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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지 않는 “한류 콘텐츠” 

엑소의 ‘V라이브’를 시청하며 등교 

길에 오른다. SNS인 ‘브깐딱제

(VKontakte)’에서 K-POP 관련 

최신 정보와 행사 정보를 확인한다.

2016년 기준 러시아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 

‘얀덱스(Yandex)’에는 K-POP 관련 누적 검색어

가 약 300만 개에 이름

PM 11:00 취침전

팬클럽 회장의 화보집 및 형광봉 

공동구매 문자를 받고 팬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K-POP 굿즈에

용돈이 메말라가지만 행복하다.

친구들과 학교 강당에 모여 춤 연습을 한다. 

매년 봄에 열리는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때문.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를 연습하며 우승을 다짐한다.

점심은 샌드위치로 때우며 ‘제이플라’의 

유튜브를 본다. 맑고 고운 음색으로 다양한 

팝송들을 리메이크하는 제이플라의 매력은

미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퇴근 후 동네 친구들과 

집에 모여 게임 

배틀그라운드 

삼매경에 빠진다.

늦은 밤, 아내와 함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를 

시청한다. 미국의 리메이크판도 

있지만 원작이 주는 매력은 

이길 수 없다.

긴 출근길, 모바일로 드라마 

‘더 굿닥터’를 시청한다. 한국 

원작과 리메이크판은 

서로 다른 재미가 있다.

2017년 기준 러시아 내 엑소 팬 10만 명 

추정, 더블에이트 2017년 3월 17일 한국 

아이돌 최초로 러시아 국영방송국 HBK 

TV 아침 프로그램 출연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은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매년 봄, 가을 2회씩 개최되는 한-러 공동 문화

제로 작년에 열린 페스티벌에는 250명이 참가했고 

2500여 명의 관객이 모였다.

제이플라(J.Fla)는 미국의 인기 유튜버이자 래퍼, 

배우로 활약 중인 토드릭 홀(Todrick Hall), 

멕시코의 뮤직 아티스트 마리오 바우티스타(Mario 

Bautista) 등과 함께 ‘저스티스 리그’의 주제곡이자 

비틀즈의 명곡 ‘컴 투게더(Come Together)’를 

리메이크 함.

미국 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최고 롱테이크 신 12편’ 선정 

ABC채널 역대 첫 방송 

최고 시청률인 2.2% 기록, 

풀 시즌(18회) 제작 확정

PM 12:00 점심시간 PM 11:00 늦은 밤 

AM 8:00 
출근시간

AM 7:00 등교길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21회 DICE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액션 게임(Action Game of 

the Year)’과 ‘온라인 게임플레이

(Outstanding Achievement in 

Online Gameplay)’ 수상 

PM 7:00 
퇴근시간

PM 12:00 점심시간

샘 미국

한국 영화와 

드라마, 셀럽에 

열광하는 30대 안젤리나 러시아 

K-POP과 춤을 사랑하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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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스토어 

‘문샷’ 매장 방문.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살로마의 

용돈이 항상 부족한 이유는 뭘까. 

문샷은 2015년 말레이시아 세포라 입점을 

시작으로 2017년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인

선웨이 피라미드(Sunway Pyramid)와 원 우타마

(One Utama), 파빌리온 몰(Pavilion Mall)에 

단독 오픈 

학교에서 친구들과 바나나우유를 

함께 마신다. 독특한 디자인과 진한 

바나나 향이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런닝맨’의 이광수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떠오른 신흥 한류스타 

박보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서로 자신의 

연예인을 자랑하기 바쁘다. 

점심을 먹고 나른해지는 시간, 몰래 몰래 

시청하는 ‘영국남자’ 유튜브는 회사 생활의 

소소한 낙이다. 최근 영국남자의 삼겹살과 

닭강정 영상을 본 후, 조엘은 이번 휴가를 

한국행으로 결정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조엘은 박지성과 손흥민의 

팬이 되면서 덩달아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근 전 방탄소년단의 

노래로 힘찬 하루를 시작해본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펼친다.

작년 런던에서 열린 

런던패션위크에서 K패션에 

반한 조엘은 친구와 함께 런던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남성복 브랜드 

‘준지’ 매장으로 쇼핑을 간다.

바나나맛 우유는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할랄 유제품으로 인정받아 수출을 

시작해 2015년 기준 14만 4000톤, 

3만달러어치 수출 기록

이광수는 2015년 네이버 라인 말레이시아 

모델 발탁, 박보검은 2018년 3월 말레이시아 

삼성 갤럭시 S9 홍보대사로 참여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했던 조쉬가 

영국으로 돌아가 2013년 ‘영국남자’를 개설. 

현재 구독자 수가 244만 명에 달함. 

2014~2017 유튜브 최고 인기 동영상 톱10 선정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상’ 수상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만을 입점시키는 곳으로 

유명한 영국 해로드백화점에 2016년 12월 

팝업매장 오픈

PM 2:00 점심시간

PM 11:00 늦은 밤 

PM 6:00 
퇴근 후

한국 웹툰 온라인 플랫폼 ‘코미카’에 빠진 

동생, 오늘도 밤 늦게까지 웹툰을 보다가 

엄마한테 혼난다. 옆집에서는 어김없이 

‘핑크퐁’ 동요가 들려온다.

코미카는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진출해 가입자 

55만 명 확보, 매일 사용자 

5만 명 기록 중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承 Her’

는 지난해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 14위로 한

국 가수 최고 기록수립

PM 5:00 
방과후

PM 2:00 점심시간

살로마
말레이시아

바나나우유를 좋

아하고 K-뷰티에 

관심 많은 10대

조엘 영국

K-패션에 관심 

많고 독서를 

즐겨하는 30대

PM 10:00 늦은밤

AM 9:00 등교길

AM 9:00 
출근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