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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최다·최고’ 역대급 한국문화제 폐막

한 달 간 진행됐던 한민족문화제 ‘한펑제   

(韩风节)’가 ‘최장·최다·최고’라는 역대급 기

록을 세우며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 한국문화제는 상해한

국상회 출범 이래 ‘최장’ 기간 개최한 행사로 

기록됐다. 또한 이 기간 관람객 50만명, 46개 

기업 함께 해 ‘최다’ 인원이 참여한 문화제가 

됐다. 상해한국상회에 따르면, 평일 하루 평

균 1만 명, 주말 평균 3만 명이 홍췐루 한국문

화제 행사장을 다녀 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 기업들은 주제관 5개, 상설관 20개 등 

총 25개 부스에서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했다.  

비용 절감·홍보 효과 극대화

이번 한국문화제는 190만위안 절감 효과

를 가져왔다. 장소와 전기 등 사용료 무료로 

10만 위안, 무대 주요시설 장비 무료와 홍보

지원으로 6만 위안, 현장 안전요원 운영인력 

지원에 3만 위안 등 상해한국상회 추산 총 

19만 위안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 한국문화제 총 기획을 맡은 선우공

현 수석부회장은 “상하이시정부가 주력사업

인 ‘야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홍보와 예

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라

며 “이번 2020 한펑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

서 모두가 힘을 모아 개최된 최장, 최다, 최고

의 한국문화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문화제는 무엇보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행사로 중국 내 한국을 알린 최고

의 문화 행사로 꼽힐 만한 성과를 냈다. 특

히 자체 홍보채널로 생중계를 진행한 ‘나도

가수다’ 노래 경연은 결선 무대에 최대 7만 

6000뷰를 기록했다. 한 참가자는 1만 7000

개의 ‘좋아요’를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한펑제’ 연관게시물

이 2300여개가 등록됐다. 이 밖에도 행사장 

주변에 포토존 3곳, 가로등에 부착한 배너

광고 26개 등도 한국문화 홍보에 기여했다.

5주간 주말마다 5~6개 공연

또한 5주간 주말 밤에는 홍췐루를 찾은 

중국인들에게 한국 공연 문화를 알렸다. 매

일 5~6개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특

히 난타, 통신사퍼레이드, 사물놀이, 해동검

도, 탈춤, 장고춤, 케이팝 댄스 등 한국문화 

알리기에 주력했다. 

한국문화제의 꽃, 교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나도가수다(나가수)’가 지난 12일 밤 

성황리에 개최됐다. 징팅텐디(井亭天地) 서

울야시장(首尔夜市场) 특설 무대 주변에는 

약 200여 명의 관중들이 에워쌌다. 무대 주

변 행사 부스와 야외 식당에 마련된 테이블

의 관객까지 포함하면 3시간 경연 동안 약 

1000여 명이 ‘나가수’ 무대를 즐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예선 참가자 58개 팀 중 결

선에 오른 14팀은 열띤 노래 경연을 펼쳤다.  

‘나가수’ 최우수상 김중원 군

14팀의 경연을 통해 올해 나가수 최우수

상은 김중원(SMIC 12) 군이 차지했다. 김 군

은 BMK의 ‘물들어’로 심사위원들에게 가

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상에는 마상

철(회사원 50) 씨, 3등상에는 쉬징웨이(徐

菁韡, 회사원 35) 씨, 인기상에 문준서(상

해한국학교 5) 군이 차지했다. 이어 장진영

(NAIS Y13), 문준호(자영업 54), 장덕환(회

사원 33), 김가영(상해한국학교 10), 차유

정·이지은·최아진·고애령 팀이 5등~9등상

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현금 1500위안/서울리거 성형권(1만 위안) 

▲우수상: 현금 1000원/선미옥시식권(1000

위안) ▲3등상과 인기상: 현금 500위안/KC

이너벨라 화장품세트 ▲5~8등상: KC이너벨

라 화장품세트 ▲10~14등: 파리바게뜨 200

위안 상품권이 선물로 주어졌다.  

나가수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문화제 공

연 총기획자 류제영 상해한국상회 부회장은 

“한•중 우호를 위한 문화제라는 본질에 맞게 

공연활동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했다. 음

악활동 하는 교민들의 무대참여를 통해 그

들의 기량을 스스로 증진시킨 것이 의미가 

깊었다. 또 이번 문화제 활동을 통해 한국상

회가 항상 교민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

게 한 것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문화제는 상해한국상회(한국인

회)가 주최하고 상하이총영사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가 지원했다. 또 상하이한국문

화원, 상하이시민항구경제무역위원회, 홍차

오전정부, 징팅실업 협조로 개최됐다.  

고수미 기자

30일간 진행, 50만 명 관람, 46개 기업 참여, 190만元 절감

‘바이두’ 연관게시물 2300개, ‘나가수’ 생중계 최다 7만 6000뷰

올해 나가수 최우수상 김중원(SMIC 12) 군(왼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