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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 

핫 콘텐츠

2010 2011

아바타 “I SEE YOU” 

 외화 최초로 국내 1000만 관객  

  돌파, 최종 1,330만 2,637명

 3D영화 열풍 

정의란 무엇인가 “인문학 열풍”  

 정의를 바라보는 세 가지 기준 

  정립 ‘행복, 자유, 미덕’

 김영사 출판 기준 100만 부 돌파, 

  최종 123만 4,289부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미완성이며, 

어떤 종류의 아픔이라도 아픈 게 정상이다”  

 출간 이후 37주 연속으로 도서판매량 1위

 2015년 판매부수 300만 돌파

 아프면 환자다, F니까 청춘이다 등 패러디 등장 

도가니 “실화 기반이라 충격”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와 성폭행 고발

 466만여 명 관람하며,사회적으로 큰 파장 

2012 20142013

강남스타일 “유튜브 최초 

10억 조회 수 돌파” 

 뮤직비디오 인기 폭발

  유튜브 조회 수 34억 5,581만 회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히트한 최초 

  한국 대중음악

 빌보드 HOT 100 7주 연속 2위

 세계적으로 ‘말춤’ 유행

명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관객 1,761만 5,053명으로 

  한국 최고 흥행 영화 기록 

 흥행 요인은 배급사 지원, 

  명절 특수, 국민정서 

별에서 온 그대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평균 시청률 24%, 최고 시청률   

  28.1% 기록

 치맥과 천송이 코트 등 

  한류 아이템 전파

애니팡 “애니팡 하트 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다운로드 2,000만 건 돌파

 메신저 ‘카카오톡’ 연동, 

  아이템 ‘하트’ 주고받기 유행

응답하라 1997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케이블TV임에도 평균 시청률   

  7.6% 기록

 소비력 가장 높은 30대 추억 자극

 1990년대 복고 열풍 시작

미생 “더할 나위 없이 YES!”  

 평균 시청률 5.55% 기록

 적절한 원작 활용과 따뜻하고 

  감성적인 연출로 호평 

 웹툰 원작 드라마 중 최고 

  작품으로 분류 

설국열차 

“패신저(Passengers)!”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

 국내에서 919만 2,396명 관객 동원 

 크리스 에반스, 틸다 스윈튼 등 

  세계적 배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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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빌보드 점령한 한류의 아이콘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 1위

 ‘아이돌’, ‘피 땀 눈물’, ‘DNA’ 등 

  지난 타이틀곡들 인기 역주행

보헤미안 랩소디 

“Mama, just killed a man” 

 관객 994만 8386명 동원

 노래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극장 화제

미스터 션사인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평균 시청률 18.1% 기록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으로 주목

기생충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1008만 3922명 관객 동원

 북미 흥행과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전망

어벤져스: 엔드게임 

“3000만큼 사랑해”

 관객 1393만 4604명 동원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미리 

  밝히는 ‘스포일러’ 극성

SKY 캐슬 

“어머니, 절대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 

 평균 시청률 12.3%, 

  마지막 회 23.8%

 입시 코디네이터 역할 

  배우 김서형 인기몰이 

 다양한 유행어 등장

2015 20172016

베테랑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관객 1,341만 3,991명 동원

 재벌의 맷값폭행, 경찰과 유착,   

  마약 이슈 주목
배틀그라운드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

 출시 13주 만에 누적매출 1억 

  달러(약 1,150억 원) 돌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PC게임

  (2019년 기준, 5,000만 장)
도깨비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평균 시청률 13.6%, 케이블 

  드라마 역대 최고 성적

 주연 배우 공유 제2의 전성기

빅뱅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타이틀곡 ‘뱅뱅뱅’을 비롯, ‘루저’,   

  ‘배배’ 인기

 멜론차트 기준 2015년 종합 1위와

  8위, 9위 기록 

택시운전사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관객 수 1,218만 9,195명 동원

 촛불시위와 대통령 선거 같은 

  사회 쟁점 맞물리며 화제 태양의 후예

“You are my everything"  

 평균 시청률 28.5%, 

  최고 시청률 38.8%

 100% 사전 제작, 

  한국·중국 동시 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