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뤠잇 라이프 스타일 예능

방송 매주 월요일 밤 11시

JULY +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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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MAGAZINE

#화끈 #솔직 #담백 #활기찬
新비행소녀, 그녀들의 비혼 라이프 24시

‘공감 가득’ 현실 언니들의 비혼 라이프

출연 윤정수·양세찬·이본·제아
김완선·박기량·예은(핫펠트)
사유리 외

15

<비행소녀>,
New 공감 리얼리티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의 그녀
핫펠트(HA:TFELT) 예은

비행소녀

특징•첫 일상 공개+여리여리한
겉모습과는 다른 장군미 장착한
반전 매력의 소유자
•식단 조절은 NO! 늘씬 몸매 비법은
저녁 안 먹기+30분 집중 운동

<비행소녀>로 들여다본
리얼 싱글 라이프

진정한 비혼 라이프를
가이드하다!

비혼이라는 트렌드를 소비하는 것에

일상의 소소함과 편안함으로

<비행소녀>가 이처럼 시청자들을

이에 멈추지 않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

사로잡는 비결은 다름 아닌 공감과

비혼 라이프를 제안하는 것도

선택 이유와 각양각색 비혼

100% 리얼리티 <비혼이 행복한 소녀,

리얼리티다. ‘저거 내 모습인데’ ‘나도

<비행소녀>의 꾸준한 인기 비결.

않아요. 결혼을 위해 내 삶을 바꾸고 싶지

라이프 최초 공개

비행소녀(이하 비행소녀)>가 연일

저런 적 있는데’ 하는 공감대에, 소소한

‘결혼하지 않을 자유’를 외치며

않거든요. 연애는 하고 싶지만 쉽지는

화제다.

우리네 일상과 다를 바 없는 유명인의

밝고 당당하게 혼자의 삶을 즐기는

<비행소녀>는 비혼을 주제로, 연예계

소탈한 모습이 편안하게 다가오기

비혼주의자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나타나는 건 엄청난 행운이고

대표 비혼녀들의 싱글 라이프를 담아낸

때문이다. 비행소녀들이 보여주는 밝고

않은 세상이다. ‘비혼’과 ‘비혼 문화’에

기적이라 생각해요.

관찰 리얼리티. 방송은 자유로운 싱글

당당한 삶의 방식과 화끈하고 솔직한

관한 실랄한 경험담과 현실적인 조언을

라이프를 즐기는 공감 가득한 현실

토크 역시 시청자에게 대리 만족을

통해 시청자들의 폭풍 공감을 자아내는

증가로 다양한 새 멤버

언니들의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경험하게 한다는 평이다.

<비행소녀>의 승승장구가 여전히

영입이 가능한 포맷

매회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연일

그러나 <비행소녀>가 꾸준히 인기를

기대되는 이유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얻는 데에는 공감과 재미를 넘어선 또

오르며 높은 화제성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상당수가

물론, 매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클립 역시 강력한 이슈몰이 중이다.

비혼 시대 신풍속도에서, 단순히

시청 포인트
•기대되는 셀럽들의 비혼

•결혼과 비혼에 관한 솔직
토크로 비혼족 무한 공감
리얼리티 등극
•비혼 트렌드와 맞물려
시청률·화제성 모두 성공
•‘비혼’을 선언하는 싱글족

•‘나를 위한 삶’ ‘나 자신이
행복한 삶’ ‘내 인생
누릴래!’를 외치는 비혼족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간접
광고 노출 가능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즐기는 짜릿한

그치지 않고 ‘진정한 비혼 라이프’를

레이싱+자전거 산책+반신욕+혼밥

짚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즐기는 청담+마포 소녀
#데뷔 12년차 뮤지션 #첫 일상 공개

지금은 비혼. 결혼이 필수라 생각하진

#작곡하는 소녀 #평범한 서른 살
여자 사람 #솔직+털털

않네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이가

#장군감다운_쾌남 세수법+걸음걸이
#운동복+안경+지갑이면_외출 준비 끝
#파워플레이트 마니아
#ASMR 음소거 일상

비행소녀

화제의 키워드
비혼, 비혼주의자
비혼이란 주체적 의사로

<비행소녀> 최초 ‘외국인 비행소녀’
방송인 사유리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징•최초의 외국인 비행소녀

비혼주의자는 스스로 싱글이기를 택한

•냉동 난자 보관 수술 고백+냉동 난자

사람들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며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찬론자
#공포 영화 만드는 게 꿈 #난자 보관
중 #필라테스+근력 운동 마니아 #요리
무식자 #한식+한약+건강식 마니아
#인스턴트 절대 안 먹기 #혼밥+혼산책
즐기기 #오후 4시 이후엔 집순이
#취미는 사주+타로 보기 #옷 뒤집어
입기_행운아 와라 #엉뚱+4차원 매력

지금은 결혼보다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서 건강할 때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데, 요즘
여성들은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난자를 보관해 두면 임신을 계획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