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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이며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시점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류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한류는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한류에 대한 경계로 인해 중국 당국의 

규제, 반한감정, 그리고 한류 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어려

운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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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한류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의 이웃 국가이자 양국 간 긴

밀한 정치적 ‧경제적 교류관계를 넘어 우호관계를 형성하려면 우선 서로간의 문화

를 이해하고 문화산업 부문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로서 문화 마찰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실천을 통해 풀어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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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오늘날 한국 문화는 한류콘텐츠로 인해 전례 없는 성과를 창출하며 국

제적 각광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축제 ‘KCON’을 본 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류는 서방

으로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한번의 ‘파도’라기보다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물줄기’”다 라는 기사를 썼다.1) 영국의 세계적인 월간지 모노클(Monocle)

은 2020년 7월 16일 한국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했

다.2)

그 동안 서양에서는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

려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짧은 기간 동안 한국 문화의 위상과 그 영향력

이 급속히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은 1986년 아시

아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국

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맞춰 국공립 예술단체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 무대에 연이어 올랐고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

어졌다.

아시아권 특히 중국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1997년과 1998년 한국 드

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한국 인기 가수들

의 현지 공연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다. 현지 신문사들은 한국의 대중

가요, 드라마,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를 ‘한류(韓流)’로 부르기 시작했

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일반명사가 됐다. 현재 한류 문화콘텐츠는 방

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와 같은 아이돌 그룹이 이끌고 있는 K팝 

콘텐츠,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상콘텐츠, 예능 프로그램, 게

1) ｢SNS 타고 퍼지는 한류…전세계로 확장되는 문화영토｣, �서울신문�, 2019년 1월 3일자.

2) 모노클은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며 “한

국 영화 ‧ TV ‧ 음악은 한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며 세계인들이 박찬욱,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 K팝을 듣는 등 명실상부한 문화 수출품이 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류는 더욱 빛났다｣, �정책브리핑�, 2021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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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애니메이션, 웹툰, 더 나아가 음식, 패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20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

국 콘텐츠시장 규모는 623억 달러로 세계 7위(2018년 기준)이며 콘텐츠 

수출이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전 세계 한류 애호층 수는 약 1억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3) 요즈음에는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호감을 

느껴, 한국 관련 영상을 보며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습득하

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문화 체험은 물

론 유학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류는 문

화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에 문화를 입혀 새로운 국가 브랜드

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한류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한류

는 과거의 명성에 비해 예전과 같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한류 현상에 대

한 경계, 중국 당국의 규제, 반한감정, 그리고 한류 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2022년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였고 2022년은 한중 수교 30

년이 되는 시점이다.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인 과제를 안고 있

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문화교류를 도모하기 위

해 본 글은 한류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방송, K팝, 예능 콘텐츠를 중심으

로 중국 내 한류의 수용 양상 및 특징을 분석한 뒤 수용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까지 제시

해보고자 한다.

3) ｢한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쓰다｣, �정책브리핑�, 2021년 1월 7일자.

4) 천덕희, ｢신한류 문화콘텐츠와 경제한류가 한국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와 태도 및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32권 제5호, 2017,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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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 내 한류 수용의 배경과 변천사

한류라는 어원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홍유선과 임대근의 연구에 의

하면 한류라는 용어의 기원은 경제현상 용어로서 1997년 12월 12일 �중

국시보(中國時報)�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파를 의미하는 

‘한류(寒流)’의 동음이의어 ‘한류(韓流)’로 표현했는데 이는 ‘한국(韓國)’

과 ‘조류(潮流)’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로 의미적으로는 ‘한국 대중문화가 

물의 흐름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흐르는 현상’5)을 뜻하는 것에서 비롯됐

고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 대중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현상을 표현

한 것이다.

1. 한류의 진입시점 당시의 시대적 배경

한류가 중국으로 진입하여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시기는 

당시 중국의 개혁개방과 맞물려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현상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경험했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실질 GDP

는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이루었다.6) 특히 2013년 이후 GDP에서 3

차 산업이 가장 큰 비중(3차 산업 51.6%, 2차 산업 45%)을 차지하게 되

었다. 이는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 오락 등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의 소비욕

구 역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성장과 정치변화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방

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기본 이

념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개방적인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스

5) 홍유선 ‧ 임대근, ｢용어 한류(韓流)의 기원｣, �인문사회21� 제9권 제5호, 2018, 559-574쪽.

6)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10046609

&menuNo=200434(검색일 2021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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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중국 고유의 전통과 개방 사이에 커다란 틈

새가 생겨 문화적 공백과 가치관이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9년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문화사업(文化事業)7)이라는 용어를 주

로 사용했다. ‘문화산업’이란 개념은 2000년 10월 발표된 중앙정부의 공

식문건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중국 중앙공산당 제10차 5개년

계획 제정의견(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的建议)>에

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8) 

개혁개방 초기 문화시장이라는 분야가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상황, 즉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에 문화산업 시

장을 개방한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과 타이완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

국 간 교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3년 한국드

라마 <질투>(1992)가 처음 중국에 수출되었다. 교류 초기 한국에 대한 

7) 공산당 지도하의 중국에서 사업이라는 용어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위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 문화 분야는 장기간 정부의 재정지출로 운영되면서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활용되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화사업 즉 공익성을 가진 

특수 분야라는 하나의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다.

8) 이동배 ‧ 김기덕, ｢중국문화산업 연구동향｣, �통일인문학� 제61권, 2015, 327-328쪽.

<그림 1> 중국경제의 위상변화(1978-2017)

출처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10046609&menuNo=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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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가 부족한 중국 내륙지역의 경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9)

그러나 1990년대 중반들어 홍콩이 중국의 정치․행정체제에 편입되었

고 과거와 달리 홍콩과 대만 주도의 대중문화에 관심이 줄어들면서, 그 

대체재로서 한국 문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구

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거부감이 적으면서 경제발전으로 인

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동서양의 문화가 적절하게 융합된 형태의 한국 대

중문화는 매력적인 상품이었던 것이다. 

2. 한류의 중국 내 수용단계 변천사

1) 초기단계(1997- 2004): 한류의 형성, 젊은 층의 지지 속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다

이 시기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와 TV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를 통해서

만 외국의 문화가 소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 속에 중국인들은 한국 관련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한정된 미디어 자원에다 콘텐츠 또한 다양하지 못하고 유사한 것

이 대부분이었기에 중국 소비자들은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강

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류 형성 초기, 한국의 드라마는 대표적인 인기 콘텐츠였다. 1997년

에 CCTV8(중앙 드라마채널)에서 방송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

는 중국 내에서 방영된 외국 드라마 중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였

다. 이는 중국에서 한류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별은 내 가슴에>(1997), <안녕 내사랑>(1999), <가을동

화>(2000) 등이 중국에서 방영되면서 큰 호평을 받으며 한국의 대중문

화 콘텐츠는 그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편승해 2002

9) 김정은, �중국 시피펀(CP粉)의 한류 팬덤 문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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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해에만 중국에서 방송된 한국 드라마가 67편에 달했다.10) 당시 한

국 드라마는 중국 드라마와 달리 정교하게 제작된 영상, <신데렐라>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원형스토리에 순수한 사랑과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주인공들의 로맨틱한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중국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수입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기존 한국 영상물에서 

보여주었던 여성상과 달리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여주인공의 과장된 

행동과 액션은 당시 중국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중국 내 많은 젊은 

여성이 여주인공처럼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생겨나기도 했다.11)

드라마 분야의 한류와 함께 H.O.T., NRG, 젝스키스, 핑클, 신화 등

과 같은 한국의 아이돌들의 무대가 공개되면서 1세대 한류 아이돌 그룹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중국 젊은이들의 팬덤 형성을 촉발하였다. 

기존 중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젊은 한국 아이돌들의 노

래와 패션은 한류에 대한 초국적 팬덤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한류를 소개하는 신문과 잡지의 판매 성과도 탁월했기에 각 신문

사와 출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콘텐츠를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H.O.T.의 경우 2000년 2월 1일 중국베이징공인체육관(北京工人

体育场)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개최했고 만 개의 좌석이 관객들로 만석을 

이루었다. 그 다음 날 베이징 각 신문사들은 연예오락 부분의 머리기사

로 모두 다루었고, 심지어 ‘H.O.T.가 공인체육관을 불태웠다(H.O.T燃

烧工体)’12)는 과장된 표현의 기사 제목까지 나오기도 했다.

10) 秦澤璽, ｢試析韓劇風靡中國的原因及影響｣, �林區教學�, 2009年第8期. 2009, 32-33쪽.

11) 冷静娱评, https://baijiahao.baidu.com/s?id=1645021704804320577&wfr=spider&for=pc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12) 第一制片人, https://baijiahao.baidu.com/s?id=1682274251473380075&wfr=spider&for=pc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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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의 공주와 왕자 같은 이미지, 신비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아

이돌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당시 유

명 쇼핑몰인 베이징시단화웨이(北京西单华威) 6층에는 한국 타운이 별

도로 있었으며 많은 팬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이곳은 한

류의 성지로 여겨졌다. 당시 아이돌의 의상과 액세서리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13) 한다.

2) 적극적인 수용 단계(2005- 2010): 고속 성장한 한류콘텐츠는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음 

이 시기 한류 콘텐츠는 중국 내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

다. 한류콘텐츠가 중국에서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05년 중국

정부의 방송국 규제 완화로 해외 프로그램의 방영이 자유로워지면서부터 

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문화상품도 속속 중국으로 진입하기 시

작한 시기이기도 했으나, 중국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역시 한국 드라마였으며 한국 스타들이 중국 각 지역에 쉽게 진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중국 내 컴퓨터 보급이 늘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중국 네티즌들이 개

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문화 소비도 함께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이 단계의 한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한류 콘

텐츠를 찾아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나 스타를 블로그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전역

으로 한류가 전파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2005년에 방송된 <대장금>의 경우 ‘대장금 열풍(大長今熱)’이라고 표

현될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온순해 보이지

만 끊임없이 역경들을 이겨내는 여성상을 그려낸 대장금의 스토리는 관

13) 腾讯娱乐, https://ent.qq.com/original/guiquan/g67.html(검색일 2021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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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31개의 중국 대도시에서 14%대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 드라마를 수입한 후난TV방송국(湖南电视台)은 

막대한 광고 수입을 얻기도 했다.14)

그리고 후난경제TV(湖南經濟TV)를 통해 2007년부터 방송된 <풀하우

스>는 평균 시청률 9%, 최고 시청률 12%(후난성 내 방송 기준)로 중국에

서 큰 인기를 얻었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만큼 중국 젊은층들에

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비와 송혜교의 ‘비 ‧ 교 커플’은 중국 팬들의 대대

적인 환영을 받았다. 두 사람이 드라마 프로모션을 위해 중국 후난성에 

갔을 때 ‘공항에 100여 명의 경호원이 등장했고 수많은 팬들이 환영해줬

다’고 하고 ‘후난성의 고급 빌라형 리조트에 도착하자 리조트 앞에는 40

명의 군인이 줄을 지어 엄호를 해주며 국빈급 대우를 해 줬다’15)는 기사

가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200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연예인과 기획사 입장에서 중국시

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시장은 아

니었다. 그러나 한국의 연예인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

면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은 바로 장나라로 2005년 발매한 그녀의 앨범은 단숨에 100만장

을 돌파하였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골든 디스크상’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16) 이후 그녀는 2005년부터 8년간에 드라마만 13개의 작품을 

찍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유일한 외국인 가수로 초대를 받아 다

른 중국인 스타들과 함께 올림픽 홍보 MV까지 찍을 만큼 대중들의 사랑

을 받았다.

K팝의 경우는 1세대 아이돌 그룹의 해체로 잠시 공백이 생기기도 했으

14) ｢‘대장금’ 방영 中 후난TV, 광고대박 터트려｣, �헤럴드�, 2005년 9월 30일자. 

15) ｢풀 하우스 중국 프로모션 일정 시작… 경호원만 100명 등장｣, �스포츠한국�, 2007년 

2월 15일자.

16) 장치 ‧ 오미영, ｢한류, 수용에서 합작으로 - 중국 TV 예능프로그램 사례검토｣, �아시아

문화연구� 제50권, 2019,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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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대 동방신기의 등장으로 2세대 아이돌들이 중국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2세대 아이돌그룹은 철저하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1세대 아이돌과 차이점이 있었고 중국 대중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17)

2003년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13인조 슈퍼주니어를 데뷔시키며 가

요계뿐만 아니라 예능과 드라마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선보

였다. 특히 중화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인 멤버인 한경을 영입하

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가수로 데뷔하는 첫 케이스가 되었

으며 중국 본토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게 되

었다.18) 사실상 슈퍼주니어의 성공 이후 중국인 멤버를 강화하는 것은 

아이돌 그룹의 대륙 진출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했다. 엑소(EXO) M 의 루

한, 레이, 타오, FX의 빅토리아, 엠버, 미스에이의 지아와 페이 등이 슈

퍼주니어의 뒤를 이어 중화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멤버

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 3-6명으로 구성되었던 1세대 아이돌그룹과는 달리 주로 6인 이

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2세대 아이돌은 ‘그룹 속 그룹’이라는 유닛을 결성

하여 그룹 활동과 유닛 활동을 병행하였다. 2008년 한경이 기존 멤버인 

시원, 동해, 려욱, 규현 등을 인솔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다시 

헨리, 조미 등의 가수를 추가 멤버로 영입하여 ‘슈퍼주니어M’을 결성, 현

지에서 정식으로 데뷔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슈퍼주니어는 한국과 중

국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주목할 만 부분으로 중국 각 방송국이 한국 드라마를 구입하

고 시청률을 갱신하는 사이 TVS-3(南方台综艺频道)에서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방영하는데 관심을 쏟았다. 2005년부터 

17) 최서원 ‧ 임성준, ｢3세대 K-Pop 아이돌의 전략 분석｣, �산업혁신연구�, 제35권 제4호, 

2019, 63쪽.

18) ｢대륙 남자아이돌의 원조 ‘슈퍼주니어’, 그들의 성공 비결 분석｣, �아주경제�, 2015년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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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방송된 <X-Man>은 중국에서도 일부 사람이 우회적으로 영상

을 받아 시청한 바에 있고 호응이 좋았다. TVS-3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수입한 것은 2006년부터였다. <X-Man>은 중국으로 수입된 첫 번째 예

능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기도 했다.19) ‘스타+게임’의 예능 형

식은 중국에서는 매우 신선한 형태의 아이디어였기에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의 포맷을 집중

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드라마와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예

능까지 뻗어나간 것이다. 

3) 중흥단계(2010- 2015): 중국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2009년부터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문화산

업에 관한 전문 지침인 <문화산업진흥계획(中国文化产业振兴规划)>을 

발표하였고, 2012년 2월 15일에는 <국가12차5개년 문화개혁발전계획강

령(国家十二五时期文化改革发展规划纲要)>을 발표하면서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문화강국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20) 중국에서는 

대만과 홍콩을 포함하여 단일 영화시장 형성 등을 통해 자국의 문화콘텐

츠 산업 역량을 배양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

지 않았다. 이 시기부터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은 무한 경쟁에 돌

입하게 되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한중 양국 간 문화산업 교류에 있어 한국 중심의 

문화산업의 우위라는 불균형 현상이 분명하였다. 중국정부는 한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자국의 관련 산업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함

19) 2003년 KBS의 <도전 골든벨> 포맷이 중국 CCTV로 수출된 것이 최초의 포맷 수출사

예였지만 중국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20) 이동배, ｢중국의 문화정책 소고(小考)｣, �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2012, 22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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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류는 중국의 다양한 견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중국 자국산 영상의 제작수준이 높아지자,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의 전방위적으로 유행을 이끌어냈던 한국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대중

문화가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드라마 시청의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

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시

기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방식도 바뀌었는데, 중국 

젊은 시청자들이 TV보다 자유로운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

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

상 플랫폼인 유쿠(Youku), 투도우(Tudou), 아이치이(IQIYI) 등은 실시

간에 가깝게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다.

이러한 동영상 사이트의 힘을 입어 한국드라마는 트렌디 드라마 장르

에서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 <상속자들>(2013)과 <별에서 온 그대>(2013)

는 이러한 영상사이트를 통해 다시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

다, 중국정부의 관리 속에서도 한국드라마는 여전히 주목을 받았으며 중

국 내 미디어 및 각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문화의 상품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규제 속에서 100% 사전제작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방영된 <태양의 후예>(2016)가 젊은 층을 상

대로 흥행을 거두면서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산업을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K팝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음원을 CD와 같은 물리적 음반으

로부터 분리하여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형태로 그 자체의 유통을 가능

해지면서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다. ‘음반’을 통해 이루어지던 음악의 소

비가 ‘다운로드’ 방식으로 옮겨졌고, 뮤직비디오를 통한 시각적인 감상으

로 이어졌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에 올라간 후 유머

감이 넘치는 뮤직비디오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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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또한 노래부터 말춤까지 중독성이 높아 

중국 전역에서도 유행했으며, 많은 중국인들은 <강남스타일>의 패러디

를 자신들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 시기 3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EXO, 트와이스, 블랙핑크, 방

탄소년단 등을 중심으로 한 K-Pop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 한

국 내 인기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2세대 아이돌과는 달리 데뷔부

터 국내외 동시진출이라는 적극적인 전략, 특히 SNS을 기반으로 글로벌

화된 팬들과 상호소통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팬들에게 공개

했다. 주기적으로 방대한 양의 미디어 콘텐츠를 유튜브, V LIVE, 트위

터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팬들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5월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에서 개정을 개설하

여 중국어 배우기 등 다른 미디어에 없는 추가 콘텐츠도 올리고 중국 팬

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영상플랫폼인 요우쿠

(youku)에 업로드한 뮤직비디오 링크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

의 문화상품을 홍보했다.21)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소통을 통

해 멤버들은 단순히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제공자, 생산자가 아닌 팬들

의 친구, 청취자 등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

랑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예능한류’라고 불릴 만큼 한국 예능프로그램이 중국에 대

대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한류의 카테고리가 되었다. 2013

년 MBC <나는 가수다>를 시작으로 MBC <아빠 어디가>, <우리 결혼했

어요>, KBS 2TV <1박2일>, <개그콘서트>, <불후의 명곡>,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K팝스타> 등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이 잇달아 중국으

로 수출됐다.

21) 이동배, ｢글로벌시대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17호, 2019,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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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아빠! 어디가?>는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한류를 만든 신호

탄이 되었다. 과거 연예인들만 주로 출연했던 리얼리티쇼가 유명인의 배

우자와 자녀, 시부모, 며느리, 장모로 확산되면서 가족 중심주의 문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일상과 문화적 갈등 그리고 세대 간 이견들이 ‘리

얼’하게 여과 없이 방영했다. 이는 중국과의 동일한 문화권 그리고 가족

애라는 인류보편적인 콘텐츠로 인해 문화적 접근성이 좋아 시청자들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후난 위성TV가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중국판 

<아빠! 어디가?>는 2013년 10월 11일 방영 이후 최고 5%의 시청률을 넘

기며 인기를 끌었다. <아빠! 어디가?>의 폭발적 인기로 점점 더 많은 중

국 시청자들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중국 각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들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 독점 방송권 구입을 위해 경쟁하

기도 했다.22)

4) 한류의 위축 (2015- 현재): 한한령 이후 한국문화콘텐츠의 위기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한 뒤, 한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 발표로 인해 한국

문화콘텐츠가 통제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있으나, 중국에서 방

송과 신문, 출판물, 그리고 영화 및 광고 등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신문출

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에서 ‘한한령’을 발표했다는 근거는 

실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중국의 문화, 연예, 경제 관계자가 관련 당국

자들에게 한한령에 관한 구두지시 혹은 지침을 내려 한국과의 교류를 축

소하거나 제한하였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23)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한한령’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고 표면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사드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함께 중

22) 王司琪, ｢"综艺韩流"背景下韩国综艺节目对我国综艺节目形态的影响｣, �科技新闻传播�, 

2021, 97쪽.

23) 조정래, ｢한한령 전개와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중국학논총�제61집, 2018, 336-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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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불만 정서와 민의가 적극 반영되어 양국 간 문화적 교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민간차원에서 한한

령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중국 정부가 방관 내지는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하겠다. 이때부터 한류콘텐츠의 중국진입은 사실상 전면적으

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들어 중국의 한한령은 그 강도가 다소 완

화된 조짐을 보였으나, 곧이어 들이 닥친 전세계적 바이러스 팬데믹 사

태로 인해 중화권 시장의 재진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드라마나 K팝의 유입 경로는 통제되고 있으나 중국 시청자들이 인터

넷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 예능 프로그램 원본을 쉽게 시청할 수 있

게 되면서 중국 내 각 방송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한국 예능 방송 포맷 수입이나 한국 제작진들의 현지 제

작 참여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저장위성TV가 

포맷을 수입해 제작한 <런닝맨>의 중국판 <달려라 형제들>이다. <런닝

맨> 담당 조효진 PD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스태프가 중국 현지에서 프로

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24) 그리고 쓰촨위성TV를 통해 첫 방송된 <1

박2일>은 한국에서 연출을 맡았던 최재형PD가 현지로 파견되어 제작에 

참여했다. 한중 예능 프로그램 합작 모델을 통해 중국 시장 개척을 도모

한 것이다.

한중 합작 예능 프로그램은 한국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직접 프로그램

의 사전 촬영과 후기 편집에 참여함으로써 오리지널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해준다. CCTV의 <대단한 도전(了不起的挑戰, 

무한도전, MBC)>부터 후난위성TV<진정한 남자(真正男子汉, 진짜 사나

이, MBC)>, 저장위성TV의 <달려라 형제(奔跑吧兄弟, 런닝맨, SBS)> 등

이 모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25) 중국 내에서도 한국예능은 재미와 

감동을 놓치지 않으면서 소재의 신선함, 시청자들의 정서적 교감 등에서 

24) ｢런닝맨, 아빠 어디가 등 한국예능의 해외 포맷수출의 성공의 의미｣, �문화소식�, 

2014년 10월 28일자.

25) 장치 ‧ 오미영, 앞의 글,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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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높은 시청률을 보장할 

수 있다 점에서 한국 예능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표 1> 중국 내의 한류의 수용 변천사

구분 한중관계
한류 주요

전파방식

한류대표 

콘텐츠
문화규제

초기단계

(1997- 2004)

▸양국관계 양호

▸국민정서 양호

▸신문, 잡지, 

라디오, TV방송

▸CD, DVD

▸드라마

▸K팝
없음

적극적 수용 단계

(2005- 2010)

▸양국관계 양호

▸혐한류 등장

▸신문, 잡지, 라디

오, TV방송

▸인터넷+SNS

▸드라마

▸K팝

▸해외콘텐츠 규제

▸해외콘텐츠 사전점열

중흥 단계

(2010- 2015)

▸양국관계 양호

▸혐한류 강화

▸TV방송

▸인터넷+SNS

▸모발이 동영상 

플랫폼

▸드라마

▸K팝

▸예능

▸해외 콘텐츠 제작업

무 제한

▸해위 콘텐츠 유통 제한

한류의 위축

(2015- 현재)

▸양국관계 악화

▸혐한류 강화
없음

한중 합작형 

중국 예능

콘텐츠수입 및 상영 

전면제한

III. 한류 수용 과정에서의 과제와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

1. 한류 수용과정에서 안게 된 과제

1) 한류에 관한 중국 당국의 규제

중국에서 방영된 ‘대장금’의 인기가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동경으로 이

어지고 한류가 최고조에 이른 뒤 중국은 2006년부터 처음으로 한류에 대

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로 한국 드라마 수입 및 방송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해외 영화,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 방송 시 

배급허가증이 있어야 가능했고 해외 영화나 드라마의 방송시간은 해당 

채널 당일 영화 및 드라마 방송 총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

며, 허가를 받지 못한 수입 영상물은 황금 시간대(19:00-22:00)에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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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각 방송국에서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

는 한국콘텐츠를 방영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로 인해 중국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2012년 <국가12차5개년 문화개혁발전계획강령(国家十二五时期文化

改革发展规划纲要)>의 발표에 따라 중국은 문화강국을 지향하면서 상대

적으로 자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세분화되고 강화된 규칙을 발표하게 된다.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규제의 

내용을 보면 주로 방송서비스, 방송사 설립, 제작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프로그램제작은 정부 인증업체만 가능하여, 해당 업

체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해외채널 수신용 

위성TV설치 ‧ 수입 ‧ 사용 등은 금지되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중국 내 콘

텐츠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배제하였다.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는 주로 해외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방송량

과 방송시간에 제한을 두었으며, 그 내용의 심사에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4년부터 새롭게 심의를 통과한 해외저작물을 중국 국산 영

상물의 30%로 수량을 제한하고, 해외 드라마는 특정 채널의 일일 총 방

송량의 25%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 드라마 황금시간대 방영제한. 

드라마 편성시간 및 편당 횟수 제한26)등이 추가되었고 동영상 사이트에

서 방영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건전하고, 제작이 정교하며, 아름다운 내

용의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해외저작물은 사전 심의와 검열을 통해 한 시즌이 모두 끝난 저

작물을 자막과 함께 당국 심사에 제출하고 심사 통과 후 허가증을 발급받

아 방송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해외 저작물

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현지 방송부터 인터넷 사이트까지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 드라마 하루 최대 휴일 8편, 평일 6편, 저녁 7시-12시 재방송 포함. 같은 드라마 3편 

이상 편성 금지, 방영횟수 연간 50회 이내로 제한. 해외 콘텐츠소개 프로그램에서 요

약화면 1분 이상 방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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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류에 관한 규제

발표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2011.12.13. 광전총국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고화질 해외 드라마 수입을 우선으로 함

▸편당 50회를 넘지 않아야 함

▸황금시간대(19:00-22:00) 방영금지

▸해외 영화 및 드라마는 행당 방영채널의 일일

영화/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초과불가

2012.7.9.

광전총국

국가인터

넷정보판

공실

해외 웹 드라마 및 

마이크로 무비 동영상 

프로그램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및 규범화 

하는 것에 관한 통지

▸해외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는 인터넷드라마

와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물에 대

해 전면 심사 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인터넷 동영상 산업협회는 업계 자율기간을 

제정 실시해야 함. 

▸정부관할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사업주체 

진입/퇴출관리를 함

2014.9.2. 
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 해외 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데 관한 통지

인터넷상에 해외 영화, 드라마를 방영할 때,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행하는 <영화방영허

가증> 또는 <드라마방영허가증> 등의 비준하

는 문건 취득. 허가증 미취득시 인터넷에 영상

물 방영 불가

2014.11.4. 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

▸TV프로그램 제작 업무 제한 (단, 합작에 한해

서 허용) 

▸뉴스기관, 방송국, TV 채널 방영(시청률), 

TV송신커버리지망(송신탑, 전보탑, TV 위

성소, 위성송수신소, 감측소, 유선 TV송신

커버리지망), 인터넷 뉴스 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외자투자 금지

2014.12.15. 문화부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해외 영업성 공연은 심사 승인을 받아야함

2015.1.19.
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 해외 영화 ‧

드라마 관련 

정보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자격을 갖춘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해외 콘텐츠 수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2017.7.20.
신문출판

광전총국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며 TV 위성 

종합채널의 프로그램 관리 강화 

▸해외 포맷 수입 프로그램 황금시간대 방송 

불가 

2018.9.20.
신문출판

광전총국

외국인의 라디오 ‧ 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

(의견 수렴안)

▸중국산 드라마, 예능, 토크쇼 등 라디오 ‧TV 

프로그램에서 주제작자로 고용된 외국인 수

는 동종 인력 전체 인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서는 안 됨. 

▸긍정적으로 중국을 전파해야 하고 좋은 이미

지를 유지해야 됨 

출처:KOCCA, �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20-14.참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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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한감정

이른바 한류 2단계라 불리는 시기 즉 2005년 중국에서 방영된 <대장

금>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내 

미디어 종사자들에게도 한국 드라마콘텐츠의 독주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

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

해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동북공정문제가 일부 역

사학자들 간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2005년 한국 강릉단오제의 세

계문화유산등재 당시 중국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단오는 원

래 중국 고유의 명절인데 한국이 이를 강탈했다는 주장이 퍼져나갔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역사를 빼앗아간다는 불만이 퍼지

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후 중국에선 이른바 ‘한국

원조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펼쳐졌다.27)

이러한 갈등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농산품을 둘러싼 한중 무역 

갈등, 한중 서해인접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어획물 충돌 등의 일련의 사

건들은 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

화 릴레이 충돌 사건28)으로 가시화되면서, 갈등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 

간의 민족주의적 자부심과 이에 대한 첨예한 감정대립의 표출이 나타나

게 되었다.

특히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한국에서 보도되는 중국 관련 뉴스는 물

론, 한국 독자들의 댓글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중국에 

27) 이승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 네티즌의 반한류 유발 요인과 제언｣, �커뮤

니케이션학 연구� 제25권 제5호, 2017, 84쪽.

28) 한국에서 올림픽 릴레이 봉송이 진행하는 당일에 봉송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단체와 성화를 환영하는 친 중국인 시위대간의 충

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오후 2시30분쯤 올림픽공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 회원과 중

국인 유학생들 사이에 보도블록을 던지는 ‘투석전’이 벌어져 취재기자 등이 부상당했

다. 오후 3시40분쯤 역삼역 근처에서는 북한인권단체 회원 2명이 도로에 시너를 뿌리

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 곳곳 충돌…투석전도｣, �경향신문�, 2008년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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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악의적이고 저속한 댓글들이 나올 경우 그 화면을 캡처하여 반한감

정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2016년 사드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중국은 잇달아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정치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특히 예술 ‧ 문

화 영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사드 사태는 중국인들로 하

여금 한류와 한국문화를 배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기폭제로도 작용되었다.29) 중국 내 혐한 기류는 

무형의 문화상품 뿐 아니라 유형의 한국산 제품, 한국기업에 대한 배척

으로까지도 이어졌다.30)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출발하여 여러 방면에서 

누적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반한정서는 한류콘텐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각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한국드라마와 영화 

및 인기 예능프로그램의 흔적을 일제히 지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방송된 한국의 콘텐츠 중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에

도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또한 한류의 전파 과정에서 드러난 지나친 상업주의, 급속도록 상승한 

방송콘텐츠의 가격과 연예인들의 몸값, 특히 돈을 벌려고 할 때에만 한

국 연예인들이 중국에 온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

류의 지속적인 성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3) 중국에서 고립되어 가는 한류 팬

미디어와 방송국을 통해 한류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서구화된 한국산 문화콘텐츠는 중국 청소년들의 다원적인 문

화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드라마에서 표현된 현대적 가치관과 인생

29) 강진석, ｢‘사드사태’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는 시기 생성된 동아시아 한류의 변화와 

그 문화공간적 함의｣, �중국학연구� 제94집, 2020, 180쪽.

30) 배상률 ‧ 문수정 ‧ Zhang Shuai,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대외

경제정책연구�, 2019,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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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중국 청소년들의 개성 형성, 자아강조 및 민주화된 개인의 삶 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기 형성된 한류 팬덤은 한류 콘텐츠의 전파와 확산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한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던 시기 팬클럽

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은 한류가 중국 내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곤 했다. 현재 중국에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예능, 

한국 영화 등에 대한 번역과 중국어 자막을 생산하는 전문 집단이 존재하

는데, 한류 팬들 사이에서 ‘번역팀(飜譯組)’ 혹은 ‘자막팀(字幕組)’이라 

불리는 ‘봉황천사TSKS(鳳凰天使)’ 등이 대표적이다. ‘봉황천사TSKS’의 

웨이보 계정의 팔로워 수는 2021년 11월 7일 현재 502.4만 명31)에 육박

한다. 이들은 한류 콘텐츠와 스타의 동향이나 기사 등을 번역하여 제공

하고 있다. 더불어 한류 스타 팬덤의 공식 웨이보는 스타에 대한 소식이

나 기사 등을 번역하여 포스팅(posting) 하는데, 각각의 팬덤들은 그 내

부에 자체적인 번역팀이나 번역 제공자들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반한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 문화에 몰두하

는 자국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하한쭈(哈

韓族)’라는 용어를 낳게 하였다. ‘하(哈)’라는 말은 원래 타이완 청소년 

문화의 유행어인데, ‘하르(哈日, 일본의 스타에 빠지는 극성 팬)’에서 파

생되어 나왔다. 하한쭈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의 대중문화를 열광적으

로 숭배하고 추종하여 패션이나 사상까지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류에 빠진 젊은 여성 팬이 남자 친구에게도 한류 스타일

대로 옷을 입도록 강요하거나, 한류드라마에 몰입하기 위해 남편과 별거 

한다32)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한다. 중학생 중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

를 더 배우고 싶어하며 힘들게 모은 용돈을 스타와 관련된 상품 구입에만 

31) ‘봉황천사TSKS’의 웨이보 계정, https://www.weibo.com/fhtsks(검색일 2021년 

11월 2일).

32) 腾讯网, http://youth.m4.cn/2014-02/1225097.shtml(검색일 2021년 11월 2일).



138  문화콘텐츠연구 제23호

쓰는 경우도 있으며, 중학생 여성 팬이 과도한 소비로 부친에 의해 죽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33)도 있었다. 한류 열풍 속에서 청소년과 젊은 층

의 과도하고 삐뚤어진 팬심은 중국 내에서는 일종의 사회 병리적인 현상

으로 해석하곤 한다. 더 나아가 한국 아이돌과 대중문화를 쫓는 팬들의 

모습이 문화적 굴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이 때문에 ‘반한류’ 캠페인도 생겼다. 2010년, 중국의 유명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하한쭈’를 겨냥한 ‘반한류’ 캠페인 ‘69성전’34)이 벌어졌다. 

그들의 구호는 “골빈 놈(한류팬)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전은 계속될 것

이다.(腦殘不滅, 聖戰不休)”이었다. 장난처럼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무려 10만 명이나 넘는 네티즌들이 한류팬을 비난하는 형태로 발전했고, 

일부는 한류 스타들의 홈페이지와 수 십개 한국 사이트를 해킹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도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은 팬덤 현상을 ‘병든 현상’으로 규정하며 미성년자가 연예인 

응원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팬클럽끼리 갈등 발생을 원천 차단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모금 팬클럽 해산, 연예인 인기 차

트 발표 금지, 음원 중복구매 금지 등의 내용이 속속 발표되었다. 방탄소

33)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중학교 진학하면서 한국 아이돌 그룹 팬클럽 회장이 됐던 딸이 

스타의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용돈을 요구했고 부녀간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졌다. 

어느 날 딸이 아이돌 그룹의 베이징 콘서트에 가야 한다며 2400위안(약 44만 2000원)

을 내놓으라고 졸랐다. 격분한 아버지가 흉기를 가져와 “이제 다 끝내자”고 말하자 딸

은 “용돈 줄 돈도 없으면서 왜 일은 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딸

이 쓰러졌고 아버지는 자살을 기도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영어 대신 한국어 배울래

요”… 中 10 ‧ 20대 팬들의 ‘한류 앓이’｣, �서울신문�, 2015년 10월 5일자.

34) ‘69성전’은 같은 해 상하이 엑스포 공연장에서 열린 한국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공연

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한류팬 수만명이 슈퍼주니어 공연 무료 입장권을 받으려고 밤

을 새우며 줄을 섰으나, 엑스포 조직위가 무료 입장권을 대폭 축소해 상당수가 입장권

을 받지 못했다. 또한 조직위가 무장경찰을 동원해 한류팬들을 에워싸 분노한 팬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반 한류팬들은 한류팬들의 이런 행동이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

이라며 ‘69성전’을 벌였다. ｢‘한류팬 혐오’ 중 해커들, 한국 정부 사이트 공격｣, �한겨레�, 

2010년 6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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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단, 아이유, 소녀시대 태연, 엑소 세훈, 블랙핑크 로제 ‧리사 등을 포함

한 21개의 웨이보 팬 계정이 일시에 정지됐다. 

2021년 8월 중국 대형 팬 모금 플랫폼 ‘오왓(Owhat)’35)은 팬클럽과 

모든 거래를 무기한 중단하고 팬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왓 측은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발표하였다. 상품이나 행사에 대금

을 선납한 팬클럽은 관련 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금액은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스타 추종 

문화는 한국이 근원”이며 “외국 연예인, 특히 한국 아이돌의 팬클럽이 연

예계 정화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문제 있는 방식으로 중국 팬들로부

터 돈을 버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36)고 전했

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면서 한국에 우호적인 지식인들 혹은 한

류를 좋아하는 팬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게 되었다. 이제 중국에서

는 한국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들마저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게 

된 것이다.

2.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

2021년 한중 교류 29년을 맞이했으나 관련 주관부서 이외에 각계의 

반응은 조용한 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면서 

35) ‘팬덤 경제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4년 만들어진 중국에서 가장 큰 모금 

플랫폼 중 하나다. 오왓은 팬들은 아이돌의 생일 지하철 광고나 비행기 래핑 광고, 새

로 발견된 소행성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을 붙이는 권리 구매 등 다양한 팬

클럽 활동을 진행해왔다. 팬들이 오왓에 돈을 보내면 오왓이 이 돈을 모아 팬클럽에 전

달하는 방식으로, 팬클럽이 제작 상품 대금을 공장에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오왓에서 

관련 자금을 인출하는 구조이다. ｢중국, 팬 모금 플랫폼 ‘오왓’ 운영중단｣, �스포츠경

향�, 2021년 10월 18일자.

36) ｢中, 韓 아이돌 팬덤 때려도… K팝 ‘내가 제일 잘 나가∼’｣, �세계일보�, 2012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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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수교기념일 행사는 조용히 지나갔다. 한중 관계만 놓고 보면, 

한반도의 사드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양국 관계

가 일시에 호전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이미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양국 국민의 호감도가 일시에 상승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

다. 내년 30주년이 되는 해에도 한중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각 분야

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그

러나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정치ㆍ경제적으로 협력

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기에 언젠가는 분명히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본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시장은 아직도 매력적인 시장이며, 중

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이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수월한 문화 분야가 그 역할을 해

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는 이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1) 한중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한중간의 소통과 교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리’가 필요

하다. 각계 인사들의 열린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가 측면에서 보면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일(2021.8.24.)에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37)가 출범하였다. 이어서 9월 15일 왕이(王毅) 중국 국

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할 당시 한국에서는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

회’가 개최되었다. 한중 양국 간 게임 ‧ 영화 ‧ 방송 ‧ K팝 등 문화콘텐츠 분

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

였다.38) 정부 인사들 간의 교류와 협력만큼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교류

37)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한중관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계획 분과, 정

치외교 분과, 경제통상 분과, 사회문화 분과로 구성되며 앞으로 1년간 전체회의와 분

과회의 등을 통해 한중간 미래협력 비전과 발전을 담은 건의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수

교 30주년을 맞는 내년 8월에 양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

회 출범｣, �노컷뉴스�, 2021년 8월 14일자.

38)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2021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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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하다.

실제 오랫동안 중국에서 콘텐츠사업을 해오고 지금도 중국에서 버티

고 있는 박신희39) 사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콘텐츠사업을 하는 한국인들

은 대부분 귀국했으며, 현지에 잔류 중인 한국콘텐츠사업자가 거의 없다

고 하였다. 양국 간의 교류의 장이 다시 열릴 때 문화적인 부분에서 인적

교류를 이어줄 관계망이 없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통제로 중국 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우며 불가

피하게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콘텐츠사업을 진행한다 하여도 한국의 지원

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중국어가 미숙한 

사업자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부터 유통 관계망 구축, 마케팅 등에 대

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한국 내 유학 온 중국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한류의 영향을 받았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면 한중교류의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로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학생은 언어

의 장벽과 더불어 한국 대학교 특유의 소속감을 느끼기 못하는 경우가 많

고 한국 내 반중정서로 인해 좌절하기도 한다. 이들을 인적자산으로 여

기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친한파 인사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진화되는 미디어 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의 지속적인 공급

기술의 발전으로 진화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소비자의 소비 형식에

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류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불리는 ‘OTT(Over The Top Service)’ 기반

의 글로벌 플랫폼은 영화와 드라마의 장르 구분이 모호해지고, 콘텐츠 

39) 2007년부터 SK텔레콤 중국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중국대중문화산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Beijing SidusHQ 부사장, Beijing EOS Entertainment 시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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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국가 간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개인 사용자가 안방에서 한류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방송국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콘텐츠를 즐기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보기위해 중국인들은 VPN 우회접속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 가입자가 늘고 있다. 중국 3대 동영상 사이트 중 하나로서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대표 OTT 기업 ‘아이치이(iQIYI)’는 2020년 

7월에 한국 법인 ‘아이치이인터내셔널코리아(iQIYI International Korea 

Ltd.)’를 설립해 30여 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권을 사들였고, 

2021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드라마 ‘지리산’에 200억 원 이상의 투자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이는 중국인들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고품질의 한류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콘텐츠는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며 국제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미디

어와 채널의 다각화로 그 유통경로는 다양해지고 전파의 속도는 더 빨라

졌다.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에 몰두하기 보다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반영하여 한국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중국의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짧은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2021년 6월까

지 중국의 네티즌 인구는 10.11억 명에 달하며 이 중 모바일 사용자만 

10.07억 명에 이른다.40) 더불어 짧은 동영상을 이용하는 인구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 수는 무려 9.44억 명에 달한

다. 짧은 동영상의 시장규모는 이미 6천억 위안(약 110 조 원)까지 성장

하였다.41)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중국 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짧은 

40) CNNIC, https://www.mpaypass.com.cn/download/202108/27112008.html(검색일 

2021년 11월 2일). 

41) 中国网络视听节目服务协会, https://baijiahao.baidu.com/s?id=1701552323041970 

284&wfr=spider&for=pc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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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짧은 동영상의 특성에 맞

추어 한국 콘텐츠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구조와 고품질의 작품성을 활용

한다면 한류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중국 내에서

도 AR, VR,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한류는 더욱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3) 체험형 콘텐츠의 개발과 공급 필요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팬 수용자들을 가장 능동적인 수용자

로 간주하였다. 팬덤은 지배적 헤게모니 문화에 도전하는 자신들만의 새

로운 해석틀을 지니는 공동체로 해석하였다.42) 영국의 문화연구자 피스

크(John Fiske)는 팬덤 활동을 통해 팬들은 스타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체험 및 능력을 강화해간다고 한다.43) 

팬들은 스타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동일시하며, 열정, 애

정, 연결을 가지는 관계 특성으로, 소비자들이 스타의 일상과, 감정, 경

험 등에 감정을 투영하며, 공감하며, 더욱 친밀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

고자 한다. 스타와의 밀접하고 풍부한 감정적 연계와 소속감을 불러일으

키기 위해 팬들은 자발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고 스타와 관련 굿즈

(상품)를 구매하거나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기도 한다.44)

때문에 한류 팬들이 한류영상 촬영지 방문, 스타 팬미팅 참가, 한류 공

연 및 콘서트 관람, 한류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행위에서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음식 등과 관련된 관광까지 확

42) Henry Jenkins, Textual Poacher: Television Fans& Participation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2, p.279.

43) 박명진 ‧ 정준영 ‧ 이영욱 ‧양은경 ‧ 김용호,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2012, 192-193쪽.

44) Hao, X., and Ryan, C., “Interpretation, film language and tourist destinations: 

a case study of Hibiscus Town, China,” Annals of Tourism Research, 42, 2013, 

pp.3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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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사태이후 중국 팬들이 중국 내에서 적극적으

로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통로가 제한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스타들을 응원하고 공연을 보는 이들이 많다.

중국 내 한류가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넘었고 그 동안 한류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80허우’, ‘90허우’와 같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주요 소

비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젋은이들과 한국 드라마 대중가요를 이

야기할 만큼 두터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류 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체험하기를 희망한다. 비록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팬

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형성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텍트’라는 환

경으로 제한되지만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면 한국 방문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팬들이 대거 

방문할 것이다.

그러나 한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아레나(Arena)급 대형 공연장이 없다. 

한류의 주역인 드라마를 즐기고 체험하는 기념관이나 박물관도 부족하

다.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은 작품들과 관련된 관광 상품도 드

물다.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가 사실상 부족

한 것이다. 중국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에서 추억을 남

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그 어

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IV. 맺음 말

한류는 이제 세계적으로 자리잡은 대중문화 장르이자 소비재이다. 대

중들이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 

소비효용이 감소하거나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문화재 소비 현상이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콘텐츠 뿐 

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비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한류의 확산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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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그 이면에 등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견제 또는 반감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지역으로 지속

적으로 확산되는 가는 것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

쟁력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16일 열린 제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통해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추

진할 한류를 '신한류(K-Culture)'로 정의하며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 한

류로 연관 산업 견인,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 등 3가지 지원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의 반한(反韓) 정서 등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중 국가 간의 대립과 반목의 정서가 일반인들의 생활로 번지면서 일

부에서는 한중간의 문화적 한계를 지적하곤 한다. 그러나 양국 간의 갈

등과 반목은 해결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유교, 한자 등 동북아

시아 문화권에서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양국

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제 동북아의 이웃국가로서 양국 간의 

정치적ㆍ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적 우호관

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양국의 문화마찰

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해야한다. 문화 산업적 경쟁자이자 동반자이면서 

아시아 콘텐츠의 핵심국가임을 서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상호교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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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nce Process of Hallyu Contents 

in China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 Focusing on drama, K-pop, and entertainment - 

LI, DONG BEI

2021-2022 is the year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While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al cont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round the world, ironically, the Hallyu in China, 

the birthplace of the Hallyu, is not enjoying the same popularity as it used to 

be. they are facing difficult tasks in various areas, such as Chinese authorities' 

regulations, anti-Korean sentiment, and negative perceptions of Hallyu fans.

As the sentiment of confrontation and antagonism between Korea and 

China has taken root in daily life, anti-Korean sentiment and hatred of the 

Hallyu are increasing in China. To form friendly relations beyond close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neighbors in 

Northeast Asia, first, we must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and as a 

competitor and partner in the cultural industry, we need to be aware of 

cultural fri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mutual ex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understand the other 

party properly, it must be solv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practice.

In order to promote a matur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furthermore sugges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this article analy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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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llyu’s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acceptance in China focusing on 

broadcasting programs, K-pop, and entertainment contents, and identified 

the problems that Hallyu had to faced to, and then looked for the solution.

Key Words : Hallyu, Korean Wave, China, contents, cultural acceptance, 

drama, K-pop, entertai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