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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트로트야…추석특집예능휘어잡았다

tvN의 올인

숨은명곡으로시청자들의향수를자극했던SBSTV의 문명특급

SBSTV의 홈스타워즈

트로트의민족 시청률 10%최고

코로나19 제작비증가영향

새프로줄고구작 몰아보기 늘어

MBCTV의 아이돌e스포츠선수권대회

이번추석연휴각방송사가선보인파일럿또는

특집예능프로그램에서도 트로트열풍은계속됐

다. 추리게임음악 예능 등의 프로그램들이 안방

을찾은가운데시청률승자는MBC TV 트로트

의민족이차지했다.

5일시청률조사회사닐슨코리아에따르면 트로

트의 민족은 지난 3일 방송에서 8.2%~10.7%를

기록했다.

트로트의 민족은 트로트 지역 대항전으로, 이

번추석특별판에서는지역별예심현장과본선에

오른80팀의선발과정이담겼다.

80팀의우승을위한경쟁은다가오는 23일부터

매주금요일에방송될예정이다.

추석 특집 예능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으로인한영향이눈에띄었다.

명절마다방송됐던MBC TV의명절대표프로

그램인 아육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아이돌 e스포츠 선수권대회로

변경됐으나, 1.7~2.1%의시청률에그쳤다.

아이돌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출연해 장애물

경기를치르는 아이돌멍멍선수권대회도 2.3%~

3.5%를기록했다.

SBS TV는코로나19 시대에걸맞게각자의집

에서 정체를 숨기고 노래하는 이들을 추리해나가

는 방콕떼창단과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이들

을위한인테리어 예능 홈스타워즈 등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선보였다.

방콕떼창단은 2.9%~3.4%, 홈스타워즈는

1.3~1.5%, 문명특급은2.3%시청률을보였다.

요리를주제로한예능인MBC TV 볼빨간라

면연구소와 SBS TV 대국민공유레시피, 라면

당기는 시간은 각각 2.8%~3.1%, 2.7%~3.8%로

집계됐다. 유튜브에서인기를얻고있는콘텐츠가

안방을찾기도했다.

구독자 80만명을 넘어선 유튜브 채널 문명특

급과유튜브조회수총 2200만뷰를기록한 여자

들의 은밀한 파티-여은파가 각각 SBS TV와

MBCTV로방영됐다.

시청률은각각 2.3%, 2.7%~3.5%를기록했다.

이번 추석특집에서는 각 방송사가 코로나19와

제작비 증가 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기보

다는지난작품들을 방영하는 일명 몰아보기 편

성이늘어난모습도보였다.

tvN의경우,대부분인기드라마와영화를다시

방영하고파일럿프로그램으로는두뇌게임음악쇼

올인만을 내놓았지만 이조차도 시청률은 0.8%

(유료가구)에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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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인, JTBC 설강화 주연

블랙핑크지수와호흡

배우정해인<사진왼쪽>이JTBC새드라마 설

강화:snowdrop (가제)의주연으로캐스팅됐다고

소속사FNC엔터테인먼트가5일밝혔다.

설강화는 1987년어느날서울의한여대기숙

사에피투성이가된채뛰어든남성과그를치료하

고감춰준여성의사랑을그린다.

SKY캐슬의유현미작가와조현탁PD가제작

해기대를모으고있는이번작품에서정해인은대

학원생임수호를연기한다.

설강화에는 정해인 외에도 블랙핑크 지수,

SKY캐슬의김혜윤,윤세아등이앞서캐스팅됐

다.

내년방송예정. /연합뉴스

강호동의밥심 12일첫방송

김신영남창희MC합류

SBS플러스는 12일 첫 방송을 시작하는 밥은

먹고다니냐?-강호동의밥심에강호동김신영남

창희가MC로출연한다고5일밝혔다.

강호동의 밥심은 지난 8월 종영한 밥은 먹고

다니냐? 의두번째시즌으로, 함께식사하며출연

자와이야기를나누는프로그램이다.

시즌2에서는연예인외에도화제의중심에있는

비연예인게스트도출연할예정이다.

제작진은 강호동뿐아니라 3MC체제로변화함

에따라프로그램이더깊어지고출연자폭도넓어

질것이라고말했다.

김신영은자신의부캐릭터인 다비이모로출연

해활약할예정이다.

12일밤 10시방송. /연합뉴스

BTS제이홉 치킨누들수프 MV,유튜브2억뷰돌파

방탄소년단(BTS)제이홉의솔로곡 치킨누들

수프 (Chicken Noodle Soup) 뮤직비디오<사

진>가유튜브에서조회수2억건을넘겼다.

소속사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따르면지난해 9

월공개된 치킨누들수프 뮤직비디오는5일오전

3시 8분께유튜브 2억뷰를돌파했다.

치킨누들수프는제이홉이 처음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접한 음악인 웹스타(Webstar)와

영비(Young B)의동명노래에서후렴구를인용

해재창조한곡이다.

미국의가수이자배우베키지도참여해화제가

됐다. 제이홉은 한국어로, 베키 지는 스페인어로

작사해자전적이야기를풀어냈다.

이곡은미국빌보드메인싱글차트인 핫 100

81위를기록하는등주목받았고뮤직비디오도다

국적댄서 50여명이펼치는군무, 닭의날갯짓을

형상화한포인트안무등으로눈길을끌었다.

한편그룹방탄소년단(BTS)이 DNA 뮤직비

디오로유튜브조회수 11억건을처음으로돌파했

다.

소속사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DNA 뮤직비디

오는 5일오전 7시 28분께유튜브 11억뷰를넘었

다고밝혔다.

DNA 는 2017년 9월 18일발표된방탄소년단

미니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承) 허 (LOVE

YOURSELF承HER)타이틀곡이다. DNA에새

겨진운명적상대를찾아냈다는내용의가사를가

상현실과우주공간을넘나드는듯한장면변환,다

채로운색감으로표현했다.

DNA 는올해 6월 1일방탄소년단뮤직비디오

가운데처음으로 10억뷰를넘었다.이어 4개월여

만에 11억뷰기록도달성했다. DNA 는방탄소

년단곡중에서는처음으로미국빌보드메인싱글

차트인 핫100 에진입해 4주연속이름을올리며

67위까지오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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