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4 월 방송 드라마 대상

한국드라마 인터넷반응 조사
- 중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

2018. 7.

2018년 4월
한국드라마 인터넷반응 조사 (중국)

2018. 7.

2018년 4월 한국드라마 인터넷반응 조사 (중국)

■ 조사국가의 특징
중국 내 한국드라마 인터넷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을 조사하였다. 중국 온라인
정책상 이용이 금지된 사이트 수가 많으며, 이 때문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를 활용한 커뮤니
케이션 비중이 적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Youtube 역시 중국에서는 이용률이 낮다.
중국 내 한국 드라마의 온라인 여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뉴스 제공 사이트 1개(바이두 뉴스), 동영상
제공 사이트 5개(투도우(유쿠), 아이치이, 비짜안, 한극망, 레보왕), 블로그 및 커뮤니티 3개(바이두 카페,
바이두 지식, 신랑블로그) 등 총 9개 사이트를 선정했다.1)
중국에서 선정된 9개 사이트는 모두 중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동영상 제공 사이트의 경우, 중국어를
사용하는 언어권 국가(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네티즌들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조사결과가 순수한 중국 내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선정 사이트가
모두 중국에서 개설되었으므로 자국 국민들의 이용이 대다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 정량조사 결과
인터넷 반응 수집을 위하여 프로그램별 공식 드라마명과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2)하였으며, 뉴스는 기사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집계하였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의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40,564건

330건

1)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사이트’ 참고
2)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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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부문
개수

조회수

3,418건

14,615,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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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티즌 여론 부문
조사 결과
- 네티즌 여론 부문에서 4월 한 달 간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수는 총 40,564건이었다. 블로그와 커뮤
니티에서 발생한 게시글수와 댓글수, 동영상에서 발생한 댓글수를 합산하여 집계하였다. 전체 네티즌
여론 중 77.3%가 블로그 및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댓글수(31,362건)로 구성되었으며, 동영상 댓글수는
총 6,523건(16.1%), 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글수는 2,679건으로 6.6%의 비중을 차지했다.
- 네티즌 여론은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21,129건, 52.1%)가 가장 높았으며 tvN<나의
아저씨>(5,934건, 14.6%)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tvN<라이브(Live)>는 아시아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이광수의 출연에 힘입어 3번째로 많은 네티즌 여론이 발생하였으며, MBC
<위대한 유혹자>(2,265건, 5.6%),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891건, 2.2%), SBS<키스 먼저 할까
요>(719건, 1.8%),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672건, 1.7%)등이 뒤를 이었다.
[표 1. 네티즌 여론 부문]

채널

드라마

합산 채널

드라마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1,129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합산 채널
343

KBS2

드라마

합산

슈츠

279

tvN

나의 아저씨

5,934 OCN

작은 신의 아이들

340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67

tvN

라이브(Live)

5,374 MBN

고품격 짝사랑

322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240

MBC

위대한 유혹자

2,265 KBS2

같이 살래요

310

MBC

데릴남편 오작두

200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891

OCN

그남자 오수

301

MBC

부잣집 아들

199

SBS

719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292

OCN

미스트리스

145

672

SBS

착한마녀전

287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키스 먼저 할까요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총 계 : 40,564건

55

2. 뉴스 부문
조사 결과
- 4월 한 달 간 발생한 한국 드라마 관련 뉴스 기사는 전체 330건이었다. 게재된 뉴스는 대부분 출연자와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 관련 뉴스가 많았던 작품으로는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137건, 41.5%), tvN<나의
아저씨>(56건, 17.0%), KBS2<슈츠>(30건, 9.1%), MBC<위대한 유혹자>(22건, 6.7%),
tvN<라이브(Live)>(20건, 6.1%),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17건, 5.2%) 등이었다.
- 조사기간 중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 MBC<데릴남편 오작두>, MBC<부잣집 아들>, MBC<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SBS<착한마녀전>은 뉴스 기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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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스 부문]

채널

드라마

기사수 채널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137

드라마

기사수 채널

드라마

기사수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8

OCN

그남자 오수

1

OCN

작은 신의 아이들

1

tvN

나의 아저씨

56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7

KBS2

슈츠

3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7

MBC

위대한 유혹자

22

SBS

키스 먼저 할까요

6

MBC

데릴남편 오작두

0

tvN

라이브(Live)

20

KBS2

같이 살래요

4

MBC

부잣집 아들

0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17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3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

OCN

9

MBN

고품격 짝사랑

2

SBS

0

미스트리스

총 계 : 330건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착한마녀전

0

3. 동영상 부문
조사 결과
- 집계된 동영상의 개수는 총 3,418건이었다.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동영상 개수 및
조회수가 많았다. 동영상 길이로 분류해보면 5분 이상 동영상은 1,445건(42.3%), 5분 미만 동영상은
1,973건(57.7%)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내 동영상 발생 개수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는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1,176건,
34.4%)로 tvN<나의 아저씨>(404건, 11.8%)의 발생량의 약 2.9배에 달했다. 이외에 MBC<위대한
유혹자>(394건, 11.5%),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277건, 8.1%), tvN<라이브(Live)>(184
건, 5.4%) 순이다. 드라마별로 살펴보면 최대 1,176건부터 최소 11건의 동영상이 나타났다.
[표 3. 동영상 부문 - 개수]

채널

드라마

동영상수 채널

104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tvN

나의 아저씨

404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89

OCN 작은 신의 아이들

38

MBC

위대한 유혹자

394

MBC

80

KBS2

같이 살래요

30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277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76

OCN

그남자 오수

30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

70

MBC

데릴남편 오작두

29

58

OCN

미스트리스

28

42

MBN

고품격 짝사랑

11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1,176

드라마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부잣집 아들

tvN

라이브(Live)

184

SBS

착한마녀전

137

KBS2

SBS

키스 먼저 할까요

119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슈츠

총 계 : 3, 418건

동영상수 채널

드라마

동영상수
42

- 조사기간 내 동영상 조회수가 높았던 드라마는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5,431,475회,
37.2%), MBC<위대한 유혹자>(2,287,513회, 15.7%), tvN<나의 아저씨>(1,211,213회, 8.3%),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963,116회, 6.6%), MBC<부잣집 아들>(654,061회, 4.5%)이었다.

- 4 -

2018년 4월 한국드라마 인터넷반응 조사 (중국)

[표 4. 동영상 부문 -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채널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5,431,475 MBN
2,287,513 OCN

드라마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고품격 짝사랑

332,045 KBS2

같이 살래요

236,742

MBC

위대한 유혹자

미스트리스

324,362

tvN

나의 아저씨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MBC

부잣집 아들

654,061 KBS2

261,887

OCN

그남자 오수

193,171

tvN

라이브(Live)

471,847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 259,582

MBC

데릴남편 오작두

164,951

SBS

착한마녀전

348,341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59,845

1,211,213 SBS 키스 먼저 할까요 294,652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11,870
OCN

작은 신의 아이들 201,145

963,116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269,91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97,534
슈츠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239,933

총 계 : 14,615,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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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조사 결과
중국 네티즌 반응이 나타난 블로그, 커뮤니티, 동영상 사이트, 평점사이트에서 발생한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다. 중국 네티즌은 대체로 작품 전개와 출연진, 배우 연기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 프로그램명 가나다순)

1. KBS2 <같이 살래요>
- 무난하게 시청하기에 좋은 가족드라마라는 반응
- <같이 살래요>만의 특징이 부각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시청하기에 어려운 드라마라는 의견 발생함
- 배우 한지혜의 연기에 호불호 반응 두루 나타남
KBS2 <같이 살래요> 관련 반응
(작품 관련)哈哈三集过后还不错！这种家庭剧现在看起来还挺好看，很多台词也戳心。
하하 3회 이후는 괜찮다. 이런 내용의 가족 연속극 보기에 나쁘지 않다. 대사도 많이 공감이 된다.
(작품 관련)又是这种又长又老套的家庭剧~ 可是仍然看得乐此不疲是怎么回事？
또 이런 길고 뻔한 이야기인 가정극이지만 계속 보게 된다. 왜지?
(작품 관련)实在是是毫无特点。看得超级累的韩剧了。
드라마가 특징이 하나도 없다. 계속 보기 힘든 한국드라마이다.
(출연진 관련)过来支持韩智慧欧尼！
한지혜 언니를 지지하러 왔다!
(출연진 관련)冲着欧尼来的。可是，好像没那么好看啊。真的觉得有点一般。
한지혜 언니 때문에 봤는데 스토리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다. 진짜 그냥 그렇다.
(출연진 관련)韩智慧的演技真不是盖的
한지혜 연기가 장난 아니다.
(출연진 관련)女主角的演技太差了，讲话的语气太做作。
여주인공 연기가 너무 별로이다. 얘기할 때 말투가 너무 가식적이다.

2. MBN <고품격 짝사랑>
- 배우 정일우의 연기력과 외모에는 호평
- 작품 스토리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임
MBN <고품격 짝사랑> 관련 반응
(작품 관련)那么高分……完全看不下去，三集了，都在穷叨叨些有的没的……手动再见。
드라마 평점이 높은데… 완전 못 보겠다. 3회까지 봤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안녕...
(작품 관련)剧情简直想吐 一点都不搞笑 为了丁一宇
스토리 때문에 토할 것 같네. 하나도 재미 없다. 정일우 때문에 본 것이다.
(작품 관련)呃(⊙o⊙)…韩剧都不这样了，纯看颜。
으….. 한국드라마 다 그렇다, 그냥 얼굴(잘 생긴 배우) 보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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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고품격 짝사랑> 관련 반응
(작품 관련)为颜值给分，一般的剧，还行
잘 생긴 배우들 때문에 평점을 줬다. 스토리는 그냥 그렇다.
(출연진 관련) 丁一宇帅的我心脏都无法承受了....太帅了.
정일우에 대한 내 마음을 참기 어렵다. 너무 잘생겼다.
(출연진 관련)丁一宇真是我见过最帅的单眼皮韩国男星了，演技也很棒~
정일우는 내가 본 연예인 중에서 쌍꺼풀 없이 가장 멋진 한국 남자배우이다. 정말 멋지다~
(출연진 관련)总有一个你无法拒绝的欧巴
항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남자 배우가 하나 있네.
(기타 의견)大爱BGM~
BGM 너무 좋다~
(기타 의견)广告植入太明显 笑点好多 BGM好评
PPL 너무 티난다. BGM은 좋다.

3. OCN <그남자 오수>
- 남자 주인공이 멋있고 여자 주인공이 예쁘다는 평
- 배우 김소은의 연기력이 이전보다 성숙해졌다는 의견
-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작가의 집필 실력이 부족해 배우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반응
- 대체로 아쉬운 결말을 남기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단점이라고 언급한 의견도 발생함
OCN <그남자 오수> 관련 반응
(작품 관련)男主再帅，也抵不过剧情太烂。
남자 주인공이 아무리 멋있어도 시나리오는 살릴 수 없다.
(작품 관련)只能说非常垃圾的剧了，演技也辣眼睛，就女主撑着，难怪收视那么低
엄청 별로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연기도 너무 못한다. 여주인공 혼자서 끌어가고 있으니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작품 관련)不知所云
스토리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작품 관련)编剧不行，浪费演员。
작가가 안 되겠다. 배우들의 능력을 낭비시킨다.
(작품 관련)韩剧最大的缺点，就是十个九个烂尾！
한국드라마의 단점은 10개 중에 9개 다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것!
(출연진 관련) 金素恩的演技越来越成熟了.
김소은의 연기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출연진 관련)小姐姐的演技更好了！好喜欢男主的酒窝
김소은 누나의 연기가 전보다 더 좋아졌다! 남주인공의 보조개가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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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 <그남자 오수> 관련 반응
(출연진 관련) 男女主颜值都很高
남녀주연이 둘 다 괜찮네.
(출연진 관련)两颗心给男女主角的颜值。
평점 2점은 남녀 주인공 얼굴 때문에 준다.
(출연진 관련)男主很帅，女主也挺漂亮。
남자 주인공은 잘생겼고, 여자 주인공도 너무 예쁘다.

4. tvN <나의 아저씨>
- 주연 배우 및 감독, 스토리 전반에 걸쳐 네티즌의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 드라마 내용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매끄러운 서사와 현실적인 스토리에 호평 나타남
- 이선균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중 맡은 역할을 잘 소화했다는 반응을 얻음
- 이지은의 경우 연기가 기대 이상이었으며, 이전과 비교해 연기력이 향상됐다는 의견임
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작품 관련)比想象的更好，看了下预告不愧是金元锡导演！主演演技都在线啊，iu的演技也比之前有很大进步啊！
善均大叔不愧是影帝，太有感觉了吧
기대했던 것보다 훌륭했다. 예고편을 보니 역시 김원길 감독, 주연들 전부 연기력이 좋다. 이지은도 전보다
연기가 많이 성장했고 남자 주인공 이선균 너무 센스 있다.
(작품 관련)不是每个人都会喜欢，不是每个人都能看完，但剧本真的好！！！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람들 다 끝까지 볼 것 아니지만 시나리오가 진짜 좋다 !!!
(작품 관련)剧情很柔很软，很真实她可能就发生在我们身边.
스토리가 매우 매끄럽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이 실감난다.
(작품 관련)剧情真的很现实.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출연진 관련)感謝李善均獻上如此優秀的演技完美塑造了身為大人應該有的善良與正直
이선균이 탁월한 연기력으로 어른이 갖춰야할 착함, 정직함을 잘 표현해주어 고마웠다.
(출연진 관련)李善均不愧是影帝
이선균은 역시 남우주연감이다.
(출연진 관련好看！男主演技真好!
재미있다! 남자 주연배우 연기 진짜 잘한다!
(출연진 관련)iu演技比我想象中要好很多
아이유의 연기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출연진 관련)李知恩的演技也让我感觉她在进步了，很不错的剧！
이지은의 연기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주 괜찮은 드라마이다
(출연진 관련)我就好奇为什么IU演技进步这么多
아이유 연기력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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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 뻔한 사랑이야기가 식상하며,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가 반감되어 시청을 포기했다는 반응 발생함
- 배우 윤시윤이 매력적이어서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반응
- 일부 네티즌은 남자 배우의 연기력이 아쉽다는 의견을 남김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관련 반응
(작품 관련)看不下去了，剧本不行，爱情部分太俗套了
더 이상 못 보겠다. 시나리오가 별로인데다가 너무 뻔한 사랑이야기이다.
(작품 관련)编剧差，男主演技差
작가의 능력도 부족하고, 남자 주인공 연기도 좋지 않다.
(작품 관련)前面几集还行 越到后面越没意思…弃剧…
초반 몇 회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다… 포기…
(출연진 관련)男主好可爱好可爱!! 笑起来和狮子王里面的那个丁满一模一样!!
남자 주인공이 너무 너무 귀엽다! 웃을 때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나오는 티몬과 똑같다!!
(출연진 관련) 因为尹施允而看
윤시윤 때문에 본다.

6. MBC <데릴남편 오작두>
- 미혼남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현실적인 스토리에 호평
- 여주인공 캐릭터 설정이 만족스럽다는 의견임
- 배우 김강우와 유이의 호흡이 좋다는 반응이 나타남
- 김강우는 평소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임
- 극중 중국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설정한 점에 네티즌의 불만 나타남
MBC <데릴남편 오작두> 관련 반응
(작품 관련)部分话题能够引起单身女青年的共鸣，女一人设也挺出彩的。
일부 내용이 독신남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을 잘했다.
(작품 관련)意外地还挺好看的
의외로 재미있다.
(작품 관련)挺真实的，怎么说，我觉得挺贴近的。认真看完了两集，女主挺顺看的，剧情不错。最近追的剧+1
현실적이다. 내 생활과 밀접하다고 느꼈다. 2회까지 열심히 봤는데 여주인공 캐릭터를 아주 좋게 그렸다. 최근에
볼만한 드라마가 하나 더 생겼다.
(작품 관련)不明白为什么要黑中国。
왜 중국을 안 좋게 설정하는지 모르겠다.
(작품 관련)这样恶意的抹黑中国，不能忍.
드라마에서 중국을 악의적으로 다루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출연진 관련) 好剧金康宇&uie真是不错呢
좋은 드라마이다. 김강우와 유이 참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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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데릴남편 오작두> 관련 반응
(출연진 관련) 金康宇，肯定是本色出演，暖的那么自然，因为本人就是好丈夫好男人。女主演的不够投入，眼神
出戏。女二演技倒更好些。真觉得康宇叔应该可以接更好的剧 。
좋은 남편이자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 김강우는 본인의 평소 모습으로 드라마에 출연한 것 같아 자연스럽다.
여자 주인공의 연기력이 부족하고, 눈빛이 매력적이지 않다. 여자 조연배우가 연기를 더 잘하는 것 같다.
나는 김강우 아저씨가 더 좋은 드라마에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연진 관련) 金宥真同志五星
유이 별점 5개

7. tvN <라이브(Live)>
- 중국 네티즌은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작품의 스토리와 주연 배우에게 긍정적인 시청반응을 보임
- 웃음과 감동을 담고 있으며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그려낸 대본에 호평
- 진지한 역할을 맡은 이광수에게 축하를 전한 댓글과, 이광수의 좋은 연기에 긍정적인 반응 나타남
- 배우 정유미가 좋은 작품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다는 네티즌 의견 발생함
-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경의를 표한 반응 나타남
tvN <라이브(Live)> 관련 반응
(작품 관련)很不错，看上就停不下来。每个角色都有血有肉，剧情也很感人，有欢笑有悲伤。一些危险的职业还是
必须有人去做的.
너무 좋아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살아있는 캐릭터와 웃음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위험한 직업이라도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작품 관련)拍得真好，真实感人，向辛勤负责的警察同志们致敬
잘 찍었다. 현실적이고 감동적이다. 책임감을 다해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작품 관련)剧是好，但还有上升空间所以四星
대본이 좋다. 하지만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별점 4개
(작품 관련)最近最爱的剧，大推荐。
최근 들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이다. 강추.
(출연진 관련)恭喜光洙当上正经男主！
진지한 역할을 맡은 광수! 축하합니다.
(출연진 관련)李光洙正经起来演的非常好啊
이광수 연기 정말 잘했다.
(출연진 관련)光洙的腹肌 ♡ω♡
광수의 복근!!!♡ω♡)
(출연진 관련)挑剧本零失误的郑有美，演技满分的郑有美
대본 선택에 탁월한 안목이 있는 정유미, 연기력 만점의 정유미!
(출연진 관련)100个赞，郑有美很会挑剧本
좋아요 100개. 정유미는 대본을 참 잘 고른다.
(출연진 관련)郑有美真好看啊！
정유미 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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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CN <미스트리스>
-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드라마 관련 시청반응이 저조한 편임
- 원작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작품이라는 혹평
-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재미없다는 반응 나타남
- 배우 한가인에게는 아름답다는 네티즌 반응이 발생함
OCN <미스트리스> 관련 반응
(작품 관련)不好看，很奇怪的感觉，有违和感
재미없다.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느낌이다.
(작품 관련)的确是不知所谓。
무슨 스토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작품 관련)无聊故事
지루한 이야기이다.
(작품 관련)美剧翻拍的，结果拍出了恐怖感，唉，翻拍有时候真的是吃力不讨好呢
미국 드라마를 각색한 건데 결국은 스릴러처럼 찍었다. 리메이크하느라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네.
(작품 관련)较之英版和美版，实在是太差了。
영국판, 미국판이랑 너무 비교가 안 된다.
(작품 관련)本来想着冲着韩佳人的颜值，我一定要追下去，可是不知道为啥，剧情真的分分钟有种让人弃剧的冲动啊
한가인 얼굴 때문에 계속 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스토리가 그만 봐야겠다는 충동이 들게 만드네.
(출연진 관련) 韩佳人真好看啊
한가인이 너무 예쁘다.
(출연진 관련) 韩佳人很美
한가인 엄청 예쁘다.
(출연진 관련) 三星给韩佳人
별점 3점은 한가인에게 준다.

9.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중국 네티즌은 작품 관련해 ‘캐릭터 설정부터 귀엽고 설레는 스토리가 만족스럽다’는 반응과 ‘발전
없는 전개, 매력적이지 않은 대본’에 상반된 반응을 보임
- 캐릭터 설정이 좋으며 극중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이 전달됐다는 의견임
- 연상연하 연인의 입장에 감정이입하여 사랑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용기와, 사랑에 있어서 나이 차는
중요하지 않음을 언급한 댓글 발생함
- 네티즌의 긍정적인 반응이 배우 정해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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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
(작품 관련)真是甜炸了，俩人都不敢表白，那个抓手的时候女主要鼓起多大勇气。比男方大又怎么样，只要在喜欢的
人面前就会变成小女生。没关系，是爱情啊。真是甜炸了，俩人都不敢表白，那个抓手的时候女主要鼓起多大勇气。
내용이 달달해서 죽을 것 같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고백하지 못했다. 여자 주인공이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더 많으면 어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여자들은 어린
소녀가 된다. 사랑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작품 관련)被安利的甜剧，还不错，从人物到剧情都很甜呀，适合拿来虐狗。
추천 받은 드라마인데, 나쁘지 않다. 캐릭터 설정부터 스토리까지 다 달콤하다. 싱글들을 괴롭히기에 좋은 드라마네.
(작품 관련)有点萌，有点甜，还行。
귀엽고 달콤하네. 나쁘지 않다.
(작품 관련)希望越大失望越大，节奏故事什么都拖沓，没意思，唉，害的期待了那么天！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감이 커진다. 스토리는 발전되지 않고 지루하다. 에휴, 며칠 동안 괜히 기대했다!
(작품 관련)好无聊的剧情，不动心的发展，可惜了两个美人。
재미없는 스토리에, 설렘 없는 전개, 멋지고 예쁜 두 사람이 아깝다.
(작품 관련)看睡着了，一集弃
보다가 잤다. 보고 싶지 않네.
(작품 관련)剧本和台词毫无魅力。
극본과 대사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출연진 관련)太喜欢这部剧了，男主大爱，快哭的样子和眼神太爱了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정해인을 너무 사랑해. 눈물 흘리는 모습과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다.
(출연진 관련)丁海寅太可爱了！！！收到喜欢小姐姐晚安的短信连脚丫子都在开心！！
정해인 너무 귀엽다!!! 손예진에게 '잘자'라는 문자를 받고서 발끝까지 신이 나 보인다.
(출연진 관련)庆幸在丁海寅还没红的时候就喜欢他。。。。
다행히도 정해인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를 좋아해왔다...
(출연진 관련)真的超爱丁海寅
정해인을 정말 너무 사랑한다.

10. MBC <부잣집 아들>
- 보통의 가족드라마로, 따뜻하고 현실적이어서 볼만하다는 의견 발생함
- 연기 경험이 풍부한 배우들을 포함한 캐스팅에 ‘강력하다’는 반응 나타남
MBC <부잣집 아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挺一般的家庭剧，硬撑着看完一集
보통의 가족드라마이다. 버티면서 1회를 시청했다.
(작품 관련)很暖又写实向的家庭生活剧
따뜻하고 현실적인 가족드라마이다.
(출연진 관련) 演员阵容很强大，老戏骨不少，值得追
출연 배우들 캐스팅이 강력하다. 연기 내공이 풍부한 배우들이 적지 않다.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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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 뉴스 및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작품 관련 반응 발생하지 않음
- 우울하고 답답하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때문에 시청하기 어렵다는 의견 나타남
- 출연 배우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임
MBC<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 관련 반응
(작품 관련)太沉闷了，看的好压抑，剧情也不吸引人，演员本身还好
스토리가 답답하고 우울하다. 배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스토리가 매력적이지 않다.
(작품 관련)好生硬的剧情，看不下去了
너무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라서 시청할 수가 없다.

12. KBS2 <슈츠>
- 한국드라마가 웬만하면 미국드라마를 리메이크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혹평
- 느린 전개에 불만이 나타났으며, 다루는 내용이 변호사 이야기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
- 출연진 관련 반응은 장동건에게 국한됨
KBS2<슈츠> 관련 반응
(작품 관련)韩剧还是不要翻拍美剧了……
한국 드라마는 웬만하면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작품 관련)展开太慢，一整集都没开始讲第一个案子
전개가 너무 느리다. 하나의 회차에서 다뤄야 할 사건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작품 관련)一部剧怎么能无聊成这样。演员又不是不好，剧情完全没有代入感，画面都很好，但是离律师这个剧情
太远。对不起，没有练就成光看脸就可以磕剧的神功。
출연배우가 나쁜 것도 아닌데 드라마가 어쩌면 이렇게 지루하지? 몰입해서 볼 수 없는 스토리이다. 화면
구성도 다 좋은데 변호사 이야기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스토리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배우들의 얼굴만으로
만족하며 시청할 능력이 없다.
(출연진 관련) 张东健三星
장동건 별점 3점
(출연진 관련) 留下一颗星给张东健
별점 1개는 장동건에게 남긴다.
(출연진 관련) 三颗星给张东健，编剧不给力
별점 3점은 장동건에게 준 것이다. 작가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13.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 재미와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시청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
-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은 물론이고 스토리가 만족스러워 볼만하다는 평임
-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 장근석에게 긍정적인 반응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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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
(작품 관련)真的很好看，里面的反转超级精彩。看了之后会上瘾的，期待后面的剧情
반전이 있는 스토리때문에 너무 재미있다. 이 드라마에 푹 빠졌다. 뒷 이야기도 기대된다.
(작품관련)剧情很不错，有反转有搞笑，剧情不拖沓。男女主演技都很棒，值得追的剧。
스토리가 아주 괜찮다.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고 스토리가 늘어지지 않는다. 남녀 주인공의 연기력도 좋아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이다.
(작품 관련)看了四集，给反转的剧情吸引了。男女主角挺有火花的，其他演员，演技都在线啊！明晚第5,6集，决
定追直播！！
4회를 봤는데 반전 스토리 때문에 끌린다. 남녀주인공 둘 사이가 볼 게 있을 것 같다. 나머지 배우 모두 다
연기를 잘한다. 내일 5,6 회부터 생방송을 보겠다.
(출연진 관련) 张根硕还是好帅
장근석 여전히 너무 멋있다
(출연진 관련) 很好看，反转再反转，张根硕魅力依旧啊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재미있다! 장근석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출연진 관련) 张根硕演员演技赞赞!!
장근석 배우 연기력 짱 짱!!
(출연진 관련)老张是很努力的演员 什么都会尽全力做到做好 力挺张演员
장근석은 훌륭한 연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배우이다. 장근석을 응원한다.

14.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 신선함, 재미, 힐링하는 기분이 드는 흥미로운 드라마라는 호평
- 회차마다 일련의 이야기와 시가 어우러져 매력적이라는 반응이 있으나, 연기력의 지적이 일부 발생
-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관련 반응
(작품 관련)还是不错的，看了一集，这种小清新小搞笑，治愈的剧很让人心动呀� 我个人很喜欢像这样的故事，
一集一个故事，一集一首诗。真的触动烦躁的心
나쁘지 않다. 1회를 봤는데 신선한 느낌도 있고 재미있다. 치유하는 느낌이 드는 드라마라서 흥미롭다. 회마다 일
련의 이야기와 시가 있는 이런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드라마가 마음을 자극해서 실제로 설렐 것만 같다.
(작품 관련)很棒！每集里的很美的诗，搭配上每集跌宕的剧情，诗概括剧情，剧情诠释诗句，艰辛的生活，美好的
诗……——献给在生活里挣扎忘了诗意的你
최고다! 회마다 에피소드가 바뀌며 나오는 시들도 너무 아름답다. 스토리가 시를 설명하고, 시가 다시 스토리를
설명한다. 힘든 삶 속에서 투쟁하느라 시를 잊은 그대를 위해!
(출연진 관련) 生硬别扭演技还差，tvN简直流年不利。
이유비의 연기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딱딱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tvN 몇 년째 잘 안 풀린다.
(출연진 관련) 哭不出来就别硬哭了，女主45°假哭法真是烦死我了
울지 못하겠으면 억지로 울지마. 여주인공의 가짜 눈물 연기가 정말 짜증나 죽겠다.
(출연진 관련) 剧还可以吧 女主的颜实在接受无能
대본은 나쁘지 않은데 여주인공의 연기력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출연진 관련) 没啥意思 演技好差
재미없다. 연기를 너무 못한다.

- 14 -

2018년 4월 한국드라마 인터넷반응 조사 (중국)

15.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 배우들의 연기력이 훌륭하며 스토리도 흥미롭다는 반응임
- 어려운 주제를 작가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기대된다는 의견
- 일부 네티즌은 느린 전개, 산만한 스토리에 불만을 나타냄
- 실력파 배우들의 안정적이며 자연스러운 연기에 호평 발생함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관련 반응
(작품 관련)剧情非常有趣 演员们的演技也很好 第一集最后KAI出场有被帅到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고 배우들도 연기를 참 잘한다. 1회 마지막 부문에서 카이가 등장할 때 너무 멋있었다.
(작품 관련)这个故事想讲的有意思，有水平，且不崩，是有一定难度的，看白编怎么展开了，
现在剧情略有拖沓，4星观望。另，金叔的戏真的太好了！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붕괴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제가 조금 어려운데 작가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지켜봐야겠다. 지금 이야기가 약간 지루해졌지만 별
점 4점을 주고 기대하고 있어야겠다. 김명민의 연기가 너무 좋다!
(작품 관련)节奏太慢了。。弃
스토리 전개가 너무 느리다…포기
(작품 관련)剧情有点散，全靠主角们的演技在支撑
스토리가 조금 산만하다. 주인공들의 연기력으로 버티고 있다.
(출연진 관련) 五星给完美演技实力派金民敏～
별점 5점은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실력파 배우 김명민에게 준다.
(출연진 관련) 为了罗美兰看的，很喜欢这种题材的。
배우 라미란 때문에 시청한다. 나는 이런 내용의 주제를 좋아한다.
(출연진 관련) 三个主演的演技炸裂了，怪不得第三集就收视第一。豹子女士罗美兰这次的角色性格新鲜，文静的
豹子女士竟然也毫不违和？戏路更宽了。对实力派的剧无法抵抗。
주연 배우 3명의 연기력이 폭발했다. 방송한지 3회 됐는데 시청률이 1위이다. 이번 드라마에서 라미란이 맡은
역할이 신선하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네? 라미란의 연기 분야가 더 넓어졌다. 실력파는 대본에 영향 받지 않는
다.
(출연진 관련) 金贤珠演技还是那么自然声音还是那么有魅力
김현주의 연기가 자연스럽다. 목소리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16. MBC <위대한 유혹자>
- 작품 관련 반응으로는 편집이 혼란스러우며 드라마 스토리 구성이 빈약하다는 반응임
-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조이의 부족한 연기력 때문에 시청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혹평 발생함
- 조이와 대조적으로 네티즌의 호평 다수. 문가영이 맡은 최수지 캐릭터가 매력적이며 배우의 연기력도
뛰어나다는 의견
- 남자 주인공 우도환의 목소리와 눈빛, 연기력이 좋다는 반응이며 남자 조연 김민재에게도 연기를 잘
하고 매력적이라는 반응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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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위대한 유혹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开篇是个什么鬼，剧情完全混乱。
드라마 시작이 왜 이러는 것이며 스토리도 완전 혼란스럽다.
(작품 관련)剧情之老套惊呆我了
드라마 내용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작품 관련)剪辑很差 不知所云 乱七八糟 揪一演技太差了吧也…
화면 편집이 너무 못한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엉망이다. 조이는 연기 너무 못
하는 것 아니야...
(작품 관련)剪辑特别乱，剧情有点弱，
편집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스토리도 너무 약하다.
(작품 관련)另一版继承者们呗
<상속자들> 후속편이잖아?
(출연진 관련) 女主演技惊人地差。拜托傻帽不要再硬塞她出来演戏了。好好的当爱豆从配角慢慢磨练不好吗？两
颗星给女二。
여주인공이 연기를 놀라울 만큼 못한다. 조이한테 분량 주지 마. 아이돌은 그냥 조연부터 천천히 실력을 닦고
나오는 편이 낫지 않나? 평점 2점은 여조연에게 준다.
(출연진 관련) 女主演技太差了，说台词像含了一口水，演什么剧情都让人出戏，镜头take到她，活生生变成偶像
网络短剧，编剧也像业余的。
여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못한다. 입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웅얼거려서 대사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 사람이
연기만 하면 몰입이 깨진다. 카메라가 조이를 찍을 때마다 아이돌 클립 영상처럼 느껴다. 작가도 아마추어같다.
(출연진 관련) 女主跟我一起去整牙吧！
여주인공이 나랑 같이 치아 시술하러 가자!
(출연진 관련) 女二演技和颜值还有人设都很赞，如果女二升级女主我会继续看下去，女主演技真的很尴尬……爱豆
还是老老实实跳舞唱歌吧。三星分别给男主男二女二。
여조연의 연기와 얼굴, 캐릭터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든다. 만약 여조연이 여주연으로 바뀐다면 나는 계속 볼 것
이다, 여자 주인공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 아이돌은 그냥 춤추고 노래나 부르자. 별점 3점은 남주연과 남조연,
여조연에게 준다.
(출연진 관련) 好喜欢女二小姐姐啊啊啊啊啊啊
여조연 누나 너무 좋다 아아아아아아
(출연진 관련) 二星送给文佳煐。快进+倍速播放所有男女主part以及中老年love story也很辛苦的好吗
2점은 최수지 역의 문가영에게 준다. 내가 남녀 주인공 나오는 장면과 중년 러브스토리 부분을 넘겨서 보는 것
도 너무 고생스럽거든.
(출연진 관련) 我的天！男主这个嗓音这个眼神真的是！诱惑！！！
맙소사! 남주연의 목소리하고 눈빛이 참! 매력적이다!!
(출연진 관련) 冲着男主来的，颜值很赞，发现男二演技也很好啊！很有魅力，就是剧情有点扯。
남주연 때문에 본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다. 남조연도 연기를 참 잘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드라마 내용이 너
무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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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중국 네티즌은 작품과 관련해 긍부정 반응을 두루 나타냄
-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억지로 웃음을 유발하지 않는 점에 호평임
- 작품에서 의도한 웃음 포인트를 이해할 수 없어 난감했다는 반응을 보임
- 조사기간 중 출연진 관련 시청 반응을 나타나지 않음
- 드라마에 삽입된 노래가 좋았다는 의견 발생함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관련 반응
(작품관련)这部才是喜剧，不经意搞笑，不尴尬，确实很好笑，看到心情很愉快，好久没看这么有趣的剧了
이것이 코미디지. 정말 웃긴 이야기에, 재미있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너무 재미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재
미있는 드라마를 보게 됐다.
(작품관련)不需要过脑子 只要看了笑就行 jtbc惊喜不断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없이 그냥 보고 웃으면 된다. Jbtc가 끊임 없이 서프라이즈를 선사한다.
(작품관련)看了一集 哈哈哈哈哈哈哈哈 爆笑 哈哈哈哈哈哈哈哈哈
한 회 봤는데ㅎㅎㅎㅎ 빵 터졌어 완전 웃겨 ㅎㅎㅎㅎㅎㅎㅎ
(작품관련)无聊透顶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다.
(작품관련)看了几集，笑不出来，弃掉。
몇 회 봤는데 웃을 수가 없다. 안 볼래.
(작품 관련)我不太懂说爆笑的人……反正我从头到尾没笑 还觉又弱智又烦躁
나는 웃었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지 않았다.
(OST 관련)笑死我了，那首 cheer up 好好听，循环中。
웃겨 죽겠다. <cheer up> 너무 좋다.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다.

18. OCN <작은 신의 아이들>
- 섬세한 스토리와 남녀 주인공이 서로 얽히는 설정이 흥미롭다는 반응임
- 드라마 초반과 비교하여 작품을 끌고 나가는 힘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의견
- 신기에 의존해 추리하는 설정이 식상하다는 평
- 강지환의 연기를 두고 ‘실력파’라는 반응과 ‘코믹한 장면을 표현하기에 부족함’ 등 호불호 의견
- 김옥빈 역시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평과, ‘캐릭터 설정이나 표현 방식이 겉도는 느낌’이라는 의견
OCN<작은 신의 아이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比较喜欢这种类型的剧，不需要男女主有多耀眼的颜值，故事吸引就好
이런 컨셉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다. 남녀주인공이 얼마나 잘 생기고 예쁜지 볼 필요 없다. 이야기 자체로
이목을 끌면 된다.
(작품 관련)这片子剧情丝丝入扣，男主和检察官都没有辜负高智商的人设，两人相互给对方下套的情节真是太好看了。
드라마의 스토리가 섬세하다. 남주인공을 괜히 높은 IQ로 설정한 것이 아니어서 만족스러웠다. 서로에게 엮이는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다.
(작품 관련)不错，希望很好的开展下去。目前女主太傻了.
괜찮다. 전개를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 아직까지는 여주인공이 너무 멍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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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작은 신의 아이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开篇还好，中间有些乏力了，姜志焕的喜剧感觉感觉想露露不出来。
시작은 괜찮았는데, 슬슬 힘이 빠져가네. 강지환이 코믹한 장면을 잘 살리지 못한다.
(작품 관련)靠灵异探案，老梗
신기에 의지해서 추리하는 것은 이미 다른 작품에서도 다뤘던 것이다.
(출연진 관련) 金玉彬的演技没话说，最喜欢的是每次被附身后对反派的怒斥。别的方面也没什么不满，觉得是比
秘密森林更能抓住人心的剧。
김옥빈의 연기력은 너무 뛰어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연기력이 가장 훌륭한 부분은 신들렸다가 악역에게
분노를 표하는 장면이었다. <비밀의 숲>보다 더 매력적인 드라마이다.
(출연진 관련) 冲着姜至焕实力派去看的悬疑推理电视剧
실력 있는 배우 강지환 때문에 보는 추리 드라마이다.
(출연진 관련) 女主智商为0，槽点还颇多.
여주인공의 IQ는 0이다. 짜증나게 만드는 부분이 많다.
(출연진 관련) 女主让人不舒服，演技和设定都不舒服。很适合演搞笑片，非常表面化。
여주인공이 시청자를 불편하게 만든다. 연기도 그렇고 캐릭터 설정도 불편하다. 이 사람은 코미디 장르랑 어울
릴 것 같다. 너무 겉도는 연기를 한다.
(출연진 관련) 为警察 女主可以一直这么智商不在线吗？
여주인공이 경찰인데 저렇게 머리가 나빠도 돼?
(OST 관련)喜欢，片尾曲好听
좋다. 엔딩곡 너무 좋다!

19. SBS <착한마녀전>
- 10년 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촌스럽고 뻔하다는 혹평
- 네티즌은 ‘이다해의 연기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과, ‘연기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임
SBS <착한마녀전> 관련 반응
(작품 관련)有点老土
드라마가 조금 촌스럽다.
(작품 관련)说是十年前拍的剧我差点真的信了，但是看女儿应该不是，编剧的脑子是十年前的没错，开篇老套演员浮夸.
10년 전 드라마라고 해도 진짜 믿을 것 같다. 작가가 1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시작하자마
자 뻔한 드라마 내용에, 배우들은 과장된 연기를 하고 있다.
(작품 관련)现在都流行十年前的剧本了。
이제는 10년 전 대본이 유행하는구나.
(작품 관련)够土够俗
드라마가 충분히 촌스럽고, 충분히 뻔하다.
(출연진 관련) 哎 对于李多海只能一声叹息 但是李多海的演技我是服的
이다해 역할에 한숨이 나오지만 그녀의 연기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출연진 관련) 李多海已残。
이다해 망했다.
(출연진 관련) 李多海的演技不仅没有随着年纪进步甚至有倒退的趋势。
이다해는 연기는 나이 들수록 나아지지 않고 나빠질 기미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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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 시즌1과 비교해 재미있어졌다는 반응과, 내용이 빈약해졌다는 의견 혼재함
- 상황에 맞게 연기하는 권상우에게 호평이 나타남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관련 반응
(작품 관련)第二季没第一季精彩，换编剧了么？老写爱情前段。
시즌2가 시즌1보다 재미있지는 않다. 작가가 바뀌었나? 초반은 왜 자꾸 사랑이야기야?
(작품 관련)感觉一般呢 剧情什么的都没什么看点
내용이 그냥 그렇다. 볼거리가 없다.
(작품 관련)远比不上第一部，加了不少几个帅哥美女明星们。总体很一般。
시즌1보다 많이 모자라네. 잘생긴 남녀 배우를 추가했지만 그냥 그렇다.
(작품 관련)比第一季好
시즌1보다 좋아졌다.
(출연진 관련)权相佑的作品都无条件5颗星，他严肃起来会很忧伤，他一笑起来就很谐星了，哈哈哈，我不是在黑你
권상우의 작품은 무조건 5점. 심각한 상황에서는 슬픈 연기를, 웃긴 상황에서는 코미디 배우처럼 연기한다.
(출연진 관련) 好看。权相宇好帅！还是那么帅！崔江熙圆溜溜的眼睛好可爱！
재미있다. 권상우 너무 멋있다! 여전히 멋있다! 최강희의 동그란 눈이 너무 귀엽다!

21. SBS <키스 먼저 할까요>
- 작품 및 배우 관련 호평이 다수 발생함
- 섬세한 대본, 편집의 흐름을 잘 이어나간 연출, 주연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임
- 해당 작품과 두 배우의 연기를 통해 중년의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의견
- 감우성이 복잡한 감정선을 가진 캐릭터를 잘 표현했으며 매력적이고 세련된 연기를 선보였다는 평
SBS <키스 먼저 할까요> 관련 반응
(작품 관련)满满的泪点，哭死我了。
감동이 가득하다. 죽을 만큼 울었다.
(작품 관련)很惊喜呢，编剧的结构以及导演的剪辑衔接，是一出好戏，想记笔记
놀라울 만큼 좋다. 대본의 구성은 물론이고 감독이 편집을 잘 이어지도록 연출하고 있다. 기억하고 싶은 또 하나의 드라마
(작품 관련)不能再好看，一直很心痛。
엄청 재미있다. 마음이 항상 아프네.
(작품 관련)编剧很厉害啊。很多细节直击内心。
작가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내 마음을 훔쳤다.
(출연진 관련) 甘宇成很性感很帅很有味道
배우 감우성은 너무 매력적이면서 세련되었다.
(출연진 관련) 剧本不错，甘宇成与金宣儿演得到位。明白为何甘叔接这剧了，复杂人性与情感不易演绎，人物层次不单薄。
드라마 대본이 나쁘지 않다. 감우성과 김선아가 연기를 잘 했다. 감우성 아저씨가 왜 이 드라마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다. 복잡한 인물의 감정을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우성이 캐릭터를 잘 표현해냈다.
(출연진 관련) 金宣儿的演技真棒，中年爱情故事原来也可以这样
김선아가 연기를 참 잘한다. 중년의 사랑 이야기가 이럴 수도 있구나.
(출연진 관련) 被剧名害了，还好演员演技很给力。
드라마 제목이 별로지만 다행히 배우들의 연기력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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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점 사이트 결과
중국의 대표 문화평론 사이트 ‘도우판(www.douban.com)’에서 발생한 조사대상 드라마 21편의 평점은
아래와 같다. tvN <나의 아저씨>는 평점 9.3점(14,692명 참여)을 얻었으며, tvN <라이브(Live)>는
9.2점(13,942명 참여),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8.7점(10,136명)이었다. 평점 8.5점을 기록한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는 네티즌 29,281명이 평가하여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1,431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SBS<스위치-세상을 바꿔라>의 평점은 8.1점이었다.

채널

드라마

tvN

나의 아저씨

9.3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7.7

tvN

라이브(Live)

9.2

OCN

작은 신의 아이들

7.6

MBC

위대한 유혹자

6.1

8.7

KBS2

슈츠

7.3

OCN

그남자 오수

5.7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8.5

MBC

데릴남편 오작두

6.9

KBS2

같이 살래요

-

SBS 스위치

8.1

SBS

착한마녀전

6.8

MBN

고품격 짝사랑

-

부잣집 아들

-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세상을 바꿔라

평점 채널

드라마

평점 채널

드라마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8.1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6.8

MBC

SBS

키스 먼저 할까요

8.1

OCN

6.6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미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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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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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 사이트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동영상 부문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

⇧

⇧

▲

수집대상사이트
사이트 특징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포털사이트의 카페서비
◦바이두 카페 ◦포털사이트
스와 유사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간 질의응답을 주고
◦바이두 지식 ◦포털사이트
⇨
받을 수 있는 공간
◦신랑 블로그 ◦포털 신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서비스

수집항목
게시글 수
댓글 수

와 유사

ㅇ바이두 뉴스

◦투도우
◦유쿠
◦아이치이
◦비짜안
◦한극망
◦rebowang

◦중국 종합검색엔진 1위 바이두는 뉴스제공 포털 중 가장 많은 정보 보유
⇨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포털 바이두 사용국가 비율 : 중(95.0%), 미(1.4%), 한(0.8%)

기사 수

◦중국 5대 동영상 사이트로, 최근 2017년 합병

※ 사이트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일한 동영상 링크를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사이트에서만 수집하였음

◦중국 내 1위 동영상 사이트로 거론
◦짧은 동영상을 주로 제공
◦풀(full)동영상을 주로 제공하며 댓글이 발생
◦풀(full)동영상을 주로 제공하며 댓글이 발생

■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댓글 수

드라마제목

공식 제목

비공식 명칭

드라마제목

공식 제목

같이 살래요

一起生活吧

要一起过吗？

슈츠

金装律师（韩版）

고품격 짝사랑
그남자 오수
나의 아저씨
대군-사랑을 그리다
데릴남편 오작두
라이브(Live)
미스트리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高品格单恋
那个男人吴秀

那个男人欧树
我的大叔
大君-绘制爱情 大君-描绘爱情
上门丈夫吴作斗
live
情妇
经常请吃饭的漂亮姐姐
부잣집 아들
富家公子
손 꼭 잡고, 지는
牵着手，看夕阳西下
석양을 바라보자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switch-改变世界
시를 잊은 그대에게
你
우리가 만난 기적
위대한 유혹자
으라차차 와이키키
吧
작은 신의 아이들
착한마녀전
추리의 여왕 시즌2
2
키스 먼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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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비공식 명칭

无照律师(台)
/Suits

致忘了诗的
致忘记诗的你
我们遇见的奇迹 我们相遇的奇迹
伟大的诱惑者
加油 威基基
小神的孩子们
善良的魔女传 善良魔女传
推理的女王
能先接吻吗
要先接吻吗
/要先kiss吗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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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국가의 특징
일본 내 한국드라마 인터넷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크게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위하여 뉴스 제공 사이트 1개(구글 뉴스), 동영상 제공 사이트 3개
(Youtube, jpmovie, 韓国ドラマ), 블로그 2개(ameba, 야후블로그), SNS 1개(트위터)를 선정·수집
하였다. SNS에 게시되는 사진과 동영상은 ‘네티즌 여론’으로 통합해 집계하였다.1)
일본의 ‘네티즌 여론’ 부문에서는 블로그에서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수, 트위터에서 발생한 트윗과
댓글수를 포함시켰다. 일본은 한국 포털의 블로그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의견 공유가 활발하였으며,
글로벌 SNS인 트위터를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드라마
및 배우들과 관련한 소식들을 활발하게 업로드하며,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기도 하지만 주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뉴스 포털사이트인 구글 뉴스(https://www.google.co.jp/)의 경우
한국 포털처럼 뉴스 댓글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뉴스 댓글을 통한 인터넷 반응은 파악할 수 없었다.
동영상 제공 사이트 역시 댓글이 발생하지 않거나 댓글 작성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네티즌
여론’의 댓글은 뉴스와 동영상 사이트가 아닌 블로그, SNS의 댓글만 집계되었다.
일본 네티즌들의 콘텐츠 시청 행태는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불법 무료 시청보다는 DVD를 대여하거나
구매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른 조사대상국과 비교했을 때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일본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대체로 불법 시청이 차단되어 있어 클립형태나 OST같은
짧은 영상을 다루고 있으며, 풀버전의 무료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 하더라도 드라마 방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다.

■ 정량조사 결과
인터넷 반응 수집을 위하여 프로그램별 공식 드라마명과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2)하였으며, 뉴스는 기사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집계하였다.
일본 온라인 사이트의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1,053건

265건

1)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 사이트‘ 참고
2)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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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부문
개수

조회수

586건

124,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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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티즌 여론 부문
조사 결과
- 네티즌 여론 부문에서 4월 한 달 간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수는 총 1,053건이었다. 네티즌 여론은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발생한 게시글수와 댓글수를 합산해 집계했다. 전체 네티즌여론 중 약 51.8%가
블로그 게시글수(545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위터 게시글수(트윗수)는 총 111건으로 10.5%의
비중을 차지했다. 댓글의 경우 블로그 댓글이 229건(21.7%), 트위터 댓글은 168건(16.0%)으로
나타났다.
- 네티즌 여론은 SBS<스위치-세상을 바꿔라>(227건, 21.6%)에 대한 반응이 많았으며, TV조선<대군
-사랑을 그리다>(109건, 10.4%)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SBS<스위치-세상을 바꿔라>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스타 장근석의 출연으로 게시글과 댓글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KBS2<추리의 여왕>(107건, 10.2%), OCN<그남자 오수>(75건, 7.1%), tvN<나의 아저씨>(63건,6.0%),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62건, 5.9%)가 뒤를 이었다.
[표 1. 네티즌 여론 부문]

채널

드라마

합산 채널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27

드라마

합산 채널

드라마

합산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57

OCN

미스트리스

20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109

KBS2

슈츠

51

SBS

착한마녀전

19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07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39

MBC

데릴남편 오작두

16

OCN

그남자 오수

75

SBS

키스 먼저 할까요

36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tvN

나의 아저씨

63

OCN

작은 신의 아이들

31

tvN

라이브(Live)

5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62

MBC

부잣집 아들

30

KBS2

같이 살래요

4

MBC

61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27

MBN

고품격 짝사랑

1

위대한 유혹자

총 계 : 1,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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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부문
조사 결과
- 4월 한 달 간 발생한 한국 드라마 관련 뉴스 기사는 전체 265건이었다. 게재된 뉴스는 대부분
드라마의 한국 내 시청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 관련 뉴스가 많았던 작품은 SBS<스위치-세상을 바꿔라>(26건, 9.8%), KBS2<슈츠>(23건,
8.7%), SBS<키스 먼저 할까요>(23건,8.7%), KBS2<우리가 만난 기적>(21건, 7.9%), tvN<나의
아저씨>(20건, 7.5%)였다. 이외의 드라마는 모두 20건 미만의 기사가 발생했고, MBN<고품격 짝
사랑>(0건, 0%)이 유일하게 뉴스 기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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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스 부문]

채널

드라마

기사수 채널

드라마

기사수 채널

드라마

기사수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6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9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5

KBS2

슈츠

23

KBS2

같이 살래요

18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5

SBS

키스 먼저 할까요

23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17

SBS

착한마녀전

5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21

OCN

그남자 오수

11

tvN

라이브(Live)

4

tvN

나의 아저씨

20

OCN

미스트리스

10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2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19

MBC

부잣집 아들

10

OCN

작은 신의 아이들

2

MBC

19

MBC

데릴남편 오작두

6

MBN

고품격 짝사랑

0

위대한 유혹자

총 계 : 265건

3. 동영상 부문
조사 결과
- 집계된 동영상의 개수는 총 586건이었다. 동영상 길이로 분류해보면 5분 이상 동영상은 89건
(15.2%), 5분 미만 동영상은 497건(84.8%)으로 나타났다. 5분 미만 동영상 수가 압도적인 이유는
일본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대체로 불법 시청이 차단되어 풀버전 영상 보다는 주요장면 클립이나
OST 같은 짧은 영상들이 주로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조사기간 내 동영상 발생 개수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는 SBS<스위치-세상을 바꿔라>(74건,
12.6%)였으며, KBS2<우리가 만난 기적>(60건, 10.2%), tvN<나의 아저씨>(59건, 10.1%)가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드라마별로 살펴보면 최대 74건부터 최소 2건의 동영상이 나타났다.
- tvN<라이브(Live)>의 경우 일부 일본에서 업데이트된 Youtube 동영상이 한국 링크를 공유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집계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 동영상 개수인 2건이 집계됐다.
[표 3. 동영상 부문 - 개수]

채널

드라마

동영상수 채널

드라마

동영상수 채널

드라마

동영상수

미스트리스

11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74

OCN

그남자 오수

34

OCN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60

MBC

데릴남편 오작두

32

OCN 작은 신의 아이들

11

tvN

나의 아저씨

59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28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9

KBS2

같이 살래요

46

MBC

위대한 유혹자

25

KBS2

8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43

MBN

고품격 짝사랑

18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8

MBC

부잣집 아들

42

18

SBS

착한마녀전

5

SBS

키스 먼저 할까요

41

12

tvN

라이브(Live)

2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총 계 : 5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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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내 동영상 조회수가 높았던 드라마는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66,144회, 53.1%)로
전체 조회수 합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국 사극의 고
정적인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대상 중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가 유일한
사극 장르 드라마였기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 조회수 1만 건 이상의 드라마는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12,835건, 10.3%),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11,457건,
9.2%)였다. 이외에 MBC<위대한 유혹자>(9,193건, 7.4%), KBS2<추리의 여왕 시즌2>(4,259건,
3.4%) 등이 뒤를 이었다.
[표 4. 동영상 부문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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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조사 결과
일본 네티즌 반응이 나타난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대표 반응을 수집했다. 일본 네티즌은 대체로 작품 전개와 한류스타, OST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 프로그램명 가나다순)

1. KBS2 <같이 살래요>
- 다른 드라마에 비해 반응이 매우 적음
- 아이돌 그룹 유앤비의 찬(특별출연)과 배우 한혜진에 대한 의견 소수
KBS2 <같이 살래요> 관련 반응
(출연진 관련)高校生役っていう話しでしたよね？？写真見て思ったんですけど…
高校生なら制服だろ～！まぁどっちにしろチャンくんは可愛いけど
유앤비 찬이 고등학생 역할 맡았다던데 사진보고 생각한 거지만, 고등학생은 교복이지! (교복을 입지 않아
아쉽다는 의미) 무엇을 입어도 찬은 귀엽지만.
(출연진 관련)チャンくんついに初の演技に挑戦 かなり大物俳優さんが出演していて視聴率もかなり良いドラマでした!
찬이 드디어 첫 연기에 도전(짝짝짝) 꽤 거물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어서 시청률도 꽤 좋은 드라마였어요!
(출연진 관련)私も好きな女優のハン・ジヘさんが出ています～早く見たいです～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 한혜진이 나와요. 빨리 보고 싶네요

2. MBN <고품격 짝사랑>
- 최근 게시글, 뉴스 등이 거의 없음
- 2015년 겨울 인터넷 방송되었기 때문에 게시글 등이 2년 전에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으며 아래는
해당시기(2016년) 네티즌 반응
- 일부 시스타 보라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MBN <고품격 짝사랑> 관련 반응
(작품관련)なんという嬉しいお知らせ!! 日本版DVDを発売して頂けるなんてブラボ!! 待ってました この時を
発売 首を長ーーくして 待ってます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일본판DVD가 발매된다니 브라보! 이때를 기다렸어요! 발매일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연진 관련) 「高品格の片思い」でトップスターミンジュ役を熱演。先日最終回を迎えました^^今年もグ
ループとしての活躍に期待です^^
(시스타 보라가) <고품격 짝사랑>에서 톱스타 민주 역할로 열연했어요. 얼마 전 최종화를 방영했네요^^
올해도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3. OCN <그남자 오수>
- 블로그에 씨엔블루 종현과 관련한 글이 많음. 종현 주연의 드라마라서 봤다는 의견도 다수
- 멜로물이다 보니 설레고 보기 좋다는 의견
- 배우나 작품 외에 기타 내용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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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 <그남자 오수> 관련 반응
(작품관련)その男、オ・ス三昧な一日だった。 このドラマも続きが気になる
<그남자 오수> 삼매경인 하루였다. 이 드라마의 다음이 보고 싶다.
(작품관련)早く観たいです。 レンタルまだかなぁ
빨리 보고싶어요. 렌탈 DVD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작품관련) 10話がほんとにキュンキュンです。何回も見ました 心がやさぐれたときには、10話がおススメ
です。笑
10화가 진짜 두근두근합니다. 몇 번이나 봤어요. 마음이 허전할 때는 10화를 보세요ㅋ
(출연진 관련)この二人の俳優さんが良いですね イジョンヒョン とカンテオ 正反対の性格のイケメン達の彼
女をどんなふうに振り向かせるか今後が楽しみ
이 두 배우가 좋아요. 이종현과 강태오.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진 꽃미남들이 여자주인공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
잡을지 기대됩니다.
(출연진 관련)ツンデレのジョンヒョンおもしろいです
츤데레 종현이 너무 재밌어요.
(출연진 관련)『紳士の品格』以来でしょうか。。 すっかり大人になりましたね。
종현이 신사의 품격 이후 첫 드라마네요. 완전히 어른이 되었네요.
(출연진 관련)キムソウンさんもとってもかわいいのです。 ほんと、表情の演技が上手いなー。 私も一緒に
幸せになれる気がする、主人公と一緒の気持ちになれるような演技っす。
김소은도 매우 귀여워요. 정말 표정연기가 일품이에요. 저도 함께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연기입니다.

4. tvN <나의 아저씨>
- 미생, 시그널을 만들어낸 김원석 감독의 연출이 섬세하다는 호평
- 박해영 작가의 대사가 멋있다는 의견 다수
- 아이유가 귀엽다, 연기를 잘한다, 드라마를 보고 아이유의 팬이 되었다는 평이 많음
- 이선균 목소리가 좋다는 평
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작품관련)キムウォンソク監督の演出の細かい手の描写もかなり好きですね キムウォンソク監督の演出、神
監督の前作韓国ドラマ「シグナル」も絶妙に手の動きで視聴者に主人公の心理を見せてます
김원석 감독의 연출이 섬세한 손의 묘사 등 너무 좋네요. 김원식 감독은 연출의 신입니다. 감독의 전작인 시그
널도 절묘한 손의 움직임 등으로 시청자에게 주인공의 심리를 잘 보여주었어요.
(작품관련)台詞が深い…パクヘヨン作家さん
박해영 작가는 대사에 깊이가 있다.
(작품관련)最初の数回は、どよーーーーんとした気持ちで観ていましたが（笑）、7話ぐらいからかな…先が
気になるし、登場人物1人1人に共感するし, 一言、オススメです
처음 몇 회는 뜨악한 기분으로 보았으나 7화부터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기 시작해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에게
공감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강추입니다.
(작품관련)IUがご飯を食べるシーンが結構あるのですが、ひたすらモグモグモグモグ食べる姿が「人間」って
感じが伝わってきてすごく好きでした。
아이유가 밥 먹는 신이 꽤 나오는데 묵묵히 먹기만 하는 모습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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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작품관련)おじさんたちがメインなのに面白いって、結構すごいドラマだと思います！人生うまくいかないこ
とだらけの中年のおじさんたちがお互い支え合って逞しく生きながら、人生に絶望した一人の少女を人情で救
う人生再生ストーリーです。
아저씨들이 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다니 엄청 대단한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중년 아저씨들이 서로 지탱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에 절망한 한 소녀를 구하는 인생 재생 스토리.
(출연진 관련)IU（イジウン）さんが可愛くて好きになりました
아이유가 귀여워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진 관련)メイキングのIU（イジウン）さんが可愛くて好きになりました 勿論、演技も上手くて好きです
よ IUさんのOSTも聴きたい ソンシギョンさんとのデュエットも好き
메이킹 영상의 아이유가 귀여워 좋아졌습니다. 물론 연기도 잘해서 좋아합니다. 아이유의 OST도 듣고 싶어요.
성시경과의 듀엣도 좋아요.
(출연진 관련)すさんだ心のジアンをIUが見事に演じています！IU以外に誰がこの役できる？って考えた時に、
誰も思いつかないくらい、ジアンを自分のものにしてる！
삭막한 성격의 지안을 아이유가 훌륭하게 연기해냅니다! 아이유 이외에 누군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무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지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네요!
(출연진 관련)イソンギュンさんの声が好きで好きで…パスタが一番好きかな～あ、ゴールデンタイムもオススメです！
이선균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 파스타(드라마)가 가장 좋았던거 같다. 골든타임(드라마)도 강추!
(장소관련)IUがパクパク食べてたお肉の鍋？のお店(マスターのお店)に行きたいw
아이유가 열심히 먹었던 고기 전골집에 가보고 싶다 ㅋ
(OST관련)先週終わった『私のおじさん』のエンディングに流れていたOSTIUちゃんもライブで歌ってたんです
が本当にジーンと胸に響くいい曲なんです
지난주 종영한 <나의 아저씨> 엔딩장면에 흐르던 드라마ost어른. 아이유도 라이브(Live)로 불렀는데 정말
가슴이 찡해지는 좋은 곡이었어요.

5.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 배우 주상욱이 멋있다는 평이 많았음. 주상욱에 대해 目力がある(눈빛이 강렬하다..정도의 의미)는
평이 유독 많은데, 일본에서는 강한 시선이나 눈빛을 가진 사람을 멋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
- 스토리가 흡입력 있다는 평도 많음
- 배우들의 한복 모습이 멋있다는 평이 있었음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관련 반응
(작품관련)中盤を超えてから肩に力が入る位に見入ってます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몰입해서 보고 있어요.
(작품관련)この時代はよくドラマになるので日本の歴史より興味津々^^
(한국의) 이 시대는 드라마에서 자주 묘사되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보다 흥미진진하다.
(출연자 관련)第1話から お宝シーンが出ましたね ククク 後ろからハグですか～ サンウクさんの背中イイ感じです
1화부터 귀중한 영상이 나왔네요. ㅋㅋㅋ 뒤에서 허그라니~ 주상욱의 등이 멋있어요.
(출연자 관련)サンウクさんの演技、良かったな 柔らかさとカリスマが共存する
주상욱의 연기 매우 좋았어요. 부드러움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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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もう～目の演技が最高です(#^.^#)あらためて惚れ直してしまいました。 一人レベルの違う演
技、このドラマを間違いなく引っ張って行くことでしょう(^^)v
눈빛 연기가 최고입니다. 새삼스럽게 반해버렸어요. 주상욱 혼자 차원이 다른 연기, 이 드라마를 확실히 이끌어
가고 있네요.
(출연자 관련)６話で弟に王位を継承させようとする母に涙で抗議するサンウクさんの演技。良かったですストーリー
展開が早く ますます面白くなってきました
6회에서 남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어머니에게 눈물로 항의하는 주상욱의 연기 너무 좋았어요. 스토리
전개가 빨라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6. MBC <데릴남편 오작두>
- 특징적인 감상이나 개인적인 의견(댓글, 포스팅 등)이 적은 편
- 애프터스쿨 출신 유이와 한선화에 관한 의견 소수
MBC <데릴남편 오작두>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ゆいかわいい
유이가 귀엽다
(출연자 관련)女優としてのソナの進化を感じます
한선화는 여배우로서 진화한 것 같네요..
(출연자 관련)演技派“ゆぃ”との元アイドル対決も非常に楽しみ♪バチバチと火花散るんでしょう
연기파 배우 유이와 한선화의 아이돌 출신 대결이 기대됩니다. 불꽃 튀는 경쟁이 될 듯 하네요.

7. tvN <라이브(Live)>
- 관련 글이 다른 작품에 비해 많지 않음
tvN <라이브(Live)> 관련 반응
(작품관련)もう本当にtvNの『ライブ(LIVE)』良いので多くの人に見て貰いたい。警察官というお仕事をすごく
正直に描いていて、ちょっと美化してる部分もあるけど、そうでない部分もきちんと描いていて、生きるための
仕事って何だろうって考えさせられる作品。近々日本ではMnetで放送するそうです。是非。
정말로 tvN<라이브(Live)>는 좋은 드라마여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매우 정
직하게 묘사했고, 조금 미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제대로 그려져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
떤 일을 해야 할 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 곧 일본에서는 엠넷에서 방송한다고 한다. 꼭(보세요)
(작품관련)『Live』は回を増すごとに警察官の現実がよく描かれて それだけでなく登場人物それぞれが抱える
悩みや恋模様までキャラ設定が 多岐にわたって 今一番楽しみに見ております
라이브(Live)는 회를 거듭할수록 경찰관의 현실이 잘 묘사되고, 등장인물 각자가 안고 있는 고민이나 연애감
정까지 캐릭터 설정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고 들어서)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다
(출연자 관련)シン・ドンウクが素敵なんですのよ これからチョン・ユミさんを挟んでイ・グァンスとの駆け
引きもありそうで楽しみです
신동욱씨가 너무 멋있어요. 앞으로 정유미를 사이에 두고 이광수와 경쟁이 있을 거 같아 더욱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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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CN <미스트리스>
- 트위터나 블로그 게시글, 반응이 많이 없는 편
- 반응이나 의견 없이 한가인의 복귀작이라는 기사를 단순 트윗한 경우는 많았음
OCN <미스트리스> 관련 반응
(작품관련)ハンガイン主演のミストレス。全く興味なかったがあらすじ読んでたら面白そう。これ、アメリカド
ラマのリメイクなのね。ちょっと納得。そんな感じする（どんな感じ）
한가인 주연의 <미스트리스>. 전혀 흥미 없었지만 줄거리를 읽으니 재밌어 보인다. 이 드라마는 미드 리메이크라
(줄거리가) 납득이 된다. 미드 느낌이 난다.
(작품관련)『ミストレス』は途中飛ばしで見ておりますが…あまり後味良くないのでてリタイア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OCN<미스트리스>는 중간 중간 건너뛰면서 보고 있다. 뒷맛이 개운치 않아서 곧 그만 보게 될 것 같다.
(출연자 관련) ハンガイン、6年ぶりにテレビ劇場に復帰 殺人事件に関与したシングルマザーで衝撃的な帰還
한가인, 6년만에 티비 극장에 복귀. 살인사건에 관여한 싱글마더로 충격적인 귀환!

9.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배우 정해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
- 리얼한 연애가 그려지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어 재밌다는 의견
- 주연 손예진과 정해인이 잘 어울리다는 평
- 기타 의견에는 반말을 하는 연하가 멋있다는 의견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
(작품관련)韓国で胸キュンNo. 1ドラマ
한국 최고의 심쿵 드라마
(작품관련)リアルな恋愛が描かれるメローなドラマ
리얼한 연애가 그려진 멜로 드라마
(작품관련)このドラマキスシーンが多いのよね～(/-＼*)それが、美しくもあり、ラブラブでリアルでもあり
이 드라마는 키스신이 많아요 그 점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러브러브하고 리얼해요
(작품관련)<よくおごってくれる綺麗なお姉さん>と一緒に '本当に' 幸せだった時間.
再び恋に落ちたジナ
ジュンヒのように皆さん愛してくださ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와 함께 진짜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 사랑에 빠진 진아와 준희처럼 여러분 사랑하세요.
(작품관련)今話題の会社でのセクハラパワハラ問題もありキュンキュンタイムよりも現実って上手くいかないよ
ねってなかなか気が重くなるシーンが多かった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갑질 등의 문제도 나와서 두근두근하기만 하지는 않고 현실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무거운 신이 의외로 많았다
(출연자 관련)ヘインくん ポスト イ・ジュンギ”と呼ばれ期待されているそうです。
정해인은 차세대 이준기라고 불리는 기대주라고 하네요.
(출연자 관련)ヘインくんかわいい いくらでもおごってあげるよ～ヘインさん限定で
정해인 귀엽다. 얼마든지 밥 사주고 싶다 정해인이라면.
(출연자 관련)トッケビ見てから気になってたチョン・ヘインがついに主役
도깨비(드라마) 볼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던 정해인이 드디어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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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主演の二人がとても魅力的
주연 2명이 너무 매력적이다.
(출연자 관련)ソン・イェジンさん相変わらず綺麗
손예진은 변함없이 예쁘다.
(출연자 관련)ソン イェジンの笑顔みて癒されます。ずっと前から好きだったんですが綺麗な人です
손예진의 미소에 힐링됩니다. 오래 전부터 좋아했어요. 매우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기타의견)韓国では年下は年上に必ず敬語を使いますが、ドラマでは元々親しい関係だったのもありますが、自
分が年下なのにパンマル（タメぐち）使う韓国語にキュンキュンします。やっぱパンマルがいい！パンマル話し
てくれる年下いないかな
한국에서는 연하가 연상에게 존댓말을 쓰는데 드라마에서는 원래 친한 사이였던 것도 있어서 자신이 연하지만
반말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심쿵했어요. 역시 반말이 좋아! 반말해주는 연하 어디 없을까.

10. MBC <부잣집 아들>
- 주연 배우 김지훈이 멋지다는 의견
- 유명드라마 OST에 참여하 가수 조은이 부른 OST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블로그는 대부분이 가수 조은에 대한 포스팅이었음

MBC <부잣집 아들>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キム・ジフンさん格好いい
김지훈 너무 멋있다.
(OST 관련)MBCドラマ金持ちの家の息子. 今日・・・エンディングで主人公の二人の想いが通じるシーン、かな？
とても優しい感じの曲です. チョウンさんの抑えた歌い方で알고있나요...?って. ・・・全部聞きたい。
MBC드라마 부잣집 아들 오늘 엔딩에서 주인공 2명의 감정이 통하는 신, 맞나? 매우 부드러운 느낌의 곡이에요.
조은이 부른 알고 있나요 라는 곡. 전부 듣고 싶어요.
(OST 관련) 嬉しい～照れニコニコ チョウンさんの活動がこういう形で注目されるなんてなぁんて素敵なんで
しょうとっても素敵な曲
너무 좋아요. 조은의 활동이 이렇게 주목받다니 너무 멋져요. 멋진 곡이에요.

11.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 전체적으로 관련글이 많지 않으나 윤상현이 멋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타 의견 중 작품 속의 주택이나 레스토랑 등 촬영지에 가보고 싶다는 의견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관련 반응
(작품관련)きっと悲しい結末なんだろうなと思いながら見始めたけど...病気系だから確かに切ないのは切ないけ
ど色んな悲しみや苦悩を乗り越えて、お互いの気持ちを再確認する素敵なストーリーだったぁ
분명 슬픈 결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보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병에 걸리는 스토리라 당연히 애절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슬픔이나 괴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의 감정을 재확인 하는 멋진 스토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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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관련 반응
(작품관련)日本の方々は、こういうのけっこう好きだと思うんです いわゆる大人のメロドラマ
일본 분들은 이런 드라마 꽤 좋아하실 것 같네요! 어른의 멜로드라마.
(출연자관련)ｻﾝﾋｮﾝさん、相変わらずのかっこよさですね。(^-^)新しいドラマたのしみですね
윤상현은 변함없이 멋있어요. 새 드라마도 기대되요.
(장소관련)建築家キム・ドヨンの住まいらしくとてもスタイリッシュなお宅です。新興住宅地で素敵なお宅が一杯です
건축가 김도영(극중 윤상현)의 주거지인거 같은데 매우 스타일리시한 주택이에요. 신흥주택지에는 멋진 집이
많네요!
(장소관련)昨夜 ｢手をつないで、沈む夕日を眺めよう｣見てたら何だか見覚えある光景...ココ ｢愛の温度｣ でセ
ジョンくん演じるオンシェフが働いてたレストラン 機会あったらまた行きたいな
어제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를 보고 있자니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 여기는 사랑의 온도(드라마)
에서 양세종이 연기한 정선이 일하던 레스토랑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12. KBS2 <슈츠>
- 박형식의 양복 입은 모습이 멋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트위터나 블로그도 박형식 관련 글이 가장 많음
- 오랜만에 장동건의 연기를 볼 수 있어 반갑다는 의견도 많음
- 원작인 미드 <슈츠>가 재밌었기에 한국판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발생
KBS2 <슈츠> 관련 반응
(작품관련)全く異なる人間のブロマンスがおもしろい
전혀 다른 인간의 브로맨스가 재밌다.
(작품관려)がっつり二枚目ドラマですね。目をハートにして待ってる女性視聴者が増えそう。
완전히 꽃미남 드라마네요. 두근거리며 기다릴 여성 시청자가 늘어날 듯.
(출연자 관련)スーツでビシッと決めたスタイル～惚れ惚れするほど足が長くて 今回は男を感じました…きゃっ
제대로 정장 입은 스타일에 반했어요. 다리도 길고. 이번 드라마는 남자답네요 꺄.
(출연자 관련)段々上手くなってますよね～あの若さであの上手さ、何者（笑） スーツのCFオファー来てくれ
るかな？カジュアルも良いけどやはりスーツですよね^ - ^
점점 잘하고 있네요(연기).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잘하다니 대체 뭐하는 사람이지?ㅋ 정장CF 들어오려나?
캐주얼도 좋지만 역시 정장이 좋네요^^
(출연자 관련)うわー誰？この男前？？って感動したのが「힘쎈여자도봉순 力の強い女トボンスン」の민혁 ミ
ニョク役だった訳さ そのパクヒョンシクを見るために観ている
와 누구지 이 남자? 라며 감동했던 드라마가 <힘센 여자 도봉순>의 민역 역할이었기 때문에 슈츠는 박형식을
보기 위해 보고 있다.
(출연자 관련)タイトルも『スーツ』ってことで毎回ヒョンシクのスーツ姿みれるとか～萌え萌えやん（←旦那
のスーツ姿はどう頑張っても萌えません）髪の毛、ヒョンシクの場合は前髪が長いほうが好きだけど短髪でもノ
ムノムモシッタ
타이틀도 <슈츠>이기 때문에 매회 박형식의 정장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남편이 정장 입은 모습을 봐도
아무렇지 않음). 박형식의 머리스타일은 앞머리가 긴 게 좋지만 짧은 것도 너무너무 멋있다.
(출연자 관련)ヒョンシク君の活躍をもっと前面出してほしい
박형식의 활약 장면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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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슈츠>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チャン・ドンゴンの演技久しぶりに見れるので楽しみ
장동건의 연기는 오랜만이어서 기대하고 있다.
(출연자 관련)お久しぶりのチャン・ドンゴン 母とファンミにも行って、ドンゴンさんからバラの花1輪プレゼ
ントしてもらい握手してもらった思い出が彫刻のような美しいお顔でした。
오랜만에 장동건이 나오네요. 어머니와 함께 팬미팅에도 갔었는데 장동건씨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받고 악수
했던 기억이 나네요. 조각같이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출연자 관련)チャンドンゴン、本当に正統派イケメン。特に好きな俳優さんでもなかったんですが…「紳士の
品格」がめっちゃおもしろくて…回のドラマは本来の？彼の姿ですね。
장동건은 정말 정통파 미남이다.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신사의 품격이 너무 재밌었다. 이번 드라마는
원래의(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네요.

13.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 장근석 파워로 조사 드라마 중 네티즌 여론이 가장 많았음
- 블로그의 경우 대부분 장근석이 멋있고 귀엽다는 내용에 관한 포스팅
- 정웅인, 한예리 등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잘 소화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
- 틴탑과 FT아일랜드의 이홍기가 참여한 OST가 좋다는 의견이 많음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
(작품 관련)このドラマ、、癖になる
이 드라마 자꾸 보게 된다.
(작품 관련)これもなかなか面白かったです。 チャン・グンソクもハン・イェリも安定の演技力なので、スイッ
チ(物や人間を入れ変える詐欺用語)も上手かったし、そのセッティング(作戦)も面白かったです。
꽤 재밌습니다. 장근석도 한예리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가진 배우여서 스위치(물건이나 인간을 바꾸는 사기
용어)도 능숙하고, 세팅(작전)도 재밌었습니다.
(작품 관련)スイッチ、見応えあるドラマで素晴らしいですね〜！ ドラマが始まってから、ずーっと画面に釘付けで
<스위치>는 볼만한 드라마였다 재밌었다! 드라마 시작부터 계속 화면에 시선고정.
(출연자 관련)チャン・グンソクの神演技 韓流スターを越えて演技派俳優として地位を固めている
장근석 연기의 신. 한류스타를 넘어 연기파 배우로 입지를 다지고 있네요
(출연자 관련)SWITCHのｽﾃｷｸﾞﾝちゃんにたくさん癒やされる
스위치의 멋진 장근석을 보면 힐링된다
(출연자 관련)かっこいいったら～～惚れ惚れ♡
(장근석)너무 멋있어서 반했어요.
(출연자 관련)16話ではなんと！なんと！医者になった #チャングンソク さんの姿が見られます！検事になる
時も当然かっこいいんですが、この白いコートも本当似合いますね
16화에서는 무려 의사가 된 장근석을 볼 수 있어요! 검사가 될 때도 물론 멋있지만 하얀 가운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출연자 관련)ハン・イェリさんはお初見で新鮮でした
한예리는 처음 보는데 신선했습니다.

- 12 -

2018년 4월 한국드라마 인터넷반응 조사 (일본)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オ・ハラ検事凄い迫力です！
오하라(한예리)검사 엄청 박력 있네요!
(출연자 관련)オ・ハラのように、正義感が強く心が温かい女優になれるように頑張るって、すごく素敵な言葉
だわ。オ・ハラを演じたハン・イェリさんも、本当に生き生きと演技していたわよね。
오하라처럼 정의감 강하고 마음 따뜻한 배우가 되고 싶다니 너무 멋진 배우다. 오하라를 연기한 한예리도
정말 생생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출연자 관련)今回も、濃い悪役を演じてくれたのがチョン・ウンイン。安定の悪役
이번에도 농도 짙은 악역을 선보인 정웅인. 안정적인 악역이었다.
(장소관련)switchロケ地 検証 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裁判所 最終回に出てきた裁判所は検証してみたら...大
学の図書館の方でした！これから行く方の参考になればいいですね＾＾
<스위치> 촬영지 검증.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재판소. 최종회에 나온 재판소를 찾아보니 대학교의 도서관
이었습니다. 찾아가실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OST관련)TEENTOPのスイッチOSTがたまらない！
틴탑의 <스위치> OST가 참을 수 없이 좋다!
(OST관련)ホンギのost「raise me up 」出ました みんなたくさん聞いてください�早くダウンロードして!!!
이홍기의 ost 'Raise me up'이 나왔어요. 모두 많이 들어주세요. 빨리 다운로드하세요!!
(OST관련)声似てるなぁと思ったらホンギが OST参加とか 声 独特だもんね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홍기가 ost 참가했다니. 역시 목소리가 특이해(서 좋다)

14.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드라마에 음악과 시가 있어 감수성이 풍부해진다는 등 감상적인 리뷰나 평이 많았음
- 주인공의 직업이 신선하고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들이 많았다는 평
-에이핑크 박초롱 출연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관련 반응
(작품 관련)優しい時間を持てるドラマでした。
힐링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드라마였어요.
(작품 관련)何気ない始まり方なんですが、じわじわとハマっていくドラマ。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빠지게 되는 드라마.
(작품 관련)ただ生きてることがつらい人に向けて、クスっと笑ったり、ジーンとさせてくれる。慰労になる詩
を贈ってくれる。どのキャラクターも完璧じゃなくて、少し変わってて一癖ある、でも人間味にあふれてて
・・・見ていくうちに、どのキャラクターも、脇役まで好きになってしまうドラマでした。
단지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작게 웃거나 감동하도록 해준다. 위안이 되는 시를 보내준다. 어떤 캐릭터도
완벽하지 않고, 좀 특이한 부분도 있어서 인간미가 넘치고... 보고 있다 보면 엑스트라까지 좋아지는 드라마였다.
(작품관련)主人公は病院の物理治療師たち傷ついた人を治療する人たちは優しく感受性が豊かで良かったです
ドラマの部分的場面に詩や小説の一節が挿入されます。 こういうドラマもいいですね。
주인공은 병원 물리치료사들.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라 상냥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좋았어요.
드라마에 시나 소설의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런 드라마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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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관련 반응
(작품 관련)韓国人て日本人より詩が日常に寄り添っているよね
한국인은 일본보다 시가 일상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네요
(작품 관련)笑えて切なさもあって、ラブラインも思わずにやけちゃうエピソードがあって、お勧めです。
웃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러브라인에 생각지도 않게 흐뭇해지는 에피소드도 있어 추천입니다.
(작품 관련)まず、主人公の職業が「理学療法士」という設定は新しくはありますが、やっぱり派手さやドラマ
性には欠けますね。
우선 주인공의 직업이 심리치료사라는 설정은 새롭긴 하지만 역시 드라마다운 화려함은 없네요(지루해서 별로
라는 의견)
(출연자 관련)詩を忘れた君に本当にいいドラマだったな～^^ チャンドンユンくんが可愛そうだったけど、仕
方がないよねpq これからどんどんチャンドンユンくんもドラマ出てほしいな^^ 素敵な俳優さん！そして、イ
ジュニョク氏(T_T)かっこよすぎたー今までなぜ恋愛ドラマ出てなかったのTTTTもったいない～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너무 좋은 드라마였다. 장동윤이 불쌍했지만 어쩔수 없지. 앞으로도 장동윤이
드라마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다! 그리고 이준혁은 너무 멋있었다. 왜 연애드라마에 많이
안 나왔을까. 아깝다.(안타깝다)
(출연자 관련)「詩を忘れた君に」で貧しいけれど、生活力のある大学生役でサプライズ登場する。めっちゃチョ
ロンちゃん似合ってる
<시를 잊은 그대에게>에 가난하지만 생활력 있는 대학생 역할로 에이핑크 박초롱이 깜짝 등장한다. 박초롱
에게 너무 어울리는 역할이다.
(출연자 관련)この主人公イユビは私が使ってるババアパクトAges20のモデルだった 彼女のママのキョンミリ
もパパも俳優だったから演技の遺伝子がいいようですね。
주인공 이유비는 내가 사용하는 바바팩트 Age20 모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견미리와 아버지도 배우이기
때문에 연기 유전자가 좋은 것 같다.

15.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 미안하다 사랑한다, 힘쎈 여자 도봉순 등을 연출한 이형민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음
- 김명민 연기에 대한 칭찬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엑소 카이 출연에 흥미를 보이는 글들이 많음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관련 반응
(제작진 관련)演出のイヒョンミンPDは、古くは「ごめん、愛してる」を手掛け、最近私がハマった作品 2017
年 JTBCドラマ「力の強い女トボンスン」の監督だ
연출을 담당한 이현민 PD는 과거에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내가 빠져있던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감독(이어서 기대된다)
(작품 관련)出演者の皆様、製作スタッフさん、お疲れ様でしたm(_ _)mとても楽しく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모든 출연자분들, 제작 스탭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너무 즐겁게 보았습니다.
(작품 관련)とにかく、演じている俳優さんが みなさん、とっても上手で、安心して見てられます 20代ドラマ
は、妄想するのにムリがあるけどwww 40代ドラマは、ムリなく感情移入できるしねー
연기하는 배우들이 모두 너무 연기를 잘해서 안심하고 보고 있어요. 20대 드라마는 망상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40대 드라마는 무리 없이 감정이입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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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우리가 만난 기적> 관련 반응
(작품 관련)まさか2話目から泣かされ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コメディもあり、家族愛もあり、なんでしょう
このドラマはㅠㅠ
설마 2화부터 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코미디도 있고 가족애도 있고 뭐죠? 이드라마 ㅠㅠ
(작품 관련)とりあえず、最後までファンタジーだった。。よかったよお～ みんなの笑顔が見れて。
우선 끝까지 판타지였다.... 다행이다. 모두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해피엔딩이어서)
(작품 관련)一応はハッピーエンドでよかったです。毎週毎週、本当に楽しかった。 役者の皆さま、裏方の皆さ
ま、楽しい時間をありがとう。
일단은 해피엔딩이어서 좋았어요. 매주 매주 정말로 즐거웠어요. 배우분들, 스텝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선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자 관련)ミョンミンさん、ナイスです
김명민씨 멋집니다.
(출연자 관련)キムミョンミン大好きなんですよねえ。特にこんな三枚目ちっくな彼、大好き(笑) というか、彼
だけじゃない。すんばらしいキャストですね。
김명민을 매우 좋아해요. 특히 이런 재미있는 모습 너무 좋네요 ㅋ 김명민 외에도 캐스팅이 매우 좋습니다.
(출연자 관련)キムミョンミンさんは、ベートーベンウイルスでしか観たことなかったのですが、堅そうに見えて、
何でもやっちゃう面白い俳優さんですね！これ見て好きになりました
김명민은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밖에 본 적이 없는데 무섭게 보이지만 무슨 역할이든 해내는 재미있는 배우네요!
이번 드라마를 보고 좋아졌습니다.
(출연자 관련)カイちゃんに神役、適役だった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카이가 신 역할이라니 적역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출연자 관련)私をEXOに目覚めさ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このご縁を大切に、これからEXOも応援していきた
いと思います＾＾
(드라마에서 카이를 통해)엑소 팬으로서 눈뜨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인연으로 앞으로도 엑소 응원하겠습니다.
(출연자 관련)(カイ）最後の出たダンスシーン、最高
마지막 부분에서 카이의 댄스 신 최고였다.
(출연자 관련)それにしても神役、最高でした！！全体的にカイちゃんの出演は少なかったものの、なんというか、
SMTのコンサートでEXOが出てくる時のような感じ？いつ出てくるのか分からなくて真剣に内容に夢中になってい
るといきなり出てくるんですよ毎回。
카이의 신 역할 최고였어요! 전체적으로 카이의 출연은 적었지만 SM 타운 콘서트에서 엑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느낌으로 언제 나올지 몰라 진지하게 내용에 몰입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오더군요. 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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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BC <위대한 유혹자>
- 드라마가 유치하고 재미없어서 실망스럽다는 평이 꽤 많음
- 주연 우도환이 멋있다는 의견과 레드벨벳 조이에 대한 글이 많음
- 세븐팀 도겸의 OST에 대한 반응도 많았음
MBC <위대한 유혹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はっきり言って面白くないドラマ…最低視聴率を記録したって話題になった
확실하게 말해 재미없는 드라마... 최저시청률 기록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작품 관련)幼稚な恋愛を繰り返すようなドラマ
유치한 연애를 반복하는 드라마
(작품 관련)久しぶりにつまらないドラマだよ。
오랜만에 재미없는 드라마 봤다
(작품 관련)以前、超面白くない上に、作り手の自分勝手過ぎるキャラ達のせいで、演じてる コソヨンまで嫌
いになったドラマ「完璧な妻」ダラダラ感とつまらなさ感
이전에 엄청나게 재미없고 작가 멋대로 캐릭터를 설정한 탓에 연기하는 고소영까지 싫어졌던 드라마 완벽한
아내를 볼 때처럼 재미없었다
(작품 관련)期待していたウ・ドファン君ドラマだったんですがね…今週なんとか視聴したけどこのままフェー
ドアウトしそうです ジョイちゃん演じるテヒのキャラクターが何だこりゃ どうにもこうにもいただけません
キム・ミンジェ君も頑張ってるんだけどな～
기대했던 우도환이 나오는 드라마여서 이번주에 시청했지만 이대로 안 보게 될 듯합니다. 조이가 연기하는
태희 캐릭터가 이게 뭐지?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김민재도 열심히 연기하고 있지만....(못보겠다)
(출연자 관련)ウドファンくんがカッコ良すぎ
우도환 지나치게 멋있다
(출연자 관련)彼のちょっとくぐもった低音ボイスがたまらんよね
우도환의 웅얼대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가 참을 수 없이 좋다
(출연자 관련)ウドくん♡やはりアナタの眼差しは犯罪よ～ん。
우도환 역시 당신의 눈빛은 범죄다
(출연자 관련)私、ウド君のドラマ初めて観るんだけど…ウド君のお声が素敵すぎる～～～!!メッチャ重低音や
ん！渋いやん!!しゅ、好き(///∇//)
우도환이 나오는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 엄청난 중저음!! 멋있다!! 좋다!!
(출연자 관련)包容力のある落ち着いた低音, ゆったりと甘い口調そして、意味深な台詞に先生も、周りの生徒
もうっとり･･･まちろん私も …うっとり
これ、ヘッドホンで聞いたら最高だわ
포용력 있는 침착한 저음, 느릿하고 달달한 어조, 의미심장한 대사에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나도 황홀(하다) 헤드폰으로 들으면 최고로 좋을 듯.
(출연자 관련)ウ・ドファン＆Red Velvet ジョイ、恋の駆け引きに胸キュン
우도환과 레드벨벳 조이의 사랑의 줄다리기에 심쿵
(출연자 관련)ひたすらストリーミングしながら偉大な誘惑者見てる^_^ジョイちゃん本当かわいい
<위대한 유혹자>를 계속 스트리밍하며 보고 있어요 조이가 너무 예뻐요
(OST 관련)偉大な誘惑者のostドギョムが歌ってて素敵なんですよ…
<위대한 유혹자> OST를 도겸이 부르다니 너무 멋져요
(OST 관련)ドギョムにも絶対OST歌ってほしい！って思ってたのですごく嬉しいです 偉大な誘惑者っていう
恋愛ドラマのOSTなんですけど切ない曲なんですね
도겸도 ost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뻐요. <위대한 유혹자>라는 드라마 OST인데 애절한 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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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한국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정통 코미디 연출에 대한 칭찬이 많음
- 이이경과 정인선 열애에 관한 관심이 높아 블로그 등은 해당 내용이 많았음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관련 반응
(작품 관련)韓ドラには珍しく、コミカルな演出が徹底されたコメディドラマでした。 でもちゃんとラブライン
も展開していくからラブストーリーとしても楽しめるし、１話60分の中にだいたい２つの話が入っているのでテ
ンポもいいし、ほぼ毎回ゲスト出演で結構大物俳優が出てくるしで、最初から最後まで飽きないドラマでした。
한국드라마치고는 드물게 코믹한 연출이 제대로 된 코미디드라마였어요. 게다가 러브라인도 제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러브스토리로도 즐길 수 있어요. 1화 60분 중 2가지 스토리가 들어있어 템포도 좋고, 거의 매회
게스트로 거물 배우가 출연해 처음부터 끝까지 질릴 틈 없는 드라마였어요.
(작품 관련)笑ったり、キュンとしたりするのって精神衛生上とっても良いと思います。
웃고, 감동받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관련)面白かったです。どのキャラクターもいい味出してて
재밌었어요. 모든 캐릭터가 맛을 잘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관련)ウラチャチャワイキキほんと笑えるㅋㅋㅋㅋㅋメイキング可愛すぎるし笑えるし！！！
イギョンさんとスンウォンさんのケミがツボ。久々頭使わず気楽に観れてる
<으라차차 와이키키> 너무 웃기다 ㅋㅋㅋㅋㅋ 메이킹 귀엽다 재밌고!! 이이경과 손승원의 케미가 재밌다.
오랜만에 머리 쓰지 않고 가볍게 볼 수 있었다.
(작품 관련)一昨日から始まったウラチャチャワイキキ(?)っていうドラマ、男3人がわちゃわちゃバタバタする
ドラマだから久々にまったりと見れて結構おもしろい！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남자 세 명이 시끌벅적 우당탕탕하는 드라마라서 오랜만에 느긋하게 볼 수 있어 재밌습니다!
(작품 관련)見る前から好きな俳優ばかりで期待してましたが、ラブもあるんですが、胸キュンは薄め。とにか
く「バカだな～」と思いながら気軽に見れるドラマです。
보기 전부터 좋아하는 배우만 나와서 기대했는데(실제로 재밌있다) 러브신은 적은 편. 어쨌든 '바보같아ㅋ'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에요.
(작품 관련)総合的にかなりオススメのドラマなので見てほしいです！
종합적으로 상당히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다들 보세요!
(출연자 관련)コメディドラマなものだから特に主演の３人がすごくはっちゃけた演技をしていて、特にイ・イギョ
ンのテンポの良さとか、体当たりのコミカルな演技にはめっちゃ笑わせてもらいました。
코미디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연 3인방이 재밌게 연기하고, 특히 이이경의 호흡이 좋아요. 몸을 쓰는 코믹한
연기에 많이 웃었어요.
(출연자 관련)どちらかというとキム・ジョンヒョンとソン・スンウォン目当てで見始めたのですが、今回はイ・イ
ギョンが光ってました
처음부터 김정현과 손승원 때문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이경이 빛나고 있네요
(출연자 관련)ウラチャチャワイキキに出てくるこの赤ちゃんほんと可愛いすぎるから見てほしい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나오는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다들 꼭 봤으면 좋겠어
(출연자 관련)ひとつ残念なのは、ドラマ終了間近にしてイ・イギョンとチョン・インソンの熱愛が報道されてし
まったこと！ ドラマではイ・イギョンの相手はコ・ウォニだったので、そんな報道されてしまったら二人のカッ
プルシーンを見る時にどうしてもチョン・インソンがよぎって白けてしまいますよね！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드라마 종료를 앞두고 이이경과 정인선의 열애가 보도된 것! 드라마에서는 이이경의
상대역은 고원희이기 때문에 열애보도로 두 커플의 장면을 볼 때 정인선이 떠오르고 만다!
(출연자 관련)これね、お似合いなのよ本当に。でも最終回見た後に知りたかったな。相手役が違うのよ。知って
から見ちゃうと、意識しちゃうからね。
매우 잘 어울린다. 하지만 최종회가 끝난 후에 (열애사실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상대역이 다르기 때문
이다. (열애사실을) 알고 보게 되면 자꾸 생각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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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CN <작은 신의 아이들>
- 주연 배우 강지환이 멋있다, 연기를 잘한다는 의견이 많음
- 한국에서의 시청률이 좋고, 재미있다는 평
OCN <작은 신의 아이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OCNさんらしく血みどろも多いけど初回から面白く見ております
OCN답게 피 범벅인 장면도 많지만 처음부터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작품 관련)「小さな神の子供たち」は見入ってしまう！
<작은 신의 아이들>은 몰입해서 보게 된다!
(작품 관련)韓国ドラマって3〜4話から盛り上がるのが多い傾向なんだけど、1話の終わり方が衝撃的だったか
ら気になって見ちゃう
한국드라마는 3-4회부터 서서히 고조되는 경향이 많지만, (이 드라마는) 1화 종반부터 충격적이어서 궁금해서
보게 된다
(작품 관련)今日からスタートの「小さな神の子供たち」見ちゃった…私が好きな刑事物…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신의 아이들> 보고 말았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형사물
(출연자 관련)ジファンさんの表情～些細な演技私もハマってまーす
강지환의 표정. 섬세한 연기에 나도 빠져 들어 보고 있어요.
(출연자 관련)視聴率もけっこういいみたいで、カン・ジファンは視聴率男と呼ばれつつあるようですね
(한국)시청률도 꽤 좋다고 하는데 강지환은 시청률의 사나이라 불리고 있는 듯하네요.
(출연자 관련)カンジファン好きだが、｢小さな神の子供たち｣は重いな～見るけど。もっとチャラいのがいい
강지환을 좋아하지만 <작은 신의 아이들>은 너무 무거운 역할인 듯. 좀 더 가벼운 역할이 좋다.
(출연자 관련)キム・オクビンは演技に迫力がありますよね。
김옥빈은 연기가 박력있네요.

19. SBS <착한마녀전>
- 반응이나 게시물이 적은 편
- 다른 드라마에 비해 다양한 배우가 언급됨
SBS <착한마녀전> 관련 반응
(작품
관련)軽～い気持ちで拝見できる（とか書いてて良いのか？と一抹の不安がよぎる）楽しいラブコメ
ハートで御座いました。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이라고 적어도 되는 것인지 좀 불안하지만) 즐거운 러브코미디입니다.
(출연자 관련)私の好きな感じのドラマやってました～キレイな イダへさんが3枚目の役やってますね～双子
の1人2役で、上の娘役の女の子も可愛かったですよ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 스타일이입니다. 이다해가 재미있는 역할을 맡았네요. 쌍둥이 1인 2역인데 첫째딸 역할이
귀여웠습니다.
(출연자 관련)メイクやファッションだけでもここまでイメージって変わるものだなぁとお〜そこに俳優さん
の演技力が加わりますからね
(이다해는) 화장과 패션만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니 .. 이게 바로 배우의 연기력인가봐요
(출연자 관련)シム・ヒョンタクが格好いい
심형탁이 너무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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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착한마녀전>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この方は本当にお上手ですよね～スマートな役もダメな役も史劇も現代劇もどれもこれも難な
くこなされてるように見えるのが凄い
(배수빈)은 정말 연기를 잘해요~ 스마트한 역에서 악역, 역사물, 현대물 어떤 것이든 쉽게 소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대단해요
(출연자 관련) 「優しい魔女伝」本当に終了〜最後は天使を授かり天使の微笑みホッとした
착한마녀전 드디어 다 봤음. 마지막에 아이를 임신해서 천사처럼 웃는 (AOA) 혜정 덕분에 흐뭇했다.

2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 추리물임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고 재밌었다는 평이 많음
- 일본에도 경찰이 아닌 사람이 범죄자를 쫓는 드라마류가 많아 위화감 없고 재미있다는 의견
- 시즌1처럼 연애보다는 사건에 집중한 전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평
- 주연 배우 2명의 케미가 좋다는 의견
- OST와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음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관련 반응
(작품 관련)笑いとシリアスがバランスいい日本でリメイクできそう
웃음과 진지함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도 리메이크 될 것 같다.
(작품 관련)推理の女王2やばい♥神すぎるSeason1より確実に面白くなってる!Season1のDVDほしい
<추리의 여왕2> 위험해! 너무 재밌다! 시즌1보다 확실히 재밌어졌다. 시즌1 DVD가 가지고 싶다.
(작품 관련)ドンハ君が出てくれたのはうれしいけれどシーズン1ほどの魅力がなく 恋愛より推理の魅力を
もっと見せて欲しいわ
동하가 나와서 좋지만 시즌1만큼의 매력은 없다. 연애보다 추리의 매력을 좀 더 보여주었으면.
(작품 관련)推理の女王2見た。すごい面白いからあっという間に見終わる。これ一気に見れるタイプだよね。
<추리의 여왕2>를 봤다. 너무 재밌어서 순식간에 전부 봐버렸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드라마.
(작품 관련)推理の女王2は1より事件が重たい 最近の韓ドラ事件物はこの手ばかり観てる気がする
<추리의 여왕2>는 1보다 사건이 무겁다. 최근의 한국드라마는 사건물이 죄다 무거운 기분이 든다.
(작품 관련)4話の子供の犯罪のストーリー印象に残った。子供は罪を犯しても罪に問われない。保護者の親が
罪に問われます！子育てをしてる方には、考え深いストーリーですね。
4화의 어린이 범죄 스토리가 인상 깊었다.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받지 않는다. 보호자인 부모가 죄를
받는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생각할 것이 많은 에피소드였다.
(작품 관련)推理の女王の凄いのは暗いストーリーで終わらず少しでは、ありますが救いがあるの所がいいで
すね！次回に、向けての伏線も忘れてない脚本家に脱帽です
<추리의 여왕>이 대단한 점은 어두운 결말로 끝나지 않고, 약간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을 점이 있다는 게 좋네요!
다음 화를 위한 복선도 잊지 않는 작가가 대단합니다!
(작품 관련)オバハンパワーが見れて面白かった！
아줌마 파워를 볼 수 있어 재밌었다
(출연자 관련)クォン・サンウチェ･ガンヒ最高コンビだね
권상우와 최강희 최고의 콤비다
(출연자 관련)主役二人はいいコンビ！
두 주인공의 조합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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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サンウ、ガンヒ2人の掛け合いも面白いが周りのキャストも個性ありで飽きない
권상우와 최강희 2명의 만담(대화)도 재밌지만 주변 캐스팅도 개성적이어서 질리지 않는다.
(OST 관련)【推理の女王シーズン2 OST】音盤も買ってみた参加アーティストがなかなか豪華な気がする
추리의 여왕 시즌2 OST 음반을 사보았다. 참가 아티스트가 상당히 호화롭다.
(장소 관련)清潭洞 チョンダムドンにあるミルクレープ専門店 M Boutique。 こちらのカフェ。お知り合い
からミルクレープが美味しんですよ。と聞き待ち合わせに使ったのですが待ち合わせしていた方から推理の女
王2のロケに使用された場所と伺いました！ 偶然でしたが観ていたドラマのロケ地で ミルクレープもぐも
ぐ。カフェラテと一緒にいただきました。 ミルクレープ、美味しかったです。
청담동에 있는 밀크레이프 전문점 엠 부티크. 이 까페는 지인이 밀크레이프가 맛있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에게 추리의 여왕2의 촬영지로 사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연이지만 보고 있던 드라마의 촬영지에서
밀크레이프를 먹었어요. 까페라떼와 함께 먹었습니다. 밀 크레이프 맛있었어요.

21. SBS <키스 먼저 할까요>
- 어른의 멜로드라마라서 중년층 여성 시청자가 공감한다는 의견
- 수퍼주니어 예성이 부른 OST에 대한 의견 다수
SBS<키스 먼저 할까요> 관련 반응
(작품 관련)このドラマは、アラフィフというかなり高めの年齢層の恋愛を描いたドラマで、最初は「えーお
じさんとおばさんの恋愛には興味ないわ～ニヤニヤ」と思っていたけど、見始めるとそれなりに面白くて、
「あの年代になってもあんな風に恋愛がしたいわ～」と思いながら見ています
이 드라마는 아라-피프(around fifty: 50대 전후의 나이대를 칭하는 일본의 조어)라는 상당히 고연령층의
연애를 다룬 드라마로 처음에는 아저씨 아줌마의 연애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보기 시작하니까
재밌었어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보고 있어요.
(작품 관련)１回のキスで、死んでいた恋愛細胞が生き返る。この一文に凄く惹かれます。早く見たいです。
キスはいつしたか忘れるくらいしてない
한 번의 키스로 죽었던 연애세포가 되살아난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매우 끌립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키스를
도대체 언제 해봤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최근 하지 않았네요.
(출연자 관련)ラブコメディの女王的なキム ソナさん。相変わらずスタイル抜群で可愛い
러브코메디의 여왕인 김선아. 여전히 스타일 좋고 예쁘다
(출연자 관련)カム・ウソン씨の演技は最高ですが 流石に萌えないのでキドフン君を拝んでおります
감우성의 연기는 최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두근거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훈을 보고 있습니다
(출연자 관련)カム ウソンさん若い頃は可愛かったけど、渋くなっても素敵です。老犬を飼ってる設定なの
で、それだけでも絶対に見逃せないです。
감우성은 젊은 시절 귀여운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중후해졌네요 멋있어요. 늙은 개를 키운다는 설정이어서 꼭
보고 싶어요(일본에서는 일부 여성이 멋진 남성과 강아지의 조합을 동경하기도 함)
(출연자 관련)カム・ウソンさん演じる主人公男性ソン・ムハンは、知的で包容力があって落ち着いててジェ
ントルマンで大人の色気があってとってもセクシーそして、神話のアンディに似てる!!!
アンディが50歳に
なったらきっとあんな感じなんだろうな～という妄想も楽しみながら見ていますw
감우성이 연기하는 주인공 손무한은 지적이고 포용력이 있고 침착한 젠틀맨으로 어른 남성만의 색기가 있어서
매우 섹시합니다. 신화의 앤디와 닮았어요!! 앤디가 50세가 되면 분명 저런 느낌이겠지 라고 망상을 즐기며
보고 있습니다.
(OST 관련)イェソンさんがドラマのOSTに参加するとツイッターしてからとてもワクワクしてます
예성이 드라마 ost에 참가한다는 트위터를 보고 매우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OST 관련)曲も凄く、凄くいいです。渇いた心に染み渡ります。後半の、イェソンさんが声を張る感じがた
まりません ただ聴いて欲しいです。ドラマでもたくさん使って欲しいです。
곡이 정말 정말 좋아요. 메마른 가슴에 스며듭니다. 후반에 예성이 지르는 부분이 정말 멋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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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 사이트

네티즌여론 부문

뉴스 부문

동영상 부문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

⇧

⇧

▲

수집대상사이트
사이트 특징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 사이트로 국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서비스
◦ameba
와 유사

◦야후블로그 ◦포털 야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국내 포털사이트 블로그 서비스와 유사 ⇨
◦트위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채널
종합검색엔진 1위 거론, 뉴스제공 포털 중 가장 많은 정보 보유
◦구글 뉴스 ◦◦일본
⇨
타 뉴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결과를 구글 뉴스가 대부분 커버
◦Youtube ◦일본 내 1위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일본 대표 동영상 사이트로 풀 버전 동영상이 일본어 자막과 함께 제
◦jpmovie
공되어 높은 조회수 기록
⇨
◦j韓国ドラマ ◦한국 드라마를 전문으로 업로드하고, 무료 시청 링크를 제공해 주는

수집항목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수,
동영상 조회수,
댓글 수

사이트. 최신 드라마가 비교적 많으며 풀동영상 형태

■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드라마제목
같이 살래요

공식 제목

비공식 명칭

一緒に暮らしますか？一緒に暮らしましょうか？

고품격 짝사랑

高品格の片思い

그남자 오수

その男、オ・ス

드라마제목

공식 제목

비공식 명칭

슈츠

ス ツ

SUIT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スイッチ－世界を変えろ

スイッチ

詩を忘れた君に
나의 아저씨
私のおじさん
우리가 만난 기적 私たちが出会った奇跡
대군-사랑을 그리다 大君～愛を描く
大君
위대한 유혹자
偉大な誘惑者
데릴남편 오작두 婿殿オ・ジャクドゥ
으라차차 와이키키ウラチャチャワイキキ
라이브(Live)
Live
Live（生きる）、ライブ 작은 신의 아이들 小さな神の子供たち
미스트리스
ミストレス
ミストリス
착한마녀전
優しい魔女伝
綺麗なお姉さん,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よくおごってくれる綺麗なお姉さん
よくおごってくれる素敵なお姉さん 추리의 여왕 시즌2推理の女王 シ ズン2 推理の女王2
부잣집 아들
金持ちの家の息子
키스 먼저 할까요 先にキスからしましょうかまずキスをしましょうか
손 꼭 잡고, 지는
手をつないで－沈む夕日を眺めよう 手をつないで
석양을 바라보자
その男汚水

시를 잊은 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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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국가의 특징
베트남 내 한국 드라마 인터넷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뉴스 제공 사이트 2개(구글 뉴스, Kenh14), 동영상 제공 사이트 7개(Youtube, Bilutv,
Phim bat hu, Phim14, HayhayTV, phim3s(woohay), banhtv), 블로그 및 커뮤니티 2개(Kites, Kst)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1)
베트남의 경우 한국처럼 뉴스 댓글을 통한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블로그 및 커뮤
니티에서도 게시물 생성 혹은 댓글 참여가 저조했다. 네티즌 여론 수집 대상 사이트인 ‘Kst’에서는 일부
드라마에 국한되어 네티즌 반응이 나타났으며, 한국 드라마 애시청자들의 커뮤니티인 ‘Kites’의 경우 한국
드라마 관련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Kites’는 전년도 조사 당시 수집대상 사이트로 선정되었으나
서비스가 임시 중단되었던 곳이다. 임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현재에도 빈번하여 이번
조사 기간 중에도 네티즌 여론이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드라마 관련 반응은 동영상 댓
글 부문에서 가장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5분 이상 동영상을 5분 미만 동영상보다 활발하게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량조사 결과
인터넷 반응 수집을 위하여 프로그램별 공식 드라마명과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2)하였으며, 뉴스는 기사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집계하였다.
베트남 온라인 사이트의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12,964건

89건

1)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사이트’ 참고
2)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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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부문
개수

조회수

3,614건

4,791,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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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티즌여론 부문
조사 결과
- 네티즌 여론 부문에서 4월 한 달 간 수집된 게시글과 댓글수는 총 12,964건이었다. 블로그 및 커뮤니티,
동영상에서 발생한 게시글수와 댓글수를 합산해 집계하였다. 전체 네티즌 여론 중 약 98.5%가 동영상
댓글수(12,765건)로 구성되었으며, 블로그 및 커뮤니티 댓글수는 총 197건으로 1.5%의 비중을
나타냈다.
- 네티즌 여론은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6,263건, 48.3%)로가 가장 높았으며 MBC<위대한
유혹자>(833건, 6.4%)의 7.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OCN<그남자 오수>(808건, 6.2%), tvN<나의
아저씨>(782건, 6.0%), SBS<착한 마녀전>(643건, 5.0%), tvN<라이브(Live)>(601건, 4.6%)가
뒤를 이었다.
[표 1. 네티즌 여론 부문]

채널

드라마

합산 채널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6,263

드라마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합산 채널

드라마

합산

520

MBC

부잣집 아들

123

833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439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01

MBC

위대한 유혹자

OCN

그남자 오수

808

KBS2

같이 살래요

361

OCN

미스트리스

90

tvN

나의 아저씨

782

MBC

데릴남편 오작두

251

SBS

키스 먼저 할까요

42

SBS

착한마녀전

643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240

OCN

작은 신의 아이들

12

tvN

라이브(Live)

601

KBS2

슈츠

174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2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521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158

MBN

0

총 계 : 12,964건

고품격 짝사랑

2. 뉴스 부문
조사 결과
- 4월 한 달 간 발생한 한국드라마 관련 뉴스 기사는 전체 89건이었다. 게재된 뉴스는 대부분 출연자와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79건, 88.8%) 관련 뉴스가 가장 많았고, MBC<위대한 유혹자>(4건,
4.5%), tvN<나의 아저씨>(2건, 2.2%), OCN<작은 신의 아이들>(2건, 2.2%), KBS2 <우리가 만난
기적>(1건, 1.1%),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1건, 1.1%)는 1~4건에 그쳤다.
- 조사기간 중 KBS2<같이 살래요>, MBN<고품격 짝사랑>, OCN<그남자 오수>, TV조선<대군-사
랑을 그리다>, MBC<데릴남편 오작두>, tvN<라이브(Live)> 등은 뉴스 기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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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스 부문]

채널

드라마

기사수 채널

드라마

기사수 채널

드라마

기사수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79

MBN

고품격 짝사랑

0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0

MBC

위대한 유혹자

4

OCN

그남자 오수

0

KBS2

0

tvN

나의 아저씨

2

0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0

OCN

작은 신의 아이들

2

MBC

데릴남편 오작두

0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0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1

tvN

라이브(Live)

0

SBS

착한마녀전

0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1

OCN

미스트리스

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0

KBS2

0

MBC

부잣집 아들

0

SBS

0

같이 살래요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총 계 : 89건

슈츠

키스 먼저 할까요

3. 동영상 부문
조사 결과
- 조사된 동영상은 총 3,614개였는데, 5분 이상 동영상(3,512개, 97.2%) 수가 5분 미만 동영상 수
(102개, 2.8%)를 압도했다. 이는 베트남 동영상사이트에 올라온 한국드라마 관련 영상 대부분이
드라마를 그대로 녹화해 업로드한 풀버전 영상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동영상사이트에서
최신 한국드라마를 방영 일주일 내에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 조사기간 내 동영상 발생 개수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는 MBC<위대한 유혹자>(386건, 10.7%)였으며
MBC<부잣집 아들>(288건, 8.0%), SBS<키스 먼저 할까요>(286건, 7.9%),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285건, 7.9%)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3. 동영상 부문 - 개수]

채널

드라마

동영상수 채널

MBC

위대한 유혹자

386

MBC

부잣집 아들

288

SBS

키스 먼저 할까요

드라마

동영상수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117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195

KBS2

슈츠

87

286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89

OCN

그남자 오수

85

285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186

KBS2

같이 살래요

63

272

MBC

데릴남편 오작두

180

OCN

미스트리스

56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44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134

OCN 작은 신의 아이들

3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36

tvN

라이브(Live)

126

MBN

0

SBS

착한마녀전

나의 아저씨

동영상수 채널
196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tvN

드라마

총 계 : 3, 6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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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내 동영상 조회수가 높았던 드라마는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1,221,871회,
25.5%)로, MBC<위대한 유혹자>(604,481회, 12.6%)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SBS<착한
마녀전>(316,985회, 6.6%), KBS2<같이 살래요>(274,696회, 5.7%), SBS<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264,707회, 5.5%)가 그 뒤를 이었다.
[표 4. 동영상 부문 -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채널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1,221,871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184,887 SBS
MBC

위대한 유혹자

604,481 tvN

라이브(Live)

168,000 OCN

SBS

착한마녀전

316,985 tvN

나의 아저씨

164,015

KBS2

같이 살래요

274,696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162,850 KBS2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64,707 OCN

미스트리스

tvN

부잣집 아들

199,008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43,893 MBN

총 계 : 4,791,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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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키스 먼저 할까요

136,419

그남자 오수

130,611

시를 잊은 그대에게 109,914
슈츠

90,274

156,523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78,473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220,649 MBC 데릴남편 오작두 155,693 OCN
MBC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

7,636

고품격 짝사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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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조사 결과
베트남 네티즌 반응이 나타난 블로그, 커뮤니티, 동영상 사이트에서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다. 베트남 네티즌은 대체로 작품 전개와 출연진, 배우 연기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 프로그램명 가나다순)

1. KBS2 <같이 살래요>
- 재미있는 극본과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에게 호평
- 극중 배우들의 러브라인을 응원하는 반응 발생함
- 삽입곡에 관심을 보인 네티즌 의견 나타남
KBS2 <같이 살래요> 관련 반응
(작품 관련)Lâu lắm mới có cảm giác chờ đợi để xem bộ phim mình thích. Phim hay, diễn viên diễn xuất
tốt, thích nhất nhân vật người bố, ông đúng là người yêu thương che chở cho con cái của mình.
오랜만에 기대할 만한 드라마가 생겼다. 극본이 재미있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데 그 중, 아버지 역할 배우가
제일 맘에 든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아버지이다.
(작품 관련)Phim rất hay và ý nghĩa
재미있고 의미 있는 드라마이다.
(작품 관련)Tôi chỉ ước là ngày nào cũng có 2 tập để xem. Phim hay quá. Mong ngóng từng ngày cặp
bác sĩ yêu nhau đây
매일 2회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의사 커플 얼른 연애 시작하세요.
(작품 관련)Phim hay. thich a Chang bsi va yoo ha qua di mat xem ma cu mong ngong ho Thanh đôi
nhanh nhanh đen voi nhau .yeu qua đi mat
드라마 좋다. 장 의사님이랑 유하가 마음에 든다. 두 사람이 얼른 커플 되기를 기대한다. 너무 사랑스럽다.
(출연진 관련) Thích Park Huyn Ha và Moon sik là 1đôi
박현하와 문식이가 커플 되었으면 좋겠다.
(출연진 관련) Hay quá. Thích Yoo Ha với Eun Tae ghê
재미있다. 유하와 은태 너무 좋아.
(OST 관련) Có ai biết nhạc film phút 48 tập 22 là j k ạ
22회 48분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2. MBN <고품격 짝사랑>
- 조사기간 중 베트남에서 관련 반응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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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CN <그남자 오수>
- 극본은 만족스러웠으나 작품 결말이 아쉬웠다는 네티즌 반응 나타남
- 남자주인공을 맡은 배우의 목소리, 말투가 매력적이라는 평
- OST에 관심을 보인 시청반응도 발생함
OCN <그남자 오수> 관련 반응
(작품 관련)kết ko hay .... ko để lại dấu ấn cho người coi xong nó dễ bị lãng quên lắm
엔딩이 별로네.. 시청자한테 어떠한 깊은 인상도 남기지 못했다.
(작품 관련)Ôi trời kết kiểu j vậy
어머 엔딩이 왜이래?
(작품 관련)phim hay mà kết chẳng hay
극본 괜찮았는데 엔딩이 별로다.
(작품 관련)Tập cuối kéo thêm 5p nữa có phải hay ko, cho nam 9 nhớ ra nữ 9 & nói thêm mấy câu đại
loại như "Mình yêu lại từ đầu em nhé", phim hay nhưng kết hơi tiếc tí :))
마지막회 5분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기억하고, 여주인공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해줬으면 좋겠어. 드라마는 좋은데 엔딩이 조금 아쉽다.
(출연진 관련) Em nữ 9 kute vãi
여주인공 엄청 귀여워
(출연진 관련) Nam 9 má lúm đồng tiền cười dễ thương qá, tính cách lại hay nữa, ko phải kiểu lạnh lùng
soái ca nhưng cực đáng yêu
남주인공 웃을 때 너무 귀여워.. 성격도 좋고. 아주 멋진 남자는 아니지만 사랑스러워.
(출연진 관련) Giọng nam chính nghe hay quá anh ấy còn đẹp trai nữa huhu
남주인공 목소리가 좋을 뿐만아니라 외모도 잘 생겼다 ㅎㅎ
(출연진 관련) Giọng Nam chính nghe thích quá. Trai busan nói giọng seoul cưng dễ sợ
남주인공 목소리 너무 맘에 들어. 부산 남자가 서울 말 쓰니까 엄청 귀여워.
(OST 관련)Nhạc phim giống của Golbin
<도깨비> OST와 같다.
(OST 관련)Bài hát Beautifull trong phim Goblin kìa
<도깨비>의 Beautiful 나오네~

4. tvN <나의 아저씨>
-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극본, 출연진의 훌륭한 연기력, 합리적인 결말 등에 네티즌이 만족감을 나타냄
- 이지은의 연기력이 향상됐으며 이선균 역시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는 호평 발생함
- 극중 삽입된 노래 정보를 궁금해 하는 네티즌 반응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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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cảm động và ý nghĩa quá � cái mà phim muốn nói đến chính là tình người. Quá hay
quá ý nghĩa. IU đóng đạt quá, chú nv chính thì quá chuẩn r! Kết phim quá hợp lý cho tất cả, làm người
xem cảm thấy vừa đủ
인간미에 대해 이야기한 드라마이다. 매우 감동적이었고, 의미가 있었어. IU가 연기를 잘했고 주인공 아저씨
연기도 최고야. 결말이 합리적이어서 시청자들을 만족시켰어.
(작품 관련)Từ năm 2016 xem phim yêu tinh đến giờ mới có 1 bộ phim mang đến cho mình nhiều cảm
xúc đến vậy. Cảm ơn vì bộ phim hay
2016년부터 <도깨비> 말고 오랜만에 감동이 가득한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다.
(작품 관련)Phim gì mà đỉnh thế hic. mỗi lần họ buồn là tự dưng mình cũng buồn cũng nghĩ ngợi y sì
vậy. Rồi cảm nhận được tình cảm của mấy người trong khu phố cũng cảm động y như nhân vật ấy. Một
bộ phim với cảm xúc tuyệt vời bởi một kịch bản hay và diễn xuất đỉnh cao nữa. Huhu cảm ơn biên kịch,
cảm ơn diễn viên và đặc biệt là chị gái Lee Ji Eun đóng vai nữ chính để em mò vào xem và xem được
một bộ phim đỉnh cao thế này.
대박이다 ㅜㅜ 극중 인물들이 슬퍼할 때마다 나도 기분 안 좋았어. 극본도 좋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훌륭
했어요. 작가님, 배우님들, 특히 이지은 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매우 재미있게 봤습니다.
(작품 관련)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bộ phim hay nhất mà t từng xem. Học đc rất nhiều điều. Cảm ơn
biên kịch nim đã chắp bút và tạo nên một tác phẩm tuyệt vời như thế này.
내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다. 드라마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어. 작가님 감사
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이런 멋진 드라마 볼 수 있었어요.
(출연진 관련) IU xinh quá
아이유 너무 예뻐.
(출연진 관련) coi phim vì chỉ muốn thấy IU thôi
아이유 때문에 볼 거야.
(출연진 관련) iu diễn càng ngày càng hay ấy.
아이유가 연기력이 많이 좋아졌어.
(출연진 관련) chú nam chính diễn đỉnh quá...msình có thể cảm thấy trais tim của chú ấy đang nặng nề
đến mức nào
남주인공 아저씨 대박이다. 아저씨 마음의 무거움을 나도 느낄 수 있다.
(OST 관련)Có bạn nào biết tên bài hát nam hát đoạn mà ông chú hỏi tìm bốt điện thoại công cộng của
ji_an không,mình không thể nào tìm được
아저씨가 지안이한테 공중전화기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나온 노래 뭐예요?
(OST 관련)mọi người cho hỏi bài hát ông chú nghe trên xe bus khi lên chùa thăm bạn ở tập 11 tên là
gì với, nghe lâu quá rồi mà ko nhớ ạ. cảm ơn!!!
11회에 아저씨가 버스에서 듣던 노래 제목 아시는 분??
(OST 관련)bạn nào biết bài hát cuối tập 14 k ạ
14회 마지막에 나온 노래가 무슨 곡인지 아세요?
(OST 관련)ai bit bài hát luc 1h17p tap 11 là j k cho mình bít vs. thank
11회 1시17분에 나온 노래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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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 윤시윤이 맡은 남자주인공 이희 캐릭터가 유약해보이고 답답해 보인다는 시청 반응 발생
- 극중 착장 의상과 머리스타일이 여자 주인공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
- 진세연의 연기력이 아쉽다는 댓글 나타남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관련 반응
(작품 관련)xem phim mà bực mình,nam dv chính thật quá nhu nhươc,k có đầu óc, lúc nào cũng khóc lóc
드라마 보면서 짜증났어. 남주인공 유약해보이고 바보같이 울기만 해.
(작품 관련)Lee Hwi uỷ mị sướt mướt vcl, xem phát mệt. Thoại phim toàn ngôn lù chán chả muốn đọc.
Cứ đến đoạn 2 đứa nó hội ngộ lại thấy mệt mỏi đéo chịu đc
이희가 넘 물렁해. 보기만 해도 답답해. 남녀주인공 만날 때마다 짜증나.
(출연진 관련)
Tui thích Joo Sang Wook, Jin Se-Yun. <3
주상욱, 진세연 마음에 들어요.
(출연진 관련)Jin se yeon đẹp mà, tại chỉ ko hợp với tạo hình cổ trang thôi hoặc do tóc bới lên
진세연 너무 예쁜데 극중 의상과 머리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출연진 관련) Nữ chính nhìn xấu vậy
여자 주인공이 못생겼다.
(출연진 관련)nữ chính đơ quá ... thương hại cũng không ra thương hại, căm thù cũng không ra căm thù,
kiên cường cũng diễn không ra
여주인공이 연기를 잘 못해.

6. MBC <데릴남편 오작두>
- 드라마가 재미있고 웃기다는 의견
- 남자 배우 2명(김강우, 정상훈)과 유이의 연기력이 좋다는 반응
- 유이가 귀엽고 예쁘며, 극중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의견
MBC <데릴남편 오작두>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hay lắm
이 드라마 너무 재밌어.
(작품 관련)hay và hài nữa
웃기고 재미있다.
(출연진 관련) Uee dê thuong quá trời a
유이 넘 귀엽다.
(출연진 관련) Phim này 2 nv nam đóng rất hay
남자배우 2명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
(출연진 관련) Thích a Cho quá à
에릭조 오빠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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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데릴남편 오작두> 관련 반응
(출연진 관련) Anh Eric Cho nhiệt tình tốt bụng vl :X
에릭조 오빠 착해보인다.
(출연진 관련) Phim hay, UEE có da thịt hơn rồi :)) diễn xuất thì ngày tiến bộ
드라마 좋아. 유이 살빼서 예뻐졌네. 연기력도 많이 좋아졌어.
(출연진 관련) UEE để tóc ngắn đẹp hơn hẳn nhỉ
유이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

7. tvN <라이브(Live)>
- 의미 있는 좋은 드라마라는 호평
- 이광수 때문에 시청하게 되었는데 신동욱에게 호감이 생겼다는 반응 발생함
- 극중 인물들이 연인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삽입곡, 배우들이 사용하는 소품(휴대전화)에
관심 보인 의견 나타남
tvN <라이브(Live)> 관련 반응
(작품 관련)Xem mấy tập đầu k muốn xem nữa. Nhưng ráng ráng xem. Đến khi mấy tập cuối thì lấy Đi
nước mắt nhiều quá.
첫 회 보고나서 그만 보려고 했는데 계속 봤어. 마지막 회 보니까 눈물이 났어.
(작품 관련) phim rất hay và ý nghĩa
의미 있는 좋은 드라마이다.
(작품 관련)Ôi phim hay quá. Ước gì có phần 2 nhỉ
드라마 잘 봤다. 시즌2 했으면 좋겠다.
(출연진 관련) xem phim vi su' nhung xem xong lai me shin dong wook =))))))))))
처음에는 이광수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보고나서 신동욱에게 반했어.
(출연진 관련)Thực sự rất thích Shin Dong Wook với Jung Yoo Mi thành một đôi :))
신동욱과 정유미가 커플 됐으면 좋겠다
(출연진 관련) kết anh myung ho
명호 오빠 넘 좋아해요
(OST 관련)Cho mình hỏi bài hát tập 17 phú 1h12 48s là bài j k
17회 1시 12분 48초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OST 관련)bài hát phút thứ 35 tập 18 tên j z mọi người,nghe nhẹ nhàng mà hay lắm
18회 35분에 나온 노래 뭐예요? 멜로디 너무 좋다
(OST 관련)có ai biết bài hát ở 34:45s k ạ?
34분 45초에 나온 노래 아시는 분?
(소품 관련)vãi hình quãng cáo hãn điện thoại luôn ak sao diễn viên ao cũng sài đúng 1 hãn điện thoại
vậy kkk có ai thấy giống mình ko
핸드폰 광고야? 배우들 똑같은 브랜드를 쓰네.
(소품 관련)hình như samsung tài trợ hay s ấy nhỉ ,ai cũng xài ss s8 @@
삼성 지원해준 것 같아. 다들 S8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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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CN <미스트리스>
- 드라마가 재미있으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임
- 미국에서 만든 원작과 비교하여 한국판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
- 변함없이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 한가인에게 네티즌의 호감 댓글 나타남
OCN <미스트리스>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hay, nhưng hơi hại não
드라마가 재미는 있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작품 관련)Xem bản này xong mò đi xem bản Mỹ cày cả season xong giờ quay lại xem tiếp bản Hàn,
công nhận bản Hàn dở quá.
미국 원작과 비교해볼 때 한국판은 별로네.
(작품 관련)lần đầu tiên coi phim tới tập 6 mà vẫn chưa hiểu gì hết :))
6회까지 봤는데 아직도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작품 관련)lần đầu tiên xem bộ phim mà tới h vẫn chưa hiểu gì hết xoắn não vãi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 드라마는 처음 보네ㅎㅎ
(작품 관련)Phim này đậm chất 18+ lun ak ta ơi, mà kịch tính hấp dẫn ghê
드라마가 좀 야하지만 재밌네.
(출연진 관련) thấy có HAN GA IN nên vào coi
한가인 때문에 왔습니다.
(출연진 관련)Han Ga In đẹp quá, bao năm qua rùi chị vẫn đẹp
한가인 너무 예쁘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예쁨.

9.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배우 손예진과 정해인의 호흡이 만족스러웠으며, 두 사람이 실제 커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반응
- 해당 드라마를 보고나니 안목이 높아져서 다른 드라마가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
- 극중 결혼식 장면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는 반응
- 정해인의 눈빛, 잘생긴 외모, 연기력에 긍정적인 네티즌 의견 발생함
- 손예진이 예쁘고 연기력도 훌륭하다는 반응임
- 드라마에 삽입된 노래 정보를 궁금해한 반응 나타남
- 시즌2 제작을 기대한다는 의견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
(작품 관련)Chị đẹp muôn năm .. Xem chị đẹp xong , xem phim khác chẳng thấy phim nào hay cả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만세.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 재미있는 드라마가 한 개도 없어.
(작품 관련)Phim hay,coi xong rồi lại thấy nhớ
좋아요. 또 보고 싶다
(작품 관련)Phim hay quá. Mong là sẽ ra phần 2
시즌2가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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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
(작품 관련)Lần đầu tiên có 1 bộ phim mà chưa ra hết mình đã xem lại 3 lần rồi .Sao mà thik cặp đôi
này quá,ngọt lịm cả trong phim lẫn ngoài đời,xem mà tim cứ thổn thức mãi thôy huhu. Hết phim rồi h
tiếc hùi hụi chả còn muốn xem phim nào khác nữa. Chỉ mong 1 ngày dispatch khui tin 2 a chị hẹn
hò.Chemistry phải nói là quá đỉnh ko đùa đc đâu .Mãi yêu
다시보기를 3번 했어요. 남녀주인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제 커플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작품 관련)Xem phim mà cảm thấy sâu răng luôn!!!
드라마가 너무 달달하다!!!
(작품 관련)Phải chi cái kết thêm 1 cái đám cưới nữa là tuyệt vời ông mặt trời luôn
결혼식 올리는 장면이 없어서 아쉬었어요.
(출연진 관련) Son Ye jin và jung hae in đẹp đôi quá
손예진과 정해인이 잘 어울려요.
(출연진 관련) trời nam chính ngầu quá ôi ánh mắt đó e đã chết ngộp trong đôi mắt của a r
남자 주인공 너무 멋있다. 눈빛에 반했다.
(출연진 관련) Thích nam chính quá. Cute k chịu được. Đẹp k góc chết.
남자 주인공 너무 좋아. 귀여워 죽겠어. 진짜 잘생겼다.
(출연진 관련) Chị ấy đẹp tự nhiên, diễn xuất thì khỏi phải nói rồi. Yêu chị
여주인공 엄청 쁘고 연기력이 대박이다. 사랑해요.
(OST 관련)bài hát trong tập 13 lúc JA với chị JH uống say rồi nhảy trong quán cà phê tên gì vậy
mấy bạn
13회 카페에서 진아와 준희 누나가 술마실 때 나온 노래가 뭐예요?
(OST 관련)Bác nào biết tên bài hát tiếng anh trong phim k v ạ???
영어노래 제목 뭐예요?
(OST 관련)Bài hát chính của phim là gì ah! Hay quá
OST 뭐예요? 아주 좋아요.

10. MBC <부잣집 아들>
- 드라마 초반에 비해 뒤로 갈수록 재미가 줄어들었다는 의견
-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며 <같이 살래요>보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
- 주연배우들의 모습에 ‘사랑스럽다’는 시청 반응 나타남
MBC <부잣집 아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xem lúc đầu thấy cung hay nhưng càng xem càng nhạt với lại xem nhiều tuyến nhân vật
quá k hấp dẫn lắm.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볼수록 심심해졌어.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작품 관련)Không hay bằng phim làm vợ anh nhé các bạn coi phim này đi .Quí tử còn thua xa.
<같이 살래요>보다 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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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부잣집 아들> 관련 반응
(출연진 관련) gwang che và yong ha đáng yêu quá
광재와 영하 사랑스러워.
(출연진 관련) nam chính đáng yêu dã man.
남자주인공이 너무 사랑스러워.

11.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 드라마 초반에는 시청하기에 무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부족하다는 반응
- 드라마 내용이 지루하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 발생함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Kịch bản quá dở .kon hiểu nổi
드라마 대본이 지루하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작품 관련)Lúc đầu xem còn được càng về sau thấy nhảm thế nào ấy ,ko xem phim này nữa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볼수록 가치 없는 드라마였다.

12. KBS2 <슈츠>
- 작품 관련해 네티즌의 긍부정 시청반응 나타남
- 미드 원작과 비교해 한국판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임
- 작품이 재미있으며 배우 박형식과 장동건이 매력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시청의사를 밝힌 의견도 발견됨
KBS2 <슈츠>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cũng hay ráng xem cuối coi sao
드라마가 괜찮네. 마지막까지 봐야겠다.
(작품 관련)Phim này được remake từ bản gốc Suits của Mỹ . Tiếc là đã coi bản gốc cách đây 4 năm
nên ko ấn tượng mấy gì với bản Hàn, vì ver Mỹ coi phải nói là hoàn hảo
미국드라마 원작이 있는 드라마이다. 4년 전에 본 미국판이 너무 완벽해서 한국판을 봤는데 별로네.
(출연진 관련) 박형식 đẹp trai vậy trời
박형식이 너무 잘생겼다.
(출연진 관련) Xem film đơn giản chỉ vì có 박형식
박형식 때문에 볼 거야.
(출연진 관련) phim hay. Jang Dong Gun van ngau nhu xua
재미있다. 장동건은 옛날과 똑같이 멋지다.
(출연진 관련) phim hay nhưng mà các diễn viên nữ xấu quá
여자 배우들이 못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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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슈츠> 관련 반응
(OST 관련)nhạc phim là j ấy nhỉ các bạn
OST 뭐예요?
(OST 관련)Ae ai có đoạn nhạc intro của tập 8 cho mình nhé.
8회 시작할 때 나온 노래 뭐예요?
(OST 관련)Cho mk hỏi có ai bt nhạc phim cuối tập 3 là gì ko ạ?
3회 마지막 부분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13.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 탄탄한 극본을 비롯해 작가, 연출진, 출연진의 노고에 호평 나타남
- 남녀 주인공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
- 짧은 머리스타일을 한 장근석의 모습이 잘 어울린다는 반응임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
(작품 관련)Tình tiết rất thú vị, rất thu hút từ đấu đền cuối. Một kịch bản tuyệt tác. Bravo nhà biên
kịch và toàn ban làm phim!
드라마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너무 재미있게 봤어. 대단한 극본이다. 작가님, 감독님, 배우님들 모두 최고다.
(작품 관련)Tuy k có những cảnh tình cảm nhưng vẫn hấp dẫn từ đầu đến cuối.. rất đáng xem
애정씬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즐겁게 봤어.. 볼만했어요
(작품 관련)lúc đầu ko hay lắm, giờ càng ngày càng hay
처음에 별로였는데 볼수록 재미있더라.
(출연진 관련) Jang Geun Suk sao béo lên nhiều vậy, k đẹp như ngày trước
장근석 왜 그렇게 살 많이 쪘지, 옛날보다 못생겨졌어.
(출연진 관련) nữ chính nhìn mặt ko có cảm tình haiiii
여주인공 얼굴보기 싫어.
(출연진 관련)Phim hay quá . Sukkie cắt tóc đi nhìn đẹp thế k biết
드라마 재미있어. 장근석 머리 자르기 잘했어.

14.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결말에 네티즌의 호불호 의견 나타남
- 드라마가 진행 중임에도 남자주인공이 누구인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발생
- 매력적이지 않고, 극중에서 자주 눈물을 흘리는 여주인공의 모습에 짜증이 느껴졌다는 반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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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관련 반응
(작품 관련)Sao.kết thúc nhạt nhèo vậy nhỉ
엔딩이 너무 지루했어요.
(작품 관련)Cái kết có hậu. Phim quá hay
해피엔딩이라 좋았어요.
(작품 관련)nam chính trong phim là ai vậy mn??? xem đến tập 8 mà k bt ai là nam chính nữa.
남자주인공이 누구지? 8회까지 봤는데도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
(출연진 관련)Tạo hình tính cách nhân vật nữ chính đôi khi khó chịu thật sự, huhu. Khóc gì lắm thế, ảnh
hưởng ng khác vch T.T
여주인공 때문에 짜증나. 왜 그렇게 지주 울어. 보는 사람도 기분 안 좋아지게?
(출연진 관련)Cứ tưởng minho mới là nam chính chứ. Hóa ra k phải. Nghỉ coi luôn.
민호(배우 장동윤)가 남자 주인공인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그만 봤어.
(출연진 관련)kịch bản thì hay nữ chính vô duyên xem thấy chán
극본은 괜찮았는데 여주인공이 매력 없어서 별로였다.

15.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 드라마 방영일이 기다려졌다는 반응
- 완벽한 결말에 만족감을 나타낸 네티즌 의견 발생함
- 김명민의 연기가 만족스러웠으며 카이도 멋있었다는 반응임
- 카이 때문에 드라마를 시청하게 됐으나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과 대본이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보았다는 의견 나타남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hay quá. Trông mòn cả mắt. Các bạn nên xem phim này
드라마 볼만해요. 매일 이 드라마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 드라마 꼭 보세요.
(작품 관련)Kết phim hay quá
결말이 너무 좋았어.
(작품 관련)trời ơi, sao lại có 1 cái kết hoãn mĩ hay đến lạ thường thế này, ko thể ngờ tới lun á, cảm
ơn anh đạo diễn lẫn biên kịch nhé
결말이 너무 완벽했다. 이런 내용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작가님, 감독님 감사해요.
(출연진 관련)Kai đã đưa mình đến đây. Và diễn xuất tuyệt vời của đàn diễn viên chính cũng như kịch
bản không có điểm trừ đã giữ mình lại đây.
카이 때문에 보게 됐는데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고 극본 좋아서 끝까지 봤어요.
(출연진 관련)Cái a nam chính đúng là diễn qá đỉn
남자 주인공 연기가 대박이다.
(출연진 관련) Kai sẽ ... Ôi ôi. Ngầu thực sự ngầu luôn.
카이 너무 멋있다.

- 14 -

2018년 4월 한국드라마 인터넷반응 조사 (베트남)

16. MBC <위대한 유혹자>
- 드라마가 초반과 비교해 재미가 없어졌다는 혹평
- 대본이 지루하고 길어서 시청하기에 짜증스럽다는 반응
- 여주인공 조이가 가수활동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MBC <위대한 유혹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càng ngày ra tập càng chán chẳng có gì hấp dẫn nữa lúc đầu coi thấy hay
드라마가 처음보다 재미없어졌네.
(작품 관련)Càng coi càng bực, cốt truyện ngàn chấm lê thê!!
보면 볼수록 짜증나. 대본도 너무 길어.
(작품 관련)Kịch bản nhàm chán quá
극본이 지루하다.
(작품 관련)Kết thúc trọn vẹn mỹ mãn!! Love them
완벽한 엔딩이었다.
(출연진 관련) ghét cặp chính ghê
남녀 주인공 미워.
(출연진 관련) Joy chỉ nên làm idol thôi, đừng đóng phim làm gì
조이는 그냥 아이돌만 해. 연기하지 마...

17.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시청하는 내내 웃으면서 봤으며 준기, 윤아 캐릭터가 귀엽고 재밌다는 반응임
-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에 네티즌이 관심을 보임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này vừa hài vừa hay xem mà cười từ đầu phim đến cuối phim hài dã man
너무 재미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보면서 웃었어.
(작품 관련)phim hài ghê, coi rồi vẫn coi lại nè
너무 웃겨. 한 번 보고나서 다시 보고 있어.
(출연진 관련) Thích Junki oppa nhất phim
준기 오빠 제일 좋아
(출연진 관련) Yoon Ah dễ thương quá =)))
윤아 너무 귀여워
(OST 관련) BÀI HÁT Ở 27:00 TẬP 18 là bài gì ai biết cho tên cảm ơn nhiiu!
18회 27분에 나온 노래 뭐예요?
(OST 관련)bài hát ở cuối tập 18 - lúc do shik mặc bộ hề giúp mắt kính cầu hôn ở cty cô bạn gái là
bài gì ai cho biết cảm ơn!
18회 마지막에 나온 노래 뭔가요?
(OST 관련)cho em hỏi bài hát ở tập 19, phút 17:39 là bài gì vậy ạ?
19회 17:39분에 나온 노래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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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CN <작은 신의 아이들>
- 한국 드라마 관련 베트남 네티즌의 반응을 확인할 만한 의견이 발생하지 않음

19. SBS <착한 마녀전>
- 남녀주인공 역할이 귀엽고 마음에 든다는 반응임
-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부분도 만족스러우며 재미와 의미가 담긴 드라마라는 호평
SBS <착한 마녀전>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hay nhat tung xem tu truoc den gio
시청했던 드라마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이다.
(작품 관련)Phim quá hay. Kết thúc hạnh phúc.
드라마 너무 좋아요. 해피엔딩이다!
(작품 관련) Một bộ phim rất hay và nhiều ý nghĩa. Lâu lắm rồi tôi mới xem đi xem lại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드라마이다. 여러 번 봐도 재미있어.
(출연진 관련)Thik cặp dv chính quá. Dễ thương thiệt. Mình a chị sẽ ra nhìu phim nữa
남녀주인공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귀여우시네요. 다음 작품 기대할게요.

2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 시즌1과 비교해 재미있어졌다는 반응과, 내용이 빈약해졌다는 의견 혼재함
- 상황에 맞게 연기하는 권상우에게 호평이 나타남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관련 반응
(작품 관련)qua hay!!! xuat sac.
이 드라마 너무 좋다. 대박!!!
(작품 관련)Hóng típ phần 3
시즌3가 기대된다.

21. SBS <키스 먼저 할까요>
- 드라마 결말이 슬펐다는 평과, 괜찮은 작품이었다는 반응 나타남
SBS <키스 먼저 할까요> 관련 반응
(작품 관련)Phim hay và buồn nhưng sao vai chính lại cư phải chết
괜찮은 드라마야. 결말이 슬펐어. 주인공은 왜 죽은 거야?
(작품 관련)Phim gì bi thương quá. Cứ xem là khóc thôi.
이 드라마 너무 슬퍼. 보면서 계속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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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 사이트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동영상 부문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

⇧

⇧

▲

수집대상사이트
사이트 특징
◦한국드라마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커뮤니티로 한국
◦kites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이 다수
⇨
◦
한국 드라마 커뮤니티로 kites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kst
◦한국 드라마 관련 온라인 소통이 이루어짐
◦베트남 종합 검색엔진 1위 사이트로 폭넓은 커버리지를 보유
ㅇ구글 뉴스
◦이용 제한이 없음
⇨
◦
청소년 및 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뉴스 사이트
ㅇKenh14
◦주로 엔터테인먼트, 한국 관련 뉴스가 활발히 제공됨
◦Youtube
◦베트남 내 1위 동영상 공유 사이트
◦Bilutv
◦드라마, 영화 풀 버전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업데이트가 빠름
◦Phim bat hu ◦드라마, 영화 풀 버전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업데이트가 빠름
◦Phim14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공유 사이트
⇨
◦HayhayTV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공유 사이트
영화, 예능 프로그램 공유 사이트
◦phim3s(woohay) ◦※드라마,
합병되어 동일한 사이트로 연결됨
◦banhtv
◦드라마, 영화 풀 버전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업데이트가 빠름

수집항목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댓글 수

■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드라마제목

공식 제목

같이 살래요

Làm vợ anh nhé
Lấyanhnhé

고품격 짝사랑

드라마제목

공식 제목

슈츠

Tố tụng
Đấutrí

Tình đơn phương
Phẩmgiáyêuđơnphương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Thiên tài lừa đảo

그남자 오수

Cupid biết yêu
ThầntìnhyêuOhSoo

시를 잊은 그대에게

Mỗi ngày một bài thơ

나의 아저씨

Quý ông của tôi / Ôngchúcủatôi
ChúChânDàiCủaTôi

우리가 만난 기적

Phép màu đã cho ta gặp nhau

위대한 유혹자

Trò chơi tình yêu

대군-사랑을 그리다

Đại thân vương
Đạiquân

데릴남편 오작두

Oh Jak Doo Chồng Tôi
ChồngTôiLàOhJakDoo

으라차차 와이키키

라이브(Live)

Cuộc sống

작은 신의 아이들

미스트리스

Nhân tình bí ẩn
Nhữngcônhântình

착한마녀전

Phù thủy tốt bụng
Manữtốtbụng

추리의 여왕 시즌2

Nữ hoàng trinh thám 2

키스 먼저 할까요

Mình hôn nhau đi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부잣집 아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Chị đẹp mua cơm ngon cho tôi
Chịđẹpmuađồănchotôi
Điềukỳdiệutrongcơnmưa
Quý tử nhà giàu

Ôm em thật chặ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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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국가의 특징
인도네시아 내 한국드라마 인터넷 반응은 뉴스, 동영상, SNS 사이트에서 주로 발생한다. 인도네시아는
대표 포털 플랫폼의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를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한국드라마 팬 페이지(일종의 커뮤니티)를 개설한 후
관심 있는 네티즌들이 이를 팔로잉하는 형식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곳에 한국
드라마 및 배우들과 관련한 동영상과 사진을 활발하게 업로드하며 , 게시글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댓글을 달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네티즌 여론은 팔로워 수가 많은 SNS 커뮤
니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인도네시아 내 한국드라마 인터넷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뉴스 제공 사이트 1개(구글뉴스), 동영상 제공
사이트 5개(Youtube, CinemaQQ, DrakorIndo, 논톤드라마, 인도엑스엑스아이), SNS 2개(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를 선정·수집하였다.1) SNS에 게시되는 사진과 동영상은 ‘게시글’로 통합해 집계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드라마의 공식 명칭을 영어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이트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라도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동영상 제공 사이트 중 Youtube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들의 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Youtube는 ① (동영상 부문) 동영상 게시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이디인 경우 ② (네티즌 여론 부문)
인도네시아어로 댓글 반응이 나타난 게시글만을 집계하였다.

■ 정량조사 결과
인터넷 반응 수집을 위하여 프로그램별 공식 드라마명과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2)하였으며, 뉴스는 기사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집계하였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사이트의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45,002건

65건

1)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사이트’ 참고
2)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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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부문
개수

조회수

1,002건

1,071,4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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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티즌 여론 부문
조사 결과
- 네티즌 여론 부문에서 4월 한 달 간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수는 총 45,002건이었다. 네티즌 여론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게시글수와 댓글수, 동영상 사이트에서 발생한 댓글수를
합산해 집계했다. 전체 네티즌여론 중 약 80%가 SNS 댓글수(35,855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영상
댓글수는 총 7,892건으로 17.5%의 비중을 차지했다.
- 네티즌 반응은 MBC<위대한 유혹자>(9,094건, 20.2%)가 가장 높았으며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5,249건, 11.7%%)의 약 2배 수치로 나타났다. MBC<위대한 유혹자>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은 게시글이 있었던 만큼 댓글수도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OCN<그남자
오수>(4,847건, 10.8%), tvN<시를 잊은 그대에게>(4,299건, 9.6%), KBS2<슈츠>(3,439건,
7.6%), SBS<스위치-세상을 바꿔라>(2,564건, 5.7%) 등의 순으로 네티즌 여론이 형성됐다.
[표 1. 네티즌 여론 부문]

채널

드라마

MBC

위대한 유혹자

합산 채널
9,094

tvN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5,249 KBS2
OCN
tvN

그남자 오수
슈츠

나의 아저씨
우리가 만난 기적

착한마녀전

2,506

3,439

tvN

2,508 KBS2

드라마

합산

데릴남편 오작두

769

추리의 여왕 시즌2

439

OCN

미스트리스

401

MBC

1,973 KBS2

작은 신의 아이들

1,453

MBC

부잣집 아들

185

라이브(Live)

1,306

MBN

고품격 짝사랑

140

1,277

SBS

키스 먼저 할까요

110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564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SBS

합산 채널

4,847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1,578

시를 잊은 그대에게 4,299 OCN

KBS2

드라마

같이 살래요

총 계 : 45,002건

806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59

2. 뉴스 부문
조사 결과
- 4월 한 달 간 발생한 한국 드라마 관련 뉴스 기사는 65건으로, 2개의 드라마에 집중적으로 기사가
발생했다. 게재된 뉴스는 대부분 드라마의 한국 내 시청률, 출연자들의 정보(주인공 성격과 실제
성격의 차이, 이전에 출연한 작품 등)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 관련 뉴스가 많았던 작품은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23건, 35.4%), MBC<위대한 유혹자>(22건,
33.8%)였다. 이외의 작품은 모두 5건 미만의 기사가 발생했으며 KBS2<슈츠>(4건, 6.2%),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3건, 4.6%) 등을 기록하였다.
- 조사기간 중 MBN<고품격 짝사랑>, OCN<그남자 오수>, MBC<데릴남편 오작두>, MBC<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tvN<시를 잊은 그대에게>, OCN<작은 신의 아이들>, SBS<착한마녀전>은
뉴스 기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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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스 부문]

채널

드라마

MBC

위대한 유혹자

22

KBS2

슈츠

4

tvN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3

OCN

KBS2

2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1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2

MBC

부잣집 아들

1

OCN

작은 신의 아이들

0

SBS

2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1

SBS

착한마녀전

0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기사수 채널

같이 살래요
키스 먼저 할까요

23

드라마

tvN

나의 아저씨

기사수 채널

드라마

기사수

1

MBN

고품격 짝사랑

1

OCN

그남자 오수

0

라이브(Live)

1

MBC

데릴남편 오작두

0

미스트리스

1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총 계 : 65건

0

0

3. 동영상 부문
- 조사된 동영상은 총 1,002개였는데, 5분 이상 동영상(803개, 80.1%)이 5분 미만 동영상(199건,
19.9%)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인도네시아 동영상 사이트의 한국드라마 관련 영상이 대부분 드라마를
그대로 녹화해 업로드한 풀버전 영상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최신 한국드라마를 방영 일주일 내에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행태는 인도네시아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 조사기간 내 동영상 발생 개수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는 KBS2<같이 살래요>(90건, 9.0%)였으며,
MBC<위대한 유혹자>(84건, 8.4%),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80건, 8.0%)가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드라마별로 살펴보면 최대 90건부터 최소 14건의 동영상이 나타났다.
[표 3. 동영상 부문 - 개수]

채널

드라마

KBS2

같이 살래요

90

MBC 데릴남편 오작두

56

MBC

위대한 유혹자

84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80

OCN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77

SBS

tvN

나의 아저씨

58

SBS

키스 먼저 할까요

tvN

라이브(Live)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동영상수 채널

드라마

드라마

동영상수

MBN

고품격 짝사랑

32

56

MBC

부잣집 아들

32

그남자 오수

54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28

착한마녀전

45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7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44

OCN

작은 신의 아이들

22

58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35

OCN

미스트리스

19

57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34

KBS2

슈츠

14

총 계 : 1,002건

동영상수 채널

- 인도네시아의 동영상 사이트는 대부분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외부 링크를 이용
하며 이 경우 동영상 조회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대상 동영상 사이트 5개 중에서
2개의 사이트(Youtube, 논톤드라마)에서만 조회수를 수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종 집계된 동영상
조회수는 일부 사이트의 시청만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조사기간 내 동영상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드라마는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495,561회,
46.3%)로 SBS<키스 먼저 할까요>(111,535회, 10.4%)의 약 4.4배에 달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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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외에는 tvN<라이브(Live)>(77,030회, 7.2%), KBS2<같이 살래요>(75,304회, 7.0%),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56,475회, 5.3%), MBC<위대한 유혹자>(50,338회, 4.7%) 순으로
동영상 조회수가 나타났다.
[표 4. 동영상 부문 -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495,561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38,028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3,288

SBS

키스 먼저 할까요

111,535 MBC

부잣집 아들

32,831

tvN

tvN

라이브(Live)

77,030 OCN

미스트리스

30,012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2,430

KBS2

같이 살래요

75,304

나의 아저씨

15,465

OCN

그남자 오수

1,611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56,475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4,028

KBS2

슈츠

1,535

MBC

위대한 유혹자

50,338 MBC 데릴남편 오작두

9,072

OCN

작은 신의 아이들

597

45,732

7,641

MBN

고품격 짝사랑

0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tvN

SBS

착한마녀전

총 계 : 1,071,4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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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네티즌 반응이 나타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은 대체로 작품 전개와 출연진, 배우 연기력 등에 관해 비교적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 프로그램명 가나다순)

1. KBS2 <같이 살래요>
- 작품의 스토리를 평가하는 댓글이 주로 나타남
-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으나, 일부 부정적 평가가 발견됨
- 스토리 전개가 느리다는 점과 출연자들이 생소하다는 점에서 혹평이 발생
KBS2 <같이 살래요> 관련 반응
(작품 관련)Aku suka .. keren drama nya walau 5 eps baru sampe.
지금까지 5회까지 봤지만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멋진 드라마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작품 관련)Trmasuk drama kluarga sih kmungkinan epsnya smpai 50an gtu baru tamat
가족 이야기에 대한 드라마여서 이 드라마는 50회까지일 것 같아.
(작품 관련)Ternyata setelah drakor "My golden life"...muncul drama kelg yg menarik hati "Marry me
now" I like it.
<황금빛 내 인생> 드라마 이후 가족에 대한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드라마가 있어. 그것은 바로 <같이 살래
요>라는 드라마야. 난 이 드라마를 좋아해.
(작품 관련)Nonton marry me now koq biasa aja lempeng baru episode 1 dah males apa karna pemainnya ya.
<같이 살래요> 드라마를 첫회를 봤는데 뭔가 재미없는 것 같다. 아마 배우들때문인 것 같다.
(작품 관련)ada yg lg ngikutin drama on going ini g chingu..menurutqu keren' bgt nihh drama recomented bgt
혹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분들 있나요? 전 이 드라마를 완전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작품 관련)Ini pemggantinya My Golden Life. Kira2 5 episode awal belum ngeklik banget sama drama
ini, tapi abis itu ketika semua tokohnya udah bersilangan jalan baru dapet ceritanya. Jadi kalo dulu My
Golden Life langsung ngegas ceritanya, drama ini lebih lambat panasnya.
이 드라마는 <황금빛 내인생> 후속작이에요. 5회까지 아직 흥미진진하지 않았지만 <황금빛 내인생>과 서로
출연자가 반대 상황이여서 이 드라마를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황금빛 내인생>과 비교하면
이 드라마는 스토리 이 조금 늦은 편이에요.
(출연자 관련)Yg drama on going dia jga ada di marry me now,, lbh ganteng mlahan
방송되고 있는 <같이 살래요> 드라마에서 이종현을 볼 수 있어. 그 드라마 안에서 더 잘생겼어.

2. MBN <고품격 짝사랑>
- 과거 웹드라마로 먼저 방영되었기 때문에 댓글수가 저조하게 나타남
- 작품과 관련한 시청의견 보다는 링크 공유 요청 등의 댓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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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고품격 짝사랑> 관련 반응
(작품관련)Drama high end crush ... Memang ada season 2 nya ching? Kalau ada bagi link nya yg season 2
<고품격 짝사랑>은 시즌2가 있나? 있으면 링크 공유 부탁드려요! 헤헤
(작품관련)Minta recommend drama yang durasinya pendek dan episodenya dikit dongà Highe end crush
<고품격 짝사랑> 드라마는 episode가 많지 않고 episode마다 길이가 짧다.
(작품관련)Aku lagi suka high end crush.. romantis sih enggak tp episode2 awal ini masih suka.. gak
tau nanti endingnya..kayaknya sih happy
난 <고품격 짝사랑>이 좋다. 로맨틱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1~2회를 보다 보니 그냥 마음이 든다. 마지막 회는
잘 모르겠지만, 해피엔딩일 것 같다.

3. OCN <그남자 오수>
- 드라마와 관련한 댓글이 많이 발생한 편
- 다음 회차를 궁금해 하는 반응이 다수 나타났으며, 스토리라인이 복잡하지 않고 로맨틱하다는 호평
- 마지막 엔딩 장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쉽다는 의견
- 주인공 이종현 관련 긍정적인 댓글이 다수
OCN <그남자 오수> 관련 반응
(작품 관련)Adakah yang kecewa sama endingnya drama "That Man Oh Soo" kayak akoh??? itu ngapa
si OhSoo malah amnesia di akhir.. Ah elaaaaah padahal dramanya sweet bgt loh
혹시 <그남자 오수> 나처럼 실망한 사람이 있나? 마지막 회에서 오수는 기억을 잃어버렸네. 에휴 로맨틱 드라마였는데!
(작품 관련)Aku berenti depisode 2terakhir bosen nntn ny
나는 2번째 마지막 회 전까지만 봤다. 좀 지루했다.
(작품 관련)That man oh soo Sweet tapi sedih,,gak sabar liat episode 16 penasaran sama endingnya
<그남자 오수> 드라마 내용이 스윗하지만 좀 슬프네. 16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마지막 회 궁금하다.
(작품 관련)That man oh soo episode 10 ending nya mesra banget, akhirnya mereka jadian uhuy....
Sepanjang episode romantis banget, tp menjelang ending malah bikin dengan
매 회차가 아주 로맨틱인 한데다가 엔딩 회차는 무슨 일이 생길지 조마조마하게 되네.
(작품 관련)Apakah mreka berakhir Sad Ending? Ada yg tau gk akhir critanya Sad end atw happy end chingu?
<그남자 오수> 무슨 일이 생겼지? 결국 슬픈 엔딩일까? 혹시 마지막에 슬픈 엔딩인지 해피엔딩인지 누구 아나요?
(작품 관련)Oh soo nya lupa ingatan sama sekali ga ingat seo yoo ri....Ending nya kurang greget...
오수는 기억을 잃어버렸으니 서유리에 대한 기억을 아예 못하게 되었네. 엔딩이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작품 관련)Cerita That man oh soo Bagus kok chingu , ceritanya ga berat ga belibet .
<그 남자 오수>가 좋은 드라마가 된 이유는 스토리라인이 무겁거나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출연자 관련)that man oh man soo pertamanya gak seru lama2 diikutin karna ada opaa ganteng ehh bkin baper jugaa
<그남자 오수> 처음에 봤을 때는 재미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종현 오빠가 있어서 더 보고 싶어졌다.
(출연자 관련)That Man Oh Soo...Ending_@ mreka b'2 gk greget...mlah ngeselin krn biasa ja..
<그남자 오수> 마지막 회는 두 주인공의 호흡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해보 인다.
(출연자 관련)Ada yg msh inget si oppa yg satu ini. selain maen d That man oh soo. masih imut2 banget. Jong Hyun
혹시 <그남자 오수>에 나온 이종현이 다른 드라마 어디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나 귀엽게 생겼으니까요
(출연자 관련) kecewa bgt ending that man oh Soo padahal drama a udh manis bgt,,,Suka bgt liat Lee
Jong Hyun ma gong Seung Yun
처음엔 스윗하고 로맨틱했는데 엔딩이 완전 대실패. 그래도 이종현과 김소은이 같이 커플로 나온 게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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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vN <나의 아저씨>
- 로맨스 요소는 강하지 않지만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을 자극한다며 호평
- 이선균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으나 연기력이 뛰어나 매력적이라며 팬이 되었다는 평이 많음
- 아이유의 연기력이 늘었다는 평, 아이유 연기에 감정 몰입이 잘 됐다는 의견
- OST와 관련한 평도 나타남
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작품 관련)My mister ada yg nonton... Baru selesai nontn eps 5. Dan daebakk drama nya muter otak
mikir saban nontn apalagi yang bakal dilakukan ji an hehhe
<나의 아저씨>를 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직 5회까지 봤는데 아주 대박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머리를
써야하는 드라마네요. 이지안이 무엇을 더 할 건지 궁금해졌어요. 헤헤
(작품 관련)My Mister jadi Drama terpopuler untuk bulan April, 5 minggu penanyangan 3 minggu jadi
drama terpoouler no #1
<나의 아저씨>는 4월에 5주 동안 방송됐고 3주 내내 1위인 인기 드라마예요.
(작품 관련)Drama Bagus. Rekomen banget, mungkin di episode 1 dan 2 yang gk biasa nonton drama
genre kaya gini bakal ngerasa bosen, tapi di episode berikutnya bikin kita penasaran. Walau drama ini
bukan romance tapi tetep bikin baper gak harus beradegan romantis untuk buat penonton jadi baper,
saling perhatian antar tokoh juga sukses bikin baper, bahkan perhatian ke adik/kakak
이 드라마는 아주 좋아요. 완전 추천해요. 아마 1-2회쯤에서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후 회차들을
보면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로맨스가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드라마구요. 출연자들이
서로 신경을 써주고 남매처럼 보여서 아주 설렘을 느꼈어요.
(작품 관련)Setelah 7 ep akhirnya bisa liat ji an tersenyum. Suka liat scene yg ini
7회 후 결국 지안의 웃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아주 좋았어요.
(작품 관련)Tentang kehidupan. Cerita seru bgt tiap episodnya bikin penasaran. Nonton aja nanti kamu akn ketagihan.
이 드라마는 삶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예요.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에피소드마다 늘 호기심을 이끌어내요.
이 드라마를 보면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작품 관련)perasaan aku potel2
karena kalian bakalan ngerasain
<나의 아저씨>를 보고 나서 내
갈등요소들을 호기심있게 이끌어

setelah nonton drama my ajhussi/my mister. drama ini recomended banget
konflik yg dibuat penasaran.. sedih,nyesek, dan kesel campur aduk..huhu
마음이 아파졌어요. 이 드라마를 강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스토리에 녹아있는
냈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는 슬픔, 짜증남, 답답함이 섞여 있어요.

(작품 관련) Makin cinta sama ini drama. Semakin kesini ko sie ahjussi tambah keren. Lee ji Ann dan
mulai terbuka sama orang lain.Drama ini bagus banyak pembelajaran. Salah satunya,ialah d saat Lee ji
Ann berjuang keras dr muda tuk hidup nya dan neneknya. Baguuuusssss beneran nie drama.
저는 더욱 이 드라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저씨는 더욱 멋있어 졌고, 이지안도 다른 사람을 잘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드라마 안에서 배울점도 많아요. 그 중 하나는 극중 이지안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삶과 할머니의
삶을 위해 늘 열심히 살아 왔다는 거예요.
(출연자 관련)My Mister, sebelum tayang banyak yg under estimate IU di pasangkan sm Lee Sun Gyun.
Banyak yg bilang Lee Sun Gyun ketuaan, ga cakep, dll. Padahal sblm mereka di pasangkan pasti banyak
pertimbangan knp ajusshi ini yg di pilih. Lee Sun Gyun jg termasuk actor senior dan udah tinggi jam
terbangnya. Sekarang setelah tayang banyak yg kesengsem sm pesonanya. Dia mungkin ga cakep tp
berkarisma. Suka yg model2 begini
<나의 아저씨>가 방송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유와 이선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선균이 나이도 많고 잘 생기지도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캐스팅하기 전에 많은
고려를 했겠죠. 이선균은 경험이 많은 배우예요. 결국 드라마가 방송된 후 사람들은 그 아저씨의 매력에 푹
빠졌고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저씨는 잘 생기지 않았지만 매력쟁이에요. 저는 이런 배우를 좋아해요.
(출연자 관련)Ada yang ngikutin drama MY Mister?? Suka bgt sama karakter IU disini
혹시 <나의 아저씨>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극중 아이유의 성격을 아주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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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Disini kayak nya jarang yg bahas drama ini My mister(My ahjussi)..drama nya masih
ongoing baru 6 episode..awalnya kurang tertarik sama cast nya para ahjussi..setelah nonton drama nya
DDabong..walaupun katanya gak akan ada romance nya tp drama ini sumpah bagus,,nyesek liat
karakternya mbak IU..recomend banget di tengah drama sweet yg lagi bertaburan..
대부분 <나의 아저씨>를 자주 이야기 하지 않고 있네요. 이 드라마는 얼마 전에 방송된 드라마이고 6회까지
방송됐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아저씨들이 출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다 보니 이 드라마는
훌륭하고 로맨스가 없더라도 마음을 흔들릴 정도로 좋은 드라마더라구요. 그리고 아이유의 연기가 아주 슬퍼
보여서 완전 추천할 만한 드라마예요.
(출연자 관련)My mister (my ahjussi) skrg SDH ep 4...Menurutku sih bagus IU keren mainnya..bareng
ma Lee sun kyun. Para pemain yg lain aktor kawakan keren deh.
<나의 아저씨>는 4회까지 방송이 됐어요. 아이유가 연기를 아주 멋지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선균이랑 짱!
다른 경험이 많은 출연자들도 완전 멋지다고 생각해요.
(출연자 관련)klo du drama ini qu akui aktibg IU lbh oke dr pd du moon lover..
<달의 연인>보다 이 드라마에서의 아이유 연기가 더 좋아요.
(출연자 관련) Cuma mau kasih aplause buat neng satu ini.. Neng IU ini contoh bgt idol yg bisa
diperhitungkan.. Idol yg berani keluar dri comfort zone peran2 manis, ceria, baik hati.. keluar ke zona
yg nggak biasa out of the box.. Di My Mister akting n karakternya badass, dingin, suram, berat,
cerdas, misterius sekaligus jahat, masi ketambahan pembunuh.. Ga jahat bgt sih cuma blm kelihatan
gimana prosesnya nanti and apa tujuannya dri semua tindakannya itu.. Matanya penuh bercerita tanpa
dialog, gerak geriknya luwes gesit, aktingnya mikro bgt nggak sih tapi sampe n ngefeel.Beginilah
seharusnya idol berakting wkskwkwk Manteblah.. Hebatt neng.. Berani mengeksplore potensimu.
그냥 아이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아이유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냥 스윗
하고 착하고 씩씩한 캐릭터만 했는데 <나의 아저씨> 안에서 연기와 캐릭터는 완전 다른 역할이어서 악역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이유 눈빛을 보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고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배우라면 아이유처럼 연기를 해야죠ㅎㅎㅎ 아이유 짱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자기계발을
잘 하는 것 같아서요.
(출연자 관련)akhirnya nangis juga. best scene sejauh ini, ledakan tangisan lee jia an diiringi soundrack
yg memukau dari sondia (adult) sangat2.
저는 이 드라마 때문에 울었어요. 가장 좋은 장면은 이지안이 울면서 어른 노래를 트는 부분이었는데 아주
감정적이었어요
(OST관련)Akhirnya soundtrack my mister udh rilis chingu ❤.. siapa yg ngikutin drakor my mister
드디어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나왔어요, 친구들. 누가 이드라마를 보고 있나요?
(OST관련)Repeat terus lagu ini #mymister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계속 틀고 싶어요~

5.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 사극 장르 중 추천하는 드라마라는 호평과 다른 드라마와 유사하다는 혹평이 동시에 나타남
- 윤시윤의 연기가 진정성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
- OST에 관심을 보이는 의견도 일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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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관련 반응
(작품 관련)Apa cuma Q aja yg Gregetan ama Drama yg 1 ini???? #GrandPrince
저만 이 <대군-사랑을 그리다> 드라마가 아주 짜증나는 건가요?
(작품 관련)Recommend banget dah ini Drama Menguras air mata. Mancing emosi. Bapernya juga kenna.
#GrandPrince #ongoing #Drama20eps
추천하는 드라마예요. 울게 하고 답답하게 만든 드라마요. #대군-사랑을 그리다 #방송중 #드라마20회
(작품 관련)Ada yg ngikutin grand prince?alah mirip2 queen seven days
혹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왠지 <7일의 왕비> 드라마와 비슷하네요.
(작품 관련)Kalau mau nonton drama kerjaan ada juga Grand Prince
혹시 사극 드라마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대군-사랑을 그리다> 드라마를 봐야 돼요.
(출연자 관련)Dibikin baper sama akting yoon shi yoon di drama grand prince. Bnr" menjiwai peran nya
Keren deh oppa mata sipit ini.
윤시윤의 연기는 아주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마음을 다해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눈이 작은 오빠는 아주 멋져요.
(OST 관련)Chinggu,, coba deh nonton video di Youtube yg judulnya grand prince MV ,,trus dengerin
lagunya, itu lagu penyanyinya siapa yaa,, bagus banget,,
친구들, Youtube에서 <대군>의 동영상을 보세요! 이 노래 누가 부른 거예요? 완전 좋은 음악이에요.

6. MBC <데릴남편 오작두>
- 특징적인 감상이나 개인적인 의견(댓글, 포스팅 등)이 적은 편
- 배우 김강우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
MBC <데릴남편 오작두> 관련 반응
(작품 관련)di drama MY HUSBAND MR OH. awalnya nnton drama ini nguap mulu ceritanya terlalu
lambat alurnya..tapi makin kesini kok nagih yaa selain romance comedy tentunya ada berbau thriller
disini ada kasus balas dendam dibalik cerita ini. dia tayang di stasiun tv yg sama kaya dramanya joy
tapi drama ini berhasil nembus 2 dijit terakhir liat rating episode 12 kemaren 12 koma sekian persen
lumayan tinggi juga di korea sana..
처음에 이 드라마를 봤을 때는 스토리 흐름이 아주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다 보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특히 로맨스와 스릴러가 섞인 스토리가 매력적이네요. 게다가 복수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 외에 가장 눈에 띄는 바로 김강우예요.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12회는 약 12%를
차지해서 아주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작품 관련)Ada yang ngikutin drama My Husband Oh Jak Do ga ya disini ko kayanya sepi-sepi banget,
menurutku keren loh...
혹시 <데릴남편 오작두>를 보는 사람있나요? 되게 좋고 멋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출연자 관련)Nonton MY HUSBAND OH JAK DO suka kesem2 liat Choi depyunim mirip2 aktor
Bollywood. kalo senyum lesung pipit nya itu lho sama Idungnya yg gede. mirip siapa ya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최대표님을 보면 인도 스타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점점 웃음을 점점 짓게 됐어요.
(출연자 관련)selain ceritanya yg paliiiiiiiiingggg menyita perhatian adalah kim kang woo pemeran oh jak
doo dia ahjussi tampan umur 39 tahun om2 emang beda pesonanya yaa keliatannya gentelman aja gitu
maskulin hahahahahhaha. bagi gw di cocok banget meranin laki2 desa yg lugu , polos , keliatan bloon
sedikit tapi dalam seketika dia juga bisa berubah jadi orang yg misterius dan berkharisma..uee disini
juga cantik banget beda di drama manhole disini ga keliatan terlalu kurus banget , mukanya tirus
keliatan lebih cantik dan imut , klo soal akting jangan tanya dah ga perlu diraguiin lagi klo lagi akting
sedih bukan cuma air matanya aja yg keluar sampe ingus2nya juga ikutan keluar total banget pokonya
스토리 말고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김강우예요. 이 아저씨는 39살이지만 매력적이고 아주 남자답게
보였어요. ㅎㅎㅎㅎ 촌스러운 남자 역할이 아주 잘 맞은 이유는 착하고 순수해 보이고 조금 어리숙하게 생겼으
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매력적인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유이는 여기서 아주 예쁘게 나오고 맨홀 드라마에
나온 모습이랑 완전 다르네요. 이 드라마에서 막 너무 날씬해 보이지 않고 조금 얼굴이 작아져 보이지만 더
예뻐졌고 귀엽게 생겼어요. 연기력은 아주 좋아서 저도 유이가 울면 같이 울게 됐어요. 완전 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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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vN <라이브(Live)>
- 현실을 잘 반영한 드라마,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라는 호평
-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의견
-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드라마로 거론됨
tvN <라이브(Live)> 관련 반응
(작품 관련)Drama lee kwang soo yg 1 nie pas lg sedih2ny d moment ini. Ak cwo, nahan air mata,
nahan sedih. Sumpah sesek rasany dada. Wkwk. Bsa aj drkor, bkin manusia ngerasain nysek d dada.
이 드라마에서 이광수가 가장 슬펐어요. 저는 남자인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참는게 힘들었
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보는 시청자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뿐이에요.
(작품 관련)Tembak tembakannya ga kalah sama drama atau film amerika ditambah lagi jalan ceritanya
yg wow, hasilnya daebak diluar ekspetasi bikin nangis terus tiap episodenya. Sekarang tinggal dua
epiaode lagi gw harap dapet award #LIVE
총을 쏘는 장면은 거의 미국 영화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스토리라인은 완전 좋고 대박이었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Episode마다 눈물짓게 만들었어요. 지금 2회가 남았는데 꼭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작품 관련)Live eps 6.Drama kepolisian dengan genre slice of life yang cukup menarik. Menceritakan
kehidupan sehari2 khususnya di kepolisian dengan senyata mungkin. Tapi sangat disayangkan ada
beberapa adegan atau scenario yang justru sangat tidak masuk akal jika diterapkan di kehidupan
sehari2.Contoh diadegan ini.Ada korban bunuh diri dengan meminum cairan pemutih atau pembersih.Saat
polisi tiba,korban sudah dalam keadaan tidak sadarkan diri.Ini sangat berbahaya jika dilakukan dalam
kehidupan nyata.Orang dalam keadaan tidak sadarkan diri baik keracunan atau apalah,tidak boleh
dimasukkan sesuatu kedalam mulutnya.Kalo cairan,bisa menyebabkan "tenggelam" didalam organ vitalnya
<라이브(Live)> 6회. 경찰과 관련한 이 드라마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이야기에 대한 드라마여서 아주 현
실적인 경찰 삶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몇몇 장면은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비합리적이더라구요. 예를 들어
자살 시도를 해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우유를 먹여주는 장면들이요.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 '익
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주면 안 되거든요.
(작품 관련)Selain saya.. apa disini ada yang ikutin drama berjudul LIVE? Awalnya sy rasa sedikit
garing.. tp setelah diikutin ternyata asik jg. banyak sisi positif yg memberikan pendidikan dalam hidup
umumnya dan menjadi polisi yg baik pada khususnya.
저 말고 혹시 여러분도 이 <라이브(Live)>라는 드라마를 보나요?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보다 보니 재미가 생
겼어요. 게다가 삶에 대해 배울 점도 많았어요. 특히 경찰들의 삶에 관한 배울 점이요.
(작품 관련)Menurut saya porsi disetiap scene itu tepat. Fokus pada masalah yang sering terjadi di kepolisian
membuat drama ini menarik. Ada juga bagian - bagian romance yang menurut saya tidak berlebihan. Dari drama
ini saya dapat melihat setiap cerita dibalik diri mereka masing - masing. Berusaha bangkit dari keterpurukan
yang mereka alami. Saat ini drama live sudah mencapai episode 14. Drama ini sangat recommended buat kamu
저에게 이 드라마의 장면들은 크게 공감가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더 재미있어요. 또한
로맨틱 장면도 과하지 않게 다루고 있어서 좋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삶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드라마예요. 그들은 위기나 고통스런 상황에 빠져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요. 지금까지 14회까지
방송됐는데 완전 추천하는 드라마예요.
(출연자 관련)chingu ada yg ngikutin drama live g? Smpe episode ke 6 c bgus critanya. Palagi ada lee
kwang so.. dy main jd org serius ttp aja liat mukanya kpngn ketawa.
여러분 혹시 <라이브(Live)>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나요? 6회까지 봤는데 아주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게다가 이
광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개그맨처럼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보면서 늘 웃음이 나왔어요.
(출연자 관련)Ada yang ngikutin drama live? Menurut kalian jung-o cocok sama senior choi atau sang
soo? Saya berharapnya sang soo sama hyeri, jung-o sama choi aja
혹시 <라이브(Live)>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에 정오는 최선배님이랑 더 궁합이 맞을
까요? 아니면 상수랑 더 맞을까요? 전 정오는 최선배님이랑 더 맞을 거고 상수는 그냥 혜리랑 맞다고 생각해요.
(출연자 관련)Karakternya sangat menjiwai, dua pemeran utama diceritakan tertekan karena beratnya
hidup, bahkan lee kwang so disini dibuat sebagai orang temperamental
출연자들이 아주 연기를 잘해서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주인공 2명은 힘든 삶으로 인해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충분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게다가 광수는 예민한 것도 잘 연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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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CN <미스트리스>
- SNS의 게시글, 반응이 저조한 편
- <미스트리스>의 장르를 궁금해 하는 의견과 예고편 영상이 흥미진진하다는 반응이 나타남
OCN <미스트리스> 관련 반응
(작품 관련)Mistress masih ada tautan genre romance sama mystery, gak bisa dibandingin sama Voice yg
pure thriller, dan disini kayaknya gak ada psikopatnya juga, jdi bakalan bagus atau ga liat aja nantinya
<미스트리스>는 로맨스와 미스터리 장르가 섞였어요. 그래서 완전 스릴러 장르였던 드라마 <보이스>와 비교
할 수 없어요. 여긴 사이코패스도 등장하지 않구요. 지금까지는 이 드라마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이 안돼요.
(작품 관련)Official Trailer Mistress Drama OCN akan menggantikan Children of Lesser God. Han Ga In
jadi pembunuh njirr.. Seru trailernya!!!
<미스트리스 > 예고편이에요 . 이 드라마는 <작은 신의 아이들> 후속작이예요 . 예고편을 봤는데 한가인은
킬러가 됐네요! 예고편은 완전 흥미진진하네요 !!!

9.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대체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로맨스라는 호평이나 일부 비슷한 에피소드가 반복된다는 지적
- 극 중 주인공인 손예진과 정해인이 잘 어울린다는 의견
-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잘 살려준다는 반응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
(작품 관련)"Pretty Noona who buy me food" bikin saya baper parah..bikin saya makin seneng drakor
dengan tema Noona romance seperti ini..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특히 이런 드라마처럼 연상연하의 로맨스 드라마가 좋아요.
(작품 관련)Drama ringan ga perlu mikir tapi bisa bikin senyum-senyum sendiri . baru selese nonton eps 6
이런 가벼운 드라마를 좋아해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서요. 그리고 혼자서 웃게 해주는 드라마여서 좋아요.
지금 6회까지만 봤어요.
(작품 관련)Baru selesai nonton 6 episode Something In Rain (Pretty Noona Who Buy Me Food).Episode
awal agak bikin saya boring chingu, tp Krn d group ini byk bgt yg ngomongin. Sy bertahan sampe ep. 2
terus lanjut episode 3 ehhh langsung klepek-klepek pas adegan si Noona megang tangan Jeon Hee d
bawah meja. Adegan itu ga bisa ilang dr pikiran ini. Ekspresi Jeon Hee ga ilang2 dr ingatan
이 드라마의 6회까지 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재미없었지만 이 페북 그룹 네티즌들이 자주 언급하는 작품이라
2회까지 보게 됐어요. 3회에 누나와 준희가 책상 밑에서 손을 잡는 장면에서부터 이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장면은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준희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작품 관련)drama berpotensi membosankan kalo konfliknya datar aja dan banyakan romancenya.
이 드라마는 점점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늘 같은 문제와 로맨스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어서요.
(출연자 관련)Guys...Ada Yang sudah nonton pretty noona who buys me food alias something in the rain
yg di perankan dgn manis olehJung hae jin &Son yeh jin. Menurut kalian Jung Hae In cocok buat son
ye jin noona yang bikin baper yg bikin emosi kita mengharu biru? Bagiku iya.
여러분 혹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봤어요? 이 드라마는 손예진이랑 정해인이 출연하는데요 .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리나요?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출연자 관련)Asli chemistry dua tokoh utamanya dapet banget, Hae In charming banget.
주인공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해인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OST 관련)Dan yang paling gue suka tuh OST nya, the best dah bikin suasan cinta2an nya jadi makin oke
<밥 사주는 예쁜 누나> 배경음악을 가장 좋아해요. 스윗한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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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BC <부잣집 아들>
- 다른 드라마에 비해 시청의견이 저조하게 나타남
MBC <부잣집 아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Judul Rich family's son. Seru dramanya,bakalan jadi drama on going selanjutnya nih.
<부잣집 아들>은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이고 계속 방송될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작품 관련)Drama panjang ini berhasil menarik minat gue dari episode awal. Langsung klik pas
nontonnya biar ceritanya standar romance sih
조금 긴 스토리지만 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드라마예요. 보통 로맨스 이야기이지만 바로 클릭하고 보고 싶어요.
(작품 관련)Rich Family's Son bagus, klo nyari yg intensitasnya ke msalah keluarga cocok ini
혹시 가족 이야기에 대한 드라마를 찾으면 이 <부잣집 아들> 드라마를 추천해요

11.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 조사대상 드라마 중 가장 적은 댓글이 발생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Saranin Movie yang sedih Lets hold hands tightly
이 드라마는 슬픈 드라마로 추천할 수 있어요.
(작품 관련)Drama dgn konflik umum namun sangat menarik untuk diikuti, Drama dgn kisah rumit yg
pda akhirnya akan menjadi cinta segi empat diantara para karakter.
일반적인 이야기의 드라마지만 보다 보니 재미있고, 사각 관계로 갈등이 생기면서 조금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작품 관련)Drama on going yg paling saya tunggu tiap minggunya.Semoga saja endingnya bahagia ya.
매주 자주 기다리는 드라마예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12. KBS2 <슈츠>
- 미국드라마를 리메이크 했다는 언급, 다른 한국드라마와 유사하다는 의견, 재밌다는 평 등 나타남
-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장동건의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의견
KBS2 <슈츠> 관련 반응
(작품 관련) #suits daebak! Can't wait for the next episode!
<슈츠>는 대박이에요! 다음 Episode를 기다릴 수 없어요!
(작품 관련)Nonton suits episode 1 jadi dejavu sama remember war of the son. Sama2 jadi pengacara
yg bisa mengingat secara detil semua hal yg pernah dia lihat.
<슈츠> 1회를 보고 <아들의 전쟁> 드라마가 떠올랐네요. 변호사가 등장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것들이 비슷해서요.
(작품 관련)Drama yg lagi saya ikutin itu Suits korea.. Emng fav bngt sama drama yg tema nya kek
ttng hukum gitu . Saya tipe orng yang lebih suka drama ttng kekeluargaan , hukum , action sama
komedi.. Dr pada yg drama gendrenya terlalu romantis ..
법에 관한 드라마에 관심이 생겨 보게 됐어요. 저는 가족, 법, 액션, 코미디 장르인 드라마를 자주 봐요.
(작품 관련)Nonton episode pertama, saya ga tau suits versi aslinya gimana. Tapi satu yg saya tau saya
sangat menikmati Suits versi korea. Katakan padaku apa yg kamu suka dari episode 1? ( saya suka
semuanya, pemainnya dan juga plot nya)
저는 원래 버전을 잘 모르지만 한국 <슈츠>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와 출연자들을 다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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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슈츠>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Gue udah nonton suits dan gue bandingin ahjussi yang dulu sama yang sekarang ampun
wajahnya gabanyak berubah. Cuman skrg uda nampak banget keriputnya ditambah cukuran kumisnya.
Aku menyukai ahjussi yang dulu wakakakak
저는 슈츠를 봤지만 장동건 아저씨의 얼굴은 예전이랑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주름이
생겼고 수염이 없어진 것만 달라요. 전 예전 아저씨의 모습을 더 좋아해요
(출연자 관련)Gak sabar nunggu drama 'suits' keren pemainnya idola banget langkah banget jarang
banget main.. Oppa jung dong gun... Welcome again.
<슈츠>를 기다릴 수 없어요. 멋진 배우들이 다 출연하기 때문이에요. 장동근 오빠도 있어서요. 복귀를 환영해요.
(출연자 관련)Adakah yang menunggu drama ini? Judul #SUITS Dari teasernya aja keren loh, Kadang
drama yang remake dari US gak sering boom sih. Dari pemainnya juga ok, apalagi ada ahjussi jang
dong gun yang sering wira wiri di k-movie. Ada park hyung sik juga.
혹시 이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슈츠. 예고편을 봤는데 멋져요,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것은
드문 일 인데요. 장동건 아저씨가 항상 한국 영화에만 나오다가 드라마에 나와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게다가
박형식도 있어요.

13.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고 반전요소가 많아 흥미진진하다는 호평 다수
- 장근석이 멋있고 귀엽다는 의견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
(작품 관련) Apalagi ahjussi ini bilang kalau Baek Joon So itu anaknya. Sumpah tambah seruu ini drama.
Beda ama drama crime korea biasanya
진짜 이 드라마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범죄나 스릴러 장르의 다른 한국 드라마들과 차별이 되네요.
(작품 관련)Switch bagus tapi sayang durasi nya pendek, kurang nampol
<스위치>는 좋은데 한 회는 시간이 짧아서 아쉬워요.
(작품 관련) Tapi drama 1 ini,, bikin aq penasaran di tiap episodenya. Banyak trik² seru dan tak
terduga,yg mungkin gak ada di drama² lain yg bergenre sama seperti drakor ini.
이 드라마는 늘 제 호기심을 이끌어내곤 해요. 반전요소들이 많아서 다른 드라마와 달리 새로운 분위기네요.
(작품 관련)sedikit review drama 'switch' ini aku ikutin drama ini seru banget kudu wajib tonton, aku ini
drama nyeritain kasus gt, dan ada 2 orang yang kembar. alur nya ga ribet seru sih. ini aku gatau ini
genre apa menurut aku msytry, atau comedy(dikit sih) romace nya jg dikit.
꼭 봐야 될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스토리는 복잡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편이에요. 정확한 장르는 몰라요. 약간
미스터리, 코미디 (조금) 로맨스 장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출연자 관련) Tatapannya bikin meleleh. #jangkeunsuk #SWITCH
장근석의 눈빛에 제가 녹는 것 같아요. #장근석 #스위츠
(출연자 관련)penampilan oppa jang geun suk di switch , terlihat fresh
드라마 안에서 장근석 오빠의 모습이 더 프레시해 보여요.
(출연자 관련)masih seputar oppa JANG GEUN SUK, di switch banyak scene2 yg membuatku ngakak...
tingkah konyolnya lumayan menghibur
이 드라마에서 장근석의 웃긴 장면이 많아서 많이 웃었어요. 웃기는 행동이 많아서 아주 재미있어요.
(출연자 관련)ikutin drama ni karana ada yerinya gara² gabisa move on dari age of youth.
저는 한예리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때 <청춘시대>에서 보고 예리를 너무 좋아해서요.
(시청률 관련)perolehan rating tdk trllalu bsr,,tdk apa2,, liat Geun suk aj udh suka
시청률이 낮아도 장근석이 있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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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 조사대상 드라마 중 4번째로 댓글이 많이 발생
- 로맨틱하면서도 코믹요소가 들어있어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음
- 드라마에 등장하는 ‘시’ 가 재미있고 공감 간다는 호평
- 배우 이준혁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는 반응도 다수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관련 반응
(작품 관련)Baru nonton a poem a day. Dramanya seru, kadang kocak kadang baper sampe pengen
nangis liat tingkahnya woo bo young. Aplg 2 cowo di sampingnya bikin tambah greget nontonnya
방금 봤어요. 이 드라마는 재미있고 웃기지만 가끔 우보영의 행동이 답답해서 울고 싶어졌어요.
(작품 관련)Baru nonton a poem a day sampai episod 6,baper wkt mereka flashmob liriknya bikin baper,
이 드라마의 6회까지 봤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특히 플래시몹 장면에서는 자막도 심금을 울렸어요.
(작품 관련)Aku lg nonton drama A POEM A DAY nunggu episode 11 lama nya minta ampun Cerita nya
ada lucu nya, ada romantis ya, apa lg puisi2 nya gimana gitu ga ngebosenin deh,
저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보고 있고 11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웃기고 로맨틱하고 시들도
있어서 재미있어요.
(작품 관련)Drama Ongoing yg lgi demen banget ditonton recomended ini ching, gak melulu soal medis
ya, selain romantis juga ada komedinya yg bikin ngakak ama kelakuan mereka
이 드라마를 추천할 만해요. 늘 병원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맨틱과 코미디도 있어서 늘 웃음 짓는
장면이 많았어요.
(작품 관련)Ceritanya santai tapi feelnya dapet banget. Puisinya pas sama keadaan si tokohnya banget,
pas naratornya ngebacain puisinya itu dapet.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몰입도가 높은 드라마예요. 나오는 시도 배우들의 상황에 딱 맞아요.
(출연자 관련)A poem a day Pemain pria ny lau ga slh pernah satu drama sm Lee min ho di city
Hunter...suka deh liatnya Semoga aja nanti ending nya bo young sm je Wook
여기 나오는 한 남자 배우는 이민호와 <시티헌터>에 같이 나왔던 적 있어요. 이 배우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늘 보면 좋아요. 그리고 앤딩에 보영이랑 재욱이 드디어 같이 사귀였으면 좋겠어요.
(출연자 관련)ah aku mulai jatuh cinta sama abang lee joon hyuk gemeshin banget pas.bilang " boleh
aku kasih saran " Hahahahah
저는 이준혁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나 귀여워요, 특히 ‘제가 조언을 주면 될까요”라고 하였을 때ㅎㅎ
(출연자 관련)Min ho kayaknya emang peduli sama wo bo young ya,tapi tetep saya dukung abang Ye
sama bo young aja
민호는 우보영에 대해 신경을 써주긴 하지만 예재욱이랑 보영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출연자 관련)Lee joon hyuk cakep bangeeettt jd terapis eps 3 keren oppa ini walau baru pertama...
Aura coolnya kereenn drakor..
이준혁은 아주 잘 생겼고 3회에서 완전 멋져 보였어요. 매력이 바로 나온 거여서 아주 멋져요.
(출연자 관련)Kl liat woo bo young jd inget drama scholar who walks the night, kl liat ye jae wook jd
inget city hunte
이 드라마에 나오는 보영을 보면 바로 <밤을 걷는 선비>가 떠오르는 반면 예재욱을 보면 바로<시티헌터>
드라마가 생각나요.
(출연자 관련)suka banget sama si #leejoonhyuk (foto terakhir) apalagi pas scene sama si ceweknya
ahh baper abis dah pokokx ini drakor
이준혁을 아주 좋아해요, 마지막 episode에서 그 여자와 같이 있었을 때 완전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짱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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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 스토리보다는 출연진 관련한 의견이 더욱 빈번
- 엑소 카이의 역할을 언급하고 멋지다는 의견이 많음
- 김현주의 연기에 대한 칭찬도 일부 나타남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관련 반응
(작품 관련)Apa saya doank yang suka sama drama ini, Pertama emng mau lihat kai di drama ini, tapi
ternyata jalan ceritanya seru dan jadi suka
저만 이 드라마를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카이 때문에 이 드라마를 봤지만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서 좋아하게 됐어요.
(출연자 관련)Kim hyun joo.Aktingnya selalu menawan di setiap drama yang di bintanginya.Tahun ini
dia kembali dalam "The Miracle We Met"
김현주의 연기는 어느 드라마이든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도 연기를 잘했어요.
(출연자 관련)The miracle we met #kai_malaikat_pelindung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 카이는 보호해주는 천사예요.
(출연자 관련)Di drama miracle we met KAI EXO ga jadi pemeran utama ya? Kok munculnya cuma dikit banget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 카이 엑소는 주인공이 아니지요? 조금만 등장하는 것 같아서요.
(출연자 관련)Kemaren2 liat ni anak biasa2 ajah..ehh pas nonton "the miracle we met" ko kai exo jd keliatan
kece gini yah.p cm aq yg ngrasa klo kai disini tampan sangatt.andweehh siemak kena sindrom dekgem.
이 드라마 별로인 줄 알았는데 카이 엑소가 멋져서 보게 됐어요. 우와 너무나 잘 생겼어요.
(OST 관련)Apa saya aja yang ngerasa klo suara nya Bily Acoustie mirip sama suara Do Kyung Soo
(Exo) ...The Miracle That We Met Ost Part.01
드라마의 배경음악 빌리어코스티의 목소리가 도경수(엑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뿐인가요?

16. MBC <위대한 유혹자>
- 드라마가 유치하고 지루해서 실망스럽다는 평이 다수이며 시청률이 낮다는 언급도 빈번
- 조이와 문가영의 연기가 부자연스럽다는 혹평
- 우도환과 재벌 3명의 연기는 좋았다는 의견이며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이 나타남
MBC <위대한 유혹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Konfliknya banyak tapi nggak dijelasin secara detail.
이 드라마는 무슨 문제인지 구체적인 스토리가 없어요.
(작품 관련)Preview episode 17-18 Great seducer knapa nyesek bgini sihyun haruskah nyakitin
perasaan tae hee didepan temen2nya aigoo sakit aq sakit
<위대한 유혹자>의 17-18회의 예고편을 보고 왜 답답한 느낌이 들죠? 왜 시현은 태희의 친구들 앞에서
태희에게 상처를 줘야 됐나요? 아이고 저도 마음아파요.
(작품 관련)ada yang nonton The Great Seducer ga? Aku ko mulai boring bgt ama jalan ceritanya
<위대한 유혹자> 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에 지루함이 생겼어요.
(작품 관련)Drama great seducer ini smua. Tentang komflik keluarga. Ke egoisan orang tua. Yang
berimbas ke anak nya ya chingu
<위대한 유혹자>는 대부분 가족의 갈등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이기주의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작품 관련))Great seducer knpa lama2 jdi agak ngbosenin. dri siang nntn eps 18 blm bres2 krna gk bkin wow
이 드라마는 왜 점점 지루하게 만들었죠ㅠㅠ. 점심부터 18회를 봤지만 아직 끝낼 수 없었어요. 너무 별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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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위대한 유혹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Bagi yg ngikutin ini drama The Great seducer Gmn mnut kalian ching Kalo q sih biasa aja
Jd krn editingya drama nya ratingny RENDAH Ga memikat hati pemirsa korea
<위대한 유혹자>를 보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전 아주 그냥저냥이에요 . 이 드라마 시청률이 낮은
가보네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출연자 관련)Akting Joy kaku banget dan jelas kalah banget dari secondleadny.
조이의 연기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문가영의 연기보다 완전 별로인데요.
(출연자 관련)Ceritanya complicated tapi kurang penjelasannya kenapa begini begitu. Aktingnya joy
payah(maap fans nya) nonton ini sy tahan krn 3 chaebolnya aja. Mereka keren2
조이의 연기는 별로지만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 멋진 재벌 3명이 있어서요.
(출연자 관련)Aku ge ga peduli lah ama rating Yg penting mah liat do hwan'y yg kaseep sm yg suara'y sexy
저는 시청률은 관심 없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멋지고 섹시한 도환의 목소리예요.
(출연자 관련))Kurang sreg sama Joy nya, mungkin karena baru terjun ke dunia perfilman jd aktingnya
msh kurang baik. Tp kita tunggu aja taun" kdepn siapa tau jd aktor terbaik
조이에 대해 완전 관심이 없었어요. 첫 작품이라 그런지 연기도 완전 별로예요. 하지만 앞으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연자 관련)Udah pda nonton belm kdrama great seducer.. Kenapa kalau liat ne drama baper gila
akuny mungkin karna akunya suka banget sama pemain wo do hwan padahal udah punya anak 2
,bukan anak muda lg saya nya tapi tetep aja liat yang romantis2 kaya gini bapernya kebangetan...
혹시 <위대한 유혹자> 봤나요. 왜 이 드라마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죠? 아마 우도환을 좋아해서 그랬을까.
하지만 우도환은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그를 보면서 로맨스를 느꼈어요.
(출연자 관련)Yang bikin gue lanjut nonton ini adalah 3 chaebolnya yang aktingnya keren banget.
이 드라마를 계속 보는 이유는 바로 재벌 3명이 연기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이에요.
(OST 관련) Aku suka ost part3yang nyanyinya lee seokmin / dokyeom seventeen. Aku gak ikutin
dramanya cuma karna ostnya yg nyanyiin bias aku hee Menurut aku sih bagus, karna emang udah
jatuh cinta sama DK seventeenn nya
저는 3번째 OST 좋아해요. 이석민/도겸 세븐틴이 부른 노래예요. 세븐틴을 좋아해서 그런지 노래가 아주 좋아요.

17.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재미있고 독특하다는 평이며 기분이 좋아지는 드라마라는 의견
- 이이경과 정인선 열애에 관한 관심이 나타남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관련 반응
(작품 관련) Kalo di pikir kesialan di drama Waikiki ga beda jauh sm kesialan2 yg terjadi di warkop
DKI setiap epsnya ad saja adegan yg bikin ketawa geli bahkan ad beberapa adegan yg bikin kita ttup
mata Krna gmau liat adegan yg bner2 bikin enek
생각하다 보니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생긴 나쁜 일들은 인도네시아의 DKI와르콥이라는 옛날 코미디 영화와
비슷하네요. Episode마다 늘 웃긴 장면이 있어요. 심지어 눈을 감을 정도로 완전 웃긴 장면도 있네요.
(작품 관련) SUMPAHH!! ini drama terkonyol, terlucu, terUnik, passtinya terbaikkkklaaah Pokokx klo
bete, nonton ini aja...sy jamin betex hilang
진짜로 완전 웃기고 독특한 걸 제일 잘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드라마를 보면 기분이
풀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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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관련 반응
(출연자 관련)Gara" nonton waikiki jadi sukak oppa ini Giginya yg besar dan senyum nya yg lebar buat
aku jatuh hati :D Jadi pengen dapat pasangan yg suka bercanda Yg humoris karena yg humoris itu
adalah yg tulus :) Siapa yg sependapat chingu ??? (Lee yi kyung)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보고 이이경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큰 이빨과 시원한 웃음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저도 오빠처럼 장난을 잘 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머러스하다는 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있나요.
(출연자 관련)cingu .. ini beneran lee jun ki dan yoon ah d drama eurachaca waikiki ternyata pcaran ??
kok d drama waikiki pasangannya d bedain
진짜 이이경과 정인선이 현실에서 사귀는 상태예요? 왜 드라마 안에서 커플로 하지 않았죠?

18. OCN <작은 신의 아이들>
- 스토리가 재미있다는 호평
- 비슷한 스릴러 장르인 OCN<구해줘>와 비교하는 댓글
OCN <작은 신의 아이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Children of the lesser god emang keren ceritanya... Ada yg udah nonton sampe episode
6?klo ada please dong ksh link untuk episode 6 nya....
<작은 신의 아이들> 스토리는 완전 멋져요. 혹시 6회까지 본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링크 공유 부탁해요. 고마워
(작품 관련) Ini misterinya bagus banget. Keinget Save Me kemarin kayanya ini lebih pelik komflik sektenya.
이 드라마는 완전 좋은 미스터리 스토리예요. <구해줘>와 비교하면 좀 더 복잡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19. SBS <착한마녀전>
- 다음 회가 궁금하다는 반응과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해졌다는 반응으로 갈림
- 극 중 류수영이 부른 노래가 화제가 됨
SBS <착한마녀전> 관련 반응
(작품 관련)Drama ini yang makin kesini sebenernya makin ngebosenin tapi udah kepalang tanggung sama ceritanya
이 드라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없고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번 시작한 드라마여서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작품 관련)Galaunya pake banget saat nonton Good witch episode 36. Captaen Woon ji kira doo he itu
sun hee cm karna doo he tau lagu dan baju yg dipake woon ji saat dipantai.
<착한마녀전> 드라마 36회를 봤는데 가슴이 떨렸어요. 캡틴 우진은 도희가 선희인줄 알았어요.
(작품 관련)ep 24 good witch akhirnya do hee siuman tapi gimana ya kelanjutan ceritanya ngak sabar
nunggu ep minggu depan
<착한마녀전> 24회는 드디어 도희가 일어나게 됐어요. 궁금해서 다음 회를 못 기다리겠어요.
(작품 관련)Good witch bkin penasaran pas mereka ciuman dong_hee bgun dr koma..wahhaa seru ad yg udh nonton kah
<착한마녀전> 드라마는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드라마네요. 특히 키스한 후에 도희가 일어나게 된 장면에서요.
(작품 관련)Keren bgt.. Kapten sma pramugari kembar.. Happyending lagi.
아주 멋져요. 캡틴이랑 여자 승무원도 쌍둥이어서요. 게다가 해피 엔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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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착한마녀전> 관련 반응
(OST 관련)Chingu maaf mau tanya donkk tauu judull laguu di film Good Witch ep 25 ga??? Si Ryu
soo young nyanyi pk gitar.. bagus lagunyaa..cm gatau judulnya.. mohon info yg tau yaa.
혹시 <착한마녀전> 25회에서 류수영이 기타를 치면서 부른 노래를 부르는데 제목을 아나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OST 관련)Yg masih pada nyari lagu yg dinyanyiin Kapten Woo Jin di Good Witch,, Monggo dinikmati
lagu bagusnya, dishare biar ga penasaran,,
혹시 <착한마녀전>에서 우진 캡틴이 부른 노래를 찾고 있나요? 제가 공유했으니 들어보세요.

2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 시즌3 제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남
- 극 중 대사가 좋았다는 의견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관련 반응
(작품 관련)Chingu, kenapa mystery queen 2 endingnya gantung lagii apa mau dibuat season 3 nya yaa
*ngarep
친구들, 왜 <추리의 여왕 시즌2>의 엔딩이 명확하지 않았지? 혹시나 시즌3가 나올 건가? *기대
(작품 관련)Udah tamat. Dan masih ngarep season 3nya. Di sisen 2 ini kasusnya lebih kompleks,
mengerikan dan keren.
드라마 끝났다. 시즌 2에서 좀 내용이 복잡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시즌1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멋졌어요.
(작품 관련)Seperti kata ahjumma yang maknyus ini :v "Gue hanya perlu mencintai orang yang ada di
hadapanku,kenapa dibuat jadi rumit?" So yang lagi putus cinta ingat ya pesan ahjumma ini
이 드라마에서 아줌마 주인공이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돼, 왜 복잡하게 만들까?”라는 말을
했어요. 실연한 사람들은 이 대사를 생각해보길 추천해요.
(출연자 관련)gemes sama ahjuma yg kelakuan nya kaya abg (menurutku).
이 드라마에서 아줌마의 성격이 청소년이 같아서 귀여워요.

21. SBS <키스 먼저 할까요>
- 조사 대상 드라마 중 댓글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SBS <키스 먼저 할까요> 관련 반응
(작품관련) Shall we first kiss ? Lumayan tp genrenya org tua gitu..
드라마는 괜찮은 편이지만 중년들의 사랑이야기네요.
(시청률 관련)drama Should we kiss first jarang diperbincangkan,tapi tetap merajai rating drama
senin-selasa...mengalahkan drama yang banyak diperbincangkan tapi tidak ada yg mau nonton
<키스 먼저 할까요>는 자주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다른 월화드라마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왜 보는 사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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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 사이트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동영상 부문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

⇧

⇧

▲

수집대상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뉴스
◦Youtube
◦CinemaQQ
◦DrakorIndo
◦Nonton Drama
◦INDOXXI

사이트 특징

◦인도네시아 네티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한국드라마 관련 팬페이지가 활발하게 개설되고 있는 SNS
◦한국드라마 관련 뉴스, 동영상, 스틸컷 등이 업데이트 됨
⇨
◦인도네시아 네티즌의 사용이 활발한 SNS
◦한국드라마 관련 계정이 활발하게 개설되고 있는 SNS
◦한국드라마 관련 뉴스, 동영상, 스틸컷 등이 업데이트 됨
◦인도네시아 내 종합검색엔진 1위로 거론되며 뉴스제공 포털 중 가장
많은 정보 보유
⇨
◦타 뉴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결과를 구글 뉴스가 대부분 커버
◦인도네시아 내 1위 동영상 공유 사이트
◦한류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인도네시아어 자막 제공으로 현지에서 많이 이용
◦영화, 드라마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이며 최신 한국 예능을 포함
⇨
◦한국 드라마나 KPOP에 관한 종합 사이트
◦드라마 다운로드가능, 페이스북 그룹까지 연결이 됨.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를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높은 퀄리티의 영상, 최신 콘텐츠 업데이트가 빠름.

수집항목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댓글 수

■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드라마제목

공식 제목

비공식 명칭

대군-사랑을 그리다

Grand Prince

Grand Prince
- Paint a Picture

데릴남편 오작두

My Husband,
Mr. Oh!

My Husband
Oh Jak-doo

라이브(Live)
미스트리스

Live
Mistress

같이 살래요
고품격 짝사랑
그남자 오수
나의 아저씨

Marry Me Now Shall We Live Together?
High-End Crush
Evergreen
That Man Oh Soo
My Mister

Rich Family's Son

공식 제목

비공식 명칭

위대한 유혹자

Tempted

The Great Seducer

슈츠
Suit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Switch
시를 잊은 그대에게 A Poem A Day You Who Forgot Poetry
우리가 만난 기적 The Miracle We Met

으라차차 와이키키Welcome to Waikiki
작은 신의 아이들 Children of a Lesser God
착한마녀전
NiceWitch

Pretty ister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Something in the Rain
Who Buys Me Food
부잣집 아들

드라마제목

Richman

추리의 여왕 시즌2Queen of Mystery 2Mystery's Queen 2
키스 먼저 할까요 ShouldWeKissFirst?

손 꼭 잡고, 지는 Hold Me Tight Let's Look at the
석양을 바라보자
Sunset Holding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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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국가의 특징
인도 내 한국드라마 인터넷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크게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위하여 뉴스 제공 사이트 1개(구글 뉴스), 동영상 제공 사이트 3개(Youtube,
kissasian, dramacool9), 블로그 및 커뮤니티 3개(Alpha Girl Reviews, Destinationkpop India,
Quora), SNS(페이스북)를 선정·수집하였다. SNS에 게시되는 사진과 동영상은 ‘네티즌 여론’으로 통
합해 집계하였다.1)
인도의 ‘네티즌 여론’ 부문에서는 블로그 및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 수, SNS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 수, 동영상 댓글 수를 포함시켰다. 인도 네티즌들은 한류문화 전반(K-POP, 한국
드라마, 한국영화, 한류스타 등)을 다루는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SNS인 페이스북에 한국드라마 팬 페이지(일종의 커뮤니티)를 개설한 후 관심 있는 네티즌들이 이를
팔로잉하는 형식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워 수가 많은 커뮤니티 2개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정량조사 결과
인터넷 반응 수집을 위하여 프로그램별 공식 드라마명과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2)하였으며, 뉴스는 기사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집계하였다.
인도 온라인 사이트의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부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네티즌 여론 부문

뉴스 부문

13,977건

156

동영상 부문
개수

조회수

2,476건

11,502,364회

1. 네티즌 여론 부문
조사 결과
- 네티즌 여론 부문에서 4월 한 달 간 발생한 게시글과 댓글 수는 총 13,977건이었다. 네티즌 여론은
블로그 및 커뮤니티와 SNS(페이스북)에서 발생한 게시글 수와 댓글 수, 동영상 댓글 수를 합산해
집계했다. 전체 네티즌여론 중 약 99.9%가 동영상 댓글 수(13,961건)로 나타났는데, 동영상의 경우
글로벌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 사이트‘ 참고
2)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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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여론은 MBC<위대한 유혹자>(2,666건, 19.1%)가 가장 높았으며,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2,150건, 15.4%)가 뒤를 이었다. tvN<나의 아저씨>(1,412건, 10.1%)와 tvN<시를 잊은
그대에게>(1,412건, 10.1%) 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모두 1,000건 이상의 네티즌 여론이 발생했다.
이외에 OCN<그남자 오수>(694건, 5.0%), MBC<데릴남편 오작두>(565건, 4.0%) 순이다.

채널

드라마

MBC

위대한 유혹자

합산 채널

tvN

나의 아저씨

드라마

합산 채널

2,666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150
tvN

[표 1. 네티즌 여론 부문]

SBS

착한마녀전

1,412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를 잊은 그대에게 1,412

드라마

합산

544

OCN

작은 신의 아이들

369

532

KBS2

슈츠

306

517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445

MBC

271

부잣집 아들

172

OCN

그남자 오수

694

KBS2

같이 살래요

433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94

MBC

데릴남편 오작두

565

SBS

키스 먼저 할까요

394

OCN

미스트리스

63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555

tvN

라이브(Live)

369

MBN

고품격 짝사랑

14

총 계 : 13,977건

2. 뉴스 부문
조사 결과
- 한국 드라마 관련 뉴스 기사는 전체 156건이었다. 관련 뉴스가 많았던 작품은 KBS2<추리의 여왕
시즌2>(17건, 10.9%), MBC<부잣집 아들>(15건, 9.6%), JTBC<으라차차 와이키키>(14건,
9.0%), tvN<나의 아저씨>(13건, 8.3%), KBS2<우리가 만난 기적>(12건, 7.7%), SBS<키스
먼저 할까요>(11건, 7.1%)였다. 이 외의 드라마는 모두 10건 미만의 기사가 발생했다.
[표 2. 뉴스 부문]

채널

드라마

기사 수 채널

드라마

기사 수 채널

드라마

기사 수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7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9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5

MBC

15

OCN

미스트리스

7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5

14

SBS

착한마녀전

7

MBC

위대한 유혹자

4

부잣집 아들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tvN

나의 아저씨

13

MBN

고품격 짝사랑

6

OCN

그남자 오수

3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12

OCN

작은 신의 아이들

6

MBC

데릴남편 오작두

1

SBS

키스 먼저 할까요

11

KBS2

같이 살래요

5

tvN

라이브(Live)

1

KBS2

슈츠

9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총 계 : 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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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부문
조사 결과
- 집계된 동영상의 개수는 총 2,476건이었다. 동영상 길이로 분류해보면 5분 이상 동영상은 487건
(19.7%), 5분 미만 동영상은 1,989건(84.8%)으로 나타났다. 5분 미만 동영상은 모두 글로벌 플랫폼인
Youtube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로 주요장면 클립이나 OST 같은 짧은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다.
- 조사기간 내 동영상 발생 개수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는 MBC<위대한 유혹자>(234건, 9.5%)였으며,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210건, 8.5%), tvN<나의 아저씨>(206건, 8.3%), tvN<시를 잊은
그대에게>(204건, 8.2%), JTBC<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203건, 8.2%)가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드라마별로 살펴보면 최대 234건부터 최소 29건의 동영상이 나타났다.
[표 3. 동영상 부문 - 개수]

채널

드라마

MBC

위대한 유혹자

동영상수 채널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드라마

동영상수 채널

드라마

동영상수

234

KBS2

같이 살래요

136

OCN 작은 신의 아이들

63

21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09

SBS

61

키스 먼저 할까요

tvN

나의 아저씨

206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107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50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204

MBC

부잣집 아들

106

tvN

44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03

SBS

착한마녀전

102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43

KBS2

슈츠

196

MBC

데릴남편 오작두

84

OCN

미스트리스

35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189

MBN

고품격 짝사랑

65

OCN

그남자 오수

29

총 계 : 2,476건

라이브(Live)

- 인도의 조사대상 동영상 사이트 3개 중 2개 사이트에서만 조회수 집계가 가능했다. 동영상 사이트 중
‘Dramacool9’의 경우 외부 링크를 이용하고 있어 동영상 조회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
수를 집계할 수 없다. 조사기간 내 동영상 조회수가 높았던 드라마는 MBC<위대한 유혹자>
(4,986,013회, 43.3%)로 무려 약 500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해 전체 조회수 합산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743,483회, 6.5%), SBS<착한 마녀전>(661,491회,
5.8%), KBS2<우리가 만난 기적>(612,297회, 5.3%), TV조선<대군-사랑을 그리다>(568,078회,
4.9%)가 5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표 4. 동영상 부문 - 조회수]

채널

드라마

조회수 채널

드라마

MBC

위대한 유혹자

4,986,013 KBS2

슈츠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743,483
SBS
KBS2

착한마녀전

tvN

조회수

463,354 MBC 데릴남편 오작두 173,899

키스 먼저 할까요

386,265 KBS2

같이 살래요

163,502

661,491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354,245 MBC

부잣집 아들

133,905

우리가 만난 기적 612,297
나의 아저씨

드라마

SBS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568,078
tvN

조회수 채널

551,294

시를 잊은 그대에게 475,930

SBS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259,875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129,941
tvN

라이브(Live)

211,758 OCN

OCN

그남자 오수

205,382 OCN 작은 신의 아이들 84,599

MBC 손꼭잡고,지는석양을바라보자 175,250 MBN

총 계 : 11,502,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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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조사 결과
인도 네티즌 반응이 나타난 동영상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대표 반응을
수집했다. 인도 조사의 네티즌 여론에는 글로벌 반응이 혼재되어 있어, 이 중 인도 네티즌으로 짐작할
수 있는 아이디의 댓글만을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인도 네티즌은 대체로 작품 전개와 한류스타, OST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 프로그램명 가나다순)

1. KBS2 <같이 살래요>
- 작품 관련 반응이 저조함
- 드라마 제목이 마음에 들며 첫 회 시청 후 드라마에 빠져들게 됐다는 반응임
KBS2 <같이 살래요> 관련 반응
(작품 관련)At first i like and get captivated by the synopsis and the title (marry me no? or shall we
live together?... i love both the title hehe), and after watching the 1st episode I like the cast, the
character and the story even more. oh i love this drama :)
처음에는 시놉시스와 제목(<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혹은 <같이 살래요> 두 제목이 모두 좋아요.)에 사로
잡혔고, 첫 화를 본 후 나는 캐릭터와 스토리를 더 좋아하게 됐다. 나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

2. MBN <고품격 짝사랑>
- 재방영에 관심을 보인 네티즌 의견 발생
- 훌륭한 로맨틱 드라마라는 평
MBN <고품격 짝사랑> 관련 반응
(작품 관련)Is it re airing? Because I have watched this drama in 2017.Very nice drama. Comedy romantic
다시 방영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2017년에 봤었어요. 아주 좋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3. OCN <그남자 오수>
- 출연 배우 캐스팅, OST에 호평
- 판타지가 가미된 신선한 드라마가 반가우며 다음 회차가 기다려진다는 반응임
- 냉정한 남자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종현에게 '잘 어울린다'는 의견 있음
- OCN이 로맨틱 드라마 제작을 탁월하게 한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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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 <그남자 오수> 관련 반응
(작품 관련) Put off watching this for some time as the set up looked interesting,cast was attractive and
the music was great and did not want to be keep on waiting for the episodes.Started it and it was a
zip!The acting here is quite good and sustains your interest.Kim so eun is absolutely pretty and Lee Jong
Hyun has underplayed his role very well.The second lead is also quite good.A relaxed watch so far.
배우들이 너무 멋있고 음악도 좋아. 배우들의 연기력도 꽤 좋고 흥미를 유발시키네. 김소은은 매우 예쁘고 이
종현은 캐릭터를 잘 표현했어. 조연 배우도 좋아요

OCN <그남자 오수> 관련 반응
(작품 관련)i very like this drama because the actors were so cute and handsome..i anticipated the
next episode of this drama.and also kang Tae Oh was so handsome..i like him..i hope this drama will
always be my favourite drama until the last episode..i hope to see more fun of this drama..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 배우들이 너무 귀엽고 잘 생겼어. 다음 회를 기다리고 있어. 강태오가 너무 잘 생겼어.
나는 강태오를 좋아해. 이 드라마가 마지막까지 내가 좋아하는 작품으로 남기를, 더 재밌게 시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작품 관련)I'm loviiiiiiiiiiinnnnnggggg this drama.. ... what an fresh drama with a pinch of fantasy...
I'm eagerly waiting for next episode! My guesses have gone all wrong. Its beautiful drama.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 판타지가 가미된 신선한 드라마... 나는 다음 회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나의
추측은 모두 틀렸어. 아름다운 드라마야.
(작품 관련)OCN romance seems to be quite good with their romance dramas (Had also liked My secret love).
OCN은 로맨틱 드라마를 잘 만들어요.
(출연진 관련)Lee Jong hyun is suited so well in a role of Cold Man. Thank you so much writer nim
for choosing amazing cast.
이종현은 냉담한 남자 캐릭터 역에 매우 잘 어울린다. 놀라운 캐스팅을 선택해주신 작가님에게 감사하다.
(출연진 관련) I leave watching the drama if the actors can't act well according to their character even
that drama has my favorite actor in it. All i care about how well they are playing their role. If i
expect from Man Oh soo character who is scientist in this drama, to be like flirty and funny like his
brother in the drama, It wont make any sense. His cold character, is what making this drama beautiful.
난 보통 배우들이 연기를 잘 못하면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에서 배우가 오수의 캐릭터 연기를 잘
연기해서 이 드라마를 본다. 이 드라마에서 과학자인 오수가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한다면, 나는
그의 연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냉담한 성격이 이 드라마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장소 관련)Easy for you is one of the best OST of the year!
“Easy for you” OST도 진짜 좋아요.

4. tvN <나의 아저씨>
- 스토리텔링, 극중 상황, 인물 등 회를 거듭할수록 드라마가 좋아진다는 반응임
- 이지은, 이선균이 매력적이라는 의견
- 방영시간 및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나타남
- <나의 아저씨>와 비슷한 장르의 다른 드라마를 궁금해 한 반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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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작품 관련)Ever since I've been watching this show, I don't want to watch the other shows. This
show, is so good!
이 드라마를 본 이후로 나는 다른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드라마 너무 좋아!
(작품 관련)I just watched yesterday and I finished until episode 10. I am really waiting for the next
episode. I really like lee sun kyun voice I fall in love with his previous drama and now I can see his
again. Thanks tvN.:)
나는 어제 10화까지 봤어. 나는 다음 에피소드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어 . 나는 이선균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
한다. 이전 작품에서도 너무 좋았어. 이제 그를 다시 볼 수있다. tvN고마워요.
(작품 관련)any drama similar to my mister?..
<나의 아저씨>와 비슷한 드라마 또 있어?

tvN <나의 아저씨> 관련 반응
(작품 관련)I’ve watched eps 1-2 and the word I can say just 'awesome'. I eagerly wait for next
episode. I always drop any drama if I can't deal with it in 2 eps. But for this one, I just need more
minutes to watch. 20 minutes longer? I didn't feel it, actually I need more additional duration.
나는 1화-2화를 보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멋지다'뿐이야. 나는 열렬히 다음 회차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항상 드라마를 볼 때, 2화까지만 보고 그것이 재미없으면 보지 않았어. 그러나 이 드라마는 방영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 20분 정도? 방영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작품 관련)I don't know why I love this drama more and more after each episode. Maybe because of
its storytelling, situation or people , how can one drama be so perfect in everything. I have watched
over 50+ KDrama but I must say not a single drama made me so eager for each episode even when
this drama has so many silent scenes.
회를 거듭할수록 내가 이 드라마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어쩌면 스토리텔링, 상황 혹은
사람들... 하나의 드라마가 어떻게 모든 면에서 완벽 할 수 있지? 50편이 넘는 한국드라마를 봐 왔지만 이
드라마가 가장 좋았어.
(출연진 관련)I am so into this drama because of IU.
IU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

5.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 보통의 역사드라마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부분을 <대군-사랑을 그리다>가 채워줬다는 반응임
- 배우 윤시윤의 연기력이 전작과 비교해 가장 훌륭하다는 의견
- 스토리와 캐릭터 등 드라마의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좋았다는 호평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관련 반응
(작품 관련)Never was satisfied with historical dramas climax but this was an exceptional. I totally
loved it.
역사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것은 예외였어요. 나는 이 드라마가 너무 좋다.
(작품 관련)I love episode 10 . the drama is going well
10화 에피소드가 좋았다. 이 드라마 전개가 잘 진행되고 있다.
(작품 관련)Everything about this drama is on point. Yoon Shi Yoon is at his best. The story,
characters, etc are so good that one can't wait to see what's next! Grand Prince, fighting!
이 드라마는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윤시윤이 보여준 연기 중에서 최고였다. 스토리, 캐릭터 외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서 시청자는 다음 화를 기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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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BC <데릴남편 오작두>
-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재미있는 드라마에 감동까지 담았다는 평
- 러브라인이 전개되며 드라마가 더욱 흥미로워졌다는 의견
- 배우 유이에게는 연기력과 외모에 관해 네티즌의 긍부정 반응이 나타남
MBC <데릴남편 오작두> 관련 반응
(작품 관련)I don't usually watch long dramas and 16 episodes is my limit but I guess this is an
exception. It's light, funny and touching at times. The actor playing Oh Jak Doo is a great actor! I
love every bit of this drama - even the monster mom!
나는 보통 장시간의 드라마를 보지 않고 16 개의 에피소드가 나의 한계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예외라고 생각해.
가볍고 재미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드라마. 오작두를 연기하는 배우는 훌륭한 배우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의
모든 부분을 좋아해 - 심지어 괴물 엄마도!
(작품 관련)The pairing makes it more interesting.
러브라인 때문에 드라마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출연진 관련)I really wanted to watch this drama for second lead actress after seeing uee. I couldn’t
watch coz of her terrible acting skill also manhole drama was terrible coz of her. If actress doesn’t
have a good look atleast should impress us in acting skill but she has neither skill nor looks dot know
why she has being casted ...no eye candy to watch drama. try to cast beautiful girls at least we could
spend our time in watching otherwise anybody can be actress if its uee why not me. I am beautiful
than her.
유이를 보고 난 후, 조연 배우를 보기 위해 이 드라마를 보게 됐다. 유이의 끔찍한 연기실력 때문에 볼 수
없으며, 그녀는 전작 <맨홀>에서도 형편없는 연기를 보여줬다. 배우가 좋은 외모를 가지지 못했다면 연기력
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 유이는 연기력과 외모 둘 다 갖추지 못했다. 이 드라마에
유이가 어떻게 캐스팅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입하여 드라마를 시청하므로 적어도
아름다운 사람을 캐스팅하려고 노력해야한다 .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다. 유이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겠나.
내가 그녀보다 더 아름답다.
(출연진 관련)It was only yesterday that I discovered this drama, and I was so much in love with the
lead couples that I completed all episodes in two days. It is sad that this drama is broadcasted only on
Saturdays, I really can't wait to watch next episodes. This is my first Uee's drama that I am watching,
I can see many are commenting on her acting but I can't can't understand why. I mean I have watched
over 50 of kdrama and I can surely say that she is among the best of the Korean actress I had seen. I
mean she is so cute and beautiful, and at the same time when she acts like a tough person she looks
completely different. Looking forward for more of Uee's drama.
어제 이 드라마를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2일 만에 지금까지 나온 회차들을 다 봤어. 토요일 하루만 방송해서
슬프다. 유이가 연기하는 드라마를 보는 게 처음이야. 다른 사람들이 왜 그녀의 연기력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예쁘고 귀엽고 연기도 잘하는데 말이지. 나는 그녀가 나올 다른 드라마도 기대하고 있어.

7. tvN <라이브(Live)>
- 배우들의 연기력, 살아있는 캐릭터, 현실적인 스토리 등 드라마가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임
- 한국드라마의 한국 영화와 견줄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
- 주연 배우 이광수가 깊은 인상을 남기며 예능에서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견
- 시즌2를 기대한다는 의견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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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라이브(Live)> 관련 반응
(작품 관련)Just excellent! How long do we have to wait for Season 2!?
대박! 시즌2 보려면 우리 얼마나 기다려야 돼!?
(작품 관련)I just loved the drama from start to finish....every single character was so well etched
out...the cast was too good...performances were world class and the events in the story were very
believable unlike other kdramas....and the bromance was just heart warming....will definitely remember
this drama for a very long time.
나는 이 드라마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좋았어. 모든 캐릭터 하나 하나가 매우 뚜렷해서 좋았어...
배우들의 연기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드라마 속 이야기가 다른 한국 드라마들과 달리 진짜 있었을 것만
같았어. 그리고 남자들의 브로맨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 나는 이 드라마를 매우 오랫동안 기억할 거야
(작품 관련)This drama is amazing finally korean dramas are getting on the level of their movies its
not fake or just lovey dovey to show how cute oppa and uoni can get it shows life of cops in a very
good way i wonder why people keep saying they don't want a bad ending i hope that these comments
won't affect the writer and keep his vision good or not till the end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한국 영화 수준으로 올라선 것을 보여주어 놀라웠다. 가짜가 아닌... 혹은
마냥 사랑스럽고 달콤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귀여운 오빠, 언니 같은 경찰의 인생을 보여준다. 나는 사람들이
왜 나쁜 결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이런 댓글이 작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의 비전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출연진 관련)Finally ............... Lee Kwang Soo Lead Role hope he will be awesome in serious roles as
well :)
드디어 이광수가 주연이 됐다. 나는 그가 진지한 캐릭터로서도 대단해지길 바란다. :)
(출연진 관련)I am NOT one of those who watched it for LKS. Even though i am a huge fan of LKS,
the character and the story seemed a little how do i put it, not fitting any of his earlier characters or
his face (Having seen him through Running Man, this character was extremely unexpected and
unimaginable). I was attracted to the story, stayed for the characters and was impressed by LKS
(definitely upset that he didn't get a mature relationship). This story is about the daily life,
hard-work and sacrifices that police officers go through. The direction and editing was well done and
the brilliant actors kept us entertained till the end.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이광수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이광수의 열혈 팬이라고 할지라도 캐릭터와 스토리가
그의 이전 캐릭터와 이미지(<런닝맨>을 통해 그를 보았을 때, 이 캐릭터는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스토리에 끌렸고, 캐릭터를 유지해나가는 이광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경찰들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
전개 방향과 편집은 잘 되었고, 훌륭한 연기자들은 끝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출연진 관련)Finally Lee Kwang Soo get to play the male lead..... With the lovely actress Jung Yoo
Mi.....Kwang soo Oppa Hwaiting!…
드디어 이광수 오빠가 예쁜 여배우 정유미와 같이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됐어. 이광수 오빠 파이팅!!!
(출연진 관련)lee kwang soo oppa, fighting……
이광수 오빠 화이팅!!!
(출연진 관련)Lee Kwangsoo ma baby <3
나의 사랑 이광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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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CN <미스트리스>
- 작품 관련 반응이 저조하나 영국 버전과 미국 버전과 비교해 만족스럽다는 의견임
OCN <미스트리스> 관련 반응
(작품 관련) I adore the BBC and American versions of Mistresses! And true to the story line of these
versions the Korean drama does not fail! Yasss ! I was a surprised the Korean show was as sexy as
the other 2 series , seems out of the norm for Korean TV, but no complaints here I'm loving the first
2 episodes...
난 영국과 미국에서 만든 버전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버전의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한국
드라마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미스트리스>한국 버전이 보통의 한국 드라마의 문법에서 벗어나 해외의 다
른 두 시리즈만큼 섹시하다는 점에 놀랐어요. 전 아무 불만 없이 초반 2회를 재밌게 시청했어요.

9.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출연진이 연기를 잘하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라는 호평
- 각 에피소드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반응
- 배우들의 대사보다 BGM이 커서 시청에 몰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
- 손예진, 정해인에 호감, 격려를 표한 댓글 나타남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
(작품 관련)Just finished watching this series and I just didn’t want it to end . It’s simply not like any
other. It was realistic, touching and well played by the cast.
시리즈를 방금 다 봤어. 보면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 현실감이 넘치고, 감동적이고, 출연진이 연기를 잘했어.
(작품 관련)I just found out about this drama a few minutes ago. Sung Ye Jin is a favourite of mine
and Jung Hae in a lead role is a dream come true since I last saw him in “while you were sleeping.”
Two good actors. But I'm not feeling it! Hae In hasn't even appeared yet and I feel like stopping
.Whoever was in charge of the background music did a crappy job. It was louder than the dialogue and
the song choices so far did not enhance the scenes at all. This is a new record, I'm only 6minutes in
and I want to give up.I'll hold on til Hae In appears and see how it is.
조금 전에 이 드라마 대해서 알게 됐다. 손예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이고, 정해인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후 주연의 꿈을 이뤘다. 좋은 배우 둘이 만났지만 더 이상 안 보고 싶을 거 같다. 왜냐하면 BGM이 배우들의
대사보다 소리가 커서 대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해인을 위해 조금 더 봐볼게.
(작품 관련) I feel butterflies in my stomach in every episode.
매 에피소드들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작품 관련)I am in love with this drama. It is not too fancy, mystery or supernatural but it is still
getting in my mind and i couldn't stop smiling whenever i see them, they look so in love although i
am jealous as i am in love with hae in oppa. The story is simple but so natural and i couldn't pick a
point what i like about this drama.. I am very happy that oppa chose this drama.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너무 화려하고, 신비스럽지 않거나 초자연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들어. 난 정해인
오빠를 진짜 좋아해서 여배우랑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질투한 적이도 있어. 근데 웃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자연스럽고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 이 드라마를
보기로 선택해서 기뻐.
(작품 관련)High rate of heart flutters Alert to everyone here.... after watching the latest trailer my
heart fluttering so much.... Eagerly eagerly waiting for 30th Mar'18 ❤❤❤❤
마음이 너무 설렌다. 최신 예고편을 본 후 내 마음이 너무 들떴다. 3월 30일을 기대하고 있다.
(출연진 관련) Fighting son ye jin....loved her in personal taste
손예진 파이팅….. 개인적이 취향으로 너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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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BC <부잣집 아들>
- 배우 김주현 때문에 드라마를 기대한다는 반응
- 특별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즐기며 시청할 수 있는 가족드라마라는 의견
- KBS<같이 살래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가족드라마라는 반응임

MBC <부잣집 아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Wow it seems fun family drama.... along with kbs “marry me now”? , I have two great and
sweet family drama I can watch
와우, 재미있는 가족 드라마 같아 보인다 .... KBS<같이 살래요>와 함께 나는 재미있고 좋은 가족 드라마 2
편을 볼 수 있다.
(작품 관련)The drama is enjoyable despite the story line. Story is not surprising.
드라마는 스토리는 재미있는 건 별로 없지만 즐겁습니다. 스토리가 놀라운 점은 없다.
(출연진 관련)Kim joo hyun is so pretty here, this drama seems fun. Love the story :)
김주현이 너무 예뻐서 이 드라마는 재미있을 것 같아. 스토리가 재미있다 :)

11.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 작품 관련 유의미한 반응은 발견되지 않음
- 이미 본 적이 있었다며 다시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응 나타남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관련 반응
(작품관련)Yeahh I saw about this drama once but I forgot about it..Thank u Now I will watch it soon
이 드라마를 한 번 봤었는데 잊어 버렸어. (영상 업로드해줘서)고마워요. 이제 곧 볼게요.

12. KBS2 <슈츠>
- 미국판과 비교해 드라마 자체가 지루하다는 평이나 장동건의 연기는 가브리엘 막트보다 뛰어나다는 반응
- 박형식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 ‘완벽하다’, ‘변호사를 맡기에는 아닌 듯’이라는 반응 나타남
- 극중 박형식과 고성희의 러브라인을 기대한다는 의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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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슈츠> 관련 반응
(작품 관련) I am not saying that this show is crap. But comparing the original version, this is too boring.
But one thing i like about this one is Jang Dong Gun. He is perfect for this role. I think he plays the role
of Choi even better than Gabriel Macht plays Harvey. Hope this show will get a little more gripping.
나는 이 드라마가 나쁘다고 말은 안하겠지만 미국 버전과 비교해보면 너무 지루해. 그러나 한 가지 좋은 부분은
‘장동건’이다. 그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 완벽해. 나는 가브리엘 막트보다 장동건이 최강석 역할을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 드라마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길 바란다.
(작품 관련)I like this drama,, hyungsik is perfect here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한다. 박형식은 여기에서 완벽해.
(출연진 관련)I need to know does phs have a love line in this drama? Because he looks so good with
go sung hee Im really rooting for them.
진지하게 이 드라마에서 Phs(박형식) 러브라인이 있는지 알고 싶어. 형식이랑 고성희가 정말 잘 어울려 보였
으니까. 나는 그들을 정말로 응원해.
(출연진 관련)Hyung Sik is beautiful but too beautiful for this role? I also don't think he would suit
the role of a genius. I don't mean to be rude, but he seems more like a cute humorous guy, not
really a guy tough enough to last as a lawyer. I hope I'm wrong. Also, I'm excited to see how
Donna plays out... I want her to have similar sass and elegance as in the American version
형식은 잘생겼지만 이 캐릭터를 하기에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또한 나는 그가 천재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나쁜 뜻은 아니지만 그는 마치 귀엽고 유머러스한 남자처럼 보여.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 또 Donna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게 되어 기뻐... 나는 그녀가 미국 버전 “sass” 와 같은 우아함을 가지길 바라.
(출연진 관련) Park Hyung shik as Mike Ross.....Daebak!!
박형식, 마이크 로스!! ..... 대박 !!

13.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 재미있는데 시청률이 높지 않아 평가방식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임
- 흥미롭고 매력적인 아이디어, 배우들의 호연(好演)이 더해져 완벽했다는 반응임
- 극본, OST, 장근석의 연기가 만족스러웠다는 의견
- 오하라 캐릭터가 다른 드라마에서의 여성 캐릭터와 차별화되어서 좋았다는 평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
(작품 관련)why the rating was not so high? I wonder at the K-fans they prefer really lame and
repetitive plots over new things , switch was so so fun to watch ,its true that I'm jang geun suk's
fan but I'm not just saying that because I'm a fan ..the drama was greater than just 5 or 6 % rating ..
왜 시청률이 높지 않지? K팬들은 반복적인 플롯을 좋아하는 것 같아. 스위치는 보기에 너무 재밌다. 내가
장근석의 팬인데 그의 팬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드라마는 시청률 5%~6%보다 뛰어나다.
(작품 관련) It's a perfect drama. What a performance by everyone. I will really miss the cast. It's a
splendid job. So entertaining so good.
완벽한 드라마다. 모두의 연기가 좋았어. 나는 출연진을 진심으로 그리워 할 것 같아. 아주 훌륭했고 좋았어.
(작품 관련)Switch has more interesting and brilliant idea, JSK is really charming, cool and his acting is
deabak, I don't understand how korean rating are but for me Switch always come first before Suit
even if i am a big fan of Park Hyung Shik.
<스위치>는 더 흥미롭고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장근석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지며 그의 연기는 대박
이야. 나는 한국의 시청률 평가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슈츠> 보다 <스위치>를 더 좋아하다.
비록 내가 박형식의 열성 팬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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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
(작품 관련) It was great?? OMG..everything is mesmerizing in this drama!!!! scenario...ost...Jks acting
was great??? also other acters are good...thanks for this fun and enjoyable drama.
정말 대단했어!! OMG ..이 드라마에서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느껴진다 !!!! 시나리오 ... ost ... Jks 연기는
좋았죠??? 다른 배우들도 좋다 ...이 재미있고 즐거운 드라마에 감사드립니다.
(작품 관련)What a drama. It's perfect 10.
10점 만점에 10점인 완벽한 드라마야.
(출연진 관련)The character oh ha ra is amazing not like pampered female leads like other drama. Male
lead is always good in his every drama and movie.
극중 오하라 캐릭터는 다른 드라마처럼 응석부리는 여성 주인공과 같지 않다. 남자 주인공은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서 항상 좋았다.

14.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극중 우보영과 예재욱이 잘 어울린다는 의견과, 우보영과 신민호의 러브라인을 응원하는 반응 나타남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 관련 반응
(출연진 관련)Dr Ye and BY, they are so in tune of each other, they are sooooo sweet... ! They look
good together and furthermore they have each other's back and it is simply lovely to see this….
의사 예재욱랑 보영 캐릭터가 너무 조화롭다. 그들이 너무 귀여워…잘 어울리네. 서로 등을 맞댄 것도 그렇고
그냥 사랑스럽다.
(출연진 관련)To be honest, I really hope that bo-young end up together with shin min ho ? I ship
them so much
보영이랑 신민호 사귀면 좋을 텐데. 난 그 둘의 모습을 너무 좋아해.

15.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 모두가 행복한 결말과 극의 구성에 호평 나타남
-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에, 코미디와 판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했다는 반응임
- <힘쎈 여자 도봉순> 제작진이 시청자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평
- 훌륭한 캐스팅에 기대감을 보인 의견과, OST가 좋았다는 의견도 발생함
KBS2 <우리가 만난 기적> 관련 반응
(작품 관련)Best ending ever.... Daebak!!!
최고의 결말. 대박!!!
(작품 관련) Good ending... all finally happy.
좋은 결말 ... 마침내 모두가 행복.
(작품 관련)So,does the old Hyun chul come back alive also?
현철은 살아서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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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우리가 만난 기적> 관련 반응
(작품 관련): Amazing plot!
구성이 대박이야!
(작품 관련) I want both family to be happy. Yeon hwa and Ji soo also Hye jin, Kang ho and Mi ho.
연화, 지수 그리고 혜진, 강호, 미호..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작품 관련)The show poses an interesting dilemma. Both families require a father and a husband and
there has to be a way both Hyunchuls can be back both having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and
resolving their lives better. This is a fantasy and hence this resolution is not improbable.
이 드라마는 흥미로운 딜레마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남편이 필요한 두 가족이 등장한다. 이름과 나이가
같은 두 명의 현철이 다시 원래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철은 이 과정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비록
판타지이지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있을 법하게 그려냈다.
(작품 관련) This is a 10/10 ! Superb combination of family emotions,comedy and fantasy.The
Pd/Writer team of Strong Woman Do Bong Soon could not disappoint and they don't. Many small
details have been tied together beautifully in this show.Superb casting.The Ost Monochrome by Billie
Acoustie is going to stay on the playlists for long.This one definitely hits it out of the park and is the
drama to beat currently!
이 드라마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가족들 간의 감정은 물론이고 코미디와 판타지를 탁월하게 조합했다.
<힘쎈 여자 도봉순> 제작진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 드라마 안에 크고 작은 디테일들이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다. 훌륭한 캐스팅이다. 빌리어코스티가 부른 <Monochrome>은 오랫동안 노래 재생목록에 머무를 것이다.
이 앨범은 너무 좋았고, 이같이 좋은 드라마는 없다.
(출연진 관련)Looking forward to my boy Kai and the rest of the cast <3
카이와 다른 출연진도 기대할게요.

16. MBC <위대한 유혹자>
- 드라마 관련 전반적인 호평 나타남
- 티저 영상, 배경음악, 배우들의 연기력이 좋았다는 반응임
- 주연 박수영이 맡은 캐릭터보다 조연 문가영의 역할이 매력적이라는 의견임
- 연기력 측면에서도 박수영과 비교해 문가영이 두드러진다는 댓글 발생함
- 주연 커플의 러브라인은 지루하며, '시현-수지-세주' 세 사람의 관계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임
- 우도환, 김민재에게 응원을 보낸 의견 다수
MBC <위대한 유혹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This drama was awesome.. The acting from all of the cast was spot on. The ending to the
story felt a little rushed towards episode 31 but episode 32 tied things up real good. A feel-good
rom-com that would make ever drama addict go awwwww towards the end. Sigh! I now need another
drama from these leads. Can't wait!
이 드라마는 굉장했어.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어. 스토리 엔딩이 31화 쪽으로 몰렸지만 32화에는 정말 좋은
것을 묶었다. 드라마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기분 좋은 롬콤(로맨틱 코미디). 휴! 나는 이제 이러한 출연진이 있는
다른 드라마가 보고 싶다. 기다릴 수 없어!
(작품 관련)I really enjoyed the drama. The music background makes the drama is good. I wish it will
be this good for next episodes.
정말 재밌게 봤어. 배경 음악은 드라마를 좋게 만들어. 다음 회차도 이렇게 재미있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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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위대한 유혹자> 관련 반응
(작품 관련)Omg...love this drama...cant wait for ep 3 and 4...the teaser was awesome...anticipating more
from joy and shi hyun.
오마이갓...이 드라마 너무 좋아해 ... 3회차와 4회차를 기다리고 있다. 티저는 진짜 좋았어... 시현과 조이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
(출연진 관련)About Joy, i don't hate her character or acting here but to be honest in real life I will
prefer soo ji instead of tae hee ?
조이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그녀의 캐릭터와 연기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는 조이보다
문가영의 캐릭터를 더 선호할 것이다.
(출연진 관련)I am watching this drama just for kim min jae ???.. He is just awesome, I seriously want
to see more of him in this drama.
나는 이 드라마를 김민재 때문에 보고 있어요. 김민재는 최고야. 이 드라마에서 그를 더 보고 싶다.
(출연진 관련)The reason i watch this show is the trio sihyun-sooji-sejoo. And Moon Ga Young's acting
was great. I enjoy sooji relationship with sihyun more than the lead couple. I mean, sooji is sihyun's
first love, but sooji rejected him and wanna stay as best friends (that she thinks more lasting than
love). But deep inside she loves sihyun. And there's sejoo, admires sooji but can only stay as best
friends. Their relationship is complicated and i think it's more interesting to watch father than lead
couple relationship, they are boring.
트리오 “시현-수지-세주” 때문에 나는 이 드라마를 본다. 문가영의 연기도 좋았어. 나는 수지와 시현의 관계를
주연 커플보다 즐긴다. 수지는 시현의 첫사랑이지만 수지는 그를 거부하고 가장 친한 친구(사랑보다 더 지속
된다고 생각하는)로 남기를 원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수지는 시현을 사랑한다. 그리고 수지를 좋아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로 밖에 남을 수 없는 세주가 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다. 나는 주연 커플의 관계를
보는 것보다 이 관계가 더 흥미롭다. 주연커플은 지루하다.
(출연진 관련)I am the only one who is seduce by this drama?? I can't help but to love SJ and SH
chemistry, i try very hard to love Joy as the main lead but SJ acting always got me hook, hope they
won't make my SJ a bad girl or hurt her at d end. Do Hwan really has a good acting skill really hope
for him to star with My Kim Yoo Jung for his next drama.
나만 이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세주랑 시현의 케미가 좋았다. 그리고 조이를 좋아하고 싶지만 수지의
캐릭터가 더 좋아. 우도환 연기 진짜 잘해. 다른 드라마에서도 보고 싶다.
(출연진 관련)I dont think i can watch this drama. I like woo do hwan and Mun ka Young so much
together . I cant see him pairing with Joy . It will hurt me :(.
아…이 드라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문가영이랑 우도환 잘 어울려요. 나는 그가 조이와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나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
(출연진 관련)Aahhhhhhhh uri min jae yaaaaa
번역:우리 민재야아아아아!!!

17.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추천하겠다는 의견 나타남
-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연기자들이 완벽하게 캐스팅됐다는 반응
- 회차마다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다수 녹아있다는 평
- 걱정거리를 해소시켜주는 '진통제' 같다는 의견 및 힘이 들 때 <와이키키> 출연진의 극중 에피소드를
떠올리겠다는 의견 발생
- 시즌2 제작을 바라는 반응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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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관련 반응
(작품 관련) Have just completed Ep 1 and realised have been laughing multiple times and have laughed
more in one episode than I have laughed for many shows for their entire duration.It is so funny! Our
3 men are nicely set up and the baby is so cute! The scenes with Park sung woong were so hilarious
that I kept going back to them.This is a new comedy favourite for sure.
방금 1화를 봤는데 여러 번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많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세 남자는 멋지게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아기는 매우 귀엽다! 박성웅이 나오는 장면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봤다. 이 드라마는 확실히 새로운 코미디이다.
(작품 관련)This drama is really recommended to all kdrama lovers. Every character has been casted
perfectly. I was laughing continuously the whole two episodes. I am really liking Lee Jun Ki n chewbacca.
I really hope they both turn out to be second lead couple in the drama later. Hope this drama gets good
ratings as it is really deserving.
kdrama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모든 캐릭터가 완벽하게 캐스팅됐습니다. 2회까지
봤는데 나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이준기와 츄바카(극중 고원희의 별명)를 좋아해. 나는 그 두
사람이 드라마에서 조연 커플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 드라마가 가치를 인정 받아 좋은 시청률을
얻기를 희망해요.
(작품 관련)What a drama! I'll miss you guys!
너무 좋은 드라마.이 드라마가 그리울 거예요.
(작품 관련)love it, funny story
좋아한다. 스토리가 너무 웃겼다
(작품 관련)I am really enjoying this drama .. so f unny.
나는 이 드라마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 엄청 웃겨.
(작품 관련)Hilarious. Every little thing about this drama is amazing specially the cast. My first time
laughing so hard after watching a Korean drama.
아주 웃기다. 모든 사소한 행동에 관한 이 드라마는 특히 캐스팅이 놀랍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처음으로 많이 웃었다.
(작품 관련)I just started to watch this drama yesterday. .I really love this drama. It is so funny.
나는 어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드라마를 정말로 좋아한다. 너무 재밌네요.
(작품 관련)Hi.. I am from India... This drama is really funny.. It's really pain killer medicine for all
worries.. My stomach really aches by laughing.. Thanks for giving us such a great drama.. Each one
acting is very superb.. And thank you the team of the waikiki.. I really enjoyed it.. I wish also the
season 2..and I am a fan of Kim jung hyun..
안녕하세요 ..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모든 걱정에 대한 진정한 진통제
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드라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연기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와이키키> 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시즌 2를 기원합니다. 저는 김정현의 팬입니다.
(작품 관련)Well if I have a bad day I surely remember what these waikiki gang had been through. Haha.
내가 나쁜 날을 보내게 된다면 나는 <와이키키> 출연진이 무엇을 했었는지 떠올릴 겁니다. 하하.
(작품 관련)It's an amazing drama... I am watching cross drama which is serious..... After watching this
drama it made me laugh so much! Loved it. 2018 is great!!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 나는 심각한 크로스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나를 엄청 많이 웃게
만들었어요. 좋다!!. 2018년 대단해 !!
(작품 관련) Love this drama....not a single part of this drama is boring...laughter unlimited hope for season 2.
이 드라마 너무 좋다...단 한 부분도 지루하지 않다. 시즌 2도 기다릴게.
(작품 관련)This drama is funny as hell, we need a season 2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다. 우리는 시즌 2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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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CN <작은 신의 아이들>
-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했다는 반응임
- 작가가 캐릭터 설정을 잘하여 시청자가 극중 인물에게 유대감을 느끼며 공감한다는 의견
- 출연진의 연기력에 호평 나타남
OCN <작은 신의 아이들> 관련 반응
(작품 관련)Super duper hit, character starting to end connecting me so much with the drama. Till the last
episode I was worried to think what will happen to him. would he turn out to be good man or bad man.
Sometime I thought he would die at the end. Hats off to the writer who give birth to such character, who
all the tangled the viewer all the time, make the viewer worried as in real happen to him. This character
achieve sympathy with the viewer. Role of Kim Dan is amazing, she did great job. She is beautiful and
her acting is too good. The one who play the role of crime officer is all rounder in his expressions,
sometime he is funny, sometime he is stubborn, sometime he is so much emotional. perfect acting.
너무 너무 좋은 드라마이다. 시작부터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나는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생각했어.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밝혀야 할까? 언젠가 나는 그 남자가 죽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어. 작가가
캐릭터를 진짜 잘 만들었어.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을 얽히게 했기 때문에 시청자가 실제로
그 일을 걱정하도록 만든다. 이 캐릭터는 시청자와 공감을 형성한다. 김단의 캐릭터를 진짜 좋아해. 그녀는
훌륭해. 김옥빈이 아름답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 좋아. 범죄수사관 역할을 맡은 배우는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
하다. 어떨 때는 재미있고, 때로는 완강하다. 때때로 그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완벽한 연기이다.
(작품 관련)I loveeeeeeeeee it! Daebakkk...❤❤❤
너무 좋았어!!! 대박이다…❤❤❤

19. SBS <착한 마녀전>
- 유의미한 네티즌 의견 발생하지 않음

20.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 시즌 2가 너무 빠르게 마무리됐다며 시즌3 제작을 바란다는 반응임
- 배우 간 호흡이 좋았다는 호평
- 2회만에 사랑에 빠진 주연 배우들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반응 발생했으며 두 사람이 괴롭히고 싸우는
관계로 갔더라면 보다 재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임
- 조연배우들의 이야기에도 관심 보인 반응 나타남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관련 반응
(작품 관련)i just finished watching two episodes..and I didn't like it .i m disappointedWhy the two
characters . are already in love? I would have liked them fighting n teasing each other. that would have
been more perfect And funny. And why his friend had To go to police academy? And why the main leads
are already nice to each other. Suddenly it feels like just another k drama with love plot.. Whyyy??
방금 두개 회차를 보았는데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실망했어요. 왜 두 사람이 벌써 사랑에 빠졌나요? 서로
괴롭히고 싸우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더 완전하고 재미있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왜 경찰학교에 갔나요? 그리고 왜 주연 캐릭터들이 이미 서로를 좋아하나요? 갑자기 연애 플롯을 가진 다른
KBS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작품 관련)Please please please do S3 :3 ❤❤❤❤❤❤❤❤
제발 제발 시즌 3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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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관련 반응
(작품 관련)I don't mind the romance tbh. But, come on, to cut the 2nd season to 16 episodes makes
me frustrated. There are still some things that are left unanswered. I need season 3, fast!
사실은 로맨스 그렇게 싫어하지 않지만 시즌2를 16화에 이렇게 짧게 끝나서 절망적이네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즌 3이 빨리 필요해!
(작품 관련)I want her friend and the adorable police officer. I'm going to be sad if he isn't in this :(
But I like that the main female lead may not look like a complete loser in this drama. Her hair is
slightly nicer, and outfit is more chic haha.
나는 그녀의 친구와 사랑스러운 경찰을 원한다. 그럴 수 없다면 나는 슬플 것이다. 나는 이 드라마에서 주요
여성들이 완전한 패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좋아한다. 그녀의 헤어스타일이 멋지고 복장이 세련되었다.
(출연진 관련)I'm nervous! Where is her best friend and the other detective? They were one of the
best parts :(
나 긴장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다른 형사는 어디 있나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어요.
(출연진 관련)The fastest season 2 in the history k drama, i really love their chemistry.
시즌2가 너무 빨리 끝났다. 배우들 사이의 케미가 좋았다.

21. SBS <키스 먼저 할까요>
- 유의미한 네티즌 의견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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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조사부문 및 수집대상 사이트

⇧

네티즌여론 부문

⇧

뉴스 부문

동영상 부문

⇧

⇧

게시글 수, 댓글 수

동영상 댓글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인도 반응

인도+글로벌 반응3)

인도+글로벌 반응

인도+글로벌 반응

▲

수집대상사이트
사이트 특징
드라마를 다루는 유일한 인도 블로그로 한국, 일본, 대만 드라마를
◦Aplha Girl Reviews ◦한국
영어 리뷰로 제공
◦Destinationkpop ◦K엔터산업과 관련한 가장 인기 있는 인도 블로그로, 주로 K-POP을 다룸 ⇨
India
◦Quora
◦질문/답변 형식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사이트
◦페이스북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채널
종합검색엔진 1위 거론, 뉴스제공 포털 중 가장 많은 정보 보유
◦구글 뉴스 ◦◦인도
⇨
타 뉴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결과를 구글 뉴스가 대부분 커버
◦Youtube
◦인도 내 1위 동영상 공유 사이트
국가 드라마의 풀버전 동영상을 영어자막과 함께 제공하는 사
◦Kissasian ◦아시아
이트로, 높은 조회수 기록
⇨
◦dramacool9 ◦아시아 국가 드라마를 풀버전 동영상으로 제공하며 스트리밍 혹은 다

수집항목
게시글 수,
댓글 수

기사 수

동영상 개수,
동영상 조회수,
동영상 댓글수

운로드 가능. 업로드가 빠르며 영어자막으로 시청 가능

■ [붙임2] 프로그램별 조사 키워드

드라마제목

같이 살래요
고품격 짝사랑

공식 제목

드라마제목

Shall We Liver Together

슈츠

Suits

공식 제목

High-End Crush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Switch: Change the World

그남자 오수

Evergreen

시를 잊은 그대에게 A Poem a Day

나의 아저씨

My Mister

우리가 만난 기적

대군-사랑을 그리다 Grand Prince
데릴남편 오작두

위대한 유혹자

The Miracle We Met
Great Seducer

My Husband, Mr. Oh Jak Do

으라차차 와이키키 Welcome to Waikiki

라이브(Live)

Live

작은 신의 아이들

미스트리스

Mistress

착한마녀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Something in the Rain
부잣집 아들

The Good Witch

추리의 여왕 시즌2 Mystery Queen 2

Rich Familys Son

키스 먼저 할까요

손 꼭 잡고, 지는
Hold Me Tight
석양을 바라보자

3) 인도 이외의 영어권 국가 네티즌들의 반응도 포함된

Children of a Lesser God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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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We Kiss Fir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