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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의 인기 요인, 소비 경로 및

효과에 관한 연구:인도네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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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ve Contents: Focused on the Indonesi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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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 등 한류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한류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 소비 경로, 한류콘텐츠에 대한 호감도와 그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한류콘텐츠의 인기 이유는 콘텐츠 자체의 품질과 해당 콘텐츠의 인

적 매력도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비경로는 주로 TV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류콘텐츠의 호감도는 한국에 대

한 호감도 및 한국에 대한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한류콘텐츠, 인도네시아, 인기 요인, 한국에 대한 호감도, 한국에 대한 방문 의도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advance into the Indonesian market, focusing on hallyu contents 
such as Korean dramas, music and movies. To this end, we have empirically explored the reasons why local 
people in Indonesia like Korean wave contents, its consumption channels, its popularity factors for Korean wave 
contents and its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reasons for the popularity of Korean wave contents 
were confirmed by the quality of the contents itself and the human appeal of the contents. And the 
consumption path was mainly through television, and the favorable impression of Korean wave conten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itive feeling toward Korea and the willingness to visi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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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콘텐츠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최대의 전

략거점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하고, 정부 차원에

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

네시아 해외지사(비즈니스센터)를 2016년 10월 자카르

타에 신설했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반 현지 공중

파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가 시작되었고, 2002년 드라

마 <가을동화>(Endless Love)가 방영된 후 약 280만

명이 시청하여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상승하였다. 한국

배우들의 매력적인 외모와 연기력, 다양한 스토리 구성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얻었

고, 2007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공중파와 케이블 위성

채널 등을 통해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스토리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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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가 방영되었다[1]. 뿐만 아니라 2012년 4월 슈퍼

주니어 콘서트를 시작으로 K팝의 열기도 뜨거우며, 슈

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빅뱅, 에이핑크, 엑소, BTS

등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

구 2억 5천 8백만 명(세계 4위)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며,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한류

잠재시장이다. 하지만 향후 한류콘텐츠의 실질적인 수

출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학술차

원의 한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 등 한류콘텐

츠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 소비 경로, 한류콘텐츠에 대한

호감도와 그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관계문헌 고찰

1.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 및 특성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규모는 지속적

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콘텐츠 산업 매출

액은 2015년 100조 4,863억 원에서 5조 244억 원(5.0%)

증가한 105조 5,107억 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산업 중

원조 한류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방송 산업과 음악 산

업, 영화산업의 매출액 규모의 경우, 방송 산업은 17조

3,311억 원, 음악 산업 5조 3,082억 원, 영화 산업 5조

2,56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표 1.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2014-2016)

Table 1. Content industry sales status

구분 2014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률(%)

방송 15,774,634 16,462,982 17,331,138 5.3

음악 4,606,882 4,975,196 5,308,240 6.7

영화 4,565,106 5,112,219 5,256,081 2.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7콘텐츠

산업통계

2016년 콘텐츠 산업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

출액은 60억 8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8% 증가하였다. 콘텐

츠 산업의 수출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악 산업은 신한류 열풍으로 K

팝, 뮤지컬 등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년 대

비 16.2%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7.1%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

산업은 2016년도에 전년 대비 28.3% 증가하였다[2].

2016년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수출액 현황을 보면

중국(홍콩 포함)이 18억 1,276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은 13억 7,605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

다. 동남아는 8억 7,310만 달러, 북미는 7억 1,074만 달

러로 전년도 북미 8억 8,440만 달러, 동남아 7억 9,999

만 달러 순이었던 수출액이 동남아 수출 규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2].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은 음악 산업의 해외

진출 매출액이 방송, 영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콘텐츠산업 통계 자료에서는 방송 산업의 매출이

높았으나,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음악 산업의 실적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류를 견인하

는 핵심 콘텐츠가 K팝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다.

표 2. 콘텐츠 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2016년)

Table 2. Export amount by region in content industry(2016)

구분

중국

(홍콩

포함)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방송 93,955 79,902 26,584 14,658 2,044 37,470 254,613

음악 98,362 277,292 55,876 6,247 6,247 2,684 442,566

영화 11,446 4,314 6,239 9,615 1,115 11,165 43,89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7콘텐츠

산업통계

2. 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산업과 한류 특성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 경제대국이며 자원 부국

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이후 글로벌 저성장과 자연

재해 속에서도 꾸준히 5∼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

으며, 인구구성 측면에서도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역동적인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3].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50

억 달러 규모로 세계 1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높

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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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영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음악 콘텐츠의 경우에는 최근

음악 시장을 견인하던 벨소리 및 통화 연결음 이용 매

출 감소로 전체 음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교해 방송 콘텐츠는 연간 10% 이상 성장

하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투

자와 도시 지역의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하여 케이블과

IPTV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4].

표 3. 인도네시아 콘텐츠시장 규모(2013-2016)

Table 3. Size of Indonesian Contents Market(2013-2016)

(단위 : 십억 달러)

순위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18 인도네시아 10 11 13 15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17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는 2002년 상반기에 방영된

드라마 <가을동화>가 인기를 끌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대장금(2007년 방영)>, <커피프린스(2009년 방영)>,

<태양의 후예(2016년 방영)> 등 많은 한국 드라마가

현지 방송사를 통해 방영되었다[1]. 그리고 말레이시아

의 모든 DVD 매장은 한국 드라마 전문 코너를 적어도

한 개 이상씩 배치하고 있었으며, <허준>, <미안하다

사랑한다>, <풀하우스> 등이 매장 코너를 채웠다[5].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의 OTT 등의 서비스가 한국 드

라마를 접하는 주된 통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음으

로 한국 음악의 경우, 2012년 4월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시작으로 K팝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빅뱅, 에이핑크,

엑소, BTS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국 영화는 드라마만큼 파급력과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

지만, 2015년 CGV 상영관이 공식 진출함에 따라 다양

한 장르의 한국 영화가 소개되고 있다. 2015년 <설국열

차>, 2016년 <부산행>이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1].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콘텐츠의 신규지역 진출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며, 동남아시아에서도 시장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현지 수용자들의 한류콘텐츠 인기 요인, 한류콘텐츠

소비 경로를 분석하고, 나아가 한류콘텐츠의 호감도와

그 효과(한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한국에 대한 방문의

도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를 대

상으로 한류콘텐츠의 진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초

기 연구로서 향후 현지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인도네시아 수용자가 인식하는 한류콘

텐츠의 인기요인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문제 2 : 인도네시아 수용자의 한류콘텐츠 소비

경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 인도네시아 수용자가 인식하는 한류콘

텐츠의 호감도와 한국에 대한 국가 호

감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문제 4 : 인도네시아 수용자가 인식하는 한류콘

텐츠의 호감도와 한국에 대한 방문의

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류콘텐츠의 시장 다변화를 위

해 인도네시아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류콘텐츠의

인기 요인과 한류콘텐츠 소비 경로 및 한류콘텐츠 호감

도와 효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현지 수용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위해인도네시아수용자를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

지를 사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조사전문업체 리서치팩토

리를통해이루어졌다. 설문조사자료는한국국제문화교

류진흥원이 2017년도 한류실태조사를 위해 수행한 로데

이타(raw data)를 공급받았으며, 이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

수가 200명씩 균등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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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00 50.0

여성 200 50.0

연령

15~19세 100 25.0

20~29세 100 25.0

30~39세 100 25.0

40~49세 48 12.0

50~59세 52 13.0

직업

중/고등학생 35 8.8

대학생/대학원생 65 16.3

직장인 124 31.0

파트타임/아르바이트 45 11.3

자영업 81 20.3

전업주부 33 8.3

무직/은퇴 8 2.0

기타 9 2.3

합계　 400 100

표 5. 한류콘텐츠 인기 요인

Table 5. Korean wave contents popularity factors

한류

콘텐츠
인기요인 빈도 %

드라마

매력적인 배우의 외모 69 17.3

배우의 연기력이 뛰어나서 44 11.0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해서 76 19.0

흥미로운 소재/다양한분야 다뤄 33 8.3

영상미/연출력 등 작품성 좋아 23 5.8

한국문화만의 독특함이 녹아 23 5.8

한국최신패션/뷰티트렌드경험 34 8.5

전통적요소/현대적요소 결합 27 6.8

선호하는 스타 출연 34 8.5

한국생활/문화 간접 경험가능 37 9.3

음악

음악후렴구/리듬중독성 강해 38 9.5

가수의외모/스타일이매력적 96 24.0

가수별차별화된컨셉을갖고있어 27 6.8

퍼포먼스뛰어나서 51 12.8

따라하기쉬운음악후렴구/리듬 31 7.8

팬관리를 잘해서 28 7.0

한국어독특한발음으로된가사 33 8.3

한국어/영어가사결합되어 있어 35 8.8

한국최신패션/뷰티트렌드경험 61 15.3

영화

매력적인 배우의 외모 78 19.5

배우의 연기력이 뛰어나서 34 8.5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해서 76 19.0

흥미로운 소재/다양한분야 다뤄 32 8.0

영상미/연출력 등 작품성 좋아 28 7.0

한국문화만의 독특함이 녹아 28 7.0

한국최신패션/뷰티트렌드경험 23 5.8

전통적요소/현대적요소 결합 26 6.5

선호하는 스타 출연 40 10.0

한국생활/문화 간접 경험가능 35 8.8

합계 400 100.0

100명(25%), 20대가 100명(25%), 30대가 100명(25%),

40대가 48명(12%), 50대가 52명(13%)을 차지했으며, 직

업군으로는 직장인이 124명(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리고 자영업이 81명(20.3%), 대학생/대학원생이 65명

(16.3%) 등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문제 1>의 결과

한류콘텐츠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요

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한국 드라마의 경우에

는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6명(1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력적인

배우의 외모’가 69명(17.3%), ‘배우의 연기력이 뛰어나

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명(11.0%)으로 다음을 차지했

다. 그리고 한국 음악의 경우에는 ‘가수의 외모/스타일

이 매력적이다’는 응답이 96명(24%)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고, ‘한국의 최신패션/뷰티 등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명(15.3%), ‘가수의 퍼포먼스가 뛰

어나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1명(12.8%)으로 확인되었

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배우의

외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78명(1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해서’와 ‘선호하는

스타가 출연해서’가 각각 76명(19%), 40명(10%)으로 높

은 비율을 차지했다.

3. <연구문제 2>의 결과

한류콘텐츠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중응답 분석결과, 한국 드라

마의 경우에는 ‘TV를 통해 시청했다’는 응답이 308명

(8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온라인/모바일스트리

밍’과 ‘유료온라인/모바일스트리밍’ 등이 각각 224명

(59.1%), 221명(58.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국 음

악의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 소비 경로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시청했다’는 응답이 278명(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료온라인/모바일스트리밍’과 ‘유

료온라인/모바일스트리밍’ 등이 각각 241명(66.6%), 227

명(62.7%)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의 소

비 경로를 분석한 결과, ‘TV를 통해 시청했다’는 응답이

288명(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료온라인/모바일스

트리밍’, ‘무료온라인/모바일스트리밍’, ‘무료동영상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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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류콘텐츠 소비 경로

Table 6. Korean wave contents consumption path

한류

콘텐츠
소비 경로　 빈도 %

드라마

tv를 통해 시청 308 81.3

유료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221 58.3

무료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224 59.1

CD/DVD/블루레이등구매대여 125 33

유료동영상다운로드 85 22.4

무료동영상다운로드 175 46.2

기타 3 0.8

음악

tv를 통해 시청 278 76.8

유료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227 62.7

무료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241 66.6

유료음악전문스트리밍앱(App) 121 33.4

유료음악전문스트리밍앱(App) 149 41.2

CD/DVD/블루레이등구매대여 76 21

유료음원다운로드 87 21.8

무료음원다운로드 192 53

라디오청취 75 20.7

영화

tv를 통해 시청 288 78

유료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224 60.7

무료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218 59.1

CD/DVD/블루레이등구매대여 126 34.1

유료동영상다운로드 94 25.5

무료동영상다운로드 208 56.4

자국극장 97 26.3

현지상영회영화제행사 53 14.4

기타 2 0.5

로드’ 등이 각각 224명(60.7%), 218명(59.1%), 208명

(56.4%)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문제 3>의 결과

한류콘텐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류콘텐

츠의 호감도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의 관계를 회귀분

석했다. 한류콘텐츠 호감도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

한국 영화의 호감도 문항(나는 한국 드라마/음악/영화

를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을 합산 평균해 산출했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은 호감이 가는 국가이다’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모형 설명력은 약

18%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259,

p<.001). 한류콘텐츠 호감도(β=.429, p<.001)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한류콘텐츠를 좋아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표 7. 한류콘텐츠 호감도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의 관계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ave contents

favorable impression and good feeling toward Korea

독립변수 β t 유의확률

한류콘텐츠호감도 .429 8.617 .000***

R
2
=.181, F=74.259

종속변수 : 한국에 대한 호감도

*p<0.1, **p<0.05, ***p<0.001

5. <연구문제 4>의 결과

한류콘텐츠의 효과 중 한류콘텐츠의 호감도와 한국

에 대한 방문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한국에 대한

방문의도는 ‘나는 한국을 방문할 의도가 있다’는 단일문

항으로 측정했다. 회귀분석결과, 모형 설명력은 약 17%

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9.265, p<.001).

한류콘텐츠 호감도는 한국에 대한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콘텐츠를 좋아하

면 할수록 한국을 방문하고픈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표 8. 한류콘텐츠 호감도와 한국에 대한 방문의도와의 관계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ave contents

favorable impression and visits to Korea

독립변수 β t 유의확률

한류콘텐츠호감도 .417 8.323 .000***

R2=.171, F=69.265

종속변수 : 한국에 대한 방문의도

*p<0.1, **p<0.05, ***p<0.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어 한류콘텐

츠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

다. 특히 오리지널 핵심 한류콘텐츠인 한국 드라마, 한

국 음악,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지역을 중

심으로 한류콘텐츠의 인기 요인, 소비 경로 그리고 한

류콘텐츠의 호감도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는 한국 드라마, 음악, 영

화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인기요인은 콘텐츠와 관련

된 인적 매력도였다. 즉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

는 배우들의 외모와 가수들의 외모 및 스타일이 중요

인기요인이었다.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는 스토리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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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새 있고 탄탄해서라는 응답이 높아 콘텐츠의 기본적

인 품질 즉 스토리 완성도가 인도네시아 수용자에게 좋

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본다.

둘째,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콘텐츠의 소비 경로의 경

우에는 3개 콘텐츠 모두 ‘TV’가 중요 소비 매체로 나타

났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용자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

해 한류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료온라인/

모바일스트리밍’과 ‘무료온라인/모바일스트리밍’을 통한

소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셋째, 한류콘텐츠의 효과 중 한류콘텐츠의 호감도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의 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한류콘텐츠를 좋아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넷째, 한류콘텐츠의 효과 중 한류콘텐츠의 호감도와

한국에 대한 방문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들 변수

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한류콘텐츠 호감

도는 한국에 대한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기

존문헌 고찰 등을 종합해 한류콘텐츠의 현지 진출에 대

한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과거에 비교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문화

진출은 반한 정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

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 간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를 중심

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쌍방향 문

화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호혜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시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최근 인도네시아 지역을 대상

으로 K팝 가수들의 공연, 팬미팅, 쇼케이스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문화코드와

맞지 않은 언행 및 예의에 어긋난 행위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사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009년 ‘슈퍼주니어’가 동성애

팬픽을 의식해서 공연무대에서 일종의 팬서비스 차원

으로 공연무대에서 멤버들 간의 짧은 입맞춤 장면을 연

출했다. 이 퍼포먼스가 인도네시아 온라인에서 큰 이슈

가 되었고, 반한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안티 K팝 사

이트 등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재론하기도 했다[6].

인도네시아는 다종교 사회이지만 전체 국민의 87%가

무슬림에 속하기 때문에 K팝에 드러나는 성적 선정성,

외모중시, 성형수술문화 등이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여긴다. 한류콘텐츠 관련 연예인 및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문화코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한류 팬의 취향 데이터를 분석해

이들에게 좋아할 만한 한류콘텐츠를 소개해주는 것이

다. 인도네시아 수용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한류콘텐츠

를 소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수의 데이터를 기반으

로 각 속성 간의 관계 및 특성들을 분석하여 모델링[7]

함으로써 한류 팬들에게 여러 장르의 한류콘텐츠를 추

천함으로써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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