로 한국 영화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주
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은 한국 영화제를 통해 매년 12월에 매주 한 편씩 한국영
화를 상영함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바레인 국민들이 한국영화를 감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바레인 국영방송인 바레인TV에서 수교
이래 최초로 한국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을 방영하여 한류에 대한 관심이 보
다 뜨거워지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정보통신의 발달로 바레인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바레인에 한류열풍이 불게 되었다. 서양 대중문화에 익숙한 바레인
사람들에게 K-POP과 한국드라마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매체로 친숙하
게 다가왔다. K-POP 아이돌의 스타일과 춤 실력, 한국드라마의 창의적인 소재
는 바레인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한류전파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K-P0P, 한국드라마를 넘어 한국 전통음악, 한국음식, 한국어 강좌로 까지 바레
인 사람들의 관심영역이 확대되면서 한국문화는 바레인 사람들에게 청량제 역할
을 하고 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2017년 6월 ｢바레인 국립 대학교 내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양해각
서(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 수강생을 중심으로 구성 된 친한단체인 ‘만세
클럽’을 2017년 10월에 설립했다.
성격
회원 수

약 400명

웹사이트

www.instagram.com/mansaeclubbh(SNS 가입자수: 약 1,100명)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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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단체

K-Pop 정보, 한국문화 퀴즈, 한국어 및 한국음식 정보 공유,
주바레인한국대사관 문화행사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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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 바레인 문화 축제 ‘Spring of Culture’
∎ 일시 및 장소 : 2019.04.02.(화) / Cultural Hall
∎ 주최 및 주관 : 주바레인대사관, KF, 바레인 문화부
∎ 공연단 : 퓨전국악그룹 퀸
∎ 행사 내용 : 정부인사, 바레인 유명작곡가, 외교단, 기업인, 세종학당 수강생

등 700여명의 관객이 문화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우리 전통음악뿐 아니
라 K-pop장르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국악의 현대적 감각을 선보이
고 큰 호응을 얻음.

(2) 행사명 : 한식특별강의(Special Cooking Class on Korean Cuisine)
∎ 일시 및 장소 : 2019.09.22.(일)~2019.09.26.(목) / 호텔경영교육원(Bahrain

Institute for Hospitality & Retail)
∎ 주최 및 주관 :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 한식진흥원
∎ 참가자 : 호텔경영교육원 학생 35명
∎ 행사 내용 : 한 주간 진행된 특별강의로 매일 새로운 한식을 공부하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짐. 35명의 학생 전원 100% 출석률을 기록하였으며, 수료식
에는 구현모 대사, Ali Sulaibeekh 호텔경영교육원 이사, 곽선규 한인회 회
장이 참석하여 수료자들을 격려함.

(3) 행사명 : ‘Beauty of Korea’ 한국사진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9.09.24.(화)~2019.09.30.(월) / Avenues Bahrain(Dome

area)
∎ 주최 및 주관 :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 바레인예술협회, 바레인사진클럽
∎ 참가자 : 총 11명의 바레인 사진작가
∎ 행사 내용 : 개막식에는 구현모 대사, Shaikh Rashed 내무부 차관, Shaikha

Hala 문화부 문화예술국장 등이 참석하여, 바레인 사진작가들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의 사진을 관람함. 바레인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Avenues을 방문하
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됨.

091

(4) 행사명 : 제2회 바레인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11.29(금) / Bahrain Table Tennis Federation
∎ 주최 및 주관 :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 바레인태권도협회
∎ 참가자 : 총 100명
∎ 행사 내용 : 2018년 최초로 개최한 바레인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에 이어

2019년에도 바레인 12개 클럽에 소속된 총 100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약 3,000여명의 관객들이 운집하여 열띤 응원으로 격려함.

(5) 행사명 : 친한단체와 연계한 한국 대중문화 게임쇼 ‘Year End Party’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12.08.(일) / The Diplomat Radisson Blu Hotel
∎ 주최 및 주관 :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 만세클럽
∎ 행사 내용 : 한국문화 및 K-POP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K-POP 커버댄스, K-POP 퀴즈, 노래 맞히기 게임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를
즐김.

(6) 행사명 : 2019 한국영화 주간 ‘2019 Korea Movie Weeks’
∎ 일시 및 장소 : 2019.12.05.(목)~2019.12.25.(수), 매주 1회 무료상영/ Seef

mall 1, Cinema 13
∎ 주최 및 주관 :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 영화진흥위원회
∎ 상영영화 : 총 4편(극한직업, 부산행, 그것만이 내세상, 조선명탐정2)
∎ 행사 내용 :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연중 가장 인기있는

행사로 자리잡음. 매주 드라마, 판타지, 액션등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220석 규모의 영화관이 매주 만석이 될 정도로 한국영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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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리야드(Riyadh, 인구 약 707만 명)
인
구 : 약 3,341만 명(’18년, 사우디인 약 62%)
면
적 : 약 215만 ㎢(한반도의 약 10배)
민족구성 : 아랍족(베두인족 27%, 기타 아랍정착민 73%)
종
교 :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시
차 : 우리시간 -6
언
어 : 아랍어(영어 통용)
1인당 GDP(’18년) : US$23,566(IMF)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총교역 US$303억
(수출 US$40억, 수입 US$2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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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우디 국왕 = 이슬람 두 성지의 수호자
이슬람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상상할 수 없다. 전 세계 약 15억 명의 이슬
람 신자들이 매일 다섯 번씩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매년 7~8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하고 있다. AD 570년 메카에서 출생한
무함마드(Muhammad)는 40세인 610년 9월 메카 근교 히라산에서 명상하던 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을 창시하였다.
무함마드는 현지 쿠라이시 부족의 박해를 피해 622년 메디나로 이주하였으
며, 메디나에서 두 차례의 전투와 라마단의 유래가 된 1개월간의 칸다크(참호)
전투 등 치열한 전투를 거쳐 630년 메카에 재입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무함마드
는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이슬람 교세를 확장하던 중 632년 메디나에서 사
망하였다. 이후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에 의해 이슬람 제국은 동으로는 인도, 서
로는 북아프리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되었으며, 메카와 메디나는 이
슬람의 성지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1992년 채택된 사우디아라비아 기본법 제1조에 꾸란(Quran)과 순나
(Sunnah)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헌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 제24조에서
도 이슬람 신조의 보호,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의 적용을 언급하고, 두
성지(메카, 메디나)에 대한 보호와 봉사를 규정하고 있다. 사우디 왕국의 국기에
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문(Shahada, “하느님(알라) 이외에 신이 없고, 무함마드
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의미)이 쓰여 있으며 사우디 국왕은 “두 성지의 수호
자”로 불린다.

(2) 이슬람 신앙의 특성
본래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복종”을 뜻하며, 종교적으로 “유일신
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갖는다. 이슬람 신도를 의미하는 “무슬림”은 유일신 ‘알
라(’하느님‘이라는 뜻)’를 믿으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을 배격하는 사람을 말한다.
알라의 말씀을 기록한 원전으로서 수정이 불가한 꾸란은 이슬람종교의 모법
이며, 일상생활 전반의 지침을 규율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꾸란은 무함마드 사
망 이후, 무함마드가 포교한 알라의 계시를 제자들이 암송하여 기억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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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무슬림은 최후의 예언자인 무함마드 이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 꾸란에 언급된 예언자의 존재를 믿고, 꾸란 이외에도 알라가 예언자들에게
계시했다는 모세 오경, 다윗의 시편, 4복음서를 신뢰한다. 또한 내세와 최후심
판, 부활, 천사의 존재를 믿으며, 인간의 조급함에 대하여, 모든 일은 알라의 뜻
에 의해 정해진다는 의미로 “인-샤알라(미래 일)”, “마-샤알라(과거를 포함)”를
자주 말한다.
무슬림은 유일신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샤하다), 기도(살라), 자선(자카트),
단식(사움), 메카 성지순례(하지) 등 5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중 단식은
매년 히즈라력 9월 한 달간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물, 음료, 담배 등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않고(일몰 이후에만 식사),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금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9월 27일 밤 가브리엘 천사
를 통하여 꾸란을 최초로 계시 받은 것을 기념해 9월을 고행과 수도로 보낸다.
성지순례(하지)는 이슬람력 12월 10일 전후로 약 1주일간 메카 성지를 방문
하는 순례행사이다. 신체적, 금전적 능력이 있는 무슬림은 평생 한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매년 전 세계에서 약 260만 명의 무슬림이 하지 기간 중 메카를
방문,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신전인 카아바신전을 7번 돌며 입맞춤을 하는
등 무함마드가 행했던 의식을 행한다. 하지기간 외의 순례 행사는 소순례(우므
라)라고 하는데, 매년 약 6~7백만 명의 순례객이 우므라로 메카와 메디나 성지
를 방문하고 있다.

(3) VISION 2030과 개혁･개방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간 이슬람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국가로서, 세속
적인 가치를 배격하는 와하비즘(Wahhabism)의 영향으로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다. 무슬림들은 매일 5회(매회 20~30분) 메카를 향해 기
도하고, 기도시간(살라)에는 모든 상점과 음식점이 문을 닫았으며, 외국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은 외출 시 아바야(검은 장옷)를 입어야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이른바 무타와(Mutawa)로 불리는 종교경찰이 이슬람 관습을
감독하였으며,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자나 배교자에 대해서는 신체 일부 절단
이나 참수형이 집행되기도 하는 등 인권보다 종교적 가치가 우선되는 것으로 유
명한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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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다. 이

아프리카 •중동

러한 개혁과 개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30대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로,
그간 석유에 의존해 온 사회 경제구조의 변혁을 기치로 VISION 2030이라는 목
표를 설정하고 사실상 사우디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8.4월, 35년만에 처음으로 영화관이 개장되었으며, 2018.6월에는 여성운
전도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운전하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아울
러, 2019.9월에는 한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첫 관광비자를 발급하고, 미혼
남녀의 혼숙을 허용하였으며, 외국인 여성의 아바야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한류의 외연 또한 사우디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9.7
월에는 슈퍼주니어가 젯다를 방문하였으며, 2019.10월에는 방탄소년단이 외국
인 가수로는 최초로 경기장급 단독콘서트를 개최하고 약 6만명의 관객을 유치하
는 등 한류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사우디의 건국이념은 ‘와하비즘’이라고 불리는 원리주의 이슬람에 근거해 매
우 검소하고 엄격한 생활윤리를 강조하였다. 최근 VISION 2030 추진과 함께
사회 개혁･개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적
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일
례로 음주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가 같은 자
리에 있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통념상 죄악시되고 있다.
단,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의 변화 물결에 발맞추어 일부 도시에서 문화행
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여 실제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간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더욱 더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특히 G20이 개최되는
2020년에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사우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우디 정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에서 한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측에서 주도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느린 행정 처리 속도를 감안할 때 사우디 정부와 오래 전부터 협의를 통해 명시
적인 승인을 받은 이후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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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2008년 이후 <대장금>, <식객> 등 한국드라마가 사우디 공중 TV채널에서 방
영됨에 따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커피프린
스>, <상속자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피노키오>, <태양의 후예> 등 드라
마가 외국소재 위성채널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KBS WORLD･Arirang TV 등
위성방송 채널과 Youtube･SNS 등 인터넷을 통해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
국 프로그램을 즐기며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워가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프린스 술탄 대학교 여자캠퍼스에 2012년 11월부터 간헐적으로 한국어 과정
이 개설되고 있으며 2016년 10월에는 Level 2(중급자)반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프린세스 누라 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 주도로 결성된 다국어 클럽(Multilingual
Club)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주최하고 있
다. 하지만 접근성과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드라마, 책, 유튜브,
SNS 등의 매체를 통해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는데 그치고 있다.
2 음악

KBS world와 Arirang TV에서 K-Pop이 소개되고 있으며, Youtube를 통
한 한국 미디어 콘텐츠 소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 및 슈퍼주
니어의 성공적인 공연에서도 볼 수 있듯 젊은 연령층, 특히 여성등을 중심으로
K-pop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응원하는 활발한 활동이 온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다.
3 방송

흥미로운 스토리전개와 이민호 등 인기 남자배우의 출연으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자연경관과 다양한 장소를 보고 한국관광을
희망하는 사우디인들도 늘고 있다. 예능보다는 드라마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등이 인기리에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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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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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에는 2018년 3월까지 지난 35년간 영화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유일한 한국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였으며, 드라마에 비해 크게 알
려지지는 않았다.
5 한식

한국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한식을 접
하기 쉽지 않은 환경(한식당 리야드 1개, 담맘 1개, 젯다 2~3개)으로 널리 퍼지
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SNS, Youtube를 통해 한식 요리 방법이 아랍어로 소
개되고 있어, 흥미를 느끼고 한국식품점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만들기를 시도
하는 젊은 층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6 스포츠

일부 스포츠클럽에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강습이 개설되어
있으며, 자기수양과 예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리야드에 소재한
사우디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태권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2019년에도 국기원
시범단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성황리에 시범(11.12)을 선보였다.
7 뷰티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K-Beauty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주요 쇼
핑센터에 한국 중저가 화장품인 ‘The Faceshop’이 입점해 있다.
8 e-콘텐츠

아직 한국산 게임, 웹툰 등 e-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며,
2019.7월에도 한국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 대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발표되는 등 여전히 한국산 게임이 넘어야 할 장벽은 높은 편이다.
9 한국 전통문화

<대장금> 등 사극을 필두로 한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전통의상, 전통음식, 전통 공예품, 건축양식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한국대사관에서는 2018.12월 한국 수공예 관련 강좌를 2
주(리야드, 젯다)동안 시행하며 현지 아티스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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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연, 미술 등

그간 사우디는 ‘와하비즘’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근거하여 매우 보
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유지해왔으나, 2019.9월 관광비자 발급 결정 이후
Riyadh Season을 맞아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는 등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
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음악, 미술 과목이 없어 자생적으로
공연･미술 등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사우디 출신 예
술가들은 주로 유학파가 많다.
11 만화

일부 청년층에서 미국･일본 만화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으며, 주재국 주최 문
화 행사시 관련 부스가 설치되기도 하나, 한국 만화의 경우 아직 인지도가 미미
한 수준이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은 사우디 내에서 매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에게
는 과거 1970-80년대 사우디 내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국가이며, 청년층에게는 K-pop 및 높은 기술력 등 많은 매력을 가진 국가로 인
식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을 접한 사우디인들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친절하다고 말한다. 또한 소재와 줄거리가 다양하
고 즐거우며 사우디의 콘텐츠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연출법 때문에 한국의 콘텐
츠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사우디와 비슷하게 가족애가 강한 문화와 상호 협
력하고 존중하는 모습 등이 한류 콘텐츠에 다양하게 배어있다고 느껴 이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열정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곳 젊은이들은 좋은 자극을 받고 있다. 또한 짧은 기
간 내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본래의 것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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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 동호회 현황

아프리카 •중동

(1) 일반현황
프린세스 누라 여자 대학교 내 학생 조직인 다국어 클럽(Multilingual Club)
에서 한복, 한식, 전통무용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한류
에 관심이 있는 사우디인들은 공개 모임이 어려운 사우디의 특성상 주로 인스타
그램 등의 SNS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2) 동호회별 현황
1 다국어 클럽(Multilingual Club, 프린세스 누라 여대 부속)
성격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동호회

회원 수

약 50-60명

연락처

트위터, 인스타그램(@cltmultilingual)

세부 활동 현황

∙ 한국어 강좌(초, 중, 고급) 개최 및 한국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일반현황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류 확산을 고려,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 관
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모든 공연 및 행사에 대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사
전에 획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어 비교적 소규모 행사가 지속적
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만, 사우디 측에서도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
를 갖고 있으며, 최근 방탄소년단의 공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 한국 문화
행사가 더욱 많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019년 행사별 현황
1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카라반 문화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8.10.14(일), 리야드 King Fahd Cultu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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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및 주최 : 사우디문화청(General Culture Authority), 한-아랍소사이

어티(Korea-Arab Society), 주사우디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국립남도국악원의 사물놀이 및 한국전통무용과 익스프레션크루

의 비보이 퍼포먼스 ‘마리오네트’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대중 문화예술의 우
수성을 사우디 각계인사와 외교단, 일반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한류의 저변
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총 약 2,300명의 관중이 동 공연을 관람하였다.
2 한국영화 ‘국가대표2’ 상영회
∎ 일시 및 장소 : 2018.12.21(금) 18:00, 주사우디인도대사관 오디토리엄
∎ 주관 및 주최 : 주사우디대사관
∎ 행사 내용 : 사우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우리영화 상영회였으며,

2019.12월에는 제1회 한국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3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별전시
∎ 일시 및 장소 : 12.18(목)-2019.3.7.(목), 리야드 국립박물관
∎ 주관 및 주최 : 리야드 국립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 행사 내용 : 선사부터 조선까지 우리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고고학

중심의 통사전시로, 한국 문화 근간에 대한 사우디 내 이해 제고에 기여하고
문화교류 확대 기반이 마련되었다.
∎ 행사 내용 : 락드림(국악공연), 샌드아티스트, 아트비트(K-pop 커버댄스) 초청

을 통해 다양한 공연예술을 홍보하였으며, 약 7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하였다.
4 한국 문화공연 ‘Ahlan Korea’
∎ 일시 및 장소 : 4.15(월), Cultural Palace
∎ 주관 및 주최 : 주사우디대사관
∎ 행사 내용 : 락드림(국악공연), 샌드아티스트, 아트비트(K-pop 커버댄스) 초청

을 통해 다양한 공연예술을 홍보하였으며, 약 7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하였다.
5 제1회 K-pop Contest
∎ 일시 및 장소 : 7.2(화), 주사우디대사관
∎ 주관 및 주최 : 주사우디대사관
∎ 행사 내용 : 약 63명이 오디션에 지원하였으며, 총 12팀이 K-pop을 공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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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K-pop에 대한 사우디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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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이 동 행사를 관람하였다.
6 슈퍼주니어 단독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7.12(금)-13(토), 젯다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 주관 및 주최 : 사우디 문화부, MBC4 방송국
∎ 아시아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사우디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아랍 뉴

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를 성공적인 공연으로 보도하였다.
7 방탄소년단 단독콘서트, ‘Love yourself : Speak Yourself’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11(금), 킹 파하드 경기장
∎ 주관 및 주최 : 사우디 엔터테인먼트청
∎ 비아랍권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개최된 경기장 급 단독 콘서트이며, 신(新)관

광정책 발표이후 개최된 리야드 시즌(Riyadh Season)의 개막 행사로 현지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알 리야드, 알 오카즈 등 모든 주요 매체가 이
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8 제2회 대사배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일시 및 장소 : 10.14(월), 주사우디대사관
∎ 주관 및 주최 : 주사우디대사관
∎ 행사 내용 : 한국어에 관심있는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친한(親韓) 학생들간의 네트워킹
기회로 활용하였다.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 및 한국어를 독학한 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우수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었다.
9 Korean Movie Night
∎ 일시 및 장소 : 12.9(월), Cultural Palace
∎ 주관 및 주최 : 주사우디대사관
∎ 행사 내용 : 사우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우리영화 단독상영회이며,

KF(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사우디 정서에 맞는 “리틀포레스트”가
상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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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다카르(Dakar, 인구 373만 명, ’19, 세네갈 통계청)
인
구 : 약 1,620만 명(’19, 세네갈 통계청)
면
적 : 196,722 ㎢(한반도의 0.9배)
민족구성 : Wolof(44%), Peul(23%), Sereres(15%)
종
교 : 이슬람교(95%), 기독교(5%)
시
차 : 우리시간 -9(서머타임 없음)
언
어 : 불어(공용어) 및 Wolof어, 기타 토속어
1인당 GDP : 1,490미달러(총 GDP 202억 미달러, ’18 IMF)
우리나라와의 교역 : 총 1억 7,945만 미달러(수출 11,936만 미달러,
수입 6,009만 미달러, ’1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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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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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즈음악의 문화적 중심지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 생고르는 독립 직후부터 서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전
통 예술을 육성하는 정책을 폈다. 초기의 적극적 육성으로 미술, 조각, 섬유 분
야의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세네갈은 노예 신분의 흑인으로부
터 기원한 재즈음악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매년 5월에 국제 재
즈페스티벌이 세네갈 제2의 도시 생루이(St. Louis)에서 열리고 있다.

(2) 스포츠
해변에서 집단으로 달리기나 체조 등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 마을 공터마다
오후가 되면 축구를 하는 청년들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포츠는 음악만큼
이나 세네갈 사람들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인
기 있는 스포츠는 씨름과 비슷한 뤼트(Lutte)라는 민속 스포츠로, 모래판 위에서
경기를 하고, 복장이나 경기규칙도 씨름과 거의 흡사하다. 뤼트는 손을 써서 상
대방의 얼굴이나 복부, 옆구리 등을 가격할 수 있어 ‘타격의 대결’이라고 부르기
도 하는 레슬링과 복싱이 결합된 스포츠이다.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세네갈은 Terranga(친절)의 나라로 불릴 만큼 외국인에게 호의적이며, 헌법
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국민의 95%가 이슬람인 관계로 가급
적 이슬람 정서를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문화 교류 사업 추
진 시 세네갈 당국의 업무 처리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디고, 아울러 사업 성사 직
전 단계에 추진 사업의 연기, 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급적 주재국과 문화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보다 단독추
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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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미비한 편이나, 중산층 대학생 중에는
K-Pop에 심취하여 한국 유학을 결정할 정도로 일부 젊은 층에서 한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2010년 우리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불어 자막)이
최초로 방영되었으며, 2015년 주재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세네갈 국
민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이 제고되었다.
2017년은 한국과 세네갈의 수교 55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력한국
알리기’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숙명여대 퓨전국악팀인
Purity(5인조)와 K-Pop 댄스팀 Scholars(5인조)의 합동 공연을 기획하여 세네
갈 수도인 다카르, 세네갈 舊수도 생루이 및 KOICA 농촌개발사업을 진행중인
Lac Rose 인근 본나바 마을 등 3곳에서 합동 공연 및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2019년도에는 2016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영화제를 세네갈 유력 대학인
ISM과 UCAD대학에서 개최하여 한국영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2) 분야별 현황
1 영화

우리 영화 <괴물>, <웰컴 투 동막골>, <왕의 남자>가 2012년 한-세네갈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네갈 국립극장(SORANO)에서 상영되어 많은 관
객의 호평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세네갈 최고의 대학인 다카르대 대강당에서
<미스터 고>와 <관상>, 2016년은 <태극기 휘날리며>와 <도둑들>을 상영하여 한
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도에는 세네갈 최고 국립･
사립 대학인 UCAD와 ISM 대학에서 개최하여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와 <리틀
포레스트>를 상영하여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 영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였다.
2 한국어

2011년 11월부터 세네갈 다카르국제경영대학(ISM)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
되어 연간 약 1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2016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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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일 ISM 본관 3층에 ‘코리아코너’를 개설하여 주요 한국어 교재, 시청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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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료(한국 영화 및 드라마 DVD, K-Pop CD), 컴퓨터, TV 등을 구비하고 소
규모 스터디가 가능한 문화공간을 운영 중이다. 누구나 이 공간을 이용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으며 KOICA에서 파견 나온 한국어 강사가 한국
어 강좌를 진행하여 한국어 학습의 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3 태권도

세네갈 내 태권도 클럽은 300개 이상이며, 지금까지 23차례에 걸쳐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을 만큼 태권도의 저변은 매우 넓고 탄탄하다고 할 수 있
다. 태권도 시범단은 한국 관련 혹은 다른 행사시에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초
대받고 있으며, 태권도의 절도 있는 품세 및 격파 시범은 현지인들의 많은 호응
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도에는 태권도원(전북무주)에서 개최된 제2
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 세계결선에도 세네갈 태권도 선수단이 참석하여 기량을
뽐낸바 있다.

4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한국영화제
∎ 행사명 :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03.27.(수)-03.28.(목) / ISM 및 UCAD대학
∎ 주최 및 주관 : 주세네갈대사관, ISM 및 UCAD 대학교
∎ 행사 내용

세네갈 국립 및 사립 대학인 UCAD와 ISM 대학에서 한국영화 “우리생에 최
고의 순간” 및 “리틀 포레스트”를 상영하는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주재
국 인사, 교민, 학생,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음. 부대행사로 한국 음식
시식회도 함께 진행하여 한국 음식 문화도 알리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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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사배 태권도 대회
∎ 행사명 : 제24회 대사배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4.06.(토)-04.07.(일) / Stadium Marisu NDIAYE
∎ 주최 및 주관 : 주세네갈대사관, 세네갈 태권도협회
∎ 행사 내용

세네갈 12개 지역 태권도협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500여명의선수들이 연령/
남녀별 겨루기(46개), 품새(10) 종목에서 경합을 펼쳤으며 체육부 국장, 세네갈
태권도 연행 회장 등 주요인사와 더불어 체육계 관계자 및 일반관중 2천여명이
행사 참관하였음. 또한 주재국 국영 RTS TV 및 le soleil지를 비롯한 다수 현지
언론이 취재하였음.

(3) 한국어 말하기 대회
∎ 행사명 :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11.15.(금) / ISM대학
∎ 주최 및 주관 : 주세네갈대사관, ISM대학
∎ 행사 내용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한
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국어 강
의가 개설되어 있는 다카르국제경영대학(ISM)에서 평화통일 세미나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 학습 경험담 발표와 세네갈 학생들의
K-POP 문화 공연을 소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참석자들의 호응과 높은 만족도
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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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단

1 개황

∙
∙
∙
∙

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종
∙ 언

:
:
:
:

카르툼(Khartoum)
4,053만(2017, WB)
1,861,484Km²(아프리카 대륙의 6.2%, 한반도의 약 8.6배)
아랍계(39%), 아프리카계 흑인(30%), 누비안(15%),
베자(12%), 기타 Fur, Copts 등 약 597부족(4%)
교 : 이슬람(97%, 거의 순니파), 천주교･개신교･원시종교(3%)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 등 총 114개 언어
※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통용되지 않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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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 : 우리시간 -7
기
후 : 남부는 열대성, 북부는 건조한 사막 기후
독 립 일 : 1956년 1월 1일
1인당 GDP : 2,898.55미달러(2017, WB)
수출입 현황(’18년)
- 수출 : 34.8억 미달러(금, 석유, 가축, 참깨, 아라비아고무 등)
- 수입 : 78.5억 미달러(제조품, 기계･장비, 석유 생산물, 밀, 통신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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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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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단의 지역적 정체성
수단이 아프리카 국가인지 아랍 국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
로 수단은 아프리카 국가와 아랍 국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양 지역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로 인해 Africa Union과 Arab League에 공히 가입
함). 2011년에 분리 독립한 남수단은 이에 반해 인종･문화적으로 전적으로 아
프리카 국가로 분류된다.
수단은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 특성이 강한데, 총 약 600여개의 종족 중 대
부분은 아프리카계와 아프리카･아랍 혼합계이고 순수 아랍계(Rashaida 종족
등)는 소수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종족(Nuer, Dinka, Nuba, Nubians 등)은
토착 수단인 이고, 아랍 종족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의 이주자들이다. 한편, 문
화적으로는 아랍 문화가 지배적인데, 아프리카･아랍 혼합계의 대부분과 일부 아
프리카계가 아랍화되어 수단 인구의 약 97%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대부분이 아
랍어를 사용하며, 아랍 문화가 종족 간의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단의 이슬람화
오늘날의 수단은 이슬람 문화가 절대적이지만, 수단은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
된 국가이다. 수단이 노바티아, 마쿠리아, 알와로 구성된 누비아 삼국 시대이던
540년의 어느 날, 수단에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 여제 테오도라의 그리스도
교 선교단이 당도해 활동하였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누비아 삼국은 그리스도교
로 모두 개종하게 된다. 단성설(삼위일체가 아닌 예수의 신성만 인정)로 대변되
는 콥트 교회를 수용하였는데, 1315년 무슬림들에게 동골라가 함락당하기 전까
지 그들만의 독자적인 채색을 지닌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다. 이후 무슬림들의
영향으로 수단은 점차 아랍화가 되어갔지만, 1821년 오토만 제국이 수단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는 이슬람, 기독교, 토착 신앙 등이 공존하는 형태였다.
정치적으로는 1881년 Muhammad Ahmad Abdulla가 스스로를 Mahdi(회
교에서 구세주)라 선언하고 이슬람의 개혁 투쟁 세력을 규합하여 종교적 폭동을
주도한 것이 정치적 이슬람화의 기원이다. 당시 이집트 총독의 권유로 영국의
찰스 고든이 총독으로 수단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Mahdi가 1885년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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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툼으로 진격하여 찰스 고든을 살해하고 카르툼을 점령하였다. 이에 영국이 이
집트 군과 함께 곧바로 수단을 침공/정벌하고 영-이집트 간 수단 공동 통치
(condominium) 협정을 맺게 된다. 수단의 정치적 이슬람화가 역설적으로 반
세기 이상 지속된 영국 식민 통치 시대를 여는 시발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수단에서는 독립 이후, 현재까지 총 세 번의 비군사적/민주정부(1956~58년,
64~69년, 85~89년)가 수립되었는데, 동 기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군정권이 들
어섰고, 이들 정권은 사법으로 Sharia Law를 강력하게 실시하였으며, 수단의 이
슬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활용하였고, 특히 1989~2019년까지 집권하던
al-Bashir 정부시에는 아랍화 및 이슬람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1998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헌법에서는 Sharia를 유일한 법의 원천(source)으로 수
용하였다.
2019.4월 al-Bashir 대통령이 축출되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와 범야
권세력간의 헌법선언문 최종합의가 2019.8월 이뤄지면서 민간 주도의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새로운 헌법이 이슬람화를 탈피할지는 불투명하다.

(3) 미국의 경제제재
미국은 2017년 10월 21일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였다. 이는 1997
년 11월 3일,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3067호를 통해 수단에 대
한 경제제재를 명령한 것이 시초이다. 미국 정부는 수단 정부의 테러리즘 활동
지원, 주변 국가 불안정화 시도, 종교의 자유 침해와 노예제 등 인권침해적인 정
책들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라고 판단해 수단 정부 및 수단 전 지역을 대상으
로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이후, 다르푸르 지역의 반인륜적
범죄를 명목으로 연관 인사들의 자산 동결을 명령(행정명령 13400호)하는 한편,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행정명령 13412호)하는 조치
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제재에 대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09년도 보고서를
통해 대수단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었으며 수단 내 주요 인사들의 정책 결정에 영
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미국 경제제재로 인해 신용카
드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시리아, 이란, 북한과 마찬
가지로 페이팔, 아이튠스, 익스피디아, 아마존 등 온라인 구매도 불가능할 뿐 아
니라, 구글 크롬, 어도비 뷰어 등 미국 프로그램 다운로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112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수단

Ⅳ

다. 경제제재 조치로 미국 기업의 대부분이 수단에 대한 투자를 철회/철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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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외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 보복을 우려, 대수단 거래에 난색을 표명함으로
써 수단과의 미화 거래 등이 불가능해져 외국 기업의 대수단 거래도 위축되는
등 수단의 대외 관계에 심대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생긴 공백을 중국, 인도 및 GCC 국가들이 채우면서
이들 국가들의 수단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2011년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석유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중국 등이 이를 완전히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서, 수단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위해 대내외
적 긍정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 모색해온 결
과, 2017년 1월 13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수단 정부의 자산 동결 해제,
미국-수단간 무역, 미국인의 수단 내 투자, 미국인의 수단과 제3국간 거래 지원
등을 허가하는 행정명령 13761호를 통해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6개월간
수단 정부가 긍정적 조치들을 지속할 경우 2017년 7월 12일부로 경제제재를
영구적으로 철회키로 하였다. 그러나 2017년 7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수단 정부가 경제제재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 기간을 2017년 10월 12일까
지 3개월 연장키로 한 후, 마침내 2018년 10월 12부로 제재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단이 미국의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명단에 잔존하고 있음에 따라, 여전히 수단은 국제금
융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국내외 달러화 송금이 어려운 상태이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수단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으로서, 이슬람 윤리에 저촉되는 문화 콘텐
츠나 음식 등을 선보일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자존
심과 우월 의식이 강하므로 이들의 문화를 비하하거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우월
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수단은 독재 국가
로서 정치적 이야기, 특히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수단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
어 있다는 점도 문화 교류 시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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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 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수단인은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수단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수단인은
자동차(대우, 현대기아 등)와 전자 제품(삼성, LG 등) 등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어 한국을 우수한 첨단 기술을 지닌 나라로 알고 있지만, 이외 전반적인 문화
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수단인 대부분은 K-Pop을 잘 알지 못하나, 최근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
K-Pop을 접한 소수의 고학력 상류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
라디오에서 K-Pop 노래를 송출하는 등 K-Pop 인기 확대 가능성이 조금씩 감
지되고 있다.
2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한국 드라마는 수단의 케이블TV 채널 중 하나인 KBS World를 통해 제한적
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랍어 자막이 제공되지 않기에 수단인의 시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타 아랍권 국가에서
송출하는 위성 방송 프로그램에 일부 한국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수단인
들은 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수준이다.
이에 한류팬들은 주로 아랍어 또는 영어 자막이 포함된 드라마 및 예능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한국 영화

수단에는 극장이 거의 없으며(카르툼에 1-2개 소규모 극장 소재), 이슬람 율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으로 인해 영화를 사전 검열하는 등 인프라가 매우 척
박하다. 이처럼 수단에서 한국영화 상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터넷이
나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영화제를 통해서만 한국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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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수도 카르툼에 한국 식당이 한때 한 곳 있었으나 현재는 문을 닫아 수
단인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음식 행사, 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대사관들이 마련하는 음식 박람회뿐이다. 이러한 행사들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는 단연 높으나,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슬람 문화는 술과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고, 수단의 혹서 사막기후로 인해 신선
한 채소(무, 배추, 상추 등)를 구하기가 어려워 한식 홍보에 어려움도 크다.

(3) 현지인들이 한국 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수단인은 한국의 첨단 기술들을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며, 이러한 기술력을 배
우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이 상당수이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지원자들의 대부
분은 공학 분야 전공자들이며, 수단 내 수재들이 다수 지원할 만큼 한국 기술력
에 대한 인식이 좋다. 다만, 첨단 기술 외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이 아직까지는 부족해 중국, 일본 등의 문화와 구별 못하는 현지인이 다수이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아직까지 수단 내 한류는 소수의 젊은이에게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한
국을 자주 방문하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카르툼 소재 대학생 위주(주로 여성)로 소규모(230명)의 한류 동호회가 있으며,
이들은 SNS,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한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카르툼 소
재 국립대학인 아자리 대학에서 오래 전부터 한국어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고,
지난 2015년 6월 동 대학에 소규모 한국 문화 센터인 코리아 코너가 개설됨에
따라 이들은 자연스럽게 코리아 코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
한류 동호회 회원들은 주수단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문화･공공외교 관련 행
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류 부스를 운영을 보조하는 등 한류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수단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대학 축제에 한류 부스를 설치하
거나, 매주 코리아 코너에서 한류 관련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함으로써, 수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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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류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에 개최된 ‘제5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에서는 한류팬들이
준비한 문화 공연이 함께 개최되어, 태권도 대회가 단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문
화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문화축제로서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하였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 2016년 2월 태권도 시범 행사
∎ 2016년 10월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
∎ 2016년 12월 코리아 코너 문화 행사(사물놀이 공연)
∎ 2016년 12월 아시아 문화축전(사물놀이 공연)
∎ 2017년 2월 국제우호친선협회 주최 ‘Friendship Week’
∎ 2017년 5월 코리아 코너 문화 행사(한국 영화 상영)
∎ 2017년 8월 제4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
∎ 2017년 11월 한-수단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Breath of Korea)
∎ 2017년 12월 아시아 문화축전(태권도 시범)
∎ 2017년 12월 한국영화 상영 행사
∎ 2018년 9월 제5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
∎ 2019년 2월, 10월, 11월 코리아코너 문화행사
∎ 2019년 11월 제6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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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아부다비(Abu Dhabi, 인구 290만 명)
인
구 : 930만 명(외국인 약 89%)
면
적 : 83,699㎢(한반도의 약 1/3)
민족구성 : 아랍족, 외국인
종
교 : 이슬람교(수니파 85%, 시아파 15%)
시
차 : 우리시간 -5
언
어 : 아랍어(영어도 통용)
1인당 GDP(’18년 기준) : 40,711 미달러(거주 외국인 포함)
교역(’18년) : 총 6,939억 미달러
(수출 3,711억 미달러, 수입 3,228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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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슬람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UAE)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동
단에 위치하고 있다. UAE는 세계 6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해협을 거쳐서 중동 원유를 수송하는 남쪽 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UAE는 1960년대부터 원유를 바탕으로 친서방적인 근대화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UAE는 카타르와 함께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개
방적이고 근대화된 나라로 변모했다. UAE의 공식적인 국교는 이슬람이고 공용
어는 아랍어이다. UAE는 이슬람국가이지만 인구 930만 명의 약 11%만이 자국
민이고 89%는 외국인이라서 영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문
화, 인도 문화, 파키스탄 문화, 필리핀 문화 등 외국문화가 아랍문화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UAE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기나라 명절에 맞추어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
하며 자국 혹은 타국의 문화행사에 참여한다. 각 대학교에서는 매년 Global/
International Day 행사를 개최하여 각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며, UAE 정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지원하고 권장한다.
정부는 UAE가 세계 200여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다민족 사회임을 고려하
여 외국문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개방적으로 대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종교
및 이슬람문화가 UAE의 국가 통치의 기본 토대이므로, 외국인들이 이슬람 종교
와 문화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적인 제한은 유지하고 있다. UAE에서는
외국인들의 종교 생활은 허용하지만 선교는 금지되며,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
는 음주, 돼지고기 섭취도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이나 특허된 일부 상점
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2)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중동지역은 이슬람 문화를 기저로 하는 보수적인 사회이므로, UAE와의 문화
교류는 그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UAE에서의 문화 행
사는 상당부분이 UAE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들을 UAE 국민들의 문화 트렌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19

러한 외국인들의 문화 행사는 주로 UAE에 주재하는 미국인, 영국인, 인도인, 필
리핀인, 파키스탄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수이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UAE 남성 국민들은 요트, 경마, 카레이싱 등 실외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비즈니스나 문화 행사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UAE 여성 국민들은 UAE의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서구나 남미의 여성들
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춤이나 노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화 행사 에서
UAE 여성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오락 활동을 권장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UAE
문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문화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2004년 이후 이집트를 거쳐서 한류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
금> 등이 이집트를 통해 중동지역에 전파되어 한류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중
동에서 외국 문화의 유입이 가장 빠른 UAE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류가 퍼
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Pop이 인터넷을 통해 UAE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정적인 한류 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동지역의 젊은이들은 점차 중동지역의 보수적인 문화와는 다른 어느 정도
자유롭고 역동적인 문화를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개인주
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며 노골적으로 노출이 많은 서구문화에 일부 거부감을 가
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드라마는 지나치게 성(性)적이지 않으면
서 가족들을 중시하고 연장자와 여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중동지역의 보수적인 문화와 조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거기에 스토리의 흥미진진
함이 더해져서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이다. 한류드라마의 인기에 더하여 흡인력
있는 음악과 멋진 댄스가 UAE 젊은이들을 K-Pop에 빠지게 하였다. 슈퍼주니
어와 소녀시대 등을 통해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K-Pop이 전파되던 중,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소개되며 일반대중에게 K-Pop이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국의 아이들, 송중기, 엑소(EXO) 등의 경우 UAE 방문 이후 현지에서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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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한류 스타들의 현지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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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가 좀 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찍부터 중동
에 진출한 건설사 등 한국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한국 대중문화 선호로 이
어지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UAE ‘두바이TV’에서 2007년 7월 <겨울연가>, 2008년 1월 <대장금>이 각각
방영되었다. 이는 UAE의 현지 방송국에서 한국드라마를 처음 방영한 것이지만
방영이 오후 4시로 편성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2011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가 현지에 소개됐으며, <꽃보다 남
자>, <아가씨를 부탁해>, <빅>, <드림하이1&2>, <메리는 외박중>, <커피프린
스>, <장난스런 키스>, <개인의 취향>, <추노>, <근초고왕>, <넌 내게 반했어>,
<옥탑방 왕세자>, <상속자들>, <그겨울, 바람이 분다>, <미남이시네요>, <패션
왕>, <주군의 태양> 등이 MBC2, MBC4 채널 등에서 방영됐다.
그 이후 대학생 등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국드라마에 대한 선호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시청자들이 일부 젊은 층에 국한되어 있고, 아랍어 더빙 등의 문
제가 있어 TV 매체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이 줄어들고,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
해서만 방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MBC 채널을 통해 <응답하라 1988>, <밀회>, <어바웃 타임>이
방영되는 등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BTS 등 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K-Pop 콘서트로 인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
심 고조와 더불어 UAE 방송사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
로 해석된다.
한편 2019년 11월 기준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서 우리 방영되고 있는데 현
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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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목
범인은 바로 너 !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히든싱어
효리네 민박
SKY 캐슬
60일 지정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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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닥터
동백 꽃 필 무렵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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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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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밤
비밀의 숲
황금빛 내인생
호텔 델루나
킹덤
쌈, 마이웨이
시그널
사임당, 빛의 일기
슬기로운 감빵생활
아스달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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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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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만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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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이돌 선수권 대회
구해줘 홈즈
강식당 2
아이언맨
리멤버
무법 변호사
아이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더 뱅커
시카고 타자기

122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장르
예능
예능
예능
예능
예능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제목
라이프 온 마스
김비서가 왜그럴까
보이스 3
로봇이 아니야
피노키오
신의 선물
어바웃 타임
운명처럼 널 사랑해
싸이코메트리 그녀석
특별근로감동관 조장풍
식샤를 합시다 3
훈남정음

장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아랍에미리트

Ⅳ

2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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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에 두바이 필름페스티벌에서 <엄마>를 상영한 바 있으며, 2010
년 12월 아부다비 한국 영화 시리즈 행사를 통해 <워낭소리>, <식객: 김치 전
쟁>, <킹콩을 들다>를 상영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10월에 아부다비 필름 페
스티벌에서 ‘황해’를, 2012년 5월에는 현지 상영관에서 <7광구>를 각각 상영했
는데, 두 영화에 대한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에 아부다비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영화를 상영했
는데, <과속스캔들>과 같은 소프트한 로맨틱코미디와 <맨발의 꿈>과 같은 휴먼
드라마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2년 4월 에미리트 한국 영화제에서는 장편영화 <고지전>, <무산일기>,
<블라인드>, <맨발의 꿈>, <아리랑>, <풍산개>, <최종병기 활>과 <파란만장> 등
단편 8편이 사흘간 상영되었다. 2012년 10월 아부다비 필름페스티벌에서는 장
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른 나라에서>, <공동경비구역>, <광해, 왕
이 된 남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늑대소년>과 단편 <낙타들> 등
한국영화가 대대적으로 상영되어 한국 영화를 UAE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 3월 <늑대소년> 시사회와 주연배우 송중기씨가 팬 사인회를 가져 현
지인들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2013년 10월 아부다비 필름페스티벌
에서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The Big Boy>가 상영되었으며, 2013년 11월에는
코리아 위크 행사의 일환으로 <타워>가 상영되었다.
2014년 4월 UAE 전역에 <설국열차>를 공식 개봉하였으며, 2014년 6월 <뽀
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이 개봉되었다. 2014년 10월에 개최된 코리아페
스티벌에서는 <스파이>와 <타겟>을 상영하였다.
2015년 3월 UAE 샤르자 예술 재단이 주최한 제12회 샤르자 비엔날레에서
박경근 감독의 다큐멘터리 <철의 꿈>이 상영되었으며 10월의 코리아 페스티벌
에서는 <국제시장>이 상영되었다.
2016년 3월 수도 아부다비에 한국문화원 개원 이후 월 2회 한국영화의 밤을
진행 중이며, <소중한 날의 꿈>,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암살> 등이 상
영되었다. 2016년 11월에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달빛
길어올리기>가 국립극장에서 상영되었고, 주연배우 예지원 씨와 관객과의 만남
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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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68의 수익을 올렸다.1)
한국문화원은 2017년 1월부터 비영리로 다양한 고전영화 등 월드시네마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시네마스페이스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한국 영화를 마나
랏 사디야트에서 상영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서편제>, <파닥파닥>, <국
가대표>, <밀양>, <4등> 등이 상영되었다.
2017년 4월에는 대사관 및 두바이 총영사관 주최로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영
화전용관인 복스시네마에서 제 1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였다. 개막작 <부산행>
을 시작으로 <말하는 건축가>, <소중한 날의 꿈>, <밀정>, <우리들>, <사도>,
<터널>, <동주>와 같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상영하여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렸고, 영화 배급사와 교류하여 콘텐츠 수출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이에 이
어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제 2회 및 3회 한국영화제가 연례적으
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한-아랍소사이어티 주최 한국영화의 날 행사가 아부
다비와 두바이에서 개최되었고, <택시운전사>, <베테랑>, <해적:바다로 간 산적>
과 단편 <브레드 이발소> 등이 상영되었다.
UAE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국가라서, 마케팅 측면에서 판단할 때는
UAE에 거주하는 다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랍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보수적인 아랍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
영할 때는 가급적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성적 노출이 심한 영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K-Pop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의 K-Pop에 대한 소비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K-Pop CD가 UAE 내 음반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지의 한류 팬들은 K-Pop CD 등을 직접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K-Pop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유튜브나 인터넷 동영상으로 K-Pop
을 접하고 있다.
2011년부터 K-Pop 공연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K-Pop
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11월 F1 전야제 행사에 가수 서
1) Box Office Mojo - http://www.boxofficemojo.com/movies/?page=intl&id=operationchro
mi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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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과 나인뮤지스가 초청받아 아부다비에서 공연한 바 있고 2012년 4월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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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이들이 두바이 팬미팅, 사인회와 더불어 아부다비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했
다. 2013년 12월에는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인피니트 콘서트가 3,000
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다.
2014년 10월 ‘한국의료관광대전’의 일환으로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엠블랙
(MBLAQ)의 공연에는 약 3,000명의 관객이 참석했는데, UAE 주변국가의 팬들
까지 찾아오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2016년에는 현지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K-Pop 콘텐츠 종합 행사인
‘KCon 아부다비 2016’이 아레나에서 열렸다. 에일리, 태연, 규현, 방탄소년단,
몬스타X, 스피카 등 한류 K-Pop 스타들이 대규모로 참가해 공연을 펼쳤으며,
유료관객 포함 8,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현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현지에서 K-Pop에 대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UAE에 본사를 둔 중동 전역 뉴스방송사 ‘알아라비야뉴스채널’은 2016년 7월부
터 K-Pop의 인기요인 분석 및 주요 아티스트 인터뷰를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
해 방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엑소, 씨엔블루, 마마무, 몬스타엑스, 슈퍼주니어
등 인기그룹의 인터뷰가 방영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18년 1월 세계 3대 분수쇼 중 하나인 두바이 분수쇼의 배경음악으로 엑소
의 파워(Power)가 한국 K-Pop으로는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이를 계기로 엑소
가 두바이에서 현지 팬미팅을 가졌다. 그 이후 4월에는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엑소,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레드벨벳 등이 참가하는 SM타운 콘서트(SMTOWN
Live World Tour VI in Dubai)가 두바이 오티즘 락스 아레나에서 대규모로 개
최되었다.
이후 2018년 4월에는 K-Pop 아이돌그룹 스누퍼(SNUPER)가, 그 다음해인
2019년 4월에는 임팩트(IMFACT)가 대사관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Travelling Korean Culture)’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두바이, 아즈만, 샤르자,
알아인 등 지방도시에서 공연을 가졌다.
2019년 10월에는 배우 하지원, K-Pop 아이돌그룹 세븐틴과 SF9이 참가한
두바이 코리아브랜드&콘텐츠엑스포가 개최되었고, 또한 대사관과 UAE 문화지
식개발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코리아페스티벌에 아랍어 유명노래 커버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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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진 K-Pop 아이돌그룹 B.I.G가 초청되어, 아부다비 문화재단(Cultural
Foundation) 공연장에서 K-Pop 최초의 아랍어 노래 ‘일루전(Illusion)’ 등을
선보이며 아랍권 국가 데뷔 K-Pop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4 한식

할랄 음식 문화와 금기 문화로 익숙하지 않고, 접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한 거
부반응이 강한 UAE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한식을 잘 알지 못하고, 한식에 대하
여 소극적으로 반응하나, 젊은 세대의 경우 드라마와 영화, 예능프로의 영향으
로 눈으로 먼저 접해본 한식을 맛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떡볶이, 김밥,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을 일단 맛보고 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한
류클럽 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한식 선호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부
다비 소재 한식당(한국관, 만나랜드, 한강, 마당, 본가 등) 두바이 소재 한식당
(소나무, 아리랑, 소반, 킴치킨, K-Pop치킨 등)에서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해 본적이 있는 UAE 국민의 경우
는 더욱더 다양한 한식을 찾고 있고, 2016년 3월 개원한 이후 한국문화원의 문
화강좌 중 한식강좌는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5 한국어

한류클럽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UAE대학에서는 국제교류재단-UAE 대학협력 MOU에 근거하여 2012년 2월부
터 한국어를 비학점 과목으로 개설한 이후, 2013년 정식 학점 과목 및 부전공
과정으로 전환되어 많은 학생들이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다. 과거 한
국어과정을 학점과정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중단했던 아부다비의 칼리파대학도
2018년부터 다시 학점과정으로 개설 운영 중이고, 이외 자이드대학, HCT(고등
기술대학)등은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 비학점 한국어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타
대학들은 학생 과외 활동으로 한국어 과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한
국어 강사 파견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2016년 3월 한국문화원 개
원 이후 문화원 내에 세종학당을 개설하여 한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
당 10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2019.10월부터 주UAE한인회가 운
영하는 두바이 세종학당이 새롭게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UAE의 경우 4월, 11월 년 2회 시행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은 한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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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취업, 학점 취득 등을 이유로 응시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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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권도

1990년대 태권도 등 무술이 주재국 내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협회
출범당시에는 유도, 태권도, 가라테 등 3가지 무술이 합쳐져 출범. 이후 유도협
회는 따로 독립하였으며, 가라테와 태권도는 2016년까지 UAE 가라데 태권도
협회로 활동하였다. 2016년 말부터 가라데와 분리를 시작하였고, 2017년 3월
아랍에미리트 체육청소년청에서 독립을 승인받았다. 태권도협회 본부는 푸자이
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포함해 7명의 이사진이 태권도 협
회를 이끌고 있다. UAE전역에 걸쳐 약 30개의 태권도 팀이 있고, 약 2,000여
명의 수련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권도협회는 2013년부터 매년 정례
적으로 중동지역 국제대회인 푸자이라 오픈 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2018년 11월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2018 월드태권도 그랑프리파이널
과 2018 월드태권도 팀선수권대회를 푸자이라에서 개최했다. 대사관과 태권도
협회는 2014년, 제1회 한-UAE 우호태권도대회를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이후,
2017년부터 한-UAE 우호태권도대회를 매년 10월 샤르자에서 공동으로 개최하
고 있다.
7 화장품

2007년 한국기업인 더페이스샵이 UAE에 첫 진출 이후, 드라마, K-Pop 등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도 한류 관련 선호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음.
2015년 이래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6년의 경우
974만 달러로 전년대비 16.7% 증가한 바 있음. UAE내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
은 색조,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주로 뷰티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고, 주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한국 화장품기업 중 더페이스샵과 에뛰드
하우스가 UAE내 독립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두바이몰, 아부다비 야스몰,
와다몰 등 대형 쇼핑몰 중심으로 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8 기타 산업 파급효과

UAE 젊은이들이 한류 드라마와 K-Pop 등을 좋아하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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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팬클럽으로 오랫동안 활동함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 양국의
교역과 관광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여대생들을 주축으로 한류가 전
파되고 있는 특성상 한국 화장품과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
며, 방학을 이용해 인턴,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9 최근 주요 행사

2016년 3월. 아부다비에 걸프지역 최초로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이후, 2013
년부터 시작된 코리아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지방도시 한국문화공연, UAE 주요
기관 협력 한국행사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
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UAE 문화지식개발부 공동 주최
로 에미리츠 오케스트라, K-Pop 가수 린 및 에이핑크 등이 참가한 한-UAE 문
화교류 공연이 개최되었다. 매년 10월경 대사관과 UAE 문화지식개발부와 공동
으로 주최하는 코리아페스티벌은 미술교류전시회, 문화공연, 한국어말하기대회,
한식행사 등 한국종합행사로 진행되는데, 2019년의 경우, UAE 정부가 발표한
관용의 해(Year of Tolerance)를 기념하는 행사로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
지 대한민국예술원 관용의 해 기념 특별전시, 공명, 두 번째달, K-Pop 그룹 디
크런치가 참여한 한국음악의 밤 문화공연, 정관스님 한국사찰음식 요리강좌, 한
의학 체험행사 등이 현지의 큰 호응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더불어 UAE 내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문화공연단 초청 행
사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8년 11월에는 아부다비 뉴욕대
아트센터 초청으로 브레시트댄스컴퍼니의 한국무용 공연이 진행되었고, 2019.4
월에는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ADMAF) 주최 아부다비 페스티벌이 한국을 주빈
국으로 하여 진행됨에 따라 국립발레단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UAE 데뷔
공연이 개최되었다.

(3) 한국문화가 인기 있는 이유
현지 한류 팬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로 K-Pop이나 한류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
화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점점 한국 음식이나 문화 전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
다. UAE 한류 팬들은 K-Pop의 경쾌하고 반복적인 리듬과 독창적이고 멋있는
댄스에 매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의 드라마보다는 성적인 내용이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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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장자를 존중하고 약한 이를 배려하는 내용,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내용 등이

아프리카 •중동

보수적인 중동 문화와 비교적 잘 조화됨에 따라 한국 드라마가 우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중동국가의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콘텐츠의 완성도와 독창성이 뛰
어난 한국드라마의 우수성이 중동한류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UAE 내 한류 관련 동호회는 주로 대학별 한류클럽이 대다수이며, K-Pop 한
류 스타, 한국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대부분의
동호회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인터넷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류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행사 참석을 권유하기도 하고,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의 날 등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한국어 학
습을 통해 일부 동호회들은 UAE 현지의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를 지원하는 등 현지에서 한국과의 교류활동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높으며, 특
히 최근에는 라마단 등을 계기로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UAE 내 한인들에게 알리
는 쌍방향 문화교류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주요 동호회
연번

동호회 이름

성격

웹사이트

1

Arirang Club
(UAE 대학교)

대학교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arirangclubUAEU
/

2

Korean Club
대학교 한류동호회
(아부다비 자이드 대학교)

www.instagram.com/ZU_KoreanClub/

3

Hanguk Club
(아부다비 대학교)

대학교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hangukclubadu/

4

K-Wise Club
(칼리파 대학교)

대학교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wisekoreanclub/

5

Korean Club
(두바이 자이드 대학교)

대학교 한류동호회

-

129

연번

동호회 이름

성격

웹사이트

6

Korean Vibes Club
(아즈만 대학교)

대학교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Korean_Vibes/

7

Choego Club
(두바이 HCT 대학)

대학교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choego_club/

8

Korean Club
(샤르자 HCT 대학)

대학교 한류동호회

-

9

Korean Cultural Club
대학교 한류동호회
(샤르자 아메리칸 대학교)

www.instagram.com/Koreanclub_AUS/

10

Han-Y Club
(푸자이라 HCT 대학)

대학교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thehanyclub/

11

Haneul Club
(Paris-Sorbonne 대학)

대학교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haneul.club/

12

K-Chingo
(알아인 HCT 대학)

대학교 한류동호회

-

13

Korean Club
(아부다비 HCT 대학)

대학교 한류동호회

-

14 Hala Chingu

일반인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hala.chingu/

15 UAE Loves Korea

온라인 커뮤니티

www.instagram.com/uaekorea/

16 TEKA

일반인 한류동호회

www.instagram.com/teka_media/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코리아 페스티벌(Korea Festival)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UAE 연방정부기관인 문화지식개발부와 함께 2013
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한국문화행사로, 2019년에는 10월 15일부터
약 1개월간 대한민국예술원 미술 특별전시, 한국음악의 밤 2회 공연, 정관스님
초청 한식행사, 한국어말하기대회, 한의학강좌 및 체험행사 등을 진행했다.
1 대한민국예술원 관용의 해 미술 UAE 특별전
∎ 일시 및 장소 : 2019.10.15.-11.9 / Cultural Foundation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UAE 문화지식개발부, 대한민국예술원
∎ 행사 내용 : 대한민국예술원 미술분과 회원들의 작품 19점을 전시, 10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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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개막행사에는 UAE 문화지식개발부 및 아부다비 문화관광청 등의 관계자

아프리카 •중동

등 100여명의 초청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예술원의 이재숙 회원의 가야금
산조, 조흥동 회원의 한량무 등 축하공연과 함께 전시 관람
2 두바이 코리아 브랜드&콘텐츠 엑스포
∎ 일시 및 장소 : 2019.10.16.-10.18 / 두바이세계무역센터
∎ 주최 및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공연단 : 배우 하지원, SF9, 세븐틴, 펀치, 비트펠라 등
∎ 행사 내용 : 3일간 한국의 콘텐츠 및 소비재 기업 130여개사의 수출상담 및

네트워킹 행사 진행과 함께 10월 17일 3,000여명의 한류팬들의 참석 하에
SF9, 세븐틴, 펀치 등의 K-Pop 공연 개최
3 코리아페스티벌 한의학 강좌 및 체험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9.10.19 /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행사 내용 : 70여명의 참가자들의 참석 하에 한국의 하늘마음한의원의 한의

사를 초청, 한의학의 건강관리 강좌와 함께 참가자 개별 한의학 체험 프로그
램 진행
4 코리아페스티벌 한국음악의 밤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10.24 / Cultural Foundation 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UAE 문화지식개발부,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단 : 공명, 두 번째달, 디크런치(D-Crunch), 두바이아라빅오케스트라
∎ 행사 내용 : 총 600여명의 관람객의 참석 하에 공명, 두 번째달, 두바이아라

빅오케스트라 3개 공연단의 한-UAE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 및 월
드뮤직, 디크런치의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한국의 음악을 소개
5 정관스님 한국사찰음식 요리강좌
∎ 일시 및 장소 : 2019.11.1.-11.5 /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3일간에 걸쳐 약 150여명의 일반인 및 요리사들을 초청하여 한

국사찰음식 전문가인 정관스님의 김치, 버섯 조청조림, 감말랭이무침, 장아찌
등 한국 전통음식 조리법과 음식 철학을 소개

131

6 코리아페스티벌 한국음악의 밤 B.I.G K-Pop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11.7 / Cultural Foundation 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 공연단 : B.I.G
∎ 행사 내용 : 아랍권 국가에서 아랍어 노래 커버로 인기를 얻는 한국의

K-Pop 아이돌그룹 B.I.G를 초청, 보쉬르 키르, 라비자프, 쓰리다캇, 름알름
등 커버 노래와 함께 일루전(Illusion) 등 K-Pop 공연 진행
7 코리아페스티벌 한국어말하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10.30 /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 행사 내용 : 2013년 이래 매년 개최해온 연례행사로 UAE 국적 경연참가자

10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참석 하에 한국과 UAE의 문화라는 주제로 경연대
회를 진행

(2) 한-UAE 태권도 교류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9.11.6. / 두바이 경찰대학
∎ 주최 및 주관 : 주두바이총영사관, 국기원, 두바이 경찰청, 두바이 경찰대학
∎ 행사 내용 : 국기원 대표팀을 초청하여 경찰 간부 및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

로 태권도 시범행사 개최

(3) 제4회 한-UAE 우호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10.12 / 샤르자스포츠클럽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UAE태권도협회
∎ 행사 내용 : 2014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7년에 다시 2회를 개최하고 이

어 2018년 3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태권도대회 행사
로 총 27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총 600여명의 참석 하에 총 56개 체급별
로 진행된 겨루기대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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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 두바이 샤자 한국주간 행사

아프리카 •중동

주두바이총영사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두(頭)DoDance 무용단
을 초청하여 두바이 및 샤자에서 2019 한국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1 두바이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10.1 / 두바이 Habtoor Palace
∎ 주최 및 주관 : 총영사관
∎ 행사 내용 : 북춤, 화관무 등 무용단의 전통 무용과 한복 패션쇼 및 미니 한

복, 한지 제품 전시회를 진행
2 문화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9.10.2 / 자이드 대학교 두바이 캠퍼스
∎ 주최 및 주관 : 총영사관
∎ 행사 내용 : 자이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춤, 부채춤, 판소리, 아리랑

배우기 등 문화 공연 및 아이돌 메이크업, 한복 입기, 부채 만들기 등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
3 샤자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10.4 / 샤자 Cultural Palace
∎ 주최 및 주관 : 총영사관
∎ 행사 내용 : 샤자 정부관계부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화관무, 가야금, 민요,

판소리 등 전통 음악, 무용 외에 한복 패션쇼, KPop댄스 등 복합 문화 프로
그램을 진행

(5) 제3회 UAE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6.26.-6.29 / 아부다비 야스몰 복스시네마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 행사 내용 : 2017년 1회 개최 이후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UAE 정부 발

표 ‘관용의 해’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재국 영
화 1편 포함 총 9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 개막작 증인에 출연
한 배우 이규형을 초청하여 팬사인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4일간 약 1,000
여명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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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찾아가는 한국문화원(Travelling Korean Culture)
1 두바이 아메리칸대학 K-Pop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4.27 / 두바이 아메리칸대학 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한국문화원
∎ 공연단 : 임팩트(IMFACT), 국악밴드 ‘소풍’
∎ 행사 내용 : 두바이 아메리칸대학 한류동호회와의 협력 하에 500여명의 두바

이 지역 한류팬들의 참석 하에 K-Pop 공연 및 전통음악 공연 진행
2 알아인 시청 한국의 날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4.28 / 알아인시청 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알아인시청, 대사관, 한국문화원
∎ 공연단 : 국악밴드 ‘소풍’
∎ 행사 내용 : 시청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및 UAE 문화 전시 및 체험

장 설치 운영과 함께 국악밴드 ‘소풍’의 음악 공연 진행
3 HCT 두바이 여자대학 K-Pop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4.29 / HCT 두바이 여자대학 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대사관, 한국문화원
∎ 공연단 : 임팩트(IMFACT), 국악밴드 ‘소풍’
∎ 행사 내용 : HCT 두바이 여자대학 한류동호회 ‘최고클럽’과의 협력 하에

350여명의 학생들의 참석 하에 K-Pop 공연 및 전통음악 공연 진행

(7) Fantastic Sounds of Korea
∎ 일시 및 장소 : 2019.3.27. / 두바이 마디나 극장
∎ 주최 및 주관 : 주두바이총영사관, KF
∎ 공연단 : 퓨전국악그룹 ‘퀸’
∎ 행사 내용 : KF-재외공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퓨전 국악 그룹 ‘퀸’을 초청

한국 전통 음악, 드라마 음악, KPOP 아이돌 음악, 현지 유명 에미라티 음악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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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부다비 페스티벌 한국 주빈국 공연

아프리카 •중동

1 국립발레단 ‘지젤’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3.7 / 에밀리츠팰리스 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대사관
∎ 공연단 : 국립발레단
∎ 행사 내용 : 800여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강수진 단장의 한국 국립발레단

의 걸프지역 최초 발레 공연 개최
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3.8 / 에밀리츠팰리스 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대사관
∎ 행사 내용 : 정치용 예술감독의 지휘 하에 피아니스트 조재혁과의 협연 및 한

국의 대표 오케스트라 공연에 8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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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알제(Alger, 인구 약 333만 명)
인
구 : 4,220만 명(2018.1월)
면
적 : 2,381,741km²(아프리카 최대)
민족구성 : 베르베르인, 아랍인, 서유럽계열
종
교 : 이슬람(수니파 다수)
시
차 : 우리시간 -8
언
어 : 공용어 : 아랍어, 베르베르어 / 불어(상용)
1인당 GDP(’18년) : 4,240불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수출 9.49억불(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입 19.7만불(원유, 천연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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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 복합적인 문화 특성 : 베르베르, 이슬람, 프랑스 문화의 융합

BC 500년경부터 알제리에 자리잡은 베르베르 민족의 베두인(Bedouins: 사
막유목인)문화에 이슬람 문화와 프랑스문화가 이식되어 복합적인 문화전통을 형
성하였다.
베르베르인은 현재 알제리 동부(Kabylie) 및 동남부 사막지역 등 알제리 전
체인구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마그레브지역의 토착 원주민이다. 베르베르
인은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장구한 세월동안 변화 없는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가족주의, 씨족주의를 중심으로 철저한 가부장제도의 특성을 지닌다.
이슬람 문화의 전통에서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차체가 신에 대한 불신이
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종교적 예정설이 현실에서는 숙명론적 자세와
기획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알제리 국민은 이슬람을 신봉하나 형식적인 계
율의 엄격성은 약화되었으며 히잡을 쓰는 것도 여성 개인의 자유이다.
프랑스 문화 요소는 132년(1830년~1962년)간의 프랑스 식민통치 기간 중
프랑스 문화가 사회제도에 뿌리 깊은 족적을 남겼다. 독립 후에도 알제리는 프
랑스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불어는 상용어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문화의 특성이 각각, 베르베르 문화는 알제리 문화의 근저를
이루며 가족주의 및 씨족주의로, 이슬람 문화는 정신세계를 지배하며 예정설의
신봉으로, 프랑스 문화는 교육제도, 행정시스템, 법질서 등 다수 사회제도의 원
형으로 사회제도 속에 정착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알제리 문화에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한 페니키아, 누미디
아, 로마, 반달,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등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
발전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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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2000년 초 인터넷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K-Pop
과 드라마가 가장 인기 있으며 BTS, EXO, Big Bang, 슈퍼주니어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알제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K-Pop 및 한국어에 대한 온라인
한류 동호회가 조직되었으며, K-Pop, K-Drama에서 시작하여, 한국어, 한식,
역사 등 관심 범위를 넓히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예로 2019년 현재
Korean Culture Fan Club in Algeria와 같은 페이스북 모임에서는 약 1,800
여 명이 한국 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One Team DZ 등 팬클럽
은 정기적으로 1,000여명이 모여 K-Pop 뮤직비디오 감상, 한국 문화 공유 등
을 진행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2012년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알제2대학의 외국어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
행되었으나 2017년 이래로 행정적인 문제로 중단된 상황이다. 주알제리대사관
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매년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주최하여, 알제리인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2 태권도

현재 알제리 내 28개 지역 리그에서 약 8,000여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
으며, 2015년 9월부터 알제 3대학 내에 태권도 지도자 과정(석사)이 개설, 운영
되고 있다. 또한 한-알제리 간 스포츠 협력의 일환으로 2014.10부터 2018.10
까지 국기원 소속 사범이 알제리태권도협회 코치로 활동 하였으며, 2016년 이
래로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이 매년 약 1개월 여간 알제리를 방문, 지역별 태권
도 수강생을 특별 지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제4회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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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

아프리카 •중동

알제리는 전반적으로 자국의 전통공연 외의 공연콘텐츠가 부족해 주알제리대
사관을 중심으로 <한국 주간> 행사 계기 한국의 우수한 공연단을 초청하여, 한
국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알제리 국립극장에서 양국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한국 B-Boy 그룹과 퓨전국악팀 <고래야>, 2016년 10월 수도 알
제 및 콘스탄틴에서 계명대 태권도 시범단 및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2017년 9
월, 태권도 시범, 잠비나이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18년 10월, 그룹 세움
(SEUM)콘서트, K-Pop 콘테스트 등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부산 시립 청소
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공연, 알제리인의 열띤 호응을 받은 바 있다.
4 한식

K-Pop 및 K-Drama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주알제리대사관은 2017년 발효음식 시연회를 시작으로 2018년 한식 컨
테스트, 2019년 한식 시연 및 경연대회 진행 등 알제리 내 한식 홍보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공관에서 매월 한식 시연 및 강연을 개최하였으
며, 매번 200명 이상이 참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5 만화

알제리는 매년 10월에 알제국제만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
로 이 행사에 참석해왔으며, 2015년에는 주빈국으로 <지지 않는 꽃> 전시회와
한국 만화 역사 및 웹툰의 발전상을 주제로 한 특별 섹션을 운영하였다.
6 방송 및 영화

알제리는 위성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프로듀사>, <커피 프린스>, <별에서
온 그대> 등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접하고 있
다. 아울러, 2019년에는 알제리 공영 방송(EPTV) 채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과 협력, <질투의 화신> 등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한국 영화 또한 인기가 많아, 2016년 이래 진행하는 한국 주간 계기 한국영화
상영회에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매월 공관에서 진행한 한국 영
화 상영회에도 100명 이상 참석하는 등, 한국 영화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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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현지 젊은이들은 자신들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에 친근함을 느끼며,
한국인들은 좋은 교육의 영향으로 겸손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 할 줄 알며, 특
히 연장자에 대한 배려나 태도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한복, 한식, 한옥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면서도 첨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인의 의지와 노
력 또한, 현지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한식에 대해 대부분의 한
류 팬들은 웰빙 음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
도 상당히 높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성실함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
는 모습으로 한류 팬의 일부는 K-Pop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K-Pop이 미국의 Pop처럼 가사가 폭력적이거나 자
극적이지 않고 춤이 독특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의견도 많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한류, 특히 K-Pop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조직된 동호회(facebook)가
존재한다.

(2) 동호회별 현황
1 KOAL(Korean Culture Fan Club in Algeria)
성격
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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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문화
1,572명

페이스북 동호회
(비공식 그룹)

https://www.facebook.com/KOAL-Korean-Culture-Fan-Club-in
-Algeria-1548845028761546/?fref=ts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언어 및 문화 관련 정보 교환
∙ (오프라인) 비정기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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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e Team DZ
한국 문화, K-Pop
10,351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oneteamdz/

세부 활동 현황

아프리카 •중동

성격
회원 수

∙ (온라인) K-Pop 관련 정보 교환
∙ (오프라인) 비정기적 모임

3 ALL ABOUT KOREA ALGERIA FANS
성격

K-Pop, K-Drama

회원 수

8,035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AlgeriaKpopFans/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K-Pop 관련 정보 및 의견 교환 등
∙ (오프라인) 비정기적 모임

4 K-Pop En ALGERIE
성격

K-Pop

회원 수

2,978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fansdekpopalgeriens/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비정기적 모임

5 K-World
성격
회원 수
웹사이트
세부 활동 현황

한국 문화, K-Pop
3,077명
https://www.facebook.com/koreancultureworld/
∙ (온라인) K-Pop 관련 정보 교환
∙ (오프라인) 비정기적 모임(약 2개월에 1회 모임 개최)

6 K’ultra
성격

한국 문화, K-Pop

회원 수

1,000여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kulturacrew/

세부 활동 현황

∙(온라인) K-Pop, 한국 문화 관련 정보 교환
∙(오프라인) 비정기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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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한국 주간(La Semaine Coréenne 2019)
∎ 일시 및 장소 : 2019.9.22.(일)-9.28(토), 관저 및 Salle Ibn Khaldoun
∎ 주최 및 주관 : 주알제리대사관
∎ 공연단 : 부산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 행사 내용

- 1주일간 진행된 총 6개의 행사(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영화 상영회(KF),
부산시립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한식 시연 및 경연대회, 서예 시
연 및 강습, 대사배태권도대회 등)에 총 2,5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문
화의 다양한 면을 공유
- 특히, 부산시립청소년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계기, K-Pop World Festival
알제리 예선전 우승팀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오케스트라 공연단은 알제리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행사를 진행, 높은 호응을 얻음.

(2) K-Pop World Festival 알제리 지역 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9.6.13.(목), Salle Ibn Khaldoun
∎ 주최 및 주관 : 주알제리대사관
∎ 행사 내용 : 총 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진행하였으며, 행사장을 꽉 채

운 약 800여명의 관객들로부터 환호를 받음.

(3) 친한 단체와 함께한 Korea in Oran
∎ 일시 및 장소 : 2018.10.5.(토)-6(일), Oran시 Medina Hall
∎ 주최 및 주관 : 주알제리대사관, K’ultura
∎ 행사 내용 : 알제리 제2의 도시인 Oran에서 운영 중인 한류 팬클럽과 협력,

Oran시에 거주하는 한류팬 150여명이 참석, 한식 시식회, 한국 영화 상영
회, 부산시 관광지 알아보기 등을 진행

142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알제리

Ⅳ
아프리카 •중동

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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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앙골라

1 개황

∙ 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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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Luanda(800만, 남위 8°, 동경 13°)〫
- 기타 주요도시 : Huambo(33만), Lubango(25만),
Lobito(14만), Benguela(13만)
인
구 : 3,035만명(2018년, CIA Fact book)
면
적 : 124만㎢(한반도의 5.6배)
민족구성 : Ovimbundu(37%), Kimbundu(25%), Bakongo(13%),
혼혈(2%), 백인(1%), 기타(22%)
종 교 : 천주교(55%), 토속종교(25%), 개신교(10%), 무교(9.4%),
이슬람교(0.4%), 유태교(0.2%)
언 어 : 포르투갈어(공용), Umbundu어(일명 Omosse어),
Otato어, Kimbundu어
시 차 : 우리시간 –8(UTC/GMT+1시간)
G D P : 1,057억 미달러(2018, World Bank)
1인당 GDP : 3,370 미달러(2018, World Bank)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총교역 3억 미불(2018, 무역협회)
(수출 1.2억 미달러, 수입 1.8억 미불)
통화단위(’19.11월) : Angola Kwanza(US$1 =461 Kw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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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민족
앙골라는 90여 개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의 75%를 차지
하는 주요민족은 오빔분두(37%), 킴분두(25%), 바콩고(13%)족이다. 그 외 여타
소수종족(21%), 혼혈(2%), 백인(1%) 등이 있다.

(2) 카톨릭과 민간신앙 공존
앙골라는 포르투갈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카톨릭(55%)이 다수를 점하며 기독
교(10%)도 공존하고 있으나 샤마니즘 등 토착신앙(25%)도 민간신앙으로 강하게
뿌리를 박고 있다. 이슬람교의 비중은 미미(0.4%)한 편이다.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앙골라는 카톨릭 문화권으로서 우리와 문화교류를 하는데 특별한 문화적 제
약요인은 없으나, 다만, 문화 교류 사업 추진시 앙골라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더
딘 업무 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성사 직전 단계에 사업도 연기, 변경, 취
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앙골라 내에서 한국 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여
타 아시아권 등에 비해서 한류의 침투강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앙골라 국민
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문화 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한류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앙골라 내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앙골라에서는 대체로 KBS 월드, 아리랑 TV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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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젊은 층들은 인터넷(유튜브)을 이용하여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BTS의 선풍적인 인기도에 힘입어 앙골라내에서도 BTS 팬
들(약 150명)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대사관 문화행사(2019.10월, 제 4회 한국
영화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주앙골라대사관은 2019.9월 앙골라 비엔날레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민외교사절단(한아프리카재단 선발 및 파견)의 대사관 방문
시 일부 BTS 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양국 청년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하였다.

(2) 분야별 현황
1 영화

2016년 11월 앙골라에서 최초로 한국영화제가 성공리에 개최된데 이어
2017년 11월 제2회 한국영화제 및 2018년 11월 제3회 한국영화제도 또한 성
공리에 개최되어 앙골라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은 바 있다. 2019년 10
월에는 제 4회 한국영화제(3편 : 관상, 족구왕, 나의사랑 나의신부)를 개최하여
총 500여명의 일반관객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한식

주앙골라대사관은 2017.6.1. 앙골라의 각 분야 고위인사, 언론인 및 외교단
등을 초청하여 앙골라에서 최초로 한식 소개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 참
석한 정부고위인사, 주요언론인들은 한식의 특별한 맛과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
았다면서, 향후 앙골라 내 한식 확산을 위해 정부･언론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앙골라 국민들에게 한식을 소개해 준데 대해 감사
하다고 하면서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면서도 그 맛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3 태권도

주앙골라대사관은 2014년부터 앙골라 태권도협회와 적극 협력하여 대사배 전
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 바, 회를 거듭할수록 대회 참석인원이 증가하면
서 앙골라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앙골라대사관은 2018.8.11.
문화체육관에서 제5차 대한민국 대사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주재국
내 태권도 저변을 보다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선수들과 태권도협회에 도복 및 시
합용 장비 등을 지원하였다. 2019.8.4. 제 6회 대회에서도 한국 태권도진흥재단
의 지원으로 시합용 전자호구 등 장비와 도복 60벌을 지원하였다. 특히 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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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는 앙골라 주요 언론사(Jornal de Angola, Angop, O Pais, TV Zimbo,

아프리카 •중동

RNA)들의 열띤 취재와 보도로 주재국내 태권도 인지도 제고 및 홍보확대에 큰
계기가 되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앙골라 국민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의 품질이 최고 수
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Lourenco 신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
들은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
식과 양국간 활발한 정치･경제 교류는 최근 들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더
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 앙골라는 2013년 이전까지 K-Pop 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BTS 데뷔(2013) 이후부터 K-Pop팬들이 일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BTS 팬
클럽은 2016년 결성되어 온라인(facebook)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중
이다.
∙ 팬클럽 회장 : Jurema Araucho(여, 21세)
∙ 팬클럽 규모 : 약 180여명(남자 10여명)
∙ 팬클럽 연령층 : 16세-22세(남자도 일부 포함)
∙ 팬클럽 SNS 활동경로 : facebook(BTS ANGOLA)

∎ 현재는 K-Pop 위주의 팬들만 확인되고 있으며, 좋아하는 스타는 대부분

BTS이이며, 일부 팬들은 NCT, Black Pink, EXO, Red Velvet 등을 선호
하고 있다.
∙ 특히, BTS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BTS의 메시지(Love yourself)와 노래
가사내용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대사관에서는 2019.9월 ‘루안다 비엔날레’ 참석 국민외교사절단 방문시 동

클럽 회원 9명을 대사관으로 초청, 양국 청년간 상호이해 및 소통의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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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면서 동 클럽의 공식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9.11.30.에는 대사관에
서 팬클럽의 정기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동 계기에 한글이름 써주기, 한
국관련 퀴즈대회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들이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주요 동호회
연번
1

동호회 이름
BTS Angola

성격
한류(K-pop) 동호회

웹사이트
www.facebook.com/BantanBoys.Angola/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제6회 대사배 전국태권도대회(2019.8.4.)
주앙골라 대사관은 앙골라태권도협회와 협력하여 2019.8.4 루안다 소재 문
화체육관에서 제6회 대사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앙골라 국
민에게 태권도를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에는 외교부, 청소년체육
부 등 정부 주요인사, 외교단 및 우리 교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하고, 주요 언론
에서도 열띤 취재를 하였으며, 대회 회수가 거듭할수록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
고 있다. 특히, 금번 대회에는 앙골라 선수들과 태권도협회에 우리 태권도 진흥
재단의 지원으로 태권도 도복 60벌과 시합용 전자호구 등 장비를 특별 지원하
였다.

(2) 농식품 홍보 행사(2018.10.2)
주앙골라대사관은 국경일 행사와 연계, 2017년에 이어 우리 농식품 홍보행사
를 개최하였다. 2017년 행사 반응이 좋았던 고추장, 김치, 홍삼, 전통주 등의 우
리 전통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리 농산품을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들
어 앙골라 국민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행사에
는 우리나라 화장품도 함께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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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회 한국영화제 개최(2019.10.26-27)

아프리카 •중동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제 4회 한국영화제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구성, 총 3편(관상, 족구왕, 나의사랑 나의신부)을 상영한 바, 대다수의
관객들이 초청 또는 동원된 관객이 아닌 주재국 일반인들이라는 점에서 주재국
내 한국영화의 인지도 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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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에티오피아

1 개황

∙
∙
∙
∙
∙
∙
∙
∙
∙

수
도 :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인
구 : 약 1억 535만 명(2018년)
면
적 : 110만㎢(한반도의 5배)
민족구성 : 오로모(35%), 암하라(27%), 티그라이(6%) 등 80여개 종족
종
교 : 에티오피아 정교(43.5%), 이슬람교(33.9%)
언
어 : 암하릭어(공용), 영어
G D P : 838억 미불(2018년)
1인당 GDP : 890미불(2018년)
우리나라와의 교역(’18) : 총교역 1억5천만 미불
(수출 1억 4백만 미불, 수입 5천 4백만 미불)
∙ 통화단위(’19) : Birr(1US$=29.93 Birr, 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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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
에티오피아에서는 오로모족(33.8%), 암하라족(29.3%), 티그레이족(5.9%)을
포함, 약 80여개 종족과 다양한 종교(에티오피아 정교, 43.5%), 이슬람교
(33.9%), 기타 토착 종교 등)가 공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족 연합체(ethnic
federation) 정체(政體)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민족 간 갈등이 표출되거나 국
가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시위가 발생해왔다.
2018.2월, 주재국 최대 종족 근거지인 오로미아･암하라주에서 그간의 정치
적･경제적 소외 및 소수 기득권 집단인 티그라이족 집권층의 부패에 대한 반발
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자, Hailemariam Desalegn 총리가 사임하고
2018.4월 오로모족 출신 Abiy Ahmed 총리가 집권하였다. Abiy 총리는 집권
직후 △정치범 석방 및 망명 야당 인사들의 귀국을 주도함으로써 정치 참여 공
간을 확대 및 △그간 소수 특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던 군･정보기관을 대상으
로 대대적 개혁, △에리트레아와의 관계 개선, △통신, 항공 등 국영기업의 주도
로 비효율성을 노정했던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폭넓은 개혁 조치를 시행중
이다.
종교사회의 경우,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여 에티오피아
정교회(Ethiopian Orthodox Church)를 형성했으며, 인구의 43.5%가 정교회
신자이다. 최근 이슬람교도(약 34%)가 증가 추세이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에
티오피아 정교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2) 역사적･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사회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지배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고유의 문자(피
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오
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다량의 UNESCO 세계 유산(문화유
산 8점, 자연유산 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에는 고대 기독교 문
명의 유산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현존하는 인류화석 중 가장 오래된 것(약 300
만년 전으로 추정)으로 알려진 Lucy 화석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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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다수(43.5%)이나, 이슬람 인구가 30% 이
상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급적 이슬람 정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슬람의 4대 성지 중 한 곳이 에티오피아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문화 교류 사업 추진시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더딘 업무 처리로 인해 성사
직전 단계에 사업의 연기, 변경, 취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KBS 월드방송 등을 통한 한류 열풍으로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우
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우호
적인 만큼, 한국 문화 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류가 보다 확산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젊
은 층을 중심으로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에티오피아에서
는 대체로 KBS 월드, 아리랑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젊은 층들은 인
터넷(유튜브)을 이용하여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에티오피아 전국 주요 대학 내 파견된 KOICA 한국어 봉사단원 및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아디스아바바 대학 내 개
설되었던 한국어 강좌가 2016년 중단되었으나, 에티오피아 내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1월 재개설되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 우리 교육부 파견 교원,
KOICA 한국어 단원 및 NGO 등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사관에서
는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Quiz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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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선 개최 등을 시행중이며, 2018년부터 연중 1회 TOPIK(한국어능력시

아프리카 •중동

험)을 에티오피아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다.
2 K-Pop

KBS 월드 방송 등을 통해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K-Pop 팬
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은 K-Pop World
Festival 예선전을 2015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현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K-pop이 자주 선곡되는 편이며, 방탄소년단, EXO,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그룹
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 내에는 등의
K-pop 팬클럽이 facebook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K-pop
World Festival 에티오피아 지역예선 우승팀(BNX)이 우수한 성적으로 창원 본
선에 최초로 진출함으로써 에티오피아 내 K-pop 팬들에게서 호의적 반응을 이
끌어내었으며, 2019년도 지역예선에는 10팀이 넘게 참가하는 등 에티오피아내
K-Pop 인기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3 방송

2008년 드라마 <대장금>이 국영 ETV를 통해 방영된 이후, 최근 민영 케이블
채널인 Kana TV를 통해 <태양의 후예>, <국수의 신>, <함부로 애틋하게>. <천
상의 약속> 등이 인기리에 방영을 끝마쳤다. 2016년 하반기부터 국영 라디오방
송인 EBC는 K-Pop을 비롯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K-Love’를 일
요일마다 방송한 바 있다(2019년 11월 기준, 방송 종료).
4 한식

에티오피아인들은 주로 전통음식(인제라)을 즐기므로 외국 음식에 대한 이해
가 높지 않은 편이나, 한국 드라마 및 방송 매체를 통해 한식에 대한 정보를 자
연스럽게 접하는 젊은 층의 경우 한식 및 한국 간식(과자 등)에 대한 호기심과
친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아디스아바바에 소재한 한국 식당만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재료 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당지의 한식 가격은 에티오피아인들에
게는 다소 높은 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에티오피아인들 역시 전통적으로 매운 맛의 음식을 즐겨왔던 만큼, 김치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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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등의 음식에 친숙함을 느끼기도 하나, (탕수육 소스 등) 새콤달콤한 맛에는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은
한식 홍보를 위해 한국문화주간 등 각종 계기에 한국음식 판매, 한식 시연, 시식
회 등을 개최하여 한식에 대한 에티오피아인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상기 행사들은 매번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등 현지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5 태권도

현재 태권도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소재한 태권도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총 3만여 명의 태권도 선수가 활동하고 있을 만큼, 에티오피아 내에서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는 스포츠이다. 다만, 주재국의 열악한 재정 사정상 사설 도장이나
전용 체육관은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지난 2015.5월 제1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
으며, 이후 매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10월 대사배-우리 철강 기
업 EKOS 회장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 국기원 시범단이 직접 에티
오피아에 방문,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동 대회에는 에티오피아 전국내 총
270여명의 태권도 선수가 출전하고 5백여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하는 등 현지에
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아울러, 2016년 이래 우리 국기원에서 태권도 사범 1명을 에티오피아 태권도
협회에 파견하였으며, 현재 에티오피아 내 태권도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로, 이
러한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한국을 “형제, 자매의
나라”로 인식하며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반세기 만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고 우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세계신기록
보유자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
라, 자동차, 휴대폰 및 가전제품 등 전 분야에서 한국 제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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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 동호회 현황

아프리카 •중동

에티오피아 내에 개별 활동하던 한류문화 팬들이 모여 2011년 첫 동호회
(“Korean Fan Club in Ethiopia”)를 결성한 이후 현재 텔레그램 및 왓츠앱,
페이스북 등 SNS에서 전반적인 K-pop 및 개별 가수 팬클럽 등 다양한 동호회
를 결성하여 활동(주로 비공개)하고 있다.
1 Korean Fan Club in Ethiopia
성격

한류 동호회

회원 수

11,000여명

웹사이트
세부 활동 현황

www.facebook.com/groups/116578421752731(비공개)
한국문화 및 K-pop 관련 정보 및 소식 공유, 오프라인 모임 개최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제4회 한국문화주간(2019.10.25.~10.29)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은 2018년에 이어 제4회 한국문화주간(Selam(안녕이라
는 인사말)! Korean Week) 행사를 개최, △한국영화 상영(10.25~27) △관저
내 한식 시연 및 오찬 행사(10.26) △국악 공연(10.28~29) 등을 진행하였다.
“공동경비구역 JSA” “베테랑” “히말라야” 등 3편을 상영한 한국 영화제에는
총 700여명 이상의 관객이 모여 작품성과 오락성이 뛰어난 한국영화를 관람하
였다. 한식 시연 및 오찬 행사에는 에티오피아 정부 및 문화계 주요인사, 외교단
및 무관단 등 200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참가, 김치와 김밥을 직접 만들고 한
국 전통음식을 맛보는 등 한국 음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국악 공
연을 위해 우리 공연단인 ‘정가악회’가 에티오피아에 방문,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신나고 즐거운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현지관객과 외국인 관객, 한국관객
모두에게 K-pop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악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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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Quiz on Korea, K-pop World Festival,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에티오피아 내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관
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2018년에 이어 6.8(토) Quiz on Korea 2019 지역
예선,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대사배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였
다. 오전 행사인 한국어말하기대회 및 Quiz on Korea 에는 약 20여명의 에티
오피아 학생들이 참여하여 뛰어난 말하기 실력과 한국과 관련 지식을 뽐내었으
며, 퀴즈온코리아에서도 추가 문제를 푸는 치열한 접전 끝에 헤브론 솔로몬이 9
월 서울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하였다. 오후 행사인 K-Pop
World Festival에는 약 3백여명의 관중이 참여하여 에티오피아내 뜨거운
K-Pop 인기를 보여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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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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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만

1 개황

∙수
∙인

도 : 무스카트(Muscat)
구 : 467만 명(오만인 268만 명, 외국인 199만 명, 2019.11월,
오만 국가통계정보센터 기준)
∙면
적 : 309,500㎢
∙ 민족구성 : 아랍족(대부분 오만 본토 출신이나, 일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 출신 흑인 혼혈,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출신 혼혈,
페르시아 이란 혼혈, 인도 혼혈)
∙종
교 : 이슬람교
(혈통에 의한 종교지도자의 세습을 배격하는 이바디파가 주류)
∙시
차 : 우리시간 -5(GMT+4)
∙언
어 : 아랍어(영어 대체로 통용)
∙ 1인당 GDP : 19,170 미 달러(2018년, IMF)
∙ 우리나라와의 교역 : 총 교역액 35억 미달러
(수출 7억 미달러, 수입 28억 미달러, 2018년)
∙ 국 경 일 : 11월 18일(국왕탄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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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중동-인도-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 신밧드의 출발지
걸프해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은
서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으로 예멘, 북서쪽으로 UAE에 접해 있고, 바
다를 사이에 두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에 면해 있다. 19세기 들어 동아프리카
지역(몸바사, 잔지바르)까지 지배하는 등 해상제국으로 도약하는 전성기를 맞았
음. 19세기 말에는 사실상 영국의 피보호국이 되었고, 이후 쇄국정책으로 고립
되었으나, 현 카부스 국왕이 경제 발전 및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온 바 현 국왕의
치세를 ‘르네상스’라 부르고 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항해 모험담의 주인공인 ‘신밧드’는 오만 북부 바
티나 지방에 위치한 오만 제3의 도시 소하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하
르는 중세시대에 오만 해상무역의 중심지이자 조선소가 있었으며, 아프리카, 인
도,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상선들이 출발하는 항구로 아랍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한다. 뱃사람 신밧드에 대한 오만인들의 애정은 국적항공사 Oman
Air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신밧드로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중세 유향 무역의 중심지
오만 국토의 82%는 사막이나,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드물게 산악지대가 국토
의 15%를 차지한다. 오만 남부의 살랄라 등 도파르 지방은 6월~9월 사이에 안
개비가 내리는 몬순기후로 식생이 가능해 대추야자, 바나나, 망고 등이 재배되
며 주변국과 유럽인들의 휴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파르 지방은
유향(frankincense)의 주요 재배지로 유명하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들이 황금, 몰약과 함께 예수에게 선물할 정도로 귀중했던 유향은 고대 종교행
사의 필수품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주요 행사 및 일반 가정에서 유향을 피우는
문화가 있다.

(3) 비교적 관대한 이슬람 문화
이슬람 국가인 오만은 주요 국가시책도 이슬람 정신에 근거해 수립하며, 이슬
람 율법(샤리아) 체계가 국내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오만의 이슬람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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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력은 매우 미미하며, 외교적으로 친서방 온건노선을 표방하고, 타종교의
예배를 허용하는 등 비교적 관대한 편이나 타종교 포교는 법으로 금지된다. 다
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슬람교도인 오만인들은 라마단(금식월)
기간에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을 하며, 외국인들도 이 기간에는 공공
장소에서의 취식이 금지된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오만은 이슬람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부족/대가족 중심 사회로, 가부장적
권위가 유지되는 보수적인 사회이다. 정치적으로는 서방 국가들과 우호협력 관계
를 맺고 있으나, 반이슬람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열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웹사이트 방화벽, 영화 사전검열 등). 따라서, 이슬람 문화나 가치를 거스르
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한류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연 등 문화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에 오만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사 일시, 내용, 참가자 및 오만 내 반입물품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화제도 사전 검열을 거친 후에야 상영이 가능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나친
성적 표현 및 이슬람 가치에 거스르는 부분은 삭제되거나 방영이 불가능한 경우
도 있어, 사전에 소재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수적인 오만 사회는 공공장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행사를 개최
하는 경우가 많고, 함께 하더라도 남성･여성 좌석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사 개최 시 여성 참가자 및 관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류 붐이 형성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드라마, K-Pop을 좋아하는 젊
은 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오만 청년들이 한국동아리 ‘OK
Nuri’를 창설하여 한국문화 공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만 내 한국
관심층은 주로 위성방송 및 인터넷으로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며, KBS World,
Arirang TV 등을 통해 한국드라마 및 한국 뉴스 등 정보를 얻고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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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가 어린이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에 유용하다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현지

아프리카 •중동

태권도클럽이 무스카트에 10여개, 전국적으로 15여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
으며 태권도 수련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중동 지역은 위성TV를 통해 인근 국가에서 방영되는 한국드라마를 접할 수 있
으며, 오만에서는 최초로 2009년 민영방송 Marjan TV에서 우리 드라마〈해신〉과
〈별은 내 가슴에〉를 아랍어 더빙으로 연속 방영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이슬람권 드라마만 방영하던 오만 국영 TV가 동아시아권 최초로
우리 드라마 〈상도〉를 선정, 매일 저녁 1시간씩 두 달간 방영하였고, 이어서
2014년에는 한국 메디컬 드라마 〈제3병원〉을 방영하였다. 유튜브(Youtube), 위
성방송 KBS World 채널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애호가도 늘고 있다.
2 영화

2017년 ‘인천상륙작전’이 오만 극장에 개봉되어 우리 영화를 알린 바 있다.
오만대사관은 소재와 작품성을 고려해 매년 2편 정도의 최신 영화를 선정, 시내
극장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꾸준히 우리 영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연례행
사로 자리 잡아 한국 영화 애호가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3 K-Pop

오만 내 K-Pop 애호가들은 유튜브(Youtube)등을 통해 우리 K-Pop 동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등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
를 얻고 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오만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으며, ‘오만스
타일’이라는 패러디물이 유튜브(Youtube)에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BTS,
엑소, 트와이스 등 인기 아이돌 팬을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영화관에서 콘서트
동영상 상영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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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오만의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 중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무스카트와 부라이미에 있는 한글학교 2곳과 무스카트에 있는
사설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 학생들도 있다.
5 태권도

오만인 태권도 사범이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클럽이 무스카트에 10여개, 전
국적으로 15여개가 있으며, 주오만대사관은 태권도 저변의 확대를 위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2013.5월, 2017.11월, 2019.11월), 주오만대사배 태권도
대회(2015.10월 제1회, 2017.11월 제2회, 2019.11월 제3회) 등을 개최하였고,
2015년 한국인 태권도 사범 2명이 오만 경찰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교육하기 시
작하여 2019년 11월 현재 총 22명의 한국인 사범이 오만 경찰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드라마의 소재나 내용이 우선 재미있고, 대부분 선정적이거나 범죄 등을
다루는 서구 드라마와 달리 가족 중심의 스토리가 많고 오만의 가족 중심 문화
와 유사한 점이 많아 공감을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K-Pop의 경우, 멜로디와
가사가 좋고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들의 외모 및 무대매너가 훌륭하다고 판단해
인기가 높다.
아울러, 우리 유수기업들이 석유화학, 정유, 건설, 담수, 발전, 수리조선소 등
많은 분야에 진출해 오만의 해안선을 변화시키고, 내륙의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오만과의 우호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오만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양국민
간 교류를 증대하고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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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 동호회 현황

아프리카 •중동

(1) 일반 현황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오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동호회 ‘OK Nuri’
(회원 약 200명)를 2016.12월 창설하고 회원 간 정기 모임을 통해 K-Pop 댄
스, 한국 퀴즈대회, 한국음식 경연대회 등 자체 행사를 활발히 펼쳐오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동호회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 문화 정보를 공유하
고 있다. 주오만대사관은 한국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음식, 한국홍보자료
를 제공하는 등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BTS, 엑소, 트와이스 등 인기 아이돌의 현지 팬들이 동호회를 결성하여
K-Pop 정보 및 소식 공유 등 자체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 중 BTS 팬클럽이
규모가 가장 크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오만 최고 국립대학인 술탄카부스(Sultan Qaboos)대학 영어번역동아리는
매년 진행하는 국가의 날 문화행사 계기에 2014년에는 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
하여 한국문화주간을 개최했다. 한국문화, 역사, 과학과 기술, 전통과 관습 등
12개 분야 전시부스를 설치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주오만대사관도 한국 관련 각
종 자료, 전시물품, 시식용 한국음식을 지원하였다.
무스카트에 소재하는 Higher College of Technology의 문화클럽 회원들은
2015년 두 차례 대학 내에서 한국 관련 Open Day 행사를 개최하였고, 니즈와
대(Nizwa University) 문화그룹 회원들도 대학 내에서 2015년 Korean Open
Day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퀴즈, K-Pop, 한국음식 시식 등 행사를 진행하였으
며, 주오만대사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시식용 한국음식을 지원하였다.
오만 내 일부 대학에서 한국문화클럽을 만들었으나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보
이며, 대학생들이 한국 관련 행사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대
사관에서도 한류동아리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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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호회별 현황
1 OK Nuri
성격
회원 수

한국문화 동호회
약 200명

웹사이트 주소
(또는 연락처)

www.instagram.com/o.knuriclub

세부 활동 현황

한국 관련 정보와 소식 공유, K-Pop. 한식 등 한국문화 행사 개최

2 BTS 팬클럽
성격
회원 수

K-Pop 동호회
약 110명

웹사이트 주소
(또는 연락처)

www.instagram.com/omanarmyclub

세부 활동 현황

BTS 관련 정보와 소식 공유, 댄스 행사 등 개최

3 엑소 팬클럽
성격
회원 수

K-Pop 동호회
약 40명

웹사이트 주소
(또는 연락처)

www.instagram.com/Exo_Oman

세부 활동 현황

엑소(EXO) 관련 정보와 소식 공유, 댄스 행사 등 개최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2016년 한국문화 행사
1 매력한국알리기 문화 공연

주오만대사관 신축 청사 개관식 겸 국경일 리셉션을 11월 1일 대사관 청사에
서 개최하면서 한국의 가곡 및 가야금, 피리로 구성된 전통악기 연주 공연을 선
보여 오만 고위층, 외교단, 주재국 경제인 등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음악의 아름
다움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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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군악대 오만 왕립 오페라하우스 공연

아프리카 •중동

한국 군악대가 전통무용단과 함께 오만 왕립 오페라하우스(Royal Opera
House Muscat) 초청으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만 오페라하우스 군악제에
참가하여 기상 넘치는 군악 공연과 더불어 전통무용을 선보임으로써 많은 오만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 2017년 한국문화 행사
1 세계음식축제 참가

주오만대사관은 오만 자선단체가 3월 30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세계음식축제에 참가, 김치, 김밥, 잡채 등 7종의 한식을 선보여 방문객
들의 호평을 받았고, 또한 오만 태권도클럽 소속 수련아동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스테이지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보였다.
2 한국주간 행사

2017 한국주간(Korea Week) 계기 10월 30일 대사관 청사에서 개최된 국
경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6인의 우리 젊은 음악가 및 무용가로 구성된 ‘모꼬지’
앙상블이 10월 31일 영국국제학교 공연장에서 우리 가곡, 전통음악, 부채춤 등
을 선보였으며, 11월 1일과 2일에는 무스카트 그랜드몰 극장에서 한국영화 <국
제시장>, <로봇소리>를 상영, 우리 현대사와 문화에 대한 오만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냈다.
3 제2회 주오만대사배 태권도대회

주오만대사관은 오만태권도위원회와 협력하여 11월 4일 무스카트 ‘Sultan
Qaboos Sports Complex’에서 태권도클럽, 오만 경찰, 국방부 등 각계각층
태권도 인구가 참가하는 제2회 주오만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 제1회 대회 보
다 참가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총 600여명의 선수와 관중이 대회장을 찾았으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특별시범 공연까지 펼쳐 주재국 내 태권도에 대한 관심
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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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한국문화 행사
1 한식홍보 활동

주오만대사관은 오만 자선단체가 3월 10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세계음식축제에 참가, 김치, 김밥, 잡채 등 한식을 선보여 4,000여명 방
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10월 30일 국경일 리셉션과 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전을 개최하여 주요 인사 대상 한식 홍보와 함게 우리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aT센터)의 현지 수출상담도 실시했다.
2 한국주간 행사

2018 한국주간(Korea Week) 계기 10월 30일 대사관 청사에서 개최된 국
경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6인의 우리 젊은 음악가 및 무용가로 구성된 ‘모꼬지’
앙상블이 10월 31일 Bait Al Zubair 박물관 공연홀에서 전통음악, 무용,
K-POP 등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으며, 11월 1일과 2일에는 무스카트
그랜드몰 극장에서 한국영화 <대동여지도>를 상영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
고, <부산행>를 상영,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3 서울시-무스카트시 우호도시 결연

주오만대사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및 서울시청, 무스카트 시청과 협력하
여, 2018년 9월 3일~7일간 Mohsin Al Shaikh 무스카트 시장의 한국 방문을
지원하였다. 동 방문 계기, 서울시와 무스카트시는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호 도시로 결연하였다. 이후 스마트시티 등 주요 정책관계자의 상호 방문, 서
울시 무용단의 2019 무스카트 페스티벌 참가 등 양국 수도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4) 2019년 한국문화 행사
1 서울시 무용단의 2019 무스카트 페스티벌 참가

서울시 무용단은 오만 수도 무스카트의 최대 축제인 무스카트 페스트벌에서
1월 10일 – 14일간 전통장구춤 공연(총4회)을 선보였으며, 역동적인 공연으로
행사장에 운집한 오만 국민, 외국인 관광객, 현지 교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동 서울시 무용단의 오만 파견은 2018.9월 서울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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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트시 우호도시 결연 이래 양국 수도간 최초의 문화/예술 교류 협력 사업이다.

아프리카 •중동

2 한국주간 행사

2019 한국주간(Korea Week) 계기 11월 5일 호르무즈 호텔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우리의 청년 아티스트 공연팀 ‘라온’이 11월 6일 Bait Al
Zubair 박물관에서 우리의 전통음악/무용, 현대 음악을 절묘하게 구성한 퓨전
공연을 선보였으며, 11월 1일과 2일에는 무스카트 그랜드몰 극장에서 한국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두근두근내인생>를 상영,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전세계 공통의 가족사랑에 대한 오만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냈다.
3 제3회 주오만대사배 태권도대회 및 2019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

주오만대사관은 오만태권도위원회와 협력하여 11월 8일 – 9일 양일간 무스
카트 ‘Sultan Qaboos Sports Complex’에서 태권도클럽, 오만 경찰, 국방부
등 각계각층 태권도 인구가 참가하는 제3회 주오만대사배 태권도대회 및 2019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를 개최되었다. 제1회 대회(약 80여명), 제2회 대회(약
120명)보다 크게 증가한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하루동안 개최되었던 지
난 대회와는 달리 양일간 개최되었고, 2,000여명이 넘는 누적관중이 대회장을
찾았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특별시범 공연까지 펼쳐 주재국 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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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암만(Amman), 인구 약 432만 명(2018년 추정치)
인
구 : 약 1,030만 명(2018년 추정치)
면
적 : 89,342㎢(남한의 약 90%)
민족구성 : 아랍인, 소수민족(아르메니아인, 체첸인, 카프카스인 등)
종
교 : 이슬람교(수니파) 92%, 기독교 6%, 기타 2%
시
차 : 우리시간 -7(서머타임시 -6)
언
어 : 아랍어(영어도 통용)
1인당 GDP(’18년 기준) : 약 4,102미달러
수출입 현황(’17년) : 총 교역 약 279.5억 미달러
(수출 74.9억 미달러, 수입 204.6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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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중동지역 문화유산의 보고
요르단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일컫는 레반트(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
크 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천 년 오랜 역사를 간직한 중동지역 문화유
산의 보고이다.
성서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기독교 유적과 기원전 시대의 암석도시 페트라,
로마시대의 유적인 제라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해, 영화 마션에 등장하는 와
디럼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2) 동서 문명의 교차로
요르단은 아프로-유라시아 세계의 교차로에 자리하고 있다. 서로는 팔레스타
인, 이스라엘을 지나 지중해와 유럽, 아프리카로 연결되어 있고, 남으로는 홍해
와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 인도양으로 통한다. 동으로는 이라크를 통해 아시아로
향하고, 북으로는 시리아,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요르단 남단의 아
카바만에는 수십 킬로미터를 두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가
붙어 있고,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요르단을 거쳐 메카로 들어간다.

(3) 인적자원이 훌륭한 나라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중동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
이다. 요르단은 중동평화 유지를 위해 전통적으로 서방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새롭게 강화하고 있
다. 요르단 국민은 중동지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우수
한 인적자원은 천연자원과 수자원이 부족하여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르단의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현지 문화
∎ 언어

공식적인 언어는 아랍어이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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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등 공식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 음식

요르단은 현지 음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음식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전통 음식으로는 훔무스(Hummus, 병아리콩과 올리브를 섞어 만
든 음식), 팔라펠(Falafel, 병아리콩과 다양한 재료를 섞어 둥근모양으로 튀긴
음식) 및 양고기와 요구르트로 만든 만사프(Mansaf) 등이 유명하다. 팁 문화의
경우, 요르단의 대부분 식당은 음식 값 외에 부가세 16%와 봉사료 10%를 함께
계산하지만, 추가 봉사료를 별도로 요구할 때도 있다.
∎ 비즈니스

요르단 업체와 비즈니스 관계 형성은 일명 와스따(중간인)라고 불리는, 혈연
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지인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민간부
문 뿐 만 아니라, 정부 입찰 등 정부 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 미팅
시 상대 파트너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잦으므
로, 사전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종교

요르단의 공식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헌법을 통해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하여 기타 종교 활동이 가능한 편이다. 하지만
이슬람 관련 신성모독이나 선교행위는 금지대상이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부 종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여성들은 스카프나 소매가 긴 옷 등으로 몸
을 가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이름표기

공식 이름은 본인 이름-아버지 이름-할아버지 이름-가문 이름(성)으로 총 네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공식 문서에는 이 모두를 기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
만 대화를 할 때에는 본인 이름을 주로 사용하거나 ‘누구 아버지’ 든 간편한 호
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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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요르단 내 한류는 초기 확산단계지만,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
며, 수년전 Korea TV 등을 통한 위성 채널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겨우 접할 수
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Youtube 등 인터넷 SNS 매체를 K-Pop 등 한국 문화
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주요르단대사관은 교육･공연･전시 등 분야의 한국 문화
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 한류 동호회
Jordan K-Pop Lovers는 온오프라인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K-Pop 문화 활
동을 실시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요르단 10대 및 2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K-Pop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지 한류 동호회 Jordan K-Pop Lovers는 2014년부터 주요르단
대사관 후원으로 매년 K-Pop World Festival 요르단 지역 예선을 주관하고 있
으며, K-Pop 팬미팅･플래시몹 등 자체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2 한국어

정식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요르단국립대학교는 한국어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르묵대학과 하쉬마이트 대학은 교양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주요르단대사관은 2014년 요르단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건물에 코리아코너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보재를 지원 중에 있으며, 요르단대학교와 함께 매년 두 차례
한국어능력시험(TOPIK)를 시행하는 등 한국어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방송

요르단 국영방송 JRTV를 통해 한국드라마 ‘대장금’(2011년), ‘상도’(2012년)
방영된 바가 있으며, 최근 현지 민영방송 Roya TV는 ‘푸른 바다의 전설’(2018)
을 상영하였다. 또한 Roya TV는 드라마 ‘시그널’과 ‘구르미그린달빛’ 방영을 위
해 주요르단대사관과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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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

요르단 영화 상영관은 다수의 미국 헐리우드 영화 및 기타 아랍국가의 영화
를 상영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상영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르단대사관은 매년
한국영화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주재국 왕실영화협회(Royal Film
Commission)과 함께 제14회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영화 3편(택시운전사, 국
가대표2, 살인자의 기억법)을 상영하였다.
5 한식

최근 요르단 마켓에는 라면 및 과자 등 이슬람 율법에 맞춘 할랄 가공식품들
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한식당 및 한인게스트하우스를 통해 한식
을 접할 수 있다. 주요르단대사관은 한식시연회, 국경일 행사 등을 통해 주재국
주요 인사들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6 태권도

태권도는 요르단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 요르단은 중동 내 태
권도 강국이며, 2016년 Rio 올림픽에서 요르단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종
목도 태권도이다. 주요르단대사관은 2020년 국기원의 태권도 사범을 현지 기관
에 교육관으로 파견하는 등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미디어 및 SNS를 통해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접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BTS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Pop 아이
돌 문화, 예능과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현지 10대와 2･30대 여
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주요르단한국대사관은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을 통해 한류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삼성･LG 등 우리 기업도 사해 및 암만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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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Jordan K-Pop Lovers는 2011년 9월 K-Pop을 좋아하는 10대~20대 여학
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동호회 활동 및 K-Pop 문
화를 공유하고, 최근에는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K-Pop 활
동을 진행 중이다.

(2) 동호회 현황
1 Jordan K-Pop Lovers(페이스북 페이지)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좋아요 15,012회(2019년 11월), 팔로우 15,203명(2019년 11월)

웹사이트

www.facebook.com/Jordan.kpop.lovers
www.youtube.com/user/KpopInJordan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 연예인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행사 단체관람
∙ (오프라인) 매년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전 주관(주요르단
대사관 후원), 자체 K-Pop 팬미팅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제6회 대사배 자타리 시리아 난민캠프 축구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4.8.(월)~4.23(화) / 자타리 시리아 난민 캠프 태권도

아카데미 축구장
∎ 주최 및 주관 : 주요르단대사관 / 자타리 태권도아카데미(ZATA)
∎ 참가팀 : 자타리 시리아 난민 캠프 구역별 12개 축구팀
∎ 행사 내용 : 자타리 시리아 난민 캠프 구역별로 12개 팀을 구성하여 2주 동

안 예선 및 결승전을 개최함. 동 축구대회를 통해 시리아 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등 시리아 난민, 주재국 난민캠프 관리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게 큰
호응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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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K-Pop World Festival 요르단 지역예선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7.27.(토) / Cultural Palace
∎ 주최 및 주관 : 주요르단대사관 / Jordan K-Pop Lovers
∎ 참가팀 : 총 10개팀(댄스 6팀, 가창 3팀, 랩 1팀)
∎ 행사 내용 : 7.12(금) 사전 오디션에 총 45개팀(총 72명)이 신청하여 10개

팀을 선정한 후 7.27(토) 본선에서 약 1,000명의 관중이 관람하는 가운데 경
연을 진행함.

(3) 2019 한국주간행사 비보이 초청 공연(Show Passion Korea)
∎ 일시 및 장소 : 2019.10.1.(화) / Al Hussein Cultural Center
∎ 주최 및 주관 : 주요르단대사관
∎ 공연팀 : 비보이팀 퓨전엠씨(Fusion MC)
∎ 행사 내용 : 주재국 문화예술계 인사, 현지 한류 동호회 회원, 외교단, 재외동

포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분량의 세계적인 비보이 공연을
선보임.

(4) 제14회 한국영화제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11.17.(일)~11.19(화) / Rainbow Theater
∎ 주최 및 주관 : 주요르단대사관 / Royal Film Commission
∎ 상영작 : 택시운전사, 국가대표2, 살인자의 기억법
∎ 행사 내용 : 주요르단대사관은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현지 Royal

Film Commission과 함께 주재국 문화예술계 인사 및 한국 문화 애호가, 외
교단,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제14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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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
:
:

캄팔라
3,957만명(’17.7 CIA)
241,038km²(남한의 2.4배)
Baganda(16.5%), Banyankole(9.6%), Basoga(8.8%),
Bakiga(7.1%), Iteso(7%), Langi(6.3%), Bagisu(4.9%),
Acholi(4.4%), Lugbara(3.3%), 기타(32.1%)(2014년)
종
교 : 개신교(45.1%), 가톨릭(39.3%), 이슬람(13.7%),
기타(1.6%), 무교(0.3%)(2014년)
시
차 : 우리시간 –6(UTC/GMT+3시간)
언
어 : 영어(공용어), 루간다어
1인당 GDP : 643불(’18년 World Bank)
우리나라와의 교역 : 2,524만불(’18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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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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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는 윈스턴 처칠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천혜의
기후와 비옥한 토지, 광활한 녹초로 덮여 있다. 또 세계에서 2번째로 크다는 빅
토리아 호수와 같은 풍부한 수자원과 다양한 광물자원, 그리고 최근에는 원유까
지 발견될 만큼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다. 옥토가 비옥하여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 동물인 마운틴고릴라로 유명한 브윈
디 국립공원, 만년설이 존재하는 르웬조리 국립공원, 사파리로 유명한 머치슨
폭포 국립공원과 퀸엘리자베스 국립공원, 엘곤산 국립공원 등 푸르른 울창함을
자랑한다.

(2) 56개 부족의 다양한 모습
우간다에는 56개의 각기 다른 부족이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다. 공
통적으로는 아프리카 특유의 흥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많은 부족이 공존하기 때
문에 각 부족 고유의 춤과 음악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부족별로 보이지 않는 계
층이 존재하여, 수도에서 직업을 구할 때 범위가 한정되기도 한다. 일례로 운전
기사나 경비는 테소 부족이 많다고 하고, 길거리에서 껌이나 전화카드를 파는
일은 까라모종 부족이 많다고 한다.

(3) 씨족중심사회-공동체 사회
역사적으로 국가 중심이 아닌 부족 중심으로 발전해온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고아가 발생할 경우, 친척들이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호칭에 있어서도 사촌 간에도 사촌
(cousin)이라 표현하지 않고 형제(brother), 자매(sister)로 표현한다. 씨족이 마
을을 이루기 때문에 관혼상제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함께 일구어낸다. 전통 관
습에 따라 시골 지역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 공동체 중심적이라 다른 사
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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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와 보수적 문화
80% 이상이 기독교 인구(개신교(45%), 가톨릭(39%))인 만큼, 기독교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행사시 기도나 예배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사상이 있는데,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그 문화가 존
재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악수할 수 없고, 여자는 무릎을 꿇고 우러러 악수
한다.
영국식민지 시절에 들어온 관습이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식민지 이후 많은
인도인들이 잔류함에 따라 인도식 문화의 영향도 나타난다. 형식과 절차를 매우
중시하며, 파티와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5)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타문화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로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행사에서 뷔페로 한식
을 함께 대접하는 경우에 직접 권하지 않는 이상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의 경제발전이 알려지면서, 한국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
다. 2012년부터 마케레레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20여 명의 학생
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우간다 내 태권도 수련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Citizen TV에서 2003년 <대장금>과 2007년 <커피프린스>를, 우간다
Bukedde TV에서 2016년 <사랑에 미치다>를 상영하였으며, <주몽> 등 다양한
한국드라마 DVD가 유통 중이다.

(2)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공동체와 정을 중시하는 아프리카의 정서가 한국적 정서와 일맥상통하여, 드
라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국이라는 역사적 공통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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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한국 사극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Afro-beat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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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이 한국의 타악기 리듬과 흡사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현재 파악되고 있는 동호회가 없으나 한국어 강좌 수강생, KOICA 연수동창
생, 우간다 새마을중앙회를 중심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5 초근 주요 문화행사
∎ 2015년 7월 한-우간다 미래 지도자 포럼
∎ 2015년 10월 국경일행사/한식홍보행사
∎ 2015년 11월 대사배태권도경진대회, 한국 영화제 행사
∎ 2016년 4월 한국문화홍보행사 : 우간다 현지초등학교 대상, 태권도･문화전시･

강연회 등 개최
∎ 2016년 5월 대통령 방문 계기 한국문화공연 행사
∎ 2016년 6월 외교단 부인회 초청 한국도자기 소개 행사
∎ 2016년 12월 한-우간다 친선의 날, 대사배태권도경진대회
∎ 2017년 5월 한국문화주간 : 한국 문화의 날･대사배태권도경진대회･한국영

화제
∎ 2018년 10월 한국문화주간 : 한국 문화의 날･대사배태권도경진대회･한국영

화제
∎ 2019년 4월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재외예술인 초청 음악회 및 문화행사
∎ 2019년 9월 KPOP 경연대회, 대사배태권도경진대회
∎ 2019년 10월 이강가 한국문화의날 행사, 한국전통문화 체험 행사
∎ 2019년 11월 한-우간다 친선의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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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인구 681만 명, 2018년)
약 3930만 명(2018년)
약 44만㎢
아랍족(75~80%), 쿠드르족(15%), 투르크 및 아시리아족 등
기타(5~10%)
종
교 : 이슬람교 97%(시아파 60~65%, 수니파 32~37%),
기독교 등 기타 3%
시
차 : 우리나라 -6시간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드지역 공용어)
1인당 GDP(’18년 EIU기준) : 17,121 달러(구매력평가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기준) : 총 교역 114.8억 미달러
(수출 19.1억 미달러, 수입 95.7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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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수메리아 문명)의 발상지

이라크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 특징 중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원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두 강은 이라크를 북에서 남
으로 가로지르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뜻한다. 세계 4대 문명 발원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쐐기문자, 최초의 서사
시인 “길가메시 서사시” 등으로 잘 알려진 수메르 문명(기원전 3,500~2,000
년), 인류 최초의 성문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로니아 문명(기원전
1,850~1,169년) 등이 꽃을 피웠다. 지금은 ISIS 근거지 중 하나로도 잘 알려진 모
술(Mosul)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이뤘던 아시리아 제국(기원전 1,169~612
년)과 “바벨탑” 및 “공중정원”으로 유명한 신바빌로니아 제국(기원전 612~538년)
도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융성했다. 이라크인들은 자국이 이와 같은 고대 문명의 발
원지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며, 지금도 바그다드 시내에 위치한
바그다드 박물관에서는 수메르인들과 바빌론 시대의 유물을 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이후 페르시아 세력에 의한 지배, 기원전 4세기 이후 알렉산더
대제가 이끌었던 마케도니아 세력에 의한 지배 등을 거쳐, 이라크의 문화가 다
시 부흥기를 맞게 된 시기는 8세기 압바스 왕조가 현재 바그다드 지역을 수도로
삼기 시작할 때부터다. 바그다드는 페르시아어로 “신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압
바스 왕조의 칼리프 만수르가 수도를 이곳으로 이전하며 붙인 이름이다. 이후
13세기 몽골 제국에 의해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압바스 왕조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라크에서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가미된 독창적인 이슬람 문
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몽골 제국에 의한 지배가 끝난 이후 16세기 이후부터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다 지금의 이라크가 되었다.
2 다양한 종교, 부족, 그리고 문화

또 다른 이라크의 문화적 특징은 이라크가 종교, 민족, 부족적으로 매우 다양
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다. 먼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도가 인구의 97%를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 무슬
림으로 볼 수 있으나, 무슬림 중에서도 시아파가 60~65%, 수니파가 35~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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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 민족 측면에서는 다수를 이루는 아랍인(70~80%), 쿠르드족
(15~20%) 이외에도 투르크, 아시리아족, 아르메니아인, 만다야교, 야지디족 등
다양한 소수 민족이 공존한다. 아울러, 이라크 사회는 부족 사회의 성격이 강하
다. 특히 많은 아랍계 이라크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과거 17세기 이전에 있었
던 9개의 부족 연합 중 하나라고 추측하며, 그 부족의 전통과 규칙을 계속해서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기타 생활 측면의 문화적 특징

이라크에서는 사막 부족의 특성상 손님에 대한 환대가 유별나다. 사막이라는
절박한 환경에서 누구나 길을 잃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 길
잃은 자에게 환대를 베풀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피해 나가기 위한 수
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여 응당 그의 체력 회복을
돕고 보호했다. 이는 아랍인들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도 방문객들은 왕으
로 대우받고 초대한 주인은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러서라도 손님에게 가장 좋
은 것으로 접대한다.
또한 이라크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가족 및 부족 중심의 생활 방식이 두드
러진다. 개인의 삶, 진로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할 때에도 가족 또는 소속
부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을 중시한다.
4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방정부(KRG) 지역

이라크 북부 3개주(아르빌, 술래이마니아, 도훅)에는 550만 명의 쿠르드인들
이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쿠르드 지방 정부
를 구성하며, 여타 아랍족의 중동국가와 달리 쿠르드인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란, 아르메니
아에 걸쳐 약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 소수민족으로 볼 수 있는데, 역
사적으로 쿠르드인은 성서에 등장하는 메데인(Medes)으로 알려져 있으며 11세
기 말의 십자군전쟁에서 이슬람을 구한 영웅 ‘살라딘’ 또한 쿠르드인으로, 민족
적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인들은 이러한 5천만 쿠르드인
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풍부한 석유와 가스매장량을 가지고 경제적 잠재
력과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란을 연결하는 허브(Hub) 지역으로서 앞으로 발
전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문화적 독창성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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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아프리카 •중동

쿠르드지역을 제외한 이라크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전쟁 및 2014
년 ISIS 발발 등의 어려운 국내 정치, 치안 상황으로 인해 외국과의 왕성한 문화
교류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라크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감안
할 때 향후 문화교류 확대시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라크는 이슬람국가로서 이슬람권의 문화교류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정적이거나 종교에 대한 비난이 담긴 영상이나 음악은 금물
이다. 아울러, 인사할 때도 부인 또는 여성가족의 안부는 묻지 않는 등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라크는 선물을 주는 에티켓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손님으로
초대받게 된다면 쿠키, 페스츄리, 초콜릿 한 박스 혹은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이 좋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언제나 환영받으며, 일반적으로 받은 선
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는다.
셋째, 이라크는 예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리를 꼬고 앉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쿠르드지역은 이라크 북부에 위치하며, 아랍권과 다른 쿠르드 고유의 언어,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쿠르드 지역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은 당연
히 존중되지만, 역사적으로 쿠르드인들이 아랍인들의 차별을 받아온 측면이 있
고, 또한 쿠르인들은 주변의 아랍, 터키, 페르시아 문화와 구별되는 자신들의 문
화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아랍어 및 아랍문화와 쿠르드만의 언어 및 문화를
혼동할 경우 쿠르드인들에 대한 실례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1 한류의 상륙 시기

2004년 9월 자이툰부대가 아르빌(쿠르드 지역)에 주둔하면서 다양한 민간 활
동과 한국문화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자이툰부대의 아르빌 주둔으로 시작된
한-쿠르드 관계는 4년간의 치안유지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취약계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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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쿠르드어교실운영, 태권도교실 운영, 한-쿠르드 우정의날행사, 스포츠교류,
도서관건립 등 우리의 다양한 지원활동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신이 주신 선물’
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라크재건사업의 일환으로 KOICA
를 통해 쿠르드지역에 다양한 원조를 하고 있고, 특히 쿠르드 공무원 등 1,500
여명이 한국연수를 경험하는 등 쿠르드지역에 한류를 확산하는데 매우 좋은 기
반이 마련된 바 있다.
2 가장 인기 있는 한류
∎ 드라마 : <달의여인-보보경심려>, <푸른바다의 전설>, <호텔 델루나> 등
∎ 가수 : BTS, EXO, 블랙핑크, 트와이스,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3 한류 파워인물

이민호, 이종석, 박보검, 정해인, 한효주, 한혜진, 전지현, 박신혜 등 한국드라
마 주연 배우 및 BTS, EXO 등 아이돌 가수

(2) 분야별현황
1 드라마

쿠르드지역을 제외한 이라크에서는 2015년 한국 드라마 <당신 참 예쁘
다>(2011), <보고싶다>(2012), <천 번의 입맞춤>(2011), <노란 복수초>(2012)
를 이라크 현지언어로 더빙하는 자발적 한류전파 온라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라크 방송사 Lana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이라크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라크 국민들은 기타 아랍국가 방송 채
널, 각종 한류 인터넷 사이트와 Drama Slayer, Sinamana 등의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달의여인-보보경심려>, <푸른바다의 전
설>, <너도 인간이니?> 등과 같이 2016~2018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뿐만 아
니라 금년에 한국에서 방영된 <배가본드>, <진심이 닿다>, <좋아하면 울리는>,
<킬잇>, <어비스>, <호텔 델루나>등의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고
있다. 이민호, 이종석, 한효주, 한혜진 등의 인기가 꾸준히 높으며 최근에는 박
보검, 송중기, 정해인, 남주혁, 지창욱, 이준기 등의 인기가 상승세에 있다.
쿠르드지역에서는 그간 드라마 <허준>을 비롯하여 2012년 6월 KurdsatTV
에서 <선덕여왕>, KurdistanTV에서 <주몽>을 방영하는 등 경쟁적으로 한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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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를 방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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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자이툰부대의 도움으로 KurdistanTV에서 <겨울연가>, <슬픈 연
가>, <자명고> 3편을 자막을 넣어 방영하였으나 인기가 저조하였고, 2010~11
년도 KurdsatTV가 <대장금>, <동이>, <이산>을 쿠르드어로 더빙, 방영하면서
시청률 80~90%를 기록한 바 있으며 금년 <낭만닥터 김사부>를 방영(9월 종영)
하였으며 현재(11.14 기준)<시그널>을 방영중이다.
2 K-Pop

이라크 청소년의 상당수가 한국의 K-Pop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BTS와
EXO의 인기가 가장 높으며, 슈퍼주니어, 샤이니,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
스, GOT7 등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한편, 최근 TVXQ, W24의 인기가 높
아지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아이돌의 한국 공식 팬클럽에 가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팬덤 문화를 즐기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많은 이라크 청소
년들이 K-POP을 계기로 한국어, 한국 미용, 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한식

아직까지 이라크에서 한국 음식이 유명하진 않지만, K-Pop을 좋아하는 사람
들이나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이라크인들은 김치나 김밥 같은 한국 음식에 대
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구매상의 한계 등으로 현지에
서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에는 한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라크에
는 정식 한식당은 없다.
4 K-뷰티

지난 3년 동안 한국 화장품과 뷰티 제품들은 이라크에서 매우 유명해졌고 이
라크 내 많은 화장품 가게에서 The Face Shop,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과 같
은 한국 브랜드의 마스크 팩과 화장품 등이 수입 판매되는 중이다. 최근에는 온
라인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K-스포츠

태권도는 이라크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로, 이라크 전역에 85개 태권
도 동호회가 있으며 태권도를 가르치는 학교 및 민간 기관은 15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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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문화가 인기 있는 이유
자이툰부대의 4년간의 헌신적인 쿠르드 지원활동과 KOICA 협력사업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며, 한화, 현대, LG, 삼성, 기아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선호도 매우 높아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자연스런 애호분위기가 조성되어 있
다. 또한 한류팬덤(fandom)에 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랍여성들은 한류 커
뮤니티에서 자막더빙, 토론, 오프라인 모임 등의 활동으로 집단정체성을 형성하
며, 팬덤을 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젠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는 점이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드라마의 폭발적인 인
기 배경에는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라는 점과 특히 사극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유교적 성향과 가족가치 존중 등이 이라크 국민의 성향과 잘 부합되
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이라크에는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한국문화 관련 다수의 사이트
가 개설되어 있으나 조직력을 갖춘 동호회라기 보다는 한류팬들이 주로 한국 연예
인, 방송 프로그램, 한국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 가깝
다. 아직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동호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자체 한류 행사나
한국 관련 스터디를 기획하는 등 온･오프라인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1 IKS(Iraq Korean Sarangbang)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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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중심의 한류 동호회

회원 수

3,962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IKS.IQ

세부 활동

∙ (온라인) K-Pop, K-Drama, 한국문화, 기타 아랍국 한류 행사 관련
정보교환
∙ 온오프라인 활동 모두 활발하게 진행중인 한류 동호회로 작년에 이어 올해
3월 자체 K-Pop 행사를 개최한바 있음.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한류 행사 지원 대상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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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ﺍﻟﺜﻘﺎﻓﻪ ﺍﻟﻜﻮﺭﻳﺔ ﻓﻲ ﺍﻟﻌﺮﺍﻕ/한국Kpop
한국 K-Pop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아랍어로 운영되며 페이스북 아이디만 있으면 참여 가능)

회원 수

12,023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iraqkpop94/

세부 활동

∙ (온라인)가수, 드라마, 연예인 관련 정보교환

아프리카 •중동

성격

3 Organization for Korean Studies
성격

쿠르디스탄 한국 문화 동호회

회원 수

2,948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OKS.Kurdistan

세부 활동

∙ K-Pop, K-Drama 관련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한국역사, 한국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한류 행사를 정기적으로 기획함.

4 Iraqi kpop shop ﻣﺘﺠﺮ ﻛﻮﺭﻱ ﻋﺮﺍﻗﻲ
성격

K-Pop관련 연예인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아랍어로 운영되며 페이스북 아이디만 있으면 참여 가능)

회원 수

12,092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iraq.kpop.shop/

세부 활동

∙ (온라인)가수, 드라마, 연예인 관련 상품 판매

5 Taekwondo Acrobatic International School ﺍﻟﻤﺪﺭﺳﺔ ﺍﻟﺪﻭﻟﻴﺔ ﻟﻠﺘﺎﻳﻜﻮﺍﻧﺪﻭ
성격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라크 국제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아랍어로 운영되며 페이스북 아이디만 있으면 참여 가능)

회원 수

60,905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TAIS.Iraq/

세부 활동

∙ 학교에서 진행하는 태권도 수업 영상 업로드 및 태권도 관련 사진 공유
∙ 한국에서 개최하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 수상 경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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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Korean Culture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2019.03.21. / 바그다드 대학교 알하킴홀
∎ 주최 및 주관 : 한류 동호회 IKS(Iraq Korea Sarangbang)
∎ 행사내용 : K-Pop 가수의 노래 혹은 춤 공연을 선보이는 메인행사 외에 한

국 문화에 대한 퀴즈, 한국식 메이크업 시연 등 부대행사 진행
∎ 관련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1EI-dEYhp38

(2) 한-이라크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 문화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9.6.21.(금) 바그다드 대학교 알하킴홀
∎ 주최 및 주관 : 주 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과 현지 한류 동호회 IKS 공동 주관
∎ 행사내용 : KPOP 경연대회(노래/댄스부문) 실시, 한국음식 체험코너, 한국

궁중 의상 판넬 포토존 설치 1350여명 관객 참여
∎ 관련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kFRLpksCXGQ&feature=youtu.be

(3) BTS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 일시 및 장소 : 2019.8.7.-8.9 Iraqi Cinema, Baghdad Mall
∎ 주최 및 주관 : Iraqi Cinema, Baghdad Mall
∎ 행사내용 : BTS 다큐멘터리 영화 “Bring The Soul” 상영
∎ 관련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jKcbIFaU6Co&feature=youtu.be

(4) The Third Korean Festival in Erbil
∎ 일시 및 장소 : 2019.11.30. UKH(University of Kurdistan Hawler)
∎ 주최 및 주관 : 한류 동호회 The Organization For Korean Studies
∎ 행사내용 : 현지인 K-Pop 공연 및 한국 연예인 초상화 그리기
∎ 관련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OKS.Kurd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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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쿠르드 문화 캐러밴

아프리카 •중동

∎ 일시 및 장소 : 2019.8.5. 술래마니아 탈라리 후나르
∎ 주최 및 주관 : 주아르빌분관, Kurdsat TV, 쿠르드교육센터(KEC)
∎ 행사내용 : 한-쿠르드 협연(북과 Daf, 부채춤 및 전통춤), 태권도, K-POP,

양측 시낭송 등
∎ 관련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Korea.Erbil

(6) 한-쿠르드 시낭송의밤(Korea-Kurdistan Poetry Evening)
∎ 일시 및 장소 : 2019.4.23. 자이툰 도서관 대강당
∎ 주최 및 주관 : 주아르빌분관, 자이툰 도서관, 한-쿠르드 친선 클럽
∎ 행사내용 : 양측 대표 시인들의 시를 양측 인사가 낭송
∎ 관련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e1HNFy9zI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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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
:
:

테헤란(Tehran, 인구 850만 명)
약 8,200만 명
165만km²(한반도의 7.5배)
페르시아족(51%), 아제르바이잔족(24%),
길락-마란다란족(8%), 쿠르드족(7%), 아랍족(3%),
루르족(2%), 발루치족(2%), 투르크족(2%), 기타(1%) 등
종
교 : 이슬람(시아파)
시
차 : 우리시간 -5시간 30분(3.21~9.21 서머타임시 –4시간 30분)
1인당 GDP(’18년) : 5,417미달러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수출 23억 미달러, 수입 40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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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이란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대륙 간 통로의 중심이다. 인더스강과 티그리
스강 사이의 이란 고원에 위치하며(북위 25°~40°, 동경 44°~63°) 동서 문명
(Silk Road)의 가교 역할을 했다. 지금도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시아･
유럽･중동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중앙아･서남아 등지로 진출할 수 있는 전
략적 입지조건을 지녔다. 이로 인해 북방 유목민족 문화와 인더스-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흡수, 독특한 복합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란인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페르도시･사디･하페즈･
루미 등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시인을 민족의 영웅으로 숭상한다. 일상 속에서
시를 즐기는 국민들이다. 앵커가 뉴스를 전하기 전에 시 한 수를 읊기도 한다.
2014년 10월 <퀴즈 온 코리아> 이란 대표 출전자는 사회자가 결선 진출을 자축
하는 장기자랑을 보여 달라고 하자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읊었다.
다양한 인종의 복합민족국가이지만, 인구의 90% 이상이 시아파 이슬람을 믿
는다. 이 같은 종교적 연대로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한다. 과거 셀주크 투르크나
몽고 등 이민족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도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덕
분이라고 한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생활 전반에서 이슬람화가 촉진됐다.
아직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적 문화요소(조로아스터교)도 여전한데 노루즈(신
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란은 정교일치 체제다. 이슬람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이다. 이슬
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란을 이해할 수 없다. 휴일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목요
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이다. 모든 생활을 이슬람 법률에 따른다. 법률을 제정･
시행할 때도 이슬람 율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이슬람의 소수파인 시아파(Shiah : 추종자)는 다수 수니파(Sunni파 : 전통주
의자)와 대립하고 있다. 이는 예언자 모하마드(Mohammad) 사후 후계자 선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아파는 다수에 의해 추대된 칼리프(Caliph)에
반발했다. 시아파는 모하마드와 혈통관계에 있는 알리(모하마드의 사촌이자 사
위)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탄생했다.
이란은 다양한 식생으로 먹거리가 풍성해 사시사철 제철과일을 싸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에 따라 날 것이나 비늘 없는 해산물(뱀장어･조개 등)
은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개고기는 금기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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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신체가 많이 노출되는 스포츠는 이성의 관람을 금지
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9년 10월부터 38년만에 이란 여성도 축구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승마･육상･레슬링･사격 등이 활발했다. 태권도는
이란에서 레슬링에 이은 제2의 국기(國伎)이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제2의 태권
도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다. 사산왕조 이후 ‘폴로 경기’가 성행했다.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과 인구,
넓은 국토 및 전략적 입지조건, 인적자원의 질(인구의 2/3 이상이 고등교육 수
학)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 석유･가스 자원의 보고인 페르시아만･카스피해에
걸쳐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석유수송량의 약 1/3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Hormuz) 해협과 페르시아만이라는 전략적 거점지역에 자리했다. 때문에 ‘석유
의 시대’ 이후 열강이 앞다퉈 차지하려는 경쟁을 펼쳤다.

(1) 세계유일의 이슬람 신정국가
1907년 러시아･영국은 이란을 양분했다. 이어 이란은 1911년 제1차 세계대
전 중 영국･러시아･오스만제국에 의해 점령당했다. 영국은 1919년 사실상 이란
을 보호령화했다.
1925년 레자 샤 팔레비(Reza Shah Pahlavi, ~1941)로 등극한 레자 칸
(Reza Khan)은 이란의 근대화에 주력했다. 1936년 차도르의 착용을 금지하고
서양복식을 장려했다. 1941년 팔레비 국왕 즉위 후 이란은 연합국의 병참기지
가 됐다. 종전 후 석유 국유화를 주장하는 국내 요구가 비등했다. 모사데그
(Mossadeq)가 총리에 임명됐다. 이에 미국은 1953년 영국과 함께 모사데크 정
부를 전복시켰다. 팔레비 왕조의 비민주성･빈부격차･서구화(이슬람 전통의 무
시) 등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78년 벽두부터 반정부 시위와 유혈진
압의 악순환이 시작되어 팔레비는 결국 1979년 1월 미국으로 떠났다. 다음 달
프랑스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가 귀국해 이로써 왕정이 종식됐다.
1979년 이슬람혁명은 이란 역사상 최초로 민중 봉기로 지배자를 교체한 사
례이다.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을 국체로 채택했다. 이란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이
탄생했다. 이란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은 이슬람 혁명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형식상 3권
(입법･행정･사법)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신정주의 원칙에
따라 이 3권에 우선한다. 이슬람 신정주의(theology)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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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치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중동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보수파 아흐마디네자드 후보가 저소득층의 압
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후 이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가 진행됐다. 2012년
3월 제9대 총선에서 주요 개혁세력이 불참한 가운데 집권 보수 세력이 압승을
거뒀다. 2013년 6월 대선에서 중도파인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 2017년 5월 연
임에 성공했다.

(2)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이란은 이슬람에 의한,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나라이다. 어떤 문화행사도
이곳 문화종교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국음식축제와 같이 비정치적･비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도 이곳 외교부와 경찰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
처의 승인을 받은 행사를 다른 권력기관･정보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산시
키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란)의 법과 풍습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문화상대주의
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인샬라’(신의 뜻대로) ‘인저이란’(이곳은 이란입니다)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이란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핑계와
변명이 많다. 일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 이 모든 문화 차이에 대한 끈질긴 견딤
의 자세가 없이는 어떤 문화 교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과 페르시아의 문화 교류는 멀리 1,200년 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 문화가 통일신라에 유입됐다. 신라 향가 ｢처용｣의 주
인공이 페르시아 상인이라는 ‘학설’도 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
기들이 페르시아 설화라는 주장도 많다. 당시의 페르시아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그토록 많은 설화를 보유하고 집대성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962년 수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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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동진출 과정에서 이란 내 건설시장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2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밤낮없이 피땀을 흘려 양국관계의 기반을 닦았다. 두 나라는 이런 우
호 관계의 상징으로 1977년 서울과 테헤란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지
정했다.
수교 40주년인 2002년에는 테헤란에 한국광장(2002)과 서울공원(2003)이 만
들어졌다. 우리나라는 매우 드물게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 도로･광장･
공원의 명칭을 갖고 있다. 2012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테헤란에서 여러 문화
행사가 펼쳐졌으며 2013년에는 이란의 첫 세종학당인 ‘테헤란세종학당’이 개설
됐다. 그해에는 또한 신라 공주와 페르시아 왕자의 1,400년 전 사랑이야기가 담
긴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와 관련한 <쿠쉬나메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2014년에는 브라질 월드컵 계기 양국 대표팀의 동반 16강 진출을 염원하는
대대적인 종합문화체육행사가 열렸다. 2014년 10월에는 한국음식축제･한국음
식영화제･한국음식시집출판기념회 등 한국음식을 주제로 한 일련의 행사를 펼
치는 <대장금 프로젝트>가 개최됐다.
2006년~2007년, 주 1회 주말 저녁에 한국드라마 <대장금>이 이란 국영방송
국의 전파를 탔고 <주몽>이 2009년 방영되었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시
청률이 90%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란에서 한류가 시작된 기점이다. 실제 지금
도 많은 이란인들이 현지어 제목인 <양곰>에 대해 깊은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
다.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공식 회의를 시작할 때도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대
장금>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고서야 본론으로 들어가곤 한다. <대장금> 이후 한
국기업의 상품이 이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소프트웨어(문화･국격 등)
와 하드웨어(기술경쟁력･정보력 등)가 절묘하게 만나 대한민국의 스마트파워를
보여준 사례다.
하지만 이란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미디어(TV･라디오)는 정부 영역에서 운
영할 수 있으며 민영방송이 금지되어 있다. 이란 국영방송(IRIB)을 통해 전파를
탄 한국드라마만 합법적인 한류이다. 물론 적지 않은 이란인들이 위성방송이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다. 실제 한류와 관련해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는 젊은이도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 위성TV를 통해 실시
간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즐기는 마니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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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현황

아프리카 •중동

1 드라마

2006년 말 처음 방송된 <대장금>은 이슬람권에 본격 진출한 최초의 사극이
다. 1970년대에 이란에서 일본드라마 <오싱>이 방영되었을 당시 시청률 60%를
기록했다. 이후 유럽의 질 낮은 액션드라마가 들어오며 외국드라마의 인기가 주
춤했다. 이슬람 혁명 이후 30여 년간이란 자체 드라마나 외국 드라마는 이란인
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대장금>은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미로 이란인의 정서에 녹아들어갔
다. 54편으로 구성된 <대장금>의 마지막 두 편은 라마단 금식기간 중에 스페셜
로 NG 모음과 제작과정을 방영했다. DVD로도 판매돼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타이틀 롤을 맡은 이영애는 이란에서 ‘한국의 모나리자’로 떠올
랐다. 이후 사극 <해신>, <상도>, <주몽>이 방영됐다. <해신>의 주인공 최수종도
스타가 됐다. <주몽>의 주인공 송일국은 이영애에 버금가는 스타다.
한편 한국영화로는 2003년 이란영화사가 <친구>를 수입해 상영했다. 또 영화
<쉬리>와 <친구>가 이란어 자막과 함께 VCD 형태로 시장에서 판매됐다.
2 한식

테헤란에 마한호텔･페르세폴리스･코리안바비큐･코리안레스토랑 등 4개의 퓨
전 한식당이 있다. 이란에서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식용이
불가능하다.
3 한국어

한류 드라마 덕분에 우리 문화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이란인의 관심은 뜨거
운 편이다. 하지만 대이란 경제제재, 열악한 인터넷환경 및 신용카드 이용 불가,
서점의 전근대성 등으로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교재를 직접 구입해 오지 않으면
한국어 교재를 구할 수 없다.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수요를 충족시키
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란 현지의 문화 관련 전문
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란 내에서의 한류 행사는 일회성 또는 전시성
행사에 그쳐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류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에는 이란 내 첫 세종학당인 테헤란세종학당이 개설됐는데 인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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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학 경쟁률이 높다. 2018년 현재 260여 명의 이란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한
국문화를 익히고 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해 이란 내 한
국문화원 개설이 필요하다. 현재 테헤란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원과 테헤란대에 한국어과가 설립될 경우 우리 나라와
문화를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태권도

이란에서 태권도는 지난 40여년 간 지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전국에 태권도장이 약 3,5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련 인구가 200
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최고의 인기 스포츠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란 주니어 태권도 선수단은 2018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데 어
2019년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란 여자
태권도선수단은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과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9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이란 여자단
체팀이 우승하는 등 여자태권도 선수단이 실력이 매우 향상되고 있다.

(3) 현지인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이란은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졌다. 현재 인터넷이 모뎀에
서 ADSL 전용선이 보급되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
려 있다. 이로 인해 이란인은 타 문화에 대한 갈증을 더 절감하고 있다.
<대장금>은 한국과 이란 두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 덕분에 대히트했다는 평가
가 많다. 예컨대 이란에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이 민소매 옷이나 미니스커
트를 입어서는 안 된다.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몸 전부를 가려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궁중여인들은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어 손목･발목을 동시에 가릴 수 있
었다. 이란 내에서 ‘거의 무삭제’로 선정성 시비도 없이 까다로운 검열을 너끈히
통과했다.
이란국영방송국(IRIB)이 테헤란 거주 이란인 1,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
장금>에 관한 설문내용에 따르면, ‘<대장금> 성공요인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
지고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양금의 캐릭터 자체가 좋았다”(53%)라는 대답
이 지배적이었다. 이어 “독특한 스토리”(21%) “교육적”(12%) “재미있었다”(8%)
는 반응이 뒤를 이었다. ‘주인공 양금이에게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은지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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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함”(5%) 등의 대답이 나왔다.
※ <대장금>에 관한 내용은 ｢이란에서의 한류 연구 - 대장금 방영을 중심으로｣(최은주, 2009)라는 논문
중 발췌

4 한류 동호회 현황
K-Pop,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한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모임들이 있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압도적이며, 주로 여성이다. 하
지만 위성방송 및 SNS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국영방송(IRIB)에서 방송하
는 한국사극을 제외한 한국대중문화 향유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한류 동호회
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 “2017 테헤란국제관광박람회” 참가(2017.1.25.~2.6, 테헤란 엑스포장)
∙ 국제관광박람회에 한국 관광부스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부스 등 13개 부스 운영(8개 여
행사, 1개 체험운영사 참여)

∎ “2017 경주 실크로드 문화행사” 공연/전시 개최(2017.3.11.~3.13, 이스파

한 체헬소툰 궁 등)
∙ 문화관광도시 경주-이스파한 간 상호문화교류 행사, 쿠쉬나메 공연/국악관현악단 연주/대
북 공연/무용 공연 등

∎ “한국대사관저 미술 전시회” 개최(2017.4.20, 한국대사관저)
∙ 이란 유명 아티스트 마쉬 미르호세이니 미술작품 전시, 이란 주재 각국 대사관 및 이란 문
화예술 관계자 리셉션

∎ “제28회 Fajr Open 국제 태권도대회” 참가(2017.4.16.∼4.17, Sari시 태권

도체육관)
∙ 매년 3-4월 이란 이슬람혁명 기념 종합축제의 일환으로 아시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태권도 대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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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퀴즈온코리아 이란예선전” 개최(2017.5.5.~5.6, 대사관 강당)
∙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큰 주재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 1차 필기시험(37명 응시)/2
차 서바이벌 퀴즈형식

∎ “세종문화아카데미-한식행사” 개최(2017.5.19, 대사관 강당)
∙ 세종학당재단 파견 한식요리사 초청, 한식(파전, 떡볶이) 만들어보기 체험, 세종문화아카
데미 수강생 40명 참가

∎ “2017 한국유학박람회” 개최(2017.5.25, 대사관저)
∙ 한국대학 국제교류 담당자 참여, 이란 현지 교육관계자 및 학생 대상 유학박람회

∎ “2017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2017.5.26, 대사관 강당)
∙ 테헤란세종학당 재학생(160명) 전체 대상 한국어 말하기대회(초급/중급 통합)

∎ 이란 캘리그래피 작가 초청 전시회” 개최(2017.5.26, 대사관저 강당)
∙ 이란 유명 캘리그래피 작가 자바드 바크티아르 작품 전시, 이란 주재 각국 대사관 및 이란
문화예술 관계자 리셉션

∎ “세종문화아카데미-한복행사” 개최(2017.6.9, 대사관 강당)
∙ 세종학당재단 파견 한복전문가 초청, 한복 예절교육 및 입어보기 체험, 세종문화아카데미
수강생 40명 참가

∎ “세종문화아카데미-K-Drama 행사” 개최(2017.6.16, 대사관 강당)
∙ 세종학당재단 파견 전문가 초청, K-Drama를 통한 한-이란 역사/문화 비교, 세종문화아
카데미 수강생 40명 참가

∎ “세종문화아카데미-판소리 행사” 개최(2017.6.23, 대사관저)
∙ 세종학당재단 파견 판소리 명창 초청, 판소리 역사/이해 및 공연, 세종문화아카데미 수강
생 및 한인 등 150명 참가

∎ “Korea Culture Week 2017 - 비단길” 전시(2017.7.3.~7.8, 테헤란 밀라

드타워 전시실)
∙ 2017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및 수교 55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국 서예작품 및 이란 캘
리그래피 공동 전시/체험

∎ “Korea Culture Week 2017 – 아리랑 판타지” 공연(2017.7.8, 테헤란 바

흐닷홀)
∙ 2017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및 수교 55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국국립국악관현악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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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리랑 환상곡, 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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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속으로(Korea Close-Up)” 개최(2017.9.3.~9.9, 테헤란 케이타리

에 파크)
∙ 2017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및 수교 55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국문화사진전/한식체험/
한복체험 행사 등

∎ “Korean Night” 개최(2017.9.16., 테헤란 밀라드타워 야외공연장)
∙ 2017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및 수교 55주년 기념 문화행사, 남사당놀이(풍물, 버나, 사
물, 줄타기) 공연

∎ “제5회 한국대사배 이란태권도대회”개최(2017.10.11~10.15, 테헤란)
∙ 이란 31개 주 예선을 거친 남녀 주 대표선수 참가(4일간)

∎ “신라유물전”개최(2017.11.04.-12.15, 테헤란 소재 이란국립박물관 특별전

시장)
∙ 2017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및 수교 55주년 기념 문화행사, 장식보검 등 유물 144점

∎ “2017 Korea-Iran Friendship Festival” 개최(2017.12.02.-12.08, 테헤

란 밀라드타워)
∙ 2017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및 수교 55주년 기념 문화행사, 난타공연 및 혼자수 전시

∎ “Hansik Cooking Contest” 개최(2017.12.15, 테헤란 소재 쿠로슈 시네플

렉스)
∙ 한식 전시 및 맛보기가 아닌 한식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콘테스트 진행, 신청자 150명
중 8명 본선 진출

∎ 이란 국립도서관 및 주요 대학내 한국소개 코너 신설
∙ 이란 국립도서관내 한국자료 멀티미디어실 신설(2018.3.8.)
∙ 테헤란 대학교내 코리아코너 신설(2018.3.14.)
∙ 이스파한 대학교내 코리아코너 신설(2018.11.11.)

∎ 2018 한복 패션쇼(2018.10.8., 대사관저)
∎ 2018 한-이란 우정페스티벌(2018.11.8.~9, 호제호나리)
∎ 2019 테헤란 사물놀이 공연(2019.9.25., 대사 관저)
∎ 2019 한-이란 미술전시회 개최(2019.11.2.~6, 대사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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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스라엘

1 개황

∙ 수

∙ 인
∙ 면

도 : 예루살렘(해발 750m)
- 미국･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사관은 텔아비브 및
그 인근도시에 소재
구 : 902만 명(2019.4)
적 : 20,770㎢(한반도의 약 1/10)

※ Golan Heights 및 팔 자치지역(Gaza, West Bank) 포함 시 면적은 총 28,023㎢

∙
∙
∙
∙

민족구성
종
교
시
차
언
어

:
:
:
:

유대인 75%, 아랍인 21%, 기타 4%
유대교 74.2%, 이슬람교 17.8%, 기독교 2.0%, 드루즈교 1.6%,
우리나라 -7시간, 서머타임(4월~10월)시 -6시간
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특수지위의 언어), 영어

※ 2018.7월 발효 유대 민족국가 기본법은 히브리어가 국어, 아랍어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다고 규정

∙ GDP(’18년) : 3,656억 미불(1인당 GDP 37,855미불),
GDP 성장률: 3.2%(2019.3)
∙ 상품교역(’17년) : 수출 약 997억 미불, 수입 약 933억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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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문화적 특성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유대국가가 멸망한 이후 유대인들은 2천 년간 나라
없는 방랑 민족의 시련을 겪었다. 반셈족주의는 조상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온주의운동(Zionism)의 동기가 되었으며, UN의 결정으로 1948년 이스라엘
이 건국되었다.
국토는 좁으나, 세계 각국에서 이주한 다양한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유대인과 아랍인,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구성원 간의 관
계는 격식보다는 실리를 앞세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섞여 있으나
상대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사회적 권위주의가 약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부적으
로는 유대교 정통파 종교인과 세속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 구소련의 붕괴로 구소련권에서 많은 유대인이 이민을 왔으며 히브리
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도 통용되고 있다. 어디에서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되
는 편이다.
남녀 모두 군복무의 의무가 있으며, 거리에서 총을 휴대한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으나 긴장할 필요는 없다.
안식일과 많은 명절은 유대종교의 전통에 기초하며 2천 년 간 유지되어온 전
통의 가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많으며 결혼 후에
도 자녀들은 안식일과 명절에 부모를 방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문화교류시 고려사항
작은 시장 규모, 제한적인 한류 팬 숫자로 대규모 공연이나 한류관련 상품 진
출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나, 한류 팬들은 한류 콘서트 공연확대를 지속 요청
하고 있다.
음식과 식품류는 종교의 영향으로 코셔 규정을 지켜야 유통이 가능하다. 유대
교의 명절은 음력이며 전통명절이 있는 4월(유월절), 9~10월(신년 및 초막절),
8월 여름휴가철에는 문화행사 주최를 피하는 것이 좋다.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랍국가 기준(아랍어와 무슬림)을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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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럽적이면서도 중동적인 성향이 섞여있는 이스라엘은 행
정이 복잡하고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출장이나 방문을 계획할 때는
여유 있게 시간을 계획해야 하며 예상치 않은 일로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
상해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이스라엘은 1962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70년대부터 교류가 시
작되었지만, 잦은 전쟁과 불안한 주변국과의 관계,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
등의 문제로 한국과의 문화교류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한국드라마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소개되고,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스라엘 내에도 꾸준히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
류 팬들의 활동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류의 시초는 2006년 이스라엘 케이블 Viva 채널을 통해 방영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었다. 이후 <궁>, <커피 프린스>, <신사의 품격> 등 많은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가장 인기를 끈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등이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인지도가 높은
K-Pop 스타로는 BTS, 레드벨벳, 슈퍼쥬니어, 빅뱅, 샤이니, 소녀시대가 있다.
한류 팬들은 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드라마 사이트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
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한국 드라마와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히브리
대학 동아시아과에 한국어 전공이 있으며, 텔아비브대학, 바르일란대학, 하이파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사설기관(예루살렘 한국문화원, 텔
아비브 아시아 인스티튜트)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
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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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은 이스
라엘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강남스타일과’ 히브리어로 패
러디한 ‘감바스타일’이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 ‘강남스타일’을 통하여
K-Pop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K-Pop 월드 페스티벌 이스라엘 지역예선이 총 7회 개최되어 주재국에서
K-Pop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 2016년 이스라엘 팀이 우리나
라에서 개최된 K-Pop 월드 페스티벌 본선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3 영화

이스라엘 한국영화제를 2007년부터 개최하였으며, 김기덕, 박찬욱, 김지운
등 유명 영화감독들의 영화를 즐기는 이스라엘 영화팬들이 있으며, 2012년에
영화배우 안성기, 2014년에 박찬욱, 김지운 감독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2015년 한국영화제에서는 <명량>, <테너>, <국제시장>이 상영되었다. 2016년
한국영화제에서는 <끝까지 간다>, <남자사용 설명서>, <메밀꽃 필무렵>, <신이
보낸 사람>이 상영되었다. 2019년 Jerusalem Film Festival에서 아시아 영화
로는 최초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4 한식

한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관광객들의 한식체험과 대사관의 한식 행사를 통해
한식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의 까다로운 음식규정인 코셔(Kosher)로
인하여 한식재료를 도입하거나 한식을 소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최근 아시아
음식 열풍이 불어 일본과 다른 아시아음식점이 많이 생겼으나, 한국인이 현지에
정착하기 어려운 비자제도와 대부분 유학생인 재외동포 특성상 한국인이 운영하
는 한국식당은 없다. 한국식품점은 없으나 동양식품점에서 일부 한국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최근 된장, 고추장, 김이 코셔 인증을 받았으나 아직 대중화되
지는 않았다.
5 태권도

이스라엘 태권도연맹이 있으며 태권도 보급은 아직 미비하지만 관심은 증가
하고 있다. 해마다 한국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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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뷰티

2018년부터 K-뷰티 상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제품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상품 공급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한류 팬들은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한국화장품을 구입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한국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TONYMOLY)가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하여 K-뷰
티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공연, 미술 등

한-이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2012년 난타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016년 비보이 그룹 ‘모닝 오브 더 아울’, 2017년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 그
룹,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헤일로’ , 2019년 팝핀그룹 ‘애니메이션 크루(이
스라엘 비보이와 협연)’ 등을 초청하여, 공연을 갖고 우리 연예인들의 수준 높은
연기를 선보였다. 그 외 다양한 이스라엘의 무용, 음악 페스티벌에 한국 예술가
들이 초청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24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3.5%로서 OECD 평균(24~31%) 보
다 상대적으로 높기에,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천 년간 나라 없이 종교와 문화를 지킨 유대인은 가족 관계를 매우 중
시하며, 이러한 성향이 가족 관계와 인물을 중시하는 한국드라마에 비교적 쉽게
익숙해지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여성 시청자들은 주로 남미 드라마를
시청해왔으나, 다양한 주제와 배경, 선정적이지 않은 표현, 헌신적이고 인내심
있는 주인공, 흡인력 있는 전개가 중년과 젊은 여성층을 한국 드라마 마니아로
만든 요인이다.
정통파 유대종교인들은 대중미디어를 접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종교인 여성들 중에서도 소수의 한국드라마 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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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동

(1) 동호회별 현황
1 Asia4HB
성격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웹사이트

한국 드라마 동호회
2,776명(2019년 11월, 페이스북 커뮤니티 회원)
∙ 웹사이트를 통해 히브리어 자막의 한국, 일본, 대만 드라마 소개
∙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한국 미디어 정보 공유
∙ asia4hb.com
∙ https://www.facebook.com/official.asia4hb

2 iKPOP
성격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웹사이트

K-Pop 동호회
2,147명(2019년 11월 현재)
∙ K-Pop 관련 정보공유
∙ 텔아비브에서 매년 100명 이상이 정기 모임 개최
∙ www.facebook.com/iKpopNews

3 K &I
성격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웹사이트

한류 동호회
2,969명(2019년 11월 현재)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한류, K-Pop 관련 정보공유
∙ 이스라엘의 명절인 휴가 때마다 모여 한류관련 행사 가짐
∙ www.facebook.com/kandi.org1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한국주간 행사
∎ 장소 및 일시 : 히브리대학, 5.13(월)-5.16(목)
∎ 주최 및 주관 : 주이스라엘대사관, 히브리대학 한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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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내용 : 한국강좌(한-이 경제 및 외교관계), 한식 워크숍, 한국 영화제,

민화 워크숍, K-Pop 워크숍

(2) K-Pop 월드 페스티벌 이스라엘 지역예선
∎ 장소 및 일시 : 텔아비브대학 스몰라즈 홀, 7.10(수)
∎ 주최 : 주이스라엘대사관,
∎ 예선 참가자 : 춤과 노래 부분 총 15개팀 참가, 방청객 약 1,200명
∎ 특별 공연 : 애니메이션 크루

(3) 한국 홍보강좌
∎ 장소 및 일시 : 대사관 1층 강의실, 매월 둘째주 금요일
∎ 주최 : 주이스라엘대사관
∎ 행사내용 : 한국에 대한 다양한 강좌(문화, 스포츠, 영화 등), 김밥 워크숍,

K-Pop 워크숍

(4) 대사배 태권도대회
∎ 장소 및 일시 : 람레 체육관, 12.10(화)
∎ 주최 및 주관 : 주이스라엘대사관, 이스라엘 태권도협회
∎ 행사내용 : 청소년 태권도 겨루기 대회

(5) 한식 요리 강좌
∎ 장소 및 일시 : 텔아비브시 소재 Dan Gourmet 요리학교, 6.10(월)-6.12(수)
∎ 주최 : 주이스라엘대사관
∎ 행사내용 : 이스라엘 요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식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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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수
도 : 카이로(인구 약 988만 명, 2019년 이집트 통계청)
인
구 : 9,945만 명(2019년 이집트 통계청)
면
적 : 100만㎢(한반도의 5배, 전국토의 95%가 사막)
민족구성 : 이집트인 99.6%
종
교 : 이슬람(수니파) 90%, 기독교(콥틱) 10%
시
차 : 우리시간 +7(GMT +2시간)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 통용(지식층)
1인당 GDP : 2,907미달러(2018, WB)
수 출 품 : 원유, 석유제품 및 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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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
이집트는 동쪽으로는 이스라엘과 홍해, 남쪽은 수단, 서쪽은 리비아, 북쪽은
지중해와 접해있다. 이렇듯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 오래전부터 교역과 문물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특히,
1869년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
는 해상교통･물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2)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명의 교차로
기원전 3100년 전부터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 문명이 발달하였고, 기원전
3100년부터 기원전 332년까지 고대 왕조인 파라오시대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집트를 정복하기까지 유지되었다. 정복 이후, 이집트에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
께 기독교 문화가 유입된다. 이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이집트 내에 상당수의 기
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7세기 중엽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들어온 아랍군에
의해 이슬람 문화가 전파되었으며, 이후 근대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
며 서양 문물과 기존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었다.

(3) 종교적 다원성을 가진 이슬람권 문화
이집트 전체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콥
틱 기독교인들도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타
종교 및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편이다.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날 때도 적극적으
로 다가와 말을 걸어오며 과하게 친절을 베푸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다. 하지
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외래문화는 배척하는 성향을 보인다. 특히, 선교
활동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 현지 문화
∎ 인사말과 호칭

흔히 ‘앗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한다. 이집트인을 부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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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앞에 일반적으로 우스타드(Ustadh)라는 말을 사용하며, 박사 출신이면 둑
투르(Doctur)를 부르는 것이 좋다. 이름을 표기할 때 <Mohamed Hassan
El-banna>의 경우 ‘El-banna’는 성(性)이며, “Mohamed”는 자신의 이름, 뒤
에 “Hassan”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 시간 약속

아랍타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주재국 국민들도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온다. 따라서 30분 정도는 기다리는 것을 관례로 생각하면 된다.
∎ 오･만찬 시간

이집트 국민들의 오만찬 시간은 우리보다 많이 늦은 편이다. 통상 오찬은 오
후 3시 이후, 만찬은 오후 8시 이후에 하므로 약속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
이 좋다.
∎ 팁 문화

이집트의 팁(박시시)문화는 일반화되어 있다. 고급 식당 등에서는 부가세와
봉사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 정도의 팁을
더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 종교관련 집회

주재국은 이슬람국가로 타종교의 집회 등은 허가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 기타 고려사항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타 문화에 수용적이기는 하지만, 사
회 저변에 이슬람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류
등 접촉 시 이슬람 정서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 여성의 노출을 삼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노출하는 복장은 자제해야
한다. 피라미드 등 주요 관광지 입장 시에도 신체가 많이 드러나는 의상 착용자
는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영화, 공연 등 문화작품에서도 동성애,
쿠데타, 과도한 노출 등은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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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현황

아프리카 •중동

(1) 일반현황
2004년 한국드라마 <가을동화>와 이듬해 <겨울연가> 방영을 시작으로 주재
국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적인 K-Pop 열기
에 힘입어 이집트에서 한국문화는 이제 주요한 문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최근 한국어 교육, 한국음식, K-Beauty,
K-Content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집트에는 한국어 고등교육기관으로
2005년 개설된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학과와 2016년 개설된 아스완대학교 한
국어학과 있으며,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 국방언어학교 등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아인샴스대 한국어학과의 경우, 카이로대학교 정경대학과 함께
이집트 대학입시 최고 성적 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종학당 강좌의 경우에도
매번 높은 수강 경쟁률 속에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2 K-Pop

주로 젊은 여성 층에서 K-Pop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이들은 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최신 음악을 접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집트의 K-Pop 팬클럽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카페에 모여 한국 관련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고 자체
K-Pop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한국
아이돌 가수 중 BTS, EXO 등의 파워풀한 남성 아이돌 가수들이 인기가 높은
편이다.
3 드라마

2004년 이집트 국영방송의 지상파를 통해 <가을동화>가 방영된 이후, 드라마
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 많은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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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은 아리랑 TV, KBS WORLD 등 위성 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한국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주이집트한국대사관은 일반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한
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도록 이집트 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드라마의 상영
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질투의 화신>, <낭만닥터 김사부>가 방영되
었으며,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는 <시그널>, <구르미 그린 달빛> 등 2편
이 방영될 예정이다.
4 영화

이집트는 아랍국가 내 영화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
다. 아직 한국영화는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고 있지만, 한류 팬들은 인터
넷을 통해 한국의 영화를 접하고 있다. 대사관에서는 보다 많은 이집트인들이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년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
화를 상영하고 있다.
5 한식

아직 한국 음식이 이집트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문화에 관심
이 있는 이집트인들 중심으로 한국 식당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카이로 시내
에 소재하는 한국식당에는 현지인 고객 비율이 높아 한식의 현지화가 많이 자리
를 잡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시 마다 한식 코너는 단연 인기가 높아
한식의 확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사관에서는 매
년 한식강좌 프로그램과 함께, 대규모 한식 시연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이집
트인들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기타 K-Culture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드라마와 K-Pop에서 K-Beauty,
K-Content 등 최신의 한국문화 트렌트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의 메이크업을 배우는 K-Beauty 강좌에는 2016년부터 100여 명이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고, 2019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K-Beauty 행사에는 500여 명의 일
반 시민과 70여 개의 이집트 바이어 업체가 참여하여 한국의 뷰티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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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K-Content 행사에도 많은 이집트인들이 찾아, 2019년 다시 한 번 행사를

아프리카 •중동

개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이집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삼성･LG 가전제품 등 우리 기업의 첨단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많은 이집트인들에게 ‘한국’은 선진화된 국가 이미지로 자리
를 잡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에서 비춰지는 한국인들의 생활양식 역
시 현지인들에게는 ‘품격 있는 문화’라는 인식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드
라마 속에 등장하는 가족 중심의 문화는 이집트 사회의 가족문화와 닮은 부분이
많아 한국문화를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
히,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 남성들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많은 호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K-Pop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데, 2019년도 K-Pop 월드페스티벌 예선
전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K-Pop의 역동적이면서 빠른 템포, 감정을 자극하는
가사, 강한 음악 비트와 다양한 스토리 등이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며 K-Pop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이집트에서는 대학생 등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등)에
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 A.R.M.Y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BTS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btsegyptianarmy/
15,377명
BTS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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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NIA – 4Minutes fan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4 Minutes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ARAB4NIA/
708명
4 Minutes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 A+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MBLAQ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EgyptianAPlus/
284명
MBLAQ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 Ailee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Ailee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594326230790281/
763명
Ailee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 Angel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Teen top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Egyptian-Angels-Teen-Top-Fans-i
n-Egypt-163273883865523
413명
Teen top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6 B2uties&B2stlie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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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516032278656701/
328명
Highlight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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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by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B.A.P 팬클럽

아프리카 •중동

성격
Website

https://www.facebook.com/groups/1485231218428075/
609명
B.A.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8 Bana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B1A4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640813189362133/?hc_location=ufi
113명
B1A4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9 BBC(Arab)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Block b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635104456713109/?hc_location=ufi
165명
Block b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0 Biginning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B.I.G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495824190598639/?hc_location=ufi
224명
B.I.G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1 Blackjack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2NE1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957596117611184/?hc_location=ufi
606명
2NE1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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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lackpink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BlackPink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241904336193225/
1425명
BlackPink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3 BOICE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Cnblue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OfficialEgyptianBoice/
483명
Cnblue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4 Buddie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G-Friend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621286031484679/?hc_location=ufi
333명
G-Friend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5 Carat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Seventeen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EgyptianLike17/
1006명
Seventeen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6 Cassiopeia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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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246268985487324/
278명
동방신기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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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hoice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A.C.E 팬클럽

아프리카 •중동

성격

https://www.facebook.com/groups/223545694774173/?fref=gc
&hc_location=ufi
276명
A.C.E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8 Dai5y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Girls Day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452843931559796/?hc_location=ufi
204명
Girls Day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19 E.L.F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슈퍼주니어 팬클럽
www.facebook.com/Sujuegy?fc=f&showPageSuggestions&_rdr
1886명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0 Egyptian ELF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슈퍼주니어 팬클럽
www.facebook.com/groups/1502274510051513/?fref=ts
1809명
슈퍼주니어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1 Eel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장근석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egyptianeelszikzin4ever/?hc
_location=ufi
128명
장근석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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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O-L(Exo For Fun: eclipse chapter)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xo-L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468086930119881/?fref=ts
5175명
Exo-L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3 Official Egyptian FANTASY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SF9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984553995009653/
86명
SF9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4 HENECIA EGYPT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김현중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HENECIA.EGYPT/
123명
김현중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5 Official Egyptian Honey10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Up10tion
https://www.facebook.com/groups/1164449896905205/?fth=1
500명
Up10tion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6 Official Egyptian I AM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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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M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2AMIAM/
137명
2AM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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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Official Egyptian AHGAS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GOT7 팬클럽

아프리카 •중동

성격
Website

https://www.facebook.com/groups/Got7.Egyptian.IGot7/
1589명
GOT7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8 Egyptian iKONIC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iKON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022410124440351/
927명
iKON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9 Egyptian innercircle “Winner”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Winner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560356340859011/
474명
Winner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0 Egyptian inspirit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Infinite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371737446263812/
352명
Infinite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1 JYJ Egyptian Sarcastic Stuff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JYJ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JYJ.Egypt/
530명
JYJ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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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orean Models Arab fan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김우빈, 이종석, 윤균상, 유승호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kimwoobinleejongsuk/
2876명
배우 4인방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3 U-KISS Arab fan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U-KISS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kissmearabfans/
274명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4 LOVELYZ fans in Egypt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LOVELYZ 팬클럽
www.facebook.com/groups/309298762612369/
82명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5 Egyptian MeU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F(x)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555183467937859/
711명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6 Egyptian MilkyWay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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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신성 팬클럽
www.facebook.com/groups/556018967861488/
295명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이집트

Ⅳ

37 Official Egyptian Minoz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이민호 팬클럽

아프리카 •중동

성격
Website

www.facebook.com/groups/1387823984810737/
1445명
이민호 드라마 및 관련 정보와 소식 공유

38 EGYPTIAN MIRACLE’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oh my girl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717624498510320/
162명
oh my girl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39 Official Egyptian MONBEBE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monsta x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975790289120983/
468명
monsta x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0 MAMAMOO Egyptian MOOMOO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mamamoo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583742558608735/
536명
mamamoo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1 N.Flying Egyptian Fan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N.flying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586947961459731/
54명
N.flying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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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Official Egyptian NAM NATION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ric nam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809646879257697/
46명
eric nam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3 Official Egyptian NCTzen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NCT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995131943964514/
1136명
NCT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4 Egyptian ONCE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twice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154375884578057/
1144명
twice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5 Egyptian Pink Panda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A.pink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598821676893834/
145명
A.pink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6 Arab PlayGirlz/Boy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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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chool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774673645947615/
57명
After school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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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FTISLAND Egyptian Primadonnas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FT island 팬클럽

아프리카 •중동

성격
Website

https://www.facebook.com/groups/1470908286519773/
477명
FT island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8 Official Egyptian HIgh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Pristin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646112002071798/
4명
Pristin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49 Egyptian Queen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T-ara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614275185359803/
552명
T-ara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0 Egyptian Reveluv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red velvet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LalalaHappiness/
1209명
red velvet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1 Egyptian Royal family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boys republic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439214469605524/
53명
boys republic 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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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gyptian Say-A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Miss A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725872150820052/
578명
Miss A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3 Egyptian Shawol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SHINee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381053718674088/
708명
SHINee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4 K_pop news is Arabic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K-Pop, K-Drama 정보 페이지
www.facebook.com/pages/K_pop-news-is-Arabic-%D8%A3%D
8%AE%D8%A8%D8%A7%D8%B1-%D9%83%D9%88%D8%B1%
D9%8A%D8%A7-%D8%A8%D8%A7%D9%84%D8%B9%D8%B1
%D8%A8%D9%8A/404917936364964
5986명
K-Pop 및 K-drama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5 Egyptian SM Star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sm 아티스트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372983316393483/
264명
sm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6 Egyptian SONEs
성격
Website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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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팬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540638019322309/
932명
소녀시대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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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Official Egyptian VIPs
big bang 팬클럽

회원 수
세부 활동 현황

아프리카 •중동

성격
Website

https://www.facebook.com/groups/649286755162642/
804명
big bang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2019년 행사
월
1

2

3

4

행사명(일자/장소)
아흘란 코리아
(1.23 / 한국문화원)

행사내역
∙ 주재국에 파견된 각국 대사관의 무관 부인을 초청,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개최
* 아흘란 코리아 : 아랍어로 ‘어서오세요 한국’ 의미로서, 한국문화원의
외부인 초청 문화행사 브랜드명

설날행사
(2.6 / 한국문화원)

∙ 주재국 국민들에게 한국에서의 설날의 의미, 주요행사 등에
대한 소개 및 체험행사 실시

아흘란 코리아
(2.26 / 한국문화원)

∙ 삼성전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현지인들을 초청,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양국 문화 소통 제고

‘엘사위 문화전시전’
한국문화 홍보행사
(2.27 / 엘사위재단)

∙ 엘사위 문화재단 주관 ｢국제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 한국의
전통･현대문화, 한복, 음식 등을 소개

한식문화강좌
(3.17-28 / 한국문화원)

∙ 한국인 요리사를 초청, 한국의 전통 및 현대 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강좌 진행

6 October 대학교
국제문화페스티벌
(3.19 / 同 대학교)

∙ 6 of October 대학교 주관 ｢국제문화 페스티벌｣에 참여,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홍보

K-Lovers 대상
아흘란 코리아
(3.27 / 한국문화원)

∙ 한국문화 홍보 지원조직인 ｢K-Lovers｣ 회원들을 초청,
문화원과 소통의 시간 마련

아리랑 유랑단 공연
(4.8/10, 카이로/알렉스
오페라하우스)

∙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전통음악 공연 개최

제13회 중동･아프리카
한국어말하기 대회
(4.10 / 아인샴스대)

∙ 아인샴스대학교와 협업, 중동･아프리카 지역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K-Beauty in Cairo
(4.21, 그랜드타워호텔)

∙ 한국의 화장품회사(10개)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초청
한국의 뷰티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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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

6

7

8

9

행사명(일자/장소)

행사내역

코리아넷 기자단 출범식
(5.12 / 그랜드타워호텔)

∙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의 명예기자로 선발된 이집트
기자단을 초청, 출범식 개최

GKS 동문회 발대식
(5.19 / 한국문화원)

∙ 이집트에 거주하는 한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GKS)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동문회 결성

아흘란 코리아
(6.9 / 한국문화원)

∙ ‘퀴즈 온 코리아’ 참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종합 소개행사 개최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6.17 / 한국문화원)

∙ 세종학당 수강생들의 한국어 교육의지 고취를 위해, 한국어
경연 및 소통행사 개최

Quiz on Korea
(6.19 / 한국문화원)

∙ 퀴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탐구하는 ‘퀴즈 온 코리아’
이집트 예선전 개최

K-Pop 아카데미
(6.20-7.19 / 예술대학)

∙ 한국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 주재국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보컬, 댄스 등 K-Pop 강좌 진행

한식문화강좌
(7.1-9.25/ 한국문화원)

∙ 한식의 현지화를 위해 한국인 요리사를 초청, 생활 속 한식
조리법 강좌 진행

K-Pop World Festival
이집트 예선전
(7.28 / 예술대학)

∙ 주재국 K-Pop 팬들을 대상으로 춤과 노래 실력을 경연하는
‘K-Pop World Festival’ 이집트 예선전 개최

아흘란 코리아
(8.21 / 한국문화원)

∙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 청소년단체 회원들을 초청, 한국문화
종합 소개행사 개최

2019년 추석 행사
(9.9 / 한국문화원)

∙ 한국의 추석 명절을 계기로, 이집트인 대상으로 한복,
전통음식 등 한국의 명절 문화 소개

이집트 국방대학
한국문화의 날 행사
(9.10/이집트 국방대학)

∙ 이집트 국방대학교에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
이집트 및 각국 파견 군인 대상 한국문화 홍보

2019년 한국영화의 밤
(9.15-18 / 카이로,
포트사이드)

∙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으로 리틀포레스트 등 한국영화
4편 상영

국악 아카데미
(9.23-10.1 / 이집트
공공도서관)

∙ 국립국악원으로부터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사물놀이 등
국악강좌 진행

K-Pop 사진전
(9.25 / 한국문화원)

∙ 7.28 개최된 K-Pop 이집트 예선전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
현지 K-Pop 팬들의 지속적 관심 제고

알렉산드리아 한국문화의 날
∙ 한국 해군함정의 알렉산드리아 입항 계기로, 해군 공연단과
(10.7 / 에티하드
합동으로 종합 한국문화 홍보
스포츠클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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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소폰 에스윗 공연
(10.9 / 카이로
오페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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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섹소폰 4중주 ‘에스윗’을 초청, 오페라하우스
야외무대에서 한국의 현대음악 소개

이집트

월

행사내역

아흘란 코리아
(10.19 / 마아디 CSA)

∙ 카이로 소재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 한식, 한복 등
한국문화 종합 홍보행사 개최

신철규 시인 초청 낭독회
(10.19 / 한국문화원)

∙ 2019년 신동엽문학상 수상자인 신철규 시인을 초청, 한국
인문학을 소개하는 시 낭송회 개최

Ⅳ
아프리카 •중동

행사명(일자/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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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 공화국

1 개황

∙
∙
∙
∙
∙
∙
∙
∙
∙
∙
∙
∙

수
도 : 말라보(Malabo)
인
구 : 약 122만명(’15, 정부공식발표)
면
적 : 28,051 ㎢(한반도의 1/8 )
민족구성 : Fang(87%), bubi(6.5%), Ndowe(3.6%) anobon(1.6%) 등
종
교 : 천주교(약 94%), 기독교, 이슬람, 토착종교 등
기
후 : 열대우림로 고온다습, 건기(11-2월)와 우기(3-10월)로 나뉨.
언
어 : 스페인어, Fang 토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독
립 : 1968.10.12.(스페인으로부터 독립)
GDP(’17년 기준, world bank) : 125억불
1인당 GDP(’17년 기준, world bank) : 24,817불(’17, world bank)
교역규모(’17년 기준) : 수출: 5억불(탄화수소, 목재 등)
수입: 46만불(자동차 및 부품, 유기화학제품,
전자제품 등)
∙ 화폐단위 : 중부아프리카 프랑세파(XAF) ※ US$1=3.93GHC
(2016년 8월 현재)
∙ 주요자원 : 석유,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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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동

적도기니는 Fang, bubi, Ndowe, annobon 등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
종족 국가이며, 종족별로 각기 다른 언어, 관습,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 부족중심-공동체 사회

역사적으로 국가중심이 아닌 부족중심으로 발전해 온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적도기니는 공동체지향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팡족은 고
아가 발생할 경우, 친척들이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호
칭에 있어서도 같은 고향, 부족출신자 혹은 사촌이라도 형제(Hermano), 자매
(Hermana) 로 표현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친인척 성명을 따서 이름 짓는 경우
도 많다. 또한, 전통관습에 따라 빈부와 상관없이 일부다체제가 일부존재한다.
∎ 스페인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들어온 관습들이 사회에 만연하며, 라틴문화에 대한 선
호도가 높고, 파티문화를 좋아한다.
∎ 천주교 문화

90% 이상이 천주교 인구인 만큼, 천주교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어,
행사시 대부분 미사나 기도가 함께 진행된다.
∎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한국과 적도기니간 문화교류는 2012년 공관개설 전까지 미미하였으나, 2016
년부터 대사배 전국태권도대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태권도, K-Pop 등 한국문화
를 점진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다. 적도기니에서 문화교류사업 추진시 현지업무
처리 속도 및 관행이 한국보다 훨씬 느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한류 현황
현재 적도기니에는 한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북한
을 혼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우리공관은 주재국 방송국을 통한 한국방송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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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한국문화소개 정기 간행물 KOREA(영문), LA KOREANA(스페인어본) 문화
원 비치,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등 문화활동을 통해 한국알리기를 시도하고있
다. 한국문화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일반대중들의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가 필요하다.

(1)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현지인들은 스페인이나 중남미 국가 드라마를 선호하고 있어, 한국드라마 인
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드라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Canal +,
Canal Sol 등 유료 위성방송에서 아랍어국가를 대상으로 방영하는 한국드라마
가 있지만, 아랍어로 방송되어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유료 위성방
송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서민가정도 많아 한국드라마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2 영화

한국영화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적은 인구, 낮은 문화생활 소비
수준 등 요소로 인해 현지에는 시설을 제대로 갖춘 영화관이 부재하다. 스페인
문화원에서 무료로 상영되는 스페인영화도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K-Pop

적도기니인들이 K-Pop를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K-Pop 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싸이 “강남스타일”은 현지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한국곡인지 모르는 현지인이 다수다.
4 한식

현지에는 한국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인, 중국인, 한국음식을 먹
어본 경험이 있는 현지 유학파, 타국외교관이 주로 찾지만, 한국식당과 한국식
품점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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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

아프리카 •중동

한국에 대한 매우 낮은 인지도에 더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
가 없으며, 학습교재를 구할수 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현지에서 중국어
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은 적도기니 국립대학내
공자학교를 설립하여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적도기니내에서 활동하는 한류동호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 2016.05 제1회 대사배 전국태권도대회
∎ 2017.10 제2회 대사배 전국태권도대회
∎ 2018.05 제3회 대사배 전국태권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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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1 개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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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
:
:

하라레(Harare)
1,471만명(2019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390,580k㎡(한반도의 약 2배)
최대 종족인 Shona족(일명 Mashona족) 78%,
Ndebele족(일명 Matabele족) 20%, 기타 2%
종
교 : 기독교 75%(토착화한 기독교 50%),
토속신앙 24%, 기타 1%
시
차 : 우리나라 -7시간
언
어 : 영어(공용), 현지 토속어(Shona어, Ndebele어)
경제규모(GDP) : 310억 미불(2018년 World Bank)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2,763만불(수출 2,110만불, 수입 1,325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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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의 진주’로 알려진 짐바브웨
짐바브웨는 2016년 2월 방영된 [꽃보다 청춘]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나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짐바브웨 최대부족의 이름을 딴 쇼나 조각이 유명하다. “짐바브웨”라는 국명은
현지어인 Shona어로 ‘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짐바브웨내 AD.13세
기 ~15세기에 걸쳐서 존재하였다고 추정되는 ‘Great Zimbabwe’ 고대 왕국의
유적지가 유명하며, Masvingo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짐바브웨는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2019년 현재 독립 39주년을
맞이하였다. 근대 독립국가로서 역사는 짧지만, 짐바브웨는 각지에서 고대 철기
시대 문명으로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문명의 역사가 깊다. 짐바브웨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전 국토의 1/4이 해발
1,000~1,500 미터의 고산지대여서 일년 내내 날씨가 쾌적하고 일조량도 매우
높은 천혜의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과거 짐바브웨는 ‘남부 아프리카의 식량
창고(Bread Basket)’라고 불릴 정도로 농업이 번성했고 ‘아프리카의 진주’, ‘아
프리카의 스위스’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짐바브웨는 약 200여 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보고이며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교육수준도 매우 높고(15세 이상 문자해독률
86.5%) 현지어인 shona어와 더불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온건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짐바브웨인
짐바브웨 일반 대중들은 대가족 지향적이며 종교(기독교 및 토착기독교, 토속
미신 등)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 체제
를 유지하며,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짐바브웨인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도 온건하고 순응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가족애가 깊고 신앙생활을
중요시 하는 등 공동체 의식이 강한 편이다.

(3) 문화와 예술이 발달된 짐바브웨
짐바브웨는 문화, 예술 수준이 아프리카내 최고수준으로 짐바브웨 쇼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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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양 예술과 아프리카 예술의 결합으로 지난 수십 년간 발전되어 세계에 알
려져 왔다. 짐바브웨인들의 전통악기 연주는 풍부한 음색과 매혹적인 선율을 자
랑한다. 남부 아프리카 최대 문화예술제인 HIFA(하라레 국제문화예술제)가 알
려져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미술 전시회, 뮤지션들의 공연이 벌어지고 있어 짐
바브웨 사람들의 문화, 예술을 엿볼 수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주재국은 기독교, 가톨릭, 기독교가 변형된 기타 토착 종교가 혼재해 있으므
로, 각 종교별 특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짐바브웨 국민들
은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하며, 축제를 즐긴다. 문화 교류시에는 정치, 타
종교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많은 주재국 국민들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 전력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현
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여러 방면에서 접하고 있어 한류가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짐바브웨의 낮은 국민소득과 극심한 빈부격차 등을 감안 할 때, 일반 대중들
이 한류에 대해 인식하고 이슈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8년 국영방송국
(ZBC TV)를 통해 ‘대장금’, ‘커피 프린스’, ‘내이름은 김삼순’ 방영 후 한국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점차 높아졌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한국드라마가 방영되어
현재는 많은 짐바브웨인들이 한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짐바브웨인들은 한국
을 식민통치 및 전쟁을 겪고도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알아가고
있고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경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 짐바브웨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짐바브웨 국민들에게 있어 한국은 삼성, LG, 현대 등 유명 제품 회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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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우수한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짐바브웨

아프리카 •중동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실망감과 비례하여 한국
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

(3) 분야별 현황
그동안 하라레 국제문화예술제(HIFA)에 우리 B-BOY 공연단 등 우리 공연단
이 수차례 참가하여 훌륭한 공연을 선보였다. 2009년 5월에는 Last for one이
세계최고의 B-BOY 공연을 선보이며 모든 표가 미리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
고, 2013년 5월에는 Korean Breakers 팀이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B-BOY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공연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후 2014년에는 전통음
악 연주단인 ‘공명’과 B-BOY 고릴라 크루, 2018년에는 타악기 그룹 드럼캣과
TS 비보이 크루가 HIFA에 참여하여 한국 공연문화의 우수성을 거듭 알렸다.
HIFA 행사 참여와 별도로 2017년에 여성국악단 ‘다스름’과 전통무용단
‘ArtField’가 짐바브웨를 방문하여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을 선보였으며 2019
년 에는 양국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공연단 ‘Beautiful Mind Charity’
와 국악단 ‘정가악회’가 각각 7월, 11월 짐바브웨를 방문하여 친선음악회를 열
었다.
짐바브웨 국영방송국(ZBC TV)를 통해 2008년 ‘대장금’, ‘내이름은 김삼순’,
‘커피프린스’, ‘슬픈연가’가 방영되어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2012년 ‘마지
막 스캔들’, ‘성균관 스캔들’이, 2014년에는 ‘일지매’, 2015년에는 ‘굿탁터’, ‘드
림하이’, ‘착한남자’가 방영되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또!오해영’이, 2019년에는 ‘발효가족’, ‘화랑’을 방영하
면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2018년에는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고 2019년에는 국기원
에서 기증한 태권도 용품 기증식을 개최하여 태권도 수련인구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짐바브웨 태권도 협회(ZTA)에 수련 선수가 300여 명, 50명가량의 유단자
가 소속되어 있으며 수련 선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관에서는 매년 수 차례 ‘한국 영화의 밤’ 행사를 개최, 한국 영화를 상영 중
이다. 2019년에는 KOICA 동창회 주최 영화 상영회 포함 총 5차례 한국 영화
를 상영하였으며 상영회마다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K-Pop 월드 페스티벌 짐바브웨 예선전을 개최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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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브웨 내에서 K-Pop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빔밥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수라상, 폐백상, 전통 밥상을 재현하여 전시하는 한식 시연회를 개최
하여 한국의 음식문화도 알렸다. 2019년은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로 한국방문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진을 중심으로 사진 전시회(My Best shot in
Korea)를 개최하였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2019년 현재, 한류 동호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Beautiful Mind Charity” 공연단 수교기념 친선 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19.7.5.(금) 19:00 PM, 하라레시 Reps 극장
∎ 주관 및 주최 : 주짐바브웨대사관
∎ 행사 내용 : 클래식과 국악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선율의 조화를 보여주었

으며 짐바브웨 현지가수와 협연하여 양국 간 우의를 잘 전달한 공연으로 한
국 문화 공연의 우수성을 알림
2 “2019 My Best Shot in Korea” 수교기념 사진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19.9.13.(금) 14:00 PM, 하라레시 Alliance Francaise
∎ 주관 및 주최 : 주짐바브웨대사관
∎ 행사 내용 : 2019년 양국 수교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진 공모

전을 개최, 짐바브웨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찍은 최고의 한국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입상작을 9.13(금) 전시회를 통해 발표함. 부대 행사로 한인들
을 대상으로 ‘내가 찍은 최고의 짐바브웨 사진’ 전시회도 함께 개최하여 양국
국민들 간 교류･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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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영화의 날(Korea Movie Day)

아프리카 •중동

∎ 일시 : ’19년 5월, 6월, 8월, 11월
∎ 주관 및 주최 : 주짐바브웨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행사 내용 : 짐바브웨에서 활동하는 아국 NGO 활동을 지원하고 낙후지역 주

민 및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영화 ‘터널’을
상영함. 상영지는 치퉁귀자(Chitungwiza)지역의 SATI농업훈련센터(5월), 우
숑가니(Ushongane)마을 새마을운동센터(6월), 노튼(Norton)시의 청소년배
움센터(8월), 국립짐바브웨대학교(11월)로 동 상영회를 통해 한국 및 한국문
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4 국악 공연단 ‘정가악회’ 수교기념 친선 음악회
∎ 일시 : ’19.11.1(금), 19:00 PM, 하라레시 Reps 극장
∎ 주관 및 주최 : 주짐바브웨대사관
∎ 행사 내용 : 짐바브웨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국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유명 가요를 국악기로 연주하여 감동을 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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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도하(Doha)
인
구 : 277만 명(2019년 2월 기준)
면
적 : 11,586㎢(경기도 면적: 10,717㎢)
종
교 : 이슬람교(대부분 수니파)
시
차 : -6(한국보다 6시간 느림)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통용)
1인당 GDP(’18년) : 67,820 미달러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한국무역협회) : 총교역 168.2억 미달러
(수출 5.26억 미달러,
수입 162.94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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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
이슬람교는 카타르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이며, 국민 다수가 수니
파 무슬림으로 이슬람 문화와 전통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카타르 헌법
제1조는 카타르의 종교는 이슬람이며 법 제정의 기본 원천은 이슬람 법체계인
샤리아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타르 종교부(Ministry of Endowment and
Islamic Affairs)가 이슬람 문화 보급 및 서적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가부장제 질서
석유 발견 이전까지 주로 사막에서 유목민 부족 사회를 형성하였으며, 혈연과
가족관계 및 가장의 권위가 중요한 가부장제 사회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한다.
가족은 대개 5~10명 정도 규모로 남편과 1~2명의 아내와 자녀, 때로는 숙부
모･조부모･사촌들까지 포함되며, 친인척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서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한다. 과거에는 이슬람법에 따른 미혼남녀 간 교제 금
지로 부모의 결정에 따라 혼인하였고 현 법률상 남성은 4명의 아내와 결혼이 가
능하나, 최근에는 교제가 자유로워지고 일부일처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이슬람적인 가치에 반하거나, 신체의 과도한 노출, 폭음, 폭력 등 내용이 포
함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최근 들어 한국드라마, K-Pop을 좋아하는 카타르 젊은 층 특히 여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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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드라마나 K-Pop의 내용과 소재가 새롭고 흥미로워서
좋아한다고 한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카타르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KQN이 2016.10 조직되었고 이 단체는
2017.4 Korean Club으로 확대 발족되어 활동 중이다. 아울러, 2018.9에는 노
스아틀란틱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카타르내 두 번째 한류 동호회인 K-Club이
결성되었다. 아울러, 2019.3에는 Korean Club을 주축으로 카타르내 한국 문
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 및 타 대학 한류동호회가 연합하여 Annyeong
Korea Social Club이 결성되었다.
1 Korean Club
성격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수

350여 명

연락처

-

세부활동 현황

한국문화행사(한식조리, K-pop경연 등)

2 K-Club
성격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수

70여 명

연락처

-

세부활동 현황

한국문화행사(한식조리, K-pop경연 등)

3 Annyeong Korea Social Club
성격

420여 명

연락처

-

세부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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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동호회(카타르내 한류 동호회 연합체)

회원수

한국문화행사(Running Man Day, K-pop경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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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주요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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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 조리 시연회(Cooking Class)
∎ 일시 및 장소 : 2018.3.26., 카타르대학교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카타르대학교
∎ 행사내용 : 한식 조리 시연
2 K-Pop 경연대회 개최(Talent Show)
∎ 일시 및 장소 : 2018.4.17., 카타르대학교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카타르대학교
∎ 행사내용 : K-Pop관련 경연(노래 및 춤, 11개 팀 참가), 시상
3 한국주간행사(Korean Music Night)
∎ 일시 및 장소 : 2018.11.2., KATARA문화재단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KATARA문화재단
∎ 행사내용 : 한국 공연단 ‘앙상블 모꼬지(Ensemble Mokkoji)’ 공연
4 Cultural Diversity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2018.11.16.-17., KATARA문화재단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KATARA문화재단
∎ 행사내용 : 카타르 거주 우리 국악인(‘신명’팀)의 전통북 공연
5 Friendship Parade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8.12.17., Aspire 공원
∎ 주최 및 지원 : 카타르외교부, 주카타르대사관
∎ 행사내용 : 행진 참여, 한국 부스 운영(투호 및 붓글씨 체험)
6 한식 조리 시연회(Cooking Class)
∎ 일시 및 장소 : 2018.12.23.-24., 대사관 다목적실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 행사내용 : 한식 조리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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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문화공연(Fantastic Sounds of Korea)
∎ 일시 및 장소 : 2019.3.30, KATARA문화재단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KF, KATARA문화재단
∎ 행사내용 : 한국 퓨전국악단 ‘퀸’ 공연
8 한국영화 상영
∎ 일시 및 장소 : 2019.4.6., 대사관 다목적홀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KF
∎ 행사내용 : 한국 영화(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상영
9 재외예술인 활용 공연(An Autumn Night of Classical Music)
∎ 일시 및 장소 : 2019.10.29.-30., KATARA문화재단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KF, KATARA문화재단
∎ 행사내용 : 카타르 거주 한국 클래식 음악인 공연
10 대사배 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11.16., Al Gharafa Sports Club Hall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카타르 태권도 협회, 국기원
∎ 행사내용 :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11 한식 조리 시연회(Cooking Class)
∎ 일시 및 장소 : 2019.11.21., 대사관 다목적실
∎ 주최 및 지원 : 주카타르대사관
∎ 행사내용 : 한식 조리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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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인
구
면
적
민족구성

:
:
:
:

나이로비(Nairobi, 인구 439만 명, 2019)
약 4,756만 명(2019년)
569,259㎢(한반도의 약 2.6배, 남한의 약 6배)
키쿠유 22%, 루야 14%, 루오 13%, 칼렌진 12%,
캄바 11%, 키시 6%, 메루 6%, 기타 아프리카계 15%,
비아프리카계(아시아, 유럽, 아랍) 1% 등 약 44개 부족
종
교(’15년) : 기독교 및 천주교(80%), 이슬람교(10%), 기타(10%)
시
차 : 우리시간 -6
언
어 : 영어 및 스와힐리어(공용어)
1인당 GDP(’18년) : 1,710.5 미달러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총 교역 2억 8,600만 미달러(수출 2억
3,400만 미달러, 수입 5,200만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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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냐의 다양한 부족과 문화
케냐는 키쿠유(Kikuyu), 루야(Luhya), 루오(Luo), 칼렌진(Kalenjin), 캄바
(Kamba) 등 총 44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족들이 지역별로 공동체
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부족에 따라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서양문물을 받아
들인 정도에 따라 서구화 정도가 상이하며, 공용어인 영어와 스와힐리어 이외에
도 각 부족별로 조금씩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각기 다
른 생활환경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건조지대의 북부지방은 주로 유목생활
을 하고 해안지방 사람들은 어부의 삶을 살아가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최대 부족은 반투(Bantu)어 그룹인 키쿠유 부족으로 여타 부족에 비해 사회
적으로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다. 화려한 의상과 사자와 싸우는 용맹함으로 우리
에게 잘 알려진 마사이(Masai)족은 사실 소수 부족에 속하며, 주로 남부 사바나
지역에 거주하며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경제적 수단인 소를 중요
시하며, 전통적인 음식으로 소의 피와 우유를 섞어 마시기도 한다.
케냐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탄자니아, 우간다에서도 통용되는 스와힐
리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스와힐리어는 케냐의 초등교육 과정에 의무과정으
로 되어 있어, 스와힐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족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배우
게 되어 있다. 케냐에서 사용되는 스와힐리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가 혼합되어
쉥(Sheng)이라는 독특한 언어로 변형되었다. 쉥은 케냐에서만 사용되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통용되고 있다. 독립 후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탄자니아의
스와힐리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미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공용어
가 영어이므로 케냐인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
된 국가답게 케냐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해 케냐인은 대부분 3개 언어를 기
본으로 구사할 수 있다(예: 영어, 스와힐리어, 부족어).

(2) 케냐의 음식 문화
케냐의 주식은 옥수수(maize)이며,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개어 끓이는 우리의
떡처럼 만든 우갈리(Ugali)가 가장 흔한 음식 중 하나이다. 그린 바나나를 익혀
서 으깬 마토케(Matoke) 역시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이며, 해안지방과 빅토리

245

아 호수(Lake Victoria) 주변지역 주민들은 틸라피아(Tilapia)라는 생선을 많이
먹는다. 빅토리아 호수, 나쿠루(Nakuru) 호수, 나이바샤(Naivasha) 호수 등 굴
지의 호수와 인도양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케냐이지만 열악한 운송수단과 저장
능력의 부족으로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생선이 매우 귀하며 가격도 비싸다. 나이
로비 시내의 시티마켓에 가면 간혹 신선한 생선을 구입해 생선회를 맛볼 수 있
으나 케냐인 대부분은 튀긴 생선을 먹는다. 아울러 식민지 시절에 이주해온 이
주민들이 전수한 커리(Curry), 사모사(Samosa) 및 짜파티(Chapati) 등 인도 음
식도 케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케냐인
들은 아침식사로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타서 마시는 짜이(Chai) 한 잔을 마신
다. 대신 보통 점심과 저녁은 아주 풍성하게 먹는다. 음식은 저장 공간이나 냉장
고의 보급이 미진해서인지 대부분 튀기거나 오랫동안 푹 끓인 스프(죽에 가깝
다)를 기름과 소금을 넣어 끓인 밥이나 우갈리, 혹은 짜파티와 함께 먹는다. 간
식으로는 감자튀김과 도넛 비슷한 만다지(Mandazi)가 있으며, 숯불에 구운 옥
수수에 고춧가루, 소금 그리고 레몬을 발라서 먹는 것도 유명하다. 또한 숯불에
뭉근하게 구운 소시지에 카춤바리(Kachumbari)라는 토마토, 양파, 고수로 만
든 샐러드를 얹어 먹는 것도 케냐의 간식문화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케냐인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염소고기 또는 양고기를 먹으며, 고기
종류에 상관없이 바비큐 고기라는 뜻의 냐마초마(Nyama Choma)를 다양한 소
스와 함께 먹는 것이 유명하다.
나이로비, 몸바사 등 주요도시에는 이탈리아, 아랍음식, 아시아 및 남미의 브라
질, 멕시칸 등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음식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케냐인의 다른 문
화에 대해 개방된 마인드는 음식에서도 보여 진다. 현재 한국 음식점은 나이로비
내에 두 군데가 있으며, 그 외에 서너 개 정도의 일식당을 한국인이 운영하므로,
여기서 또한 한식을 제공한다. 한국식 양념 치킨집도 있으며 케냐인들도 좋아한다.

(3) 케냐의 음악과 스포츠
케냐 대중음악에서 기타는 주요한 악기 중 하나이며, 콩고 음악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60년대 빅토리아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벵가음악(Benga
music)이 유명해졌으며, 이외 힙합, 레게, 락앤롤, 펑크, 소울, 유로팝의 영향도

246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케냐

Ⅳ

받았다. 현대 케냐에서 대중음악의 주류는 벵가음악과 같이 룸바(Rumba)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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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콩고의 링갈라(Lingala), 탄자니아의 봉고 플라바(Bongo Flava), 남아공의
아프로 퓨전재즈(Afro-fusion jazz) 그리고 힙합계열의 서아프리카의 나이자
(Naija) 등이다. 케냐인들은 기념식과 같은 행사나 교회 예배 중에도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한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부르는
노래는 절로 몸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최근 빠른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세계
의 최신 곡을 바로 들을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전통 음악은 공연
장에 가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케냐인들은 크리켓(주로 인도계 케냐인들이 즐김), 축구, 럭비, 복싱 등 다양
한 스포츠를 즐기며,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세계 육상 강국답게 육상대
회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케냐는 특히 마라톤과 중･장거리 육상에서 세계적으
로 뛰어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칼렌진 부족 출신인 케냐 육상선수들은
올림픽 및 각종 육상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으며, 유명한 선수로 4번의 보스
턴 마라톤 우승자이자 2번의 세계 챔피언기록을 보유한 여성 마라토너 캐서린
데레바(Catherine Ndereba), 중거리 육상선수 데이비드 루디샤(David
Rudisha) 등이 있다. 최근 2016년 리우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
개 동메달 1개로 전체 국가 중 15위, 아프리카 국가중에 1위이며 남녀 마라톤에
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케냐 출신으로는 역대 두 번째(여성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사브리나 완지쿠
(Sabrina Wanjiku)선수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자연환경으로
인해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은 케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기
업(한화카드)의 후원으로 인해서 가능하였다.
2019년 10월 현 최고의 마라톤선수이자 케냐의 국민적 영웅인 엘리우드 킵
쵸게(Eliud Kipchoge)는 영국화학업체 이네오스(INEOS)가 ‘인류 마라톤 최초
의 2시간 돌파(1:59 Challenge)’를 위해 마련한 비공식 마라톤 경기에서 1시간
59분40초를 기록하며 국제육상연맹(IAAF)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 케냐
국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4) 케냐의 종교
주요 종교가 개신교인 케냐에는 많은 교회가 있다.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
회도 상당수이지만, 주중에는 가게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주말에만 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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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하는 현지교회들도 있으며, 주말이 되면 공원예배나 길거리 예배를 쉽게 볼
수 있다. 개신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케냐이지만 거리에서 차도르,
히잡을 두른 무슬림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특히 인도양 해안가에 위치한
몸바사 지역은 아랍문화권의 영향으로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여 이슬람 형
식의 건축양식이나 모스크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종교적 분쟁의 심각성에 대해 다룬 <위도 10도(The Tenth Parallel, Eliza
Griswold(엘리자 그리즈월드))>에 나와 있는 종교 문제는 케냐에서는 찾기 어렵
다. 무슬림 학생은 수업 도중에 기도시간이 되면 자유롭게 나가서 기도하고 돌
아올 수 있으며, 시험기간에도 기도시간이 되면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탁
옆에서 기도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국가 간 이동이 활
발해지면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가 케냐에 들어와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5) 케냐의 교통수단
케냐의 대중교통으로는 마타투(Matatu)가 있으며 봉고에서부터 버스 크기까
지 다양하다. 요금은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심
지어 비가 올 때는 요금을 2배나 올린다고 한다), 콘닥타(Kondakta)이라는 버
스 안내원이 호객과 차비 수금을 병행한다. 매우 낡은 차를 조잡하게 개조하고
차내의 시끄러운 음악으로 인해 마타투의 승차감은 외국인이 기대할 바가 못 되
나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구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기본 요금은 50실링)이
있다. 다만 마타투 승차 시 차내에서 소매치기 등 외국인에 대한 강도가 잦으므
로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들 수 있는데, 따로 미터기가 없어서 매번 탈 때마
다 가격을 흥정해야 하며, 가급적 등록된 회사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이로비: 유니버설캡 0723837891). 최근 우버(UBER), 택시파이(Taxify) 등
택시 서비스가 나이로비 및 몸바사에서 영업을 시작하여, 일반 택시에 비해 편
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차는 대부분 수출 및 수입 물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며, 철도시설의 부족으로 연결이 좋지 않으며 시설도 열악하였으나 중
국 정부의 펀딩을 통해 나이로비-몸바사 간(485Km) 표준궤 철로가 2017년 개
통하여 네 시간 반 안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일반석 미화 7달러, 일등석 미
화 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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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아프리카 •중동

케냐인들은 인종차별에 상당히 민감하므로 각종 영상물을 포함한 컨텐츠, 미
디어나 판촉물의 경우엔 적절한 어구를 기재했는지 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흑인 및 아프리카 비하적인 뉘앙스나 간접적으로라도 인종차별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2013년 개설된 국립 나이로비 대학(University of Nairobi) 한국학과
(Department of Korean Studies)와 2014년 개설된 국립 케냐타 대학
(Kenyatta University) 세종학당 등을 통해 한국 및 한국어를 배우려는 케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한류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신입생들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케냐인들은 한국의 뛰어난
전자제품과 IT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며, 삼성, LG 등 케냐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인해 케냐인
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 드라마 보급

최근 대사관을 통하여 케냐 내 한국드라마를 무상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
‘태양의 후예’, ‘또 오해영’을 방영하였고, 2019년 케냐 주요 지상파 TV 방송사
K24를 통해 ‘순정에 반하다’ 방영을 시작한 후 한국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화랑’, ‘김치 패밀리’도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방영 예정이다.
2 태권도 보급

케냐 전국 초중고 및 국방부, 경찰청 등에 태권도 클럽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의 태권도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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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케냐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제1회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
도 대회’를 계기로 매년 동 대회를 개최하여 케냐에서 태권도 보급을 고무하는
행사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국기원태권도 시범단이 방문, 태권도 시범공연을 통해 태권
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3 케이팝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유튜브 등을 통해 케이팝을 즐겨 듣는 젊은이들도 많
이 늘고 있는 추세로, 예를 들면 2012년에 발매되어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싸이
의 ‘강남스타일’은 한동안 케냐 내 펍이나 클럽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열풍이 케냐 내 한류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젊은이 사이
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KOICA Alumni Kenya Chapter(KAKC)
성격
회원 수
세부 활동

KOICA 연수생 동창회(2008년 5월 설립)
- 연수생 간 화합도모 및 한･케냐 양국 우호증진
700여 명
∙ 임원 정기모임 및 특별모임 개최
∙ 홈페이지(www.kakc.or.ke)및 지역사회 아웃리치프로그램 실시

2 K-K Frontiers
성격
회원 수
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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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 졸업생, 나이로비대학교 한국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한류연구
및 홍보모임
80여 명
∙ 정기모임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 한류 등에 대해 토론
∙ 2015.1 개설 이후 매년 경제세미나 및 자체 모임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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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POP / K-Drama 동호회

회원 수
세부 활동

케냐내 케이팝, 한국드라마등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

아프리카 •중동

성격

100여 명
∙ 주로 SNS등을 통해 회원들간 한류관련 정보를 공유 하고 있으며
한국식당에서 정기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
∙ 대사관 주최 행사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음.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한국과 케냐 간 문화교류는 미미한 상황이었으나, 2013년 9월 동부아프리카
에서도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나이로비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설립됨에 따라 한
국학과를 중심으로 케냐 내 한국어와 한국경제정책･문화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케냐의 대학생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주요기업들을 잘 알고 있
으며, 한국학과 과목수강 등을 통해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기회를 얻고자 희망하
고 있다.
∎ 2019년 5월 27일~5월 29일간 나이로비시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USIU)-Africa 대학에서 핀란드 및 콜롬비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한국대사관은 5.29.(수)행사 마지막날 ‘검사외전’을 상
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후 김밥, 불고기, 김치 등을 제공하여 학생
들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2019년 6월 8일에는 케냐 주재 대사관 및 민간기관과 공동주관으로 나이로비

국립박물관에서 ‘제7회 나이로비 국제문화축제(7th Nairobi International
Cultural Festival)’가 개최되어 약 2,000명이 방문하였으며, 한복체험 및 사
진촬영, 전통놀이 등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 2019년 9월말~10월초, 한-케냐 수교 55주년 기념 한국주간 행사를 실시하

여 다방면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행사별로 많은 인원
이 꾸준히 참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을 뿐 아니라, 현지 주요 지상파 방
송국인 KTN TV를 통해 생방송 인터뷰를 포함, 수차례 한국특집방송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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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이로비 외 지방에 살고 있는 케냐 국민들에게도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19 한국주간 행사결과)
① 한국영화제 : 9.25.(수)~9.26.(목)
나이로비 국립대학 내 강당에서 한국 영화제를 개최하여 학생, 일반인 등 누
적 약 800 명의 관람객이 우리 영화 암살, 리틀포레스트, 국가대표, 의형제
를 관람하였다.
② 한복패션쇼 : 10.2.(수)
2019년 국경일 행사 1부로 개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케
냐 학생 및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모델로 참여하여 양국간
우호 및 친선교류의 미래를 보여주었으며, 다채로운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한국 문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③ 케이팝 경연대회 : 10.7.(월)
예선을 거처 최종선발된 10여팀이 노래, 춤경연 대회를 하였으며, 최근 케이
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연 열기도 뜨거웠을 뿐 아니라 약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④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초청공연 : 10.7.(월)
3년 연속 케냐에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초청공연을 하였으며, 케냐 태권도
지도자 및 유소년팀 학생들도 다수 참관하여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 및 태권
도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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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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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코트디부아르

1 개황

∙ 수

도 : 야무수크로(Yamoussoukro, 인구 36만)
※ 경제수도 : 아비장(Abidjan, 470만)

∙ 인
구 : 2,267만 명
∙ 면
적 : 322,463㎢(한반도의 1.4배)
∙ 민족구성 : Akan(28.8%), Gur(16.1%), Krou(8.5%), Mande(21.4%)
등 60여 종
∙ 종
교 : 이슬람교(42.9%), 카톨릭(17.2%), 기독교(16.7%),
토착신앙(11%)
∙ 시
차 : 우리시간 –9
∙ 언
어 : 프랑스어(공용어), 종족어
∙ 1인당 GDP(’17년) : 1,662달러(총 GDP 403.9억 미불)(WB)
∙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총 교역 1억 1,687만 미불
(수입 1.1억 미불, 수출 687만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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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및 고려사항

아프리카 •중동

(1) 다양한 종족과 종교
코트디부아르에는 Baoulé, Agni, Bété, Malinké 등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
를 갖는 60여개의 부족이 지역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다. 또한, 주변국
(부르키나파소, 말리, 기니, 라이베리아 등)으로부터 이주한 자들이 인구의 1/4
을 차지하며, 비 아프리카 국가인 프랑스, 레바논, 베트남 혈통의 국민들도 상당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토착신앙,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가 공존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국부(國父)인 우푸에부아니 초대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였으며, 추기경, 대주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카톨릭의
교세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 제1의 종교는 이슬람교로 인구의 약 40%가
무슬림이다.
역사적으로 이주민과 다양한 민족들 간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남북지
역 갈등이 존재해왔고, 이것이 정쟁에 이용되어 약 10년 간 내전의 비극을 겪는
등 민족과 종교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 평화 성당(Basilique de Notre Dame de la Paix)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우푸에부아니 코트디부아르 초대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행정수도 야무수크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평화 성당(Basilique
de Notre Dame de la Paix) 건축을 지시하였다. 1985년-1989년간 약 3억불
이 투입되어 완공된 이 성당은 높이 158m, 넓이 30,000㎡의 웅장한 위용을 자
랑하며, 동 성당의 스테인레스 벽화에 그려진 12제자 중 1명이 우푸에부아니 대
통령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2) 아프리카 타임
사람들이 느긋하고 여유로워 시간 약속에 대한 관념이 한국보다는 엄격하지
않다. 국가행사에도 시간 연기가 종종 존재하고, 관공서에서의 일처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으로, 사전에 미리 담당자와 접촉하여 정확한 시간약속 후 방
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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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 문화
불어권 문화의 영향으로 친한 이성 간에는 양쪽 뺨을 번갈아 세 번 맞대는 비
쥬(Bisou) 인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가까운 남자들 사이에서는 양쪽 뺨 대
신 양쪽 이마를 번갈아 세 번 맞대거나,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중지 손가락을
자신의 중지손가락에 걸은 뒤 ‘딱’ 소리를 내는 특유의 인사 문화가 있다. 업무
상 처음 만나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4) 팁 문화
식당의 경우에는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종업원에게 팁을 주게
되는 경우 500세파(한화 약 1,000원)에서 최대 1000세파(한화 약 2,000원) 정
도가 적당하다. 코트디부아르에는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점 앞 주차공간에
경비 및 주차 요원이 상주하면서 주차를 도와주는 데, 의무는 아니나 보통 500
세파 정도의 팁을 지불한다.

(5) 한국과 유사한 음식 문화
닭고기 께제누(Kedjenou)와 생선 케제누 요리는 한국의 닭볶음탕, 매운탕과
유사한 맛이다. 한국에서 감기에 걸리면 매콤하고 시원한 콩나물국을 먹듯이 코
트디부아르에서도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허약해지면 따뜻하게 데워진 께제누 음
식을 먹는다.

(6) 장례식과 결혼식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는 장례식으로 보통 5일 또는 7일장이며, 부고가 일간
지의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큰 행사는 결혼식으로서 코트디부
아르인들은 일반적으로 3번(전통 결혼식, 시청에서 올리는 현대 결혼식, 종교에
따른 결혼식)의 결혼 예식을 올리며 부유층의 결혼식은 피로연을 비롯하여 수십
대의 자동차가 시내를 일주한다.

(7) 고려사항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코트디부아르인들이 보다 쉽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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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존 인기 분야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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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외에도 K-pop, K-뷰티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에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는 불어권 문화에 대한 편향성,
낮은 경제수준, 동양문화에 대한 이질감, 불어라는 언어적 장벽 등은 향후 코트
디부아르와 문화교류를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제약 또는 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코트디부아르 국민들도 이제 K-pop 등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가운데, BTS의 전 세계적 인기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에도 한류의 바람을 조금씩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유튜브 등을 통해
BTS로 대표되는 K-Pop과 사랑에 빠진 팬들이 코트디부아르 젊은 층 사이에서
지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인기 스포츠인 태권도를 비롯,
한국 패션, 한국학 등 여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매년 한국 영화제, 한국 전통 음악 공
연, 한식 행사, 대사배태권도 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코트디부아르를
서아프리카 한류 확산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태권도

코트디부아르에 태권도가 처음 전파된 것은 1968년이다. 5년 뒤인 1973년
태권도협회 창설되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한 코트디부아르 태권도는 1975년
월드컵태권도대회에서 3위, 1985년 2위 입상에 이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코트디부아르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과 동메달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낸다.
1968년 최초 전파후 약 50년이 지난 코트디부아르 태권도는 올림픽 등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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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의 선전과 함께 지속 성장, 오늘날 코트디부아르 태권도협회 등록된 유
단자 선수 3만 6천여 명을 포함하여 전국 620개 이상의 자생적인 태권도 클럽
에서 코트디부아르 국민 약 25만 명이 수련하는 명실상부 코트디부아르 제2의
인기스포츠(제1위 : 축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은 코트디부아르 태권도협회와 협력하여 대한
민국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매년 성황리에 개최하여 코트디부아르 내 태권도의
열기와 위상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중이다.
2 음악(K-Pop)

한류 스타 BTS의 전 세계적 인기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유튜브, 페이스
북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K-Pop을 접하고 즐기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말에는 몇몇 젊은이들이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최초로
‘K-Pop Ivoire Festival’ 이라는 자체 행사(참석 희망 의사 표시 인원 : 400여
명) 개최를 기획하고 있는 등 앞으로 코트디부아르 내 K-pop에 대한 인기는 점
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K-뷰티(패션)

K-pop에서 시작된 코트디부아르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패션으로
도 이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된다. 한국 패션 의류를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
여 판매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몇몇 젊은이들이 현지에서 구비
한 의상을 한국의 최신 패션처럼 스타일링한 사진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스북 페이지(Boutique Korean Holy Style)를 개설 및
운영하는 사례도 관찰된다.
4 영화

코트디부아르에는 제대로 된 영화 시설이 갖춰진 극장이 거의 없으며(아비장
에 4개 극장 소재) 한국영화가 상영된 적이 없어 코트디부아르인들의 한국영화
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다. 이에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은 2013년 이
래 매년 한국영화행사를 개최하여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국영화를
소개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는 바, 언어적 장벽(불어) 등 일부 제약들을 극복한
다면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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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서아프리카 전통 음악의 중심 국가이자 재즈･블루스･레
게 등 현 대중음악의 원류로서, 역사적으로 젬베 등 전통 타악기를 이용한 리듬
감 있는 음악에 대한 이해와 조예가 깊은 국가인바, 장구, 꽹가리, 북 등 우리의
전통 음악과 상당한 접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한국 전통 음악 예술인들이 매년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코트디부아르의 전통 음악 및 춤 분야 예술인들과 합동 공연을 개최하는
등 양국 간 전통 문화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6 한식

코트디부아르에는 한국식당이 4개(모두 경제수도 아비장에 소재) 있으나, 현
지 식당에 비해 비교적 고가인 관계로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다소 제한되어 있다.
이에,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은 국경일행사, 한국영화행사 등 대사관
주최 주요행사 계기에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이 다양한 한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한국학

코트디부아르 지식인들 및 중산층에게 한국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경
쟁력을 가진 선진 국가로 성장한 모델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 및 기술 전수
등 이론적･실천적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한국과의 교류 및 접
촉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인들의 가장 큰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 정부는 2017년 4월 서부아프리카 최초로 코트디부아
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
학 전공 학과를 개설, 이를 통해 코트디부아르 대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의 경제 경영 등 한국 문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바,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은 코트디부아르 내 한류의
성장과 확산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19년 한국학과
제1기(2017-2019) 재학생 15명 졸업, 제2기(2019-2021) 재학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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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코트디부아르는 불어권 문화의 영향이 강한 국가로서 아직까지는 한국문화를
낯설게 여기는 코트디부아르 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K-pop 아이돌 스
타들 특유의 춤 실력과 세련된 스타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코트디부아르 젊은이
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이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명성과 결합되어 점차 많은 수의 코트디부아르인들이 한국을 고
급스럽고 세련되며 매력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트디부아르 정부를 비롯한 코트디부아르 지식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코트디부아르 발전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본보기로 인식하고
있는바, 한국문화에 대한 코트디부아르인들의 관심과 인기는 앞으로 더욱 확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아직까지 코트디부아르에서 발족한 한류 동호회는 없으나, 향후 동호회로 발
전할 수 있는 자발적인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 등 젊은층 사이에서
동호회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1) 한국학과 전공 대학생
코트디부아르를 대표하는 펠릭스우푸에부아니대학교에서 2017년 5월에 경제
경영대학 대학원 과정으로 한국학이 개설됨에 따라, 동 대학교에서 실시되는 한
국 관련 문화 활동은 동 전공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향후 동 대학 한
국학과가 배출한 학생들에 의해 한류 동호회가 발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K-Pop 관련
아직까지는 동호회 수준의 K-Pop 단체는 없으나, 2019년 11월 현재 기준
약 70명의 코트디부아르인들이 BTS의 팬클럽인 ‘ARMY’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
된다. 또한, 최근(2019.10월) 4명의 코트디부아르 젊은이들이 ‘KIF(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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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동

앞으로 매년 K-pop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향후 동 단
체가 동호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K-뷰티 관련
한국의 패션 스타일에 매료된 코트디부아르의 몇몇 젊은이가 최근(2019.10
월) 한국 스타일 의상을 직접 촬영하여 게재 및 공유하고 해당 의상도 판매하는
페이스북 페이지(Boutique Korean Holy Style)를 개설, 2019년 11월 현재
기준 약 405개의 ‘좋아요’를 확보하고 있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태권도
∎ 행사명 : 2018년 대사배 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8.12.1.(토) 08:00-17:00 / 아비장 체육 경기장(Palais

dessports)
∎ 주최 및 주관 :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코트디부아르 태권도협회
∎ 행사 내용 : 주재국 태권도협회 소속 선수 및 관객 300여 명이 참석하여, 뜨

거운 열기 가운데 태권도 시범공연, 지역별 단체 겨루기 및 품새 토너먼트 대
회를 개최하였음.

(2) 영화
∎ 행사명 : 2019년 한국 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 2019.9.19.(목) / 대사관 문화홍보관
∎ 주최 및 주관 :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주재국 기술･발전 국책연구소, 코트라 방한 바이어 등 수입업체,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경제협력 관련 주요 인사를 초청, 한국 영화 ｢터널｣을
감상하고, 한식 만찬과 함께 경품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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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음악
∎ 행사명 : 앞으로! 코리안(Afro-Korea)
∎ 일시 및 장소 : 2019.7.27.(토)-8.7(수) / 코트디부아르 펠릭스우푸에부아니

대학교, 국립예술원, 현지 고아원
∎ 주최 및 주관 : KF, 한-아프리카 음악･춤 연구소
∎ 행사 내용 : ‘2019년 KF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주재국 대

학교 학생 대상 전통음악 공연, 한-코 전통음악 합동 공연, 고아원 아이들 대
상 음악 교육 및 공연 개최하였음.

(4) 종합 문화 행사
∎ 행사명 : 2019년 국경일 리셉션
∎ 일시 및 장소 : 2019.10.3.(목) / 대사관저
∎ 주최 및 주관 :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주재국 부통령(Daniel Kablan Duncan)을 포함한 전･현직 고

위 정관계 인사, 주요국 대사 및 외교단 인사, 주재국 및 겸임국 한인회 교민
등 약 200여명 참석 하에 한국이미지 홍보 전시회, 코트디부아르 음악 교수
의 가야금 연주,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소년단의 시범공연, 한복 체험장 설치,
한식(떡볶이, 한과, 즉석불고기 등) 만찬 등 종합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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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 콩고민주공화국(DRC: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수 도 : 킨샤사(Kinshasa)
인 구 : 8,679만명(2019 UN)
면 적 : 2,344,885㎢(한반도의 11배)
종 교 : 카톨릭(50%), 개신교(20%), 킴반기스트(10%), 이슬람교(10%), 토착신앙(10%)
언 어 : 불어(공용어), 토착어(링갈라, 스와힐리, 키콩고, 칠루바)
기 후 : 열대 고온다습, 건기(5~8월)와 우기(9~4월), 연평균 30도
독 립 : 1960.6.30.(벨기에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5년 중임제), 총리, 상.하원 의장, 각료
의회구성 : 하원(500명, 5년), 상원(108명, 5년), 종신상원의원(Kabila 前대통령)
주요인사
- 대통령 : Felix Tshisekedi(2019.1.24.~)
- 총 리 : Sylvestre Illunga(2019.8.26.~)
- 외교장관 : Marie Tumba(2019.8.26.~)
1인당 GDP/GDP : $449/426억불(2018, IMF)
경제성장률(GDP) : 3.9%(2018, IMF)
교역 : 302억불(2018, IMF)(수출 147억불, 수입 154억불)
정부예산 : 59억불(2019)
화폐단위 : Congolese Franc. 미화 사용가능
수교일자 : 19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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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콩고의 종교
콩고에는 개신교도와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콩고 내 60%정
도의 초등학교가 가톨릭교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외에도 병원, 농장, 목장, 가게
등의 기관도 많아 콩고에서의 가톨릭의 영향이 매우 크다. 1878년부터 유럽에
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콩고에서 활동한 관계로 카톨릭과 개신교도가 인구의 절
반을 넘는다. 1920년대에 영국성공회의 일원이었던 시몬 킴방구(Simon
Kimbangu)가 설립한 킴방구교도 개신교의 일부이다.

(2) 콩고의 젖줄 콩고 강
콩고 강의 콩고민주공화국부터 르완다까지 8개국을 아우르며 흐르는 강이다.
그 길이가 4.700km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의 거
리와 같다. 콩고 강의 유역과 강이 지나가는 콩고의 열대우림은 아마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지역이며 평균유량 역시 아마존 강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유량을 자랑한다. 콩고 강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인데 그 깊이는
230m이다. 콩고 강은 그 주위에 도로나 철도가 생기기 전 구리, 야자유, 설탕.
커피. 솜 등을 거래하는 상인들의 배로 분주하였으며 현재는 그 유역에 40여개
의 수력발전소가 세워졌다. 과학자들은 콩고 강으로 세계 수력발전량의 13%를
생산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전역에 전력을 공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3 한류 및 한류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 문화가 중동이나 기타 아프리카 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불어자막이나 더빙으로 이루어진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매체 유입
이 활발해진다면 한류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류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지만, 국내 기업의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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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가전제품의 우수한 브랜드파워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향후 미디어 매체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한류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류 동호회
아직까지는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한류행사를 주최하거나 경연대회를 개최하
는 한류 동호회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콩고인들이 관심이 많은 한국어, 한국
음식, 영화, K-POP 분야 등에서 한류 동호회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4 주요 문화행사
(1) 국경일 행사 개최
2019.10.10. 주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DR콩고 국립박물관에서 국경일 행
사를 개최하였다. 국립박물관은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국립박물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개발협력 성과와 더불어 우
리문화 홍보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행사에는 주재국 신임각료 10명과 정
부, 의회 및 사회 각계 인사, 당지 주재 외교단 및 국제기구 인사, 언론인, 재외
동포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천절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부대
행사로 국기원의 대권도 시범단을 초청하여 품새, 겨루기, 격파의 고난도 시범
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탄성과 호평을 받았다.

(2) 음악회 개최
2019.10.8. 주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DR콩고 국립박물관에서 음악회 행
사를 개최하였다. 대사관은 오스트리아 린츠 오페라단 전속 솔리스트 바리톤 김
태현과 비엔나 음악대학교 피아니스트 박종화를 초청하여 오페라 아리아 3곡,
한국가곡 4곡, 콩고 룸바 1곡으로 현지인과 우리국민, 외교단의 취향에 맞게 구
성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음악회에는 민주콩고 각료 5명과 각계 주요인사, 외교단, 한인 등 350여명이
참석하여 큰 갈채를 받았으며, 콩고 국립음악원과 소프라노와 협연하여 수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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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2019.10.9.~11간. 주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DR콩고 태권도연맹과 공동으
로 2008년 대사관 재개설 이후 처음으로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킨샤사 마이샤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대회는 민주콩고와 콩고공화국 2개국에서 총 8개 팀이
참가, 3일에 걸친 시합을 통하여 열전을 벌였으며, 민주콩고와 콩고 지역사회의
태권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민주콩고 태권도연맹측은 2개의 위원회를(운영, 기술) 구성하여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대회를 주관하였으며, 특히 Diable Rouge 참가팀에서 3명의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연맹측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과 치료비 지불 조치
를 하여 안전에도 적극 지원 등 수준 높은 경기를 주관하였다.
경기 참가자는 8개 팀에서 총87명(남자 58명, 여자 29명), 심판원은 15명이
참가하여 총 79회의 겨루기를 통하여 최우수선수 남(Futila Stallone, Tshangu
팀) 여Medza Togo, Diable Rouge팀)를 각각 배출하였으며, 팀별 우승팀도
가렸는데 최우수 팀은 금메달 4개, 은 2개, 동 2를 받은 Tshangu팀에게 돌아
갔다.

(4) 국기원 태권도 시범공연 개최
2019.10.10.~11간. 주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공연
팀을 초청하여 국경일 행사와 대사배 태권도대회행사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개
최하였으며, 시범공연단은 품새, 루기, 격파의 고난도 시범을 선보여 참석자들로
부터 탄성과 호평을 받는 등 태권도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기원 시범단은 대사배 태권도대회 결승전 계기에 민주콩고와 콩고공
화국 2개국 선수단을 대상으로 태권도 기예를 전수하고 한국-민주콩고-콩고공
화국 3국간 체육 교류를 촉진하였다.

(5) 한국영화제 개최
2018년 9월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은 한국영화제를 우리교민, 콩고 국민
및 주재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제를 프랑스 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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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더 테러 라이브, 터널, 곡성, 타워, 밀정≫를 상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6) 퀴즈온 코리아 개최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은 킨샤사 소재 대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퀴즈 온 코리아(Quiz on Korea 2017)”을 개최하였다. 장기자랑, 1라
운드 OX문제 13항, 2라운드 주관식 포함 13문항을 두고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
을 벌였다.

268

2019 지구촌 한류현황 Ⅳ

콩고민주공화국

Ⅳ
아프리카 •중동

한국국제교류재단

269

31
쿠웨이트

1 개황

∙ 수
∙ 인

도 : 쿠웨이트시티
구 : 460만 명(2019년)
※ 쿠웨이트인 140만 명(30%) 및 외국인 326만 명(7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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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17,818㎢(경상북도 크기), 대부분이 사막
민족구성 : 아랍족, 외국인(기타 아랍계 및 아시아계 등)
종
교 : 이슬람교 76.7%(수니파 70%, 시아파 30%), 기독교 17.3% 등
시
차 : 한국시간 -6시간
언
어 : 아랍어(영어도 통용)
1인당 GDP : 31,916미달러(2018년)
우리나라와의 교역(’18년) : 총교역 140억 미달러
(수출 12억 미달러, 수입 128억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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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교에 따른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어 금주, 도박 금지,
일부다처제 허용, 남･여 생활공간의 분리, 여성복장 제약, 부모 의사를 위주로
하는 결혼(사촌 간 결혼 빈번) 등의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걸프협력이사회
(Gulf Cooperation Council) 소속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편
이다. 특히 구미권의 영향으로 일부일처제가 확산되어 젊은층 세대의 상당수는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는 등 서구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세대층은 서
구의 자유를 향유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수 이슬람주의자들은 사회를 이슬
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샤리아 법(Sharia)은 무슬림의 경전인 쿠란과 선지자 무하마드의 언행을 기
록한 순나, 하디쓰를 통칭하는 것으로 종교법이자 무슬림들의 생활 법으로서 샤
리아의 주요사항 중 술의 판매, 음주 금지(조리 과정에도 들어가면 안 됨), 돼지
고기 취식 금지, 무슬림을 집으로 초대 시 육류는 반드시 할랄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조리(정육점에서 Halal meat 판매), 라마단 기간 중 해 뜰 때부터 해지
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취식 금지 등은 외국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쿠웨이트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무상교육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쿠웨이트
대학 및 동 대학원 진학률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일 정도로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은 없다. 과학, 기술, 인문사회 분야의 여성 전문가 비율도 증가 추세로 사무전
문직의 46%, 기술전문직의 43%를 차지하는 등 전문직 분야의 여성지위도 상승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1963년부터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지역 내에서 가
장 먼저 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도 쿠웨이트는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러한 발전된 정치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쿠웨이트는 아직 유목사회 전통에 따라 부족사회 전통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보다는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부족사회 시 부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
하던 모임인 ‘디와니야(Diwaniya, 사랑방)’는 서구의 타운홀 미팅, 우리나라의 사
랑방 좌담회에 비견되는 것인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대개 주요 가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홀을 구비하고, 매주 1~2회 디와니야를 개최해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를 토론하고 있다. 쿠웨이트인은 디와니야 전통이 쿠웨이
트의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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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란, 알라, 선지자 무하마드에 대한 모독, 비난 또는 풍자는 절대적 금기 사
항이며, 국왕(Amir)에 대한 모독, 비난 및 풍자도 절대적인 금기사항이다. 또한
선정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신체 노출도 금기시 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Netflix, KBS world, Korea TV, Arirang TV를 위성채널로 시청하면서 우
연한 계기에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어 한류 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열렬
한 한류 팬의 경우 인터넷, SNS, 동호회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
양한 한류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쿠웨이트에는 한-쿠 문화 디와니야(사랑방)라고 불리는 다국적의 현지 팬 약
600명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있으며,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국 문화 행사 참여 외
에도 자발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한류문화 저변확대와 홍보에 참여하
고 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2019년 한국-쿠웨이트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연중 문
화, 예술, 스포츠, 음악, 한식, 한복 등 다채로운 한류 문화 컨텐츠 행사를 주재
국 문화기관과 한인회, 한-쿠 문화 디와니야와 함께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쿠웨
이트내 한류 붐 조성 및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공중파 TV를 통해 드라마가 방영된 적은 없으나, 쿠웨이트 국민들 대부분은
위성TV를 시청하고 있어 KBS World, Korea TV, Arirang TV 채널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층에서 인기가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위성채널인 MBC(Middle-East Broadcasting Center)는 <개인의 취향>,
<주군의 태양> 등 한국 드라마를 아랍어로 더빙하여 방영하였고,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해 최신 한국 드라마를 아랍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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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푸른바다의 전설>, <도깨비>,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배가본드> 등의 우리 드라마들이 쿠웨이트 청소년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2 영화

쿠웨이트 대사관은 주재국 문화청(NCCAL)과 협력하여 쿠웨이트 최대 영화
사업자인 Cinescape 그룹사의 Laila Gallery 극장을 대관, 한국영화제 행사를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인기 있는 장르에 국한 되지 않고 로멘틱 코메디, 가족물,
스포츠,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임으로써 한국 영화를 관람하는 현
지인들의 취향과 선택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영화제 행사는 쿠웨이트 내 외교단 행사 중 매우 선호도가 높은
행사로 자라 잡아 매년 영화관의 전석이 매진되는 등 흥행에 성공적이며 2017
년도에는 쿠웨이트의 최신 최대 영화관인 Cinescape 360 Mall 극장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군함도가 정식 상영되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올해 2019년 양국 수교 40주년과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여 12월 우리 영화 리틀포레스트(2018), 극한직업(2018)을 쿠웨이트 극
장과 대학, 왕실문화센터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드라마와 비교하여 한국영화는 상대적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면으
로 인해 아랍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으나, 최근 쿠웨이트의 영상
컨텐츠에 대한 심의 수준이 개방적으로 바뀌는 추세이므로 한국영화의 상영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K-Pop

쿠웨이트 내 현지 K-Pop 대한 열기와 열정은 가히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쿠웨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가무 공연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보수 이슬람국가이기 때문에 K-Pop에 대한 열정을 확인
하기란 쉽지 않았으나, 2015년과 2019년 개최한 창원 K-Pop World Festival
계기 K-Pop 지역 경연대회에서 숨어 있었던 동호인들의 실력과 열기를 직접 확
인할 수 있었으며 2019년 대회에서 이적의 ‘다행이다’를 부른 알리(22세, 남성)
씨는 경연대회 노래부문에서 우승하고 전세계 노래 부문 3개팀 중 1명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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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되어 10.11(금) 한국 창원에서 개최된 본선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전체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Kpop 저변과 쿠웨이트가 인구가 많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한다면 쿠웨이트 한류 팬들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만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최신 특정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동 경연대회
에서 다양한 장르의 Kpop과 춤이 대중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선곡과 안무,
무대매너, 한국어 가사 발음 및 전달, 시선 처리 등에 대해 한인 Kpop 전문가
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을 돕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Kuwait Radio(FM 99.7)는 매주 수요일 아침 7시~8시 아시아 음악을 소개
하는 코너에서 K-Pop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청소년과 여성
들을 중심으로 BTS, 샤이니, 소녀시대, Big Bang, 워너원, 블랙핑크 등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4 한식

쿠웨이트 대사관이 주최하거나 한국문화 동호회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들에서 지속적으로 한식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2015-2017년 세 차례 대사관
에서 Korean Street Food Festival을 개최하여 한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렇다 할 문화컨텐츠가 많지 않은 이슬람 보수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대사관의 행사가 되었으며 매년 약 4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본 행사를 찾
고 있다. 2019년 12월 쿠웨이트내 사립대학과 함께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한식진흥원과 함께 2019년 9월, 쿠웨이트 대형마트 내 요
리학원에서 ‘자기만의 한식요리’와 ‘한식을 활용한 퓨전 크로스오버 음식’을 주
제로 총 6개 팀이 참가하는 한식요리 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팀은 일상한식(김치찌개, 두부조림, 잡채, 솥밥, 떡갈비)과 퓨전한식(불고
기샌드위치, 크림파스타, 크림떡볶이, 김치리조또)의 요리를 선보였으며 한식전
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승자에게는 한국왕복권과 한국 유명 한정식 식
사권을 준우승자에게는 쿠웨이트 내 한인식당 식사권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자들
모두가 요리 행사를 즐기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쿠웨이트에는 2019년 9월 개업한 한식당을 포함, 한국인이 운영하는 2개의
한식당과 쿠웨이트인들이 운영하는 한국식 빙수 카페와 분식점이성업중이고 다
수의 쿠웨이트인들이 SNS를 통해 한식 만들기를 공유하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것이 젊은 층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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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국에 대한 호감은 한
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문화 디와니야
(사랑방) 행사 등 계기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쿠 문화디
와니야는 한국인 강사를 초빙해 K-DRAMA, K-Pop을 접목시켜 한글-캘리그라
피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드라마와 Kpop 가사
에 있는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글로 써보는 체험을 함으로써 즐겁게 한글을 배
워 나가고 있다.
2019년도에는 한국어강좌 레벨1, 레벨2 수업을 두 달간 진행하였고 약 40명
의 현지 여성들이 본 강좌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
6 스포츠(태권도)

대사관은 2015년 11월 제1회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GCC 국가
에서 최초로 단체전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쿠웨이트 내 9개 태권도 클럽이
참가하였다.
쿠웨이트에 진출해 있는 3명의 우리 국적 태권도 사범들은 20년 이상 쿠웨이
트 국가대표, 경찰대학교, 군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보급에 널리 힘쓰
고 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2015년, 2017년, 2019년까지 매 2년마다 한국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태권도를 홍보하고 있다.
2017년에는 쿠웨이트 최대 쇼핑몰인 그랜드 에비뉴 몰 광장에서 약 1천명,
그리고 쿠웨이트 내 우수 사립대학인 걸프대학교에서 6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시범공연을 선보였다.
2019년은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에 설립된 쿠웨이트 최
고의 시설을 갖춘 미국계 사립대학교인 American University of the Middle
East 내 오페라 극장에서 쿠웨이트 귀빈을 포함 약 75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으며, 쿠웨이트 내 현지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하여
태권도 꿈나무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시범단과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뜻 깊은
이벤트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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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사이에서 드라마나 Kpop에서 볼 수 있는 패션과 화장술(미용), 한
국 식품 등이 인기가 높아, 한국 화장품, 한복 등 한국 소품, Kpop 아이돌 상
품, DVD 등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쿠웨이트내 한국 식품점들에서 현지인
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일부 쿠웨이트 젊은이들은 개인 SNS 등을 통해, 우리 한국관련 상품이나 자
신만의 레시피로 조리한 한국음식을 판매하고 사용후기나 시식후기를 공유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서구 문화 콘텐츠에 비해, 한국의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가족정서와 현대, 전
통이 조화된 점이 쿠웨이트 문화와 비슷하고, 이슬람의 보수성으로 비교적 제한
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쿠웨이트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우리 Kpop의
역동적인 춤과 노래는 충분한 매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요 대기업의 상품과 건설 진출로 형성된 친숙한 감정이 한국의 다양
한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 역사 드
라마나 영화의 경우 한복의 시각적인 볼거리와 섬세한 감정 묘사, 쿠웨이트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과 산수 등이 아름답게 표현되면서 쿠웨이트 내 적지않
은 한국문화 고정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한국문화 디와니야>가 대사관 주도로
2012년 2월 2일 구성되었으며, 2013년 5월부터 <한-쿠웨이트 문화 디와니야>
로 명칭을 변경, 일방향의 한국문화 소개가 아닌 양국 간 민간 문화 교류 및 공
공외교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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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호회별 현황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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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쿠웨이트 문화 디와니야
한국문화 및 한류동호회

회원 수

약 600명, 인스타 팔로워 260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roups/322692144454630

세부 활동

∙ (온라인) 한국문화, 한류 등에 대한 의견교환
∙ (오프라인) 연1회 한국여행, 연2회 문화 디와니야 모임
대사관 주최 문화행사시 홍보 및 참석유도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

2 기타

상기 외에는 일본, 중국, 한국 Pop을 공통으로 소개하는 www.Jpopasia.com
에 한국 K-Pop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2019년 문화행사
1 한국인 클래식 공연단 문화의 밤 콘서트(3월)
∎ 행사명 : 클래식 공연단 문화의 밤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9.03.09.(토) / 문화청 Abdul Hussain Abdulridha 극장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재쿠웨이트한인회, 한-쿠 디와니야
∎ 공연단 : 소프라노 장하나, 테너 민정기, 베이스 박태종, 피아니스트 최소영
∎ 행사 내용 : 한-쿠 쿠웨이트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인 클래식 음악가

4인을 초청하여 약 800여 명의 쿠웨이트 내 다국적 외국인이 공연을 관람하
였다. 또한 공연에는 ‘Nella Fantasia’ , ‘You raise me up’ 등 유명한 해
외 가곡뿐만 아니라 그리운 금강산, 떠나가는 배, 향수 등 아름다운 우리나라
곡들 역시 선보이며 수교 40주년 행사에 걸 맞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하였다.
2 1차 한국주간 행사(4월)
∎ 행사명 : Korean Cultural Week(사진전, K-Pop버스킹 공연, 문화체험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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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9.04.04.(목)~04.09.(토) / The Grand Avenues Mall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한-쿠 디와니야, Boodai Aviation(대한항공)
∎ 공연단 : 한-쿠 디와니야 소속 KPOP 버스킹 공연단
∎ 행사 내용 : 아름다운 한국을 주제로 한 사진전, 아랍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즉석 캘리그라피 부스, 스킨 푸드 화장품 부스, 한국 브로셔 및 관광홍보영상
상영, 쿠웨이트 최초의 K-Pop 길거리 버스킹 공연 등 쿠웨이트의 랜드 마크
이자 최대 쇼핑몰에서 다채로운 구성의 한국주간행사 개최하였다.
3 2차 한국주간 행사 Ⅰ(7월)
∎ 행사명 : Cultural Festival(한복패션쇼, 한복전시&체험전)
∎ 일시 및 장소 : 2019.07.24.(수)~07.31(수) / ASCC 왕실문화센터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쿠웨이트 왕실 문화청 ASCC, 한-쿠 디와

니야
∎ 공연단 : 없음.
∎ 행사 내용 : 한-쿠 수교40주년을 기념하여 쿠웨이트 최초의 한복 패션쇼 행

사이자 왕실 문화센터 내 전시관에서 한복전시 및 체험전 행사를 선보였다.
7.24일 ‘전통한복 및 드라마 속 한복’, 7.25일 ‘한복의 변천사와 퓨전 한복’
이란 두 가지 주제로 이틀에 걸쳐 한복 패션쇼를 진행하였다.
한-쿠 문화디와니야를 통해 약 40명의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 자원봉
사자를 모델로 섭외하였으며, 드라마 명대사 따라하기, Kpop 커버댄스, 노
래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패션쇼의 틀을 깨고 다이나믹한 패션
쇼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문화센터 내 전시관에서 약 30벌
의 다양한 구성의 한복 전시회, 한복 입어보기 체험, 궁중 메이크업 체험, 전
통 장신구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누적 관객 2,500명
이상을 달성하였다.
4 2차 한국주간 행사 Ⅱ(7월)
∎ 행사명 : 2019 창원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 쿠웨이트 지역 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9.07.29.(월) / ASCC 왕실문화센터 내 공연극장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ASCC, 한-쿠 디와니야
∎ 공연단 : 쿠웨이트 지역예선 참가자 총 1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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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내용 : 다양한 장르의 Kpop과 춤 지역경연대회, 총 10개팀이 경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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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다행이다’를 열창한 알리(22세, 학생)씨가 전세계 예선참가자 중 단 13
팀만 선발되는 창원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5 2차 한국주간 행사 Ⅲ(7월)
∎ 행사명 : 한-쿠 수교 40주년 예술나눔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07.31.(수) / ASCC 왕실문화센터 내 공연극장 225석

2019.08.01.(목) / 문화청 Abdul Hussain Abdulridha 극
장 770석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쿠웨이트 왕실 문화센터 ASCC, 쿠웨이트

문화청
∎ 공연단 : (사)국제청소년예술단
∎ 행사 내용 : 2차 한국주간의 마지막 행사로서 대구 소재 국제청소년예술단이

사물놀이, 여성 중창, K-POP 커버댄스, 태평무, 한복 홍보대사의 한복패션
쇼, 홀로아리랑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2시간에 걸친 종합공연을 선보였다.
6 한식 경연대회(9월)
∎ 행사명 : 2019 HANSIK CONTEST
∎ 일시 및 장소 : 2019.09.19.(목) / The Food Academy, Save Co Mall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한식진흥원, 한-쿠 디와니야
∎ 공연단 : 없음
∎ 행사 내용 : ‘자기만의 한식요리’와 ‘한식을 활용한 퓨전 크로스오버 음식’을

주제로 총 6개 팀이 참가하는 한식요리 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팀은 1라운
드 일상한식(김치찌개, 두부조림, 잡채, 솥밥, 떡갈비)과 2라운드 퓨전한식(불
고기샌드위치, 크림파스타, 크림떡볶이, 김치리조또 등)요리를 선보였으며 한
식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승자에게는 한국왕복권과 한국 유명 한
정식 식사권을 준우승자 및 참가자 전원에게 쿠웨이트 내 한인식당에서의 식
사권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자들 모두가 요리 행사를 즐기고 우의를 다지는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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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공연단(10월)
∎ 행사명 : KK40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공연단(정부공식)
∎ 일시 및 장소 : 2019.10.27.(월) / 문화청 Abdul Hussain Abdulridha 극

장 770석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쿠웨이트문화청,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

화교류진흥원
∎ 공연단 : 공명, 두 번째달
∎ 행사 내용 :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

류진흥원이 파견한 문화공연단으로서 월드뮤직 그룹 ‘공명’, ‘두 번째 달’이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 완성도와 무대연출 부분에서, 2019년도 쿠웨이
트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문화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8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11월)
∎ 행사명 : 국기원태권도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11.14.(목) / AUM 내 오페라 극장(1100석)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AUM
∎ 공연단 :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 행사 내용 :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과 쿠웨이트 어린

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
9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한국화가 이향 화백 미술전시전
∎ 행사명 : ‘한국의 미’ 이향 화백 미술전시전
∎ 일시 및 장소 : 2019.11.18.(월)~2019.11.23.(토) / ASCC 왕실문화센터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ASCC
∎ 공연단 : 없음.
∎ 행사 내용 : 2019년 11월 18~23일 6일간 쿠웨이트 왕실 내 문화센터 전시

관에서 한국화가 이향 화백의 미술 전시전을 한국 미술인 최초로 개최
10 제 4회 Korean Street Food Festival(12월 예정)
∎ 행사명 : 제 4회 Korean Street Food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2019.12.12.(목) / American University of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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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한-쿠 디와니야, 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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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단 : 없음.
∎ 행사 내용 : 떡볶이, 호떡, 김밥, 튀김, 어묵, 불고기 컵밥 등 한국의 대표 길

거리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 대학 내 호수 주변으로 음식들을 배치하여
자유롭게 거닐며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11 2019년 한국 영화의 밤 축제(12월 예정)
∎ 행사명 :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한국 영화의 밤 축제
∎ 일시 및 장소 : 1차 2019.12.10.(화)~11(수) / AUM 대학 내 극장

2차 2019.12.16.(월)~21(토) / ASCC 왕실문화센터
3차 2019.12.24.(화)~25(수) / Cinescape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사)한국영화감독협회, AUM, Cinescape,

ASCC
∎ 공연단 : 없음
∎ 행사 내용 : 쿠웨이트 대사관은 올해 2019년 양국 수교 40주년과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춘사영화제 수상 작품인 영화 리틀포레스트(2018),
극한직업(2018)을 12월 쿠웨이트 내 최대 극장인 Cinescape 상영관과 AUM
대학, 왕실문화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무료 상영할 계획
12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종합음악공연단(12월 예정)
∎ 행사명 :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종합음악 공연단
∎ 일시 및 장소 : 2019.12.26.(목) / 문화청 Abdul Hussain Abdulridha 극

장 770석
∎ 주최 및 주관 : 주쿠웨이트대사관, 쿠웨이트문화청, ㈜ 골든캐슬
∎ 공연단 : wHool, The Man BLK, 김나니와 정석순, 황애리 밴드, 사물놀이 등
∎ 행사 내용 : 한-쿠 수교 40주년 기념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종합음악 공연

단. ㈜ 골든캐슬이 기획하고 (재)서울예술단 권호성 예술감독이 연출하는 음
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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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도도마(226만명)
인
구 : 약 5,630만명(2018, WB)
면
적 : 883,749㎢(한반도의 약 4배)
종
족 : 129개 종족
종
교 : 이슬람교(35%), 기독교(30%, 카톨릭 포함), 토속종교(35%)
시
차 : 우리시간 -6시간
언
어 : 스와힐리어, 영어
1인당 GDP(’18) : 1,039.1미달러
우리나라와의 교역(’18) : 총 교역 2억 2,700만 미달러(수출 1억 9,400만
미달러, 수입 3,300만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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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
탄자니아에는 120여 부족이 살고 있고, 전체 인구 중 무슬림 35%(탄자니아
자치정부인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97%가 무슬림), 기독교 30%, 이며, 전반적으
로 종족 간, 종교 간 심각한 갈등은 없다. 종교간 평화를 유지하는 대표적 아프
리카 국가로 평가받는 탄자니아에서는 이슬람 모스크와 기독교 교회가 차별과
분리 없이 공존하고,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잔지바르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
는 외부 이슬람 과격세력의 영향으로 인해 기독교와 이슬람 간 긴장 관계가 조
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2월에는 탄자니아 북부 아루샤에서 성당폭탄테러가 발생
하였으며, 2014.2월에는 잔지바르 성당, 레스토랑에서 사제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 한 바 있다.

(2) ‘뽈레뽈레’ 문화
탄자니아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의 ‘뽈레뽈레(Pole-Pole)’는 우리말로 ‘천천
히’라는 뜻으로, 탄자니아에서 매사 일을 느긋하게 진행시키는 문화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아프리카의 지붕인 킬리만자로(5,895m)를 오르는
현지인들은 ‘뽈레뽈레’를 강조하는데, 이는 천천히 가야만 높은 산에 적응해 고
산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탄자니아인들이 추구하는 ‘느림의 미학’
으로 해석하면서, 가난과 질병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여유를 갖고 삶을 즐기는
탄자니아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뽈레뽈레’
문화로 인해 약속 및 시간 개념이 불명확하고 일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바,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연 6-7%) 속에서 많은 탄자니아인들조차도 이러한
‘뽈레뽈레’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 탄자니아 스타일, ‘캉가’
‘캉가(Kanga)’는 원색의 천을 활용한 탄자니아의 대표적 여성 패션으로, 식
민지 시절,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천을 잔지바르 여인들이 옷으로 해 입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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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빅토리아(Victoria) 호수지역까지 퍼져 나갔다. 캉가는 가로 1.5m,
세로 1m의 천으로 네 귀퉁이에 테두리 문양이 있고 한 가장자리에 스와힐리어
문구가 있는데, 주로 속담, 문화, 종교 등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탄자니
아 시장에 가면 캉가천을 보통 두루마리에 말아 판매하며, 보통 우리돈
6,000~7,000원에 살 수 있다.

(4) 탄자니아 대중미술, ‘팅가팅가’
1960년대 활동한 탄자니아 대중미술가 에드워드 사이디 팅가팅가(Edward
Saidi Tingatinga, 1932-1972)의 이름을 딴 탄자니아 특유의 그림으로, 캔버
스에 유성페인트로 사람, 꽃, 동물들을 희화화하여 그린 그림이다. 에드워드 팅
가팅가는 탄자니아 남부 시골 출신으로, 자전거용 페인트 등 저렴한 재료를 활
용하여 야생동물, 사바나 등을 그렸는데, 서구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
면서 1972년에는 런던 ‘Common Wealth Gallery’에서 100여 작품이 팔리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그가 1972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후
그의 동료들에 의해 팅가팅가 화풍이 계승되었는데, 팅가팅가는 오늘날에도 탄
자니아 서민들의 소박한 삶과 긍정적인 가치관 등 다양한 모습을 독특하고 익살
스런 방식으로 담아내는 탄자니아 대중미술의 대명사가 되었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탄자니아에서 2004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가나에 이어 세 번째로
한류드라마의 원조인 ‘겨울연가’가 방영된 이래, 최대 민영 방송인 ITV를 중심
으로 다수의 한국드라마가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2011년에는 ‘바람의 나
라’가 ITV에 5천400불에 판매되어 상영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 지역
최초 유상판매 사례이다. 특히, ‘대장금’, ‘주몽’, ‘해신’, ‘선덕여왕’, ‘성균관스캔
들’ 등 전통 사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수 현지인
들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시청한 전통사극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까지 특정 한국 배우나 가수에 대한 팬클럽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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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드라마를 통해 접하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

아프리카 •중동

양한 문화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분야별 현황
∎ 태권도 보급

탄자니아 전국 국방부, 경찰대학 등에 태권도 클럽이 있으며, 2017년 한-탄
자니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제1회 ‘주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
를 개최하여 약 300여 명이 참가하였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아직까지 탄자니아에서 발족한 한류 동호회는 없으나, 현지인들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행사명 : 올람 공연단 문화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9.05.02.(목) / UDSM Nkurumah Hall
∎ 주최 및 주관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 공연단 : 올람 공연단
∎ 행사 내용 : 기독교 선교활동 공연단이지만 종교색채를 최소화하고 한국문화

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우리 전통 춤과 노래를 현지인들에게 선보임.

(2) 행사명 : 2019년 한식 홍보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9.06.12.(수) / Serena Hotel
∎ 주최 및 주관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탄자니아 정부 주요인사 및 당지 주재 외교단, 한인 주요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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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이 참석하여 비빔밥 시연, 김밥말기 경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한식
에 대한 호감을 높임.

(3) 행사명 : 제7회 탄자니아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06.14(금)-15(토) / Century Cinemax
∎ 주최 및 주관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내용 : 학생, 일반인 등 450여명의 관람객이 우리 영화 3편(조선명탐정

2, 카이, 국가대표2)을 통하여 탄자니아 내 한류 문화 이해도를 높였으며, 특
히 ‘국가대표2’에 대한 호응이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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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구성
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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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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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튀니스(Tunis, 인구 106만 명)
1,140만 명(2018년 7월 기준)
162,155㎢(한반도의 3/4)
아랍인(98%), 베르베르인(1%), 기타(1%)
이슬람교(99%)
우리시간 -8
아랍어(공용어), 불어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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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그레브적 요소
튀니지의 역사와 문화는 1천년 이상 이어져온 아랍･이슬람 역사에 뿌리를 두
고 있으며, 동시에 베르베르 원주민 풍속, 안달루시아 문화, 프랑스 식민통치(프
랑스 보호령)경험의 결합으로 형성된 마그레브권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는바, 여
타 중동･아프리카권 국가들과 차별화된 문화를 향유한다.
※ 마그레브 지역은 통상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3개국을 지칭했으나, 1989년 마그레브･아랍연합(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아 5개 회원국)결성 이래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2) 다민족･다문화･서구적 요소
튀니지는 아랍권 국가로 분류되면서도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유
럽과 마주하고 있는 지리정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고대 카르타고제국 성립부터
프랑스보호령으로부터의 독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문명과 문
화들이 다단계적으로 축적되어온 혼합문화를 지닌다.
다만, 튀니지는 아랍･무슬림 정체성에 기초한 아랍･이슬람 움마(Umma, 공
동체) 개념을 핵심 축으로 범아랍문명의 통합, 이슬람･아프리카권의 연합 및 마
그레브지역의 단합을 지향하며, 이슬람 문화가 추구하는 ‘관용의 원칙’ 준수와
더불어 2011년 시민혁명을 계기로 받아들인 서구 민주주의를 튀니지형 민주주
의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튀니지는 여타 아랍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
만 국가와 사회의 정신적 지주는 이슬람 종교, 즉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이다.
따라서 문화 행사시 여성들의 과다한 노출(미니스커트나 반바지와 같은 짧은 하
의 착복) 또는 이슬람 종교 비방(테러리즘과 이슬람 종교의 동격화) 등, 일반적
으로 이슬람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문화적･종교적 정체성과 감수성을 존중하면서 교류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분위기는 2011년 시민혁명 이래 일층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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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히잡을 착용하는 젊은 여성 인구가 대폭 증가하
고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튀니지의 저명한 여성안무가 Syhem Belkhodja(현대 무용계의 상징적 인물,
Ness El Fen(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협회장)는 튀니지의 한류 열풍을
“Colonisation coréenne en douceur”(한국 문화가 살며시 튀니지를 문화식
민지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2017년 3월).
2007년 말경 튀니지 국영 TV Al Watanya 1이 한국드라마 <슬픈연가>를 방
영하면서 튀니지 대중은 한국의 드라마와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
<대장금> 등 여러 편의 한국드라마가 연이어 방영되면서 달궈진 한류열풍은 지
금까지 그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한국 인기드라마 방영이
튀니지내 한류 뿌리내림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튀니지와 경제･문화･사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프랑스에서
2011년 K-Pop 프랑스 공연을 개최, K-Pop 열품이 튀니지에까지 불어 닥쳤으
며, 벤알리 독재정권 하에서 실시되던 인터넷 검열 및 정보접근 제한(특히 유튜
브 동영상 등)이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전면 철폐되면서 튀니지내에도 K-Pop애
호가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상당수의 K-Pop동호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
었다. 이후, 한국드라마나 K-Pop에 대한 튀니지 청년들의 애정은 한국어 및 전
통문화(부채춤, 가야금 연주, 한복, 한국음식 등)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2007년 말 튀니지 공중파TV에 <슬픈연가>가 방영된 이후 <대장금>, <미안하
다, 사랑한다>, <종합병원>, <내 이름은 김삼순>등의 한국드라마가 인기리에 방
영되었고, 이후 2014년부터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무상 방영 지원프로그램을
활용, 현지 민영 방송사를 통해 <성균관 스캔들>(Tunisna TV), 최근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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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부> 및 <질투의 화신>(Hannibal TV) 등 우리 국내에서도 높은 시청율을

아프리카 •중동

기록한 최신작들을 방영함으로서 튀니지 한류팬들의 한국 드라마 사랑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 K-Pop

2011년 하계 K-Pop프랑스 공연을 계기로 튀니지내에 K-Pop 동호회(당시
전국 20여개 소규모 클럽으로 분포)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K-Pop이라는 메인
테마를 주축으로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팬클럽 회원들의 신
분변화(학교 졸업, 취업준비 등)과 관심분야에 대한 변화도 있어, 각 팬클럽마다
고유의 관심활동(한국어 학습, 전통 춤 및 음악 배우기, 한국음식 등)을 병행하
여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자생적 소규모 동아리 형식의 활발한 자체 학습 활동
을 벌이고 있으며, 한류 팬클럽으로서의 경험과 행사조직 노하우도 축적해 나가
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수도 튀니스를 중심으로 북부 비제르트, 중부 스팍
스, 남부 가베스 등 주요 도시에 10여개의 중요 한류 팬클럽이 형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3 한국어

2019년 9월 기준 마나르 종합대학의 부설기관인 부르기바 어학원(학생 100
여 명, 7개반 편성)과 마누바 대학(학생 43명 대상 교양과목으로 운영)에서 약
143명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부르기바 어학원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
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매년 학급수를 늘리고 있으며, 2018년 10월
튀니지에서는 최초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년 대사관
주도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어말하기대회(2009년 한-튀니지
수교 40주년 기념 계기 제1차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이후, 2018년 제8차 대
회 개최)는 튀니지 한국어 학생들이 공동으로 품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이들의 한국어 학습열의를 격려하는 차원의 중요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대사관은 기존의 대회 개최시기를 학생들의 학사일정(통상
11월경으로 중간고사 전후)을 고려하여, 춘계 봄방학 시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019년 도입, 한국어 학습자들의 대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4 태권도

K-Drama와 K-Pop이 튀니지에 상륙하기 이전에 이미 원조 한류격인 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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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튀니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튀니지에서 축구 다음으로
동호인수가 많은 태권도(약 3만여 명)는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튀니지 태권도인
들의 공식 대표기관은 튀니지 태권도협회이다. 태권도협회는 본부와 6개 지부를
통해 정식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 2만여 명의 태권도인들을 관장한다. 현지
에서 태권도 학습 및 실습이 장수하고 태권도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
큼 그 실력과 기량도 매우 향상되어, 튀니지 국가대표팀은 2016년 3월 ‘아프리
카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총 13개의 메달(시니어팀: 금2, 은4, 동1 / 주니어팀:
금6)을 획득하였고,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80kg이하 체급에서 동메달 1개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기와 기량을 바탕으로 2018.4.6-7 세계청소년
태권도선수권 대회를 개최(119개국에서 1,300여 명의 선수 참가)하기도 하였
다. 또한, 대사관은 매년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주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
상 격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9.11.13.-14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제2회 대
사배태권도대회 세계결선에 튀니지 선수 3명(남1, 여2)이 참가하여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낳기도 하였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 대중문화가 이처럼 튀니지인들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가족 중심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양국 국민들간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드라마에서 흔히 테마로 많이 다루어지는 사랑 이야
기의 경우, 결실을 맺기까지의 진통과정에서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어른 공경
을 우선시 하는 예의범절의 중요성 등이 비춰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런 전통적 미덕과 문화적 풍속들이 튀니지에서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튀니지 내에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한국을 튀
니지의 발전 모델로 생각하는 공감대도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 형성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배우와 가수들의 세련되고 출중한 외모와 창
의력이 십분 발휘되는 프로그램 콘텐츠가 K-Pop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
한 인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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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 동호회 현황

아프리카 •중동

(1) 일반 현황
튀니지 내 한류 관련 동호회는 대부분 K-Pop동호회이다. K-Pop동호회들은
특정가수별 팬클럽은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들에 열광하는 팬
클럽이며, 한류 스타 관련 정보를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거나 노래와 춤
을 따라하는 사교성 커뮤니티이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가 10대 후반에서 20
대 초반에 속하며, 초창기 K-Pop 팬클럽 회원들의 경우 이미 사회에 진출해 직
업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들도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들 동호회들이 한
국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진 한국문화 동호회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온오프
라인 활동도 매우 활발해져 2019.11월 현재 전국 한류회원 규모가 2만 명 이상
으로 폭발적인 확산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근 모로코나 알제리 한류회원들
과도 정보공유 및 행사 공동개최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1 ACTC(Association Culturelle Tuiniso-Coreenne 한-튀니지 문화협회)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8,100 명
https://www.facebook.com/ACTC.Tun.Kor
∙ 수도 튀니스 중심으로 활동
∙ K-Pop 등 한국문화 교류행사 개최(Asian Bridge)
∙ 한국음식 소개(’17.10월 아시아음식축제 참가)
∙ 한국어 교습(한국인 교사 파견 희망)
∙ 각종 문화홍보행사에 참여하여 한국 홍보 담당
∙ 회원 간 친목도모 프로그램 개발
(한국식 MT, 한국전통놀이, 토론, 활동정보 교환 등)
∙ 부채춤 공연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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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KE(Tunisian Organization of Korean Cultural Exchange 한국문화

교류협회)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6,100명
www.facebook.com/TOKE.tn,
∙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 K-Pop 댄스 및 전통 무용(부채춤, 사물놀이), 한국음식
∙ 한국문화 교류행사 개최(Fighting Festival)
∙ 회원 간 친목도모 프로그램 개발
(K-Pop 감상, 장기자랑, 활동정보 교환 등)
∙ 각종 문화홍보행사에 참여하여 한국 홍보 담당

3 Korea’s Bizertians Fan Club(KBFC, 비제르트 한국 팬클럽)
성격
회원 수

한류 동호회
2,900명

Facebook

https://www.facebook.com/BizertaClub/

세부 활동 현황

∙ 북부 비제르트(Bizerte)지역 중심으로 활동
∙ 한국문화 교류행사 개최
∙ K-Pop 경연대회 주최
∙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
∙ 우리국내 팬클럽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 희망

4 Korea Inspiration Fans Sfax(KIFS, 스팍스 한류 팬클럽)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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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동호회
3,655명
https://www.facebook.com/KIFS.Sfax/
∙ 중부 스팍스(Sfax), 모나스티르, 수스 지역 중심으로 활동
∙ K-Pop 댄스
∙ ’18.7월 지역병원 방문, 환우들에게 K-Pop 댄스로 위문공연
∙ 비제르트 팬클럽과 연합, 수도 튀니스에서 K-Pop 페스티발2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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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rean Tunisian Association Cultural Events(TKACE, 한-튀 문화이벤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아프리카 •중동

트협회)
한류 동호회
3,635명
https://www.facebook.com/tkace.tn
∙ 튀니스에서 활동
∙ K-Pop 댄스
∙ 금년도 House of K-Pop 8 주최

6 TKE(Tunisia-Korean Events, 한-튀니지 이벤트)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2,522명
https://www.facebook.com/TunisianKoreanEvents
∙ 튀니스에서 활동
∙ K-Pop 노래 및 댄스
※ ’18.8월 무명 K-Pop 가수 Jay Kim을 회원모금을 통해 당지에
초청, 콘서트 개최

7 TUN-HAN(튀니지-한국)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874명
https://www.facebook.com/tunhanexchangeculture/
∙ 수도권 벤아루스 지역에서 활동
∙ 한국어 및 기타 대중문화에 관심, 관련 소규모 워크샵 조직

8 PLEIADES(댄스 스튜디오)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2,130명
https://www.facebook.com/pleiades.club/
∙ K-Pop 댄스 중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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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OK(The House of KPop)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2,962명
https://www.facebook.com/THOK.TN/
∙ K-Pop 댄스 및 한국영화 상영 등 행사 조직

10 KPOP Tunisia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6,102명
https://www.facebook.com/KPOP.Tunisia/
∙ K-Pop 관련행사 수시 개최

11 Tunisian Kpopers(공개그룹)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각 한류 동호회 열성 회원들간의 연합회
1,100명
https://www.facebook.com/groups/13829
∙ K-Pop 관련 클럽간 정보공유

12 KPopGoodies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소품(의류 등) 취급 및 정보 제공
3,086명
https://www.facebook.com/kpopgoodies/
∙ 한류 스타들의 패션 등에 대한 정보제공

13 ACE_IT_8(K-Pop 댄스 전문 그룹)
성격
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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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댄스 전문 그룹
3,730명

Facebook

https://www.instagram.com/ace_it_8/?hl=fr

세부 활동 현황

∙ 튀니지 내 각종문화행사 계기 K-Pop 댄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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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AFC(Korea’s Alouia Fan Club, 알루이아 코리아 팬클럽)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아프리카 •중동

성격
회원 수

30여명
https://www.facebook.com/KAliensFC 좋아요160개
∙ 북부 비제르트 인근 El Alia 지역에서 활동
※ 비제르트 팬클럽(KBFC)에서 파생
∙ 한국어 및 한국영화에 관심

15 TAACE(Tunisian Association of Asian Culture and Entertain, 아시아･

문화예능 튀니지협회)
성격
회원 수
Facebook
세부 활동 현황

한류 동호회
1,200명
http://taace-tunisia.org/
∙ 남부 가베스지역에서 활동
∙ 한국 춤, 음악 및 한국어에 관심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제14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 행사명 : 대사배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4.13.(토)-14(일), 엘 멘자 실내체육관(Coupole d'El

Menzah)
∎ 주최 및 주관 : 주튀니지대사관과 튀니지 태권도협회 공동주최
∎ 대상자 : 참가선수 400명, 일반 관람객 1,000여명 및 한류동호회원(5개 한류팬

클럽 문하행사 참가자 및 한국어 수강생 등) 150여명 등, 총 1,500여명 이상
∎ 행사내용 : 겨루기 및 품새 시합(남/여 5개 체급별 개인전), 한류문화 공연 및

시상식
2 전통국악 “타고” 공연(수교50주년 기념사업①)
∎ 행사명 : 한-튀니지 수교50주년 기념 전통국악 “타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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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9.5.4.(토), 19:00 - 5.5(일), 18:00, 튀니스 국립문화화

관 오페라 홀(Theatre de l'Opera)
∎ 주최 및 주관 : 주튀니지대사관 및 튀니지 문화부 공동 주관
∎ 대상자 : 튀니지 정치경제계 인사, 외교단 인사, 한류동호회원, 언론인, 교민,

초중고, 국공립대학생 등 총 3,000명 이상 관람
∎ 행사내용 : 타악그룹 TAGO 공연을 통해 개최한-튀니지 외교수립 50주년 기

념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의 깊이와 전통, 시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한국
형 고품격 공연예술을 소개, 타악기 연주에 익숙한 현지 대중과의 폭발적인
만남의 장 마련
3 제1회 K-Pop 마그레브 페스티발
∎ 행사명 : 제1회 K-Pop 마그레브 페스티발(부제 : 자동차 없는 일요일,

K-Pop을 춤추는 튀니스)
∎ 일시 및 장소 : 2019.6.23.(일), 10:00-12:30, 튀니스 중심부 부르기바 대로

(Avenue Habib Bourguiba)
∎ 주최 및 주관 : 주튀니지대사관 및 튀니스 시청
∎ 대상 : 튀니스 시장을 비롯한 시청직원, 전국 한류동호회원 대부분, 주요 언

론인 및 일반시민 등 총 1,500여명 참가
∎ 행사내용 : 주최측 환영사, K-Pop 댄스경연(개인전 10명 및 단체전 11팀),

부대행사(개막공연 및 한국 가요 부르기, 전통무용 퓨전댄스 시연), 우승자
시상식 및 폐회식(BTS의 Idol에 맞춰 참가자 및 관람객의 랜덤댄스로 종료)
4 한-튀니지 청소년교류 클래식 공연(수교50주년 기념사업②)
∎ 행사명 : 한-튀니지 청소년교류 클래식 공연(부제: 한-튀니지 청년 음악인의 밤)
∎ 일시 및 장소 : 2019.9.27.(금)-28(토), 19:00-20:30, 튀니스 시립극장(Theatre

municipal)
∎ 주최 및 주관 : 주튀니지대사관 및 튀니스 시청
∎ 대상자 : 튀니지 정치경제계 인사, 외교단, 한류 팬클럽회원, 언론인 및 일반

시민 등 총 2,000 이상 관람
∎ 행사내용 : 주최측 환영사 및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독주회(9.27(금)), 부

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튀니지 청소년교향악단 및 카르타고교향악단 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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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토)) 진행. 우리민요 아리랑 및 한국적 정취가 깊이 배어있는 신모듬과

아프리카 •중동

같은 곡목 등을 연주함으로써 한국 음악예술의 품격을 소개했고, 클래식 거
장들의 주요 레퍼토리를 양국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연주, 양국 음악인들의
상호존중과 조화를 보임으로써, 문화교류의 가능성 확대
5 제12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행사 개최
∎ 행사명 : 제12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Korea-Arab Friendship Caravan)
∎ 일시 및 장소 : 2019.10.18.(금)-19(토), 19:00-20:30, 튀니스 시립극장

(Theatre municipal)
∎ 주최 및 주관 : 주튀니지대사관, 튀니스 시청 및 한-아랍 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 대상자 : 주요 인사 및 일반 시민 등, 총 1900여명 관람
∎ 행사내용 : 한국전통문화(1부 : 국립남도국악원의 국악과 전통무용-“삼도 설

장구”, “부채춤”, “규장농월”, “판굿” 공연) 및 현대예술(2부: 익스프레션 크루
의 비보이 퍼포먼스- “마리오네트”) 소개.
6 한국 영화제 개최
∎ 행사명 : 한국 영화제(Korean Film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2019.11.27.(수)-12.1(일), 튀니스 문화회관 내 Tahar

Cheria 상영관(150석) 및 Cine 350 상영관(350석)
∎ 주최 및 주관 : 주튀니지대사관, 한-아랍 소사이어티 및 튀니스 문화회관

Cinematheque Tunisienne 및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공동 주최
∎ 대상자 : 일반 시민
∎ 행사내용 : 영화 “기생충”(3회 상영 / Cine 350)상영을 필두로 우리 최신 흥

행작 총 7편(“부산행”, “엑시트”, “벌새”, “스윙 키즈”, “언더독”, “극한직업”)
을 현지 일반시민에 소개(어린이 2 디나르 / 어른 3 디나르의 최소 입장료)하
여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객과의 대화(부산행, 벌새 및 극한직업
상영 후)를 진행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주는 유의미한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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