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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파리공연 유럽팬들 열광 ‘kpop 열풍, 한국팬들도 놀랐다’
중앙일보 뉴스엔 2011.06.12

유럽에 거세게 불고 있는 Kpop 열풍에 한국 팬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6월 10일(현지시간)에는 프랑스 파리의 르 제니트 공연장(Le Zenith de Paris)에서 한국 최초로 아이
돌 그룹들의 합동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7000여명의 팬들이 콘서트장을 찾아 한국 아이돌 그룹에
열광했다.
유럽팬들의 대단한 열기에 한국 팬들은 "우리 가수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몇년 전만 해도 상상
을 할 수 없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팬들은 "케이팝을 미국 팝 아류로 생각했는데 유럽의 열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팬들
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보니 전율이 느껴질 정 도네요",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류를 통
해 친근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등 케이팝 열풍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 팬들은 "너무 언론에서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유럽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
작하는 단계 같은데 오버하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 유럽사람들이 한국 아이돌 위주의 음악을 주로 접
하는 것 같아 아쉽다. 좀 더 많은 한국 가수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
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등 지나친 관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파리 콘서트는 소식이 전해진 후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를 시작한지 15분 만에 전석
이 매진돼 일찌감치 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펼치는
단일 브랜드 공연으로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냈다.

르몽드 이어 BBC도.. K-pop 이면에는 `노예계약`
중앙일보 뉴스엔 11.6.16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의 ‘르 제니트 드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월드투어’ 뉴스는 우리에
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언론들도 예술의 본고장인 파리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된 팻말을 들고 한국말
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앞 다퉈 다뤘다. 하지만 외신들은 화려한 한국 가수들의 어두운 면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 BBC는 14일(현지시간) `한국가요의 어두운 측면(The dark side of South Korean pop
music)`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예리한 분석을 내놨다.
BBC는 우선 아시아의 커다란 비즈니스로 자리 잡은 K-Pop이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했지만 이러한 흐
름들이 가수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물었다.
이어 "한국은 K-pop 수출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다준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모습 뒤에는 장기간에 걸친 연습생들의 노예계약, 턱없이 적은 임금이 존재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또 "음반판매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시장 구조 때문에 콘서트 규모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많은 한국 톱가수들이 한국에서 1년 동안 낼 수 있는 수익을 일본에서 1주일 만에 낼 수 있
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판촉 활동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
그래야만 일본에 견줄만한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앞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한국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K-Pop을 활용하
고 있다"며 한국에서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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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 ‘신한류’라는 이름으로 요즘 전세계에서 케이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가
수들의 어두운 면에도 관심을 가지며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자료를 써 보세요. (영어로 쓰면 더 좋습니다.)

참고할 기사들~

우리학교홈페이지 NTTP국어과 자료실에 탑재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K-POP의 침공! 세상의 중심에서 케이팝을 외치다.
출처 : http://soribadablog.tistory.com/83
2011.02.28
○ "케이팝, 유럽 공략하다" SM 파리 공연, 현지 언론 대서특필
출처 : 조선일보 201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