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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로맨스극 홍천기

김유정,타이틀롤맡아

배우 김유정(사진)이

SBS TV 드라마 홍천

기의 타이틀롤을 맡는

다고 소속사 어썸이엔

티가 11일밝혔다.

홍천기는조선시대

유일한 여화공 홍천기

의이야기에작가의상

상력이 덧입혀진 판타

지로맨스드라마로 바

람의화원 , 뿌리깊은나무 , 해를품은달 등을

연출한장태유PD와하은작가가손을잡는다.

성균관스캔들 , 해를품은달 등의원작자정

은궐작가의동명베스트셀러를드라마화하는작

품이다. 김유정은조선최초로도화원에입성한

여화공홍천기를연기한다. 맹인으로태어났지만

기적적으로눈을뜨고, 화공으로살게되는캐릭

터다. 김유정은굴곡있는홍천기의삶을세밀한

감정의변주로그려낼예정이다.

내년방송예정. /연합뉴스

김현식 봄여름가을겨울

김재환이 다시불렀다

영원한 가객 고(故) 김현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가수김재환이다시불렀다.

김현식 30주기리메이크앨범 추억만들기 제

작사슈퍼맨C&M은김재환이부른 봄여름가을

겨울 리메이크음원이13일오후6시음원사이트

를통해발매됐다고밝혔다.

봄여름가을겨울은 1980년발표된김현식의

정규 1집타이틀곡으로그의자작곡이기도하다.

리드미컬하면서도 세련된 펑키 멜로디가 특징으

로리메이크버전은원곡에현대적인감성을녹여

냈다.

추억만들기에참여하는 12팀가운데가장어

린김재환은 너무설레고영광스러웠다. 어렸을

때부터펑키한곡을좋아했는데 봄여름가을겨

울을통해신나는곡을부르게돼서녹음하면서

도기분이좋았다는소감을전했다.

리메이크앨범 추억만들기 수록곡가운데규

현의 비처럼음악처럼 ,다비치의 내사랑내곁

에가앞서공개됐고김재환을비롯해더원, 이석

훈,옥주현,백아연등이참여한다. /연합뉴스

미스터트롯 임영웅 올최고의스타등극
클립영상3억7천만뷰기록

2위는 부캐부자 유재석

제시등여성스타활약도눈길

임영웅

유재석

제시

2020년온라인에서가장많이사랑받은스타는

가수임영웅이었다.

12일 주요 방송사의 클립 VOD(주문형비디

오)를네이버와유튜브등온라인플랫폼에유통

하는스마트미디어렙(SMR)의분석결과올해클

립영상에서가장많은조회수를기록한사람은

임영웅으로, 누적조회수는무려 3억 7000만회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올해 1월 TV조선트로트경연 미스터트롯에

서진(眞)을차지한임영웅은안정적인노래실력

으로큰사랑을받았다. 그가나온영상중 100만

뷰를돌파한것은 50개이상이고, 본인이운영하

는유튜브계정구독자도 100만명을돌파했다.

2위는다양한 부캐 (부캐릭터제2의자아를뜻

하는 신조어)로 활동한 개그맨 유재석이 차지했

다.그는SBSTV 런닝맨 ,MBCTV 놀면뭐하

니? , tvN 유퀴즈온더블럭 , 식스센스 등 4

개프로그램에서활약하며무려 2억 1000만뷰를

기록했다. 특히 놀면뭐하니? 를 통해유두래곤

등총6개부캐로활동했다.여성방송인들과의조

합도 빛났다. 이효리와 의기투합해 비를 제대로

활용했던 싹쓰리 활동과,프로듀서로서여성멤

버들을아울렀던 환불원정대 활동이대표사례

다. 식스센스에서는여성멤버들사이에서속수

무책으로당하는모습이새로운재미를줬다.

3위는 미스터트롯의또다른스타김호중이다.

그는9월입대전까지 사랑의콜센타 , JTBC 위

대한 배태랑 , SBS 플러스 김호중의 파트너 등

프로그램에출연해총 1억9000만뷰를기록했다.

올해는여성스타들의활약도두드려졌다.가수

제시, 개그맨 박나래, 가수 화사, 개그맨 홍현희

등 10위권내에무려네명이안착했다.

그중에서도제시의독주가눈에띈다. 그는자

신의서툰한국어와넘치는자신감을 미국교포

캐릭터로승화시켰다.그는8000만뷰를육박하는

클립영상조회수로 4위에올랐다.제시는 놀면

뭐하니? , 식스센스에 이어 최근에는 엠넷 캡

틴에도고정출연중이고, 7월에발표한 눈누난

나가음원차트를휩쓸면서가수로서도인정받은

한해를보냈다.

박나래는 기존 출연하던 프로그램들에 더해

KBS 2TV 스탠드업 , 올리브 밥블레스유2 ,

SBS TV 박장데소 , tvN 신박한정리 , JTBC

갬성캠핑 등에출연하며6600만회의재생수를

기록했다. 나 혼자산다에서선보인부캐 조지

나 관련영상은 430만뷰재생되기도했다.

이밖에도화사가 나혼자산다와 놀면뭐하

니? 에서 4500만뷰를, 홍현희는TV조선 아내의

맛과채널A 금쪽같은내새끼 ,MBC TV 오!

나의 파트,너 , 언니네 쌀롱 등에서 활약하며

2400만뷰를기록했다.

2020년스타들의출연영상순위도분석했는데,

1위부터34위까지임영웅과김호중이차지했다.

트로트관련영상을제외하면제시의클립이상

위권에 5개나포진했고, 이들모두 200만뷰이상

의조회수를기록했다. /연합뉴스

조병규

조병규일냈다…경이로운소문 7.7％로OCN역대1위

9%앞둔 철인왕후와흥행쌍끌이…코로나블루 퇴치

2020년, 예년과비교해드라마흉작인축에속

했던 CJ ENM이 뒷심을 발휘해 연말 tvN과

OCN양쪽에서화제작을내놨다.

먼저OCN주말극 경이로운소문은원작웹툰

과높은싱크로율,그리고그이상의생생한통쾌

함으로채널역대최고시청률을기록했다.

14일시청률조사회사닐슨코리아에따르면전

날밤 10시30분방송한 경이로운소문 6회시청

률은 7.7%(이하비지상파유료가구)를기록하며

보이스 최종회(2018, 7.1%)가 보유한 기록을

뛰어넘어OCN역대최고성적을냈다.

전날방송에서는카운터즈가 7년전사건에얽

힌, 흩어져있던실마리를모으기시작하는모습

이담겼다.특히3단계악귀지청신(이홍내분)이

소문(조병규)과 도하나(김세정)의 과거 기억에

서만나는엔딩이충격을안겼다.

경이로운 소문은 악귀퇴마융(이승과 저승

사이공간)등은한국적인이야기에서나오는흥

미로움과퇴마사역할을하는카운터즈의활약은

할리우드외화의히어로시리즈를보는듯한매력

을동시에갖췄다.

특히주인공소문을연기하는조병규는원작속

캐릭터와의높은싱크로율은물론전작들보다일

취월장한연기력으로코미디면코미디,드라마면

드라마등다채로운매력을자랑하며선배배우들

에게밀리지않고앞서서극을끌고있다.

아울러 원작은 시즌2에 접어든 장편이지만 이

를드라마화하면서군더더기를생략해빠른호흡

을선호하는요즘젊은시청자들의시청패턴과도

부합했다.

경이로운소문에앞서9시부터방송하는 tvN

주말극 철인왕후 역시전날시청률8.8%를기록

하며9%돌파를목전에뒀다.방송2회만이다.

철인왕후 2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카사노바이

자청와대셰프인장봉환(최진혁)의영혼이깃든

조선시대중전김소용(신혜선)과철종(김정현)

의관계변화를예고했다.

철인왕후는 코믹 판타지 사극답게 신혜선의

원맨쇼에가까운코미디연기를보는재미가쏠쏠

하다. 누구보다고상해야할중전의몸으로장봉

환의 영혼을 연기하는 모습이 쉴새 없이 웃음을

안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