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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국내가수첫8억뷰뮤비3편보유

킬디스러브

킬디스러브 돌파

블랙핑크가 킬 디스 러브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도유튜브조회수 8억

건을돌파하면서국내가수최초로 8억뷰

뮤직비디오를세편보유한그룹이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0일 오전

3시 40분께이곡뮤직비디오가유튜브에

서조회수8억건을넘어섰다고밝혔다.

뚜두뚜두 (DDU-DUDDU-DU), 붐

바야를이은블랙핑크세번째8억뷰뮤직

비디오로,국내가수중8억뷰이상뮤직비

디오가세편인팀은이들이유일하다.

앞서 킬디스러브 뮤직비디오는지난

해 4월공개된지63시간만에 1억뷰를돌

파했고유튜브에서발표한 2019년전세

계에서가장많이본뮤직비디오 톱 10에

유일한K팝으로이름을올리기도했다.

음원또한미국빌보드메인싱글차트

인 핫 100 에서 41위, 영국오피셜싱글

차트 톱100 에서 33위에진입하며많은

사랑을받았다.

최근 미국 포브스는 킬 디스 러브가

52주동안빌보드월드디지털송세일즈

차트에올랐다면서 앞으로얼마나더차

트내에머물지아무도가늠할수없다고

보도하기도했다.

/연합뉴스

화양연화유지태

tvN새토일극드라마 화양연화 출연

출산후안방극장복귀이보영과호흡

대학시절학생운동…기업가변신

과거 현재넘나드는감성멜로드라마

대본을봤을때깜짝놀랐어요. 20대, 40대가느끼는

감성을너무잘녹여냈더라고요.

배우유지태(44)는최근온라인생중계로진행된 tvN

새토일극 화양연화 - 삶이꽃이되는순간 제작발표회

에서드라마출연계기를이처럼설명했다.

화양연화 - 삶이꽃이되는순간은아름다운첫사랑

이지나고모든것이 뒤바뀐 채 다시 만난 재현(유지태

분)과지수(이보영)가가장빛나는시절의자신을마주

하며그리는멜로극이다. 키스먼저할까요? (2018)로

성숙한멜로를그려낸손정현PD가연출을맡았다.

유지태는투철한신념으로대학시절학생운동에참여

했지만현재는야망가득한기업가삶을사는한재현을

연기한다.

그는 출연작 영화 봄날은 간다 (2001)를 언급하며

재현이 봄날은간다의상우에서변화하는모습을지켜

봐달라면서도 방송후 귀염귀염이라는별명을얻고

싶다. 재현에게는지수에게만보이는어설픈모습이있

다고소개했다.

그는본인의화양연화를묻는말에 배우활동은시지

프스(그리스신화속인물)처럼산의돌을올리면다시

떨어지고 다시 돌을 올리고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감독님의생각을잘표현하기위해노력하는열정이있

고누구에게도지고싶지않다. 지금이화양연화고다음

이또화양연화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그는 화양연화만의감성이시청자분들의마음을울

릴수있을거라생각한다며 인생에서따뜻한사랑의기

운을 얻고 싶다면 저희 화양연화를 시청해주시길 바란

다고말했다.

출산후2년만에안방극장으로돌아온이보영(41)은

대본을 보자마자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지수가아마제최애(가장사랑하는) 캐릭터가되지않

을까 생각한다. 너무 매력 있고 사랑스럽다고 소개했

다.

이어 지수는저보다훨씬내면이단단하고강한스타

일이다. 본인이옳다고생각하는길을꿋꿋하게간다며

지수를연기하며내가지수와같은상황에처했을때이

렇게의연하게잘이겨낼수있을까생각했다고덧붙였

다.

이보영은 화양연화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언제든

꺼내봤을때그때의기억이되살아나는사진첩속사진

같은드라마인것같다며 지수를연기하며저도저의추

억들이많이생각났다고말했다.

손 PD는 2인 1역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멜로를 느낄 수 있으실 것이라며

드라마의본질인정통멜로를통해 당신이사는지금이

당신의화양연화라는메시지를스며들수있게하는게

저의목표라고밝혔다. 오는 25일밤9시 tvN첫방송.

/연합뉴스

4세대원형방사광가속기유치특별생방송

광주여수목포MBC공동제작 슈퍼현미경을잡아라

오늘오후 6시30분방송

광주여수목포MBC가공동으로선보

이는 4세대원형방사광가속기유치특별

생방송 슈퍼 현미경을 잡아라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약 1시간동안방송된

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속기에 대한 지역

민의이해를돕기위고,에너지산업이집

적화된 공동혁신도시 나주가 선정돼야

한다는필요성을알리기위해기획됐다.

4세대방사광가속기는오는 5월최종

부지선정을앞두고있으며, 현재전남지

역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또 광주전남북 3개 시도는 4세대 원

형방사광가속기전남유치에힘을모으

기위해최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세대원형방사광가속기호남구축 등

3개항의호남권핵심현안에대한대정부

공동건의문을발표하기도했다.

이날 생방송에는 범희승 유치 공동집

행위원장과 김혁종 광주 전남 대학총장

협의회장, 김유종 한국원자력연구원 박

사가출연해 지역균형발전 유발경제효

과 ,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나주에 유

치되어야하는이유 , 우리는어떤노력

을할것인가 등에대해이야기할예정이

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슈퍼현미경을잡아라이21일오후6시30분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한국전력본사

앞에서열린다.

영화 반도

VR콘텐츠로

해외팬만난다

반도

올여름개봉예정인영화 반도가가상현실(VR) 콘

텐츠로재탄생해외국영화팬들을만난다.

이영화배급사뉴는싱가포르특수효과영상제작사비

비드쓰리와 VR(가상현실) 글로벌 판권 계약을 했다고

20일밝혔다.

이계약으로 반도는가상현실,탈출미션,테마하우

스 등의 콘텐츠로 재탄생한다. 전편 격인 부산행

(2016)은2018년부터VR콘텐츠로전세계를순회하며

영화팬들을만났다.

반도는 부산행 그후 4년이흘러폐허가된땅에서

최후의사투를벌이는사람들이야기로, 연상호감독이

연출을,강동원과이정현이주연을맡았다. /연합뉴스

유지태 따뜻한사랑의기운얻어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