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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영 스위트홈은인생의터닝포인트된작품

드라마 스위트홈의지수역을연기한박규영

데뷔 4년만에 라이징스타 부상

전세계적인기에신기하고뿌듯

좋은에너지주는배우되고싶다

스위트홈은저한테터닝포인트였어요.이응복

PD님과함께윤지수라는인물을만나면서대본과

인물,공간을대하는태도를많이배웠죠.

넷플릭스오리지널드라마 스위트홈에서야구

방망이하나로괴물과맞서싸우는베이시스트윤

지수를연기한배우박규영(28)은작품이자신에

게남긴의미를이렇게설명했다.

4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그는 분홍색으로

머리를탈색하겠다는의견을직접낼정도로지수

라는인물을구축하는데남다른애정을쏟았다고

밝혔다.

외적으로는 탈색, 화장, 피어싱으로 강한 모습

을보여드리고싶었고,지수의아픔을은연중에잘

보여드리려노력했어요.

원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지수를 꼽은

박규영은오디션을봤을때 캐스팅이안될것같

다고생각했다며과거를회상했다.

너무나도훌륭한원작과존경하는 PD님, 그리

고제가가장좋아했던캐릭터인지수까지. 저에게

는너무큰역할이라고느껴졌던것같아요.

하지만 그는 당당하면서도 남모를 상처를 가진

지수를누구보다잘표현해내면서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받고있다.

박규영은 스위트홈이전세계적으로인기를얻

고있는것에대해서는 어안이벙벙하다면서 평

소넷플릭스애청자인데뭘볼지고르는와중에내

얼굴이나오는게너무신기하고뿌듯했다고소감

을전했다.

또시청자들에게큰호응을얻었던재헌(김남희

분)과의로맨스에대해서는 사실러브라인이라기

보다는전우애와이성적호감사이를오가는게아

닐까생각했다면서도 생각했던것보다더좋아해

주셔서신난다며웃음을감추지못했다.

지수외에해보고싶

은 역할로는 그린홈

주민들의 냉철한 리더

은혁(이도현분)을꼽

았다.

도현이가차가운표

정속에서도미세한근

육으로감정을다표현

해내는걸보면서한번해보고싶다는생각이들었

어요. (웃음)만약제가실제로작품속상황에놓

인다면 냉철함을 유지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

력할것같다는생각도들었고요.

만약시즌 2가제작된다면액션연기에더집중

하겠다며다음시즌에대한기대도내비쳤다.

바뀐무기로최고의전투력을가진느낌을드리

면좋을것같아요. 시즌 2가가능해진다면막싸우

고뛰어다니고싶어요. (웃음)

2016년웹예능 여자들은왜화를내는걸까를

시작으로드라마 로맨스는별책부록 (2019), 녹

두꽃 (2019)등에서조연을거치면서연기실력을

탄탄하게 다져 온 그는 지난해 사이코지만 괜찮

아에 이어 넷플릭스 스위트홈까지 연달아 흥행

작에서주연을맡아존재감을과시했다.

데뷔4년만에 라이징스타로떠오를수있었던

원동력에대해서는 대충하기싫어하고최선을다

하는성격탓인것같다며 지난 4년동안달려온

나에게 수고했다고얘기해주고싶다고말했다.

개성있는연기자가되고싶다는그는 어떤색을

입혀도나만의색깔로재탄생시킬수있는 흰색규

영이되고싶다면서배우로서의포부를밝혔다.

좋은사람의연기에서는좋은에너지가나오는

데그걸너무갖고싶어요. 그런에너지를줄수있

는연기자가되고싶은마음이에요. /연합뉴스

한국영화신작없는1월, 신과함께 시리즈가채운다

죄와벌 7일 인과연 21일재개봉

늑대와춤을도30년만에관객만나

연말연시 사라진 한국 영화 신작의 빈자리를

2600만명의관객을모은시리즈영화 신과함께

가채운다.

4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과

함께-죄와벌 (2017)은오는 7일, 신과함께-인

과연 (2018)은 21일재개봉한다.

저승에서온망자가그를안내하는저승삼차사

와함께 49일동안 7개의지옥에서재판을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신과 함께-죄와 벌은

1400만명의관객을모으며역대한국영화흥행 3

위에올라있다.

이듬해개봉한 신과함께-인과연은환생이약

속된마지막49번째재판을앞둔저승삼차사가그

들의천년전과거를기억하는성주신을만나이

승과저승,과거를넘나들며잃어버린비밀의연을

찾아가는이야기다.

하정우,주지훈,김향기등 1편의등장인물에더

해 마동석이 성주신으로 등장한 2편은 1200만명

의관객을기록했다.

중장년층에게더욱반가울영화 늑대와춤을도

30년만에관객을다시만난다. 동명소설을원작

으로케빈코스트너가제작주연연출을모두맡은

늑대와춤을-디오리지널은오는14일재개봉할

예정이다.

평화를사랑하고자연과함께하는인디언수우

족의삶에매료된전쟁영웅존던바중위가 늑대

와 춤을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그 속에 녹아드는

이야기를담은영화는제63회아카데미시상식에

서작품상과감독상, 각색상, 촬영상등 7개부문

을석권한바있다.

이달에는지난해크리스마스기대작이었던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을 비롯해 문소리김선영장윤

주주연의 세자매 등중소규모의영화들이선보

일예정이지만대부분개봉일이확정되지않았다.

/연합뉴스

팬텀싱어3 스페셜콘서트, 안방에서만난다

5일 12일밤 2회방송

JTBC는 팬텀싱어3 결승에 진출했던 세 팀의

콘서트실황을2회에걸쳐방송한다고4일밝혔다.

팬텀싱어3 스페셜 콘서트 (사진)는 지난해 11

월 14일 서울 평화의전당에서 열렸던 라포엠, 라

비던스,레떼아모르팀의전국투어갈라콘서트마

지막공연녹화본을담았다.

방송에서는 길병민과 유채훈이 부른 러브 포

엠 (Love poem), 김바울김성식박현수황건하

가부른 필링굿 (Feeling good),고영열과최성

훈이부른 조선의마음 , 출연진들의댄스메들리

등새로운무대들도공개된다.

팬텀싱어3스페셜콘서트는5일과 12일밤 10

시 30분방송된다. /연합뉴스

MBN-엔큐큐 새예능 와일드와일드퀴즈 다음달방송

이수근 박세리

MBN과skyTV예능채널엔큐큐(NQQ)는공

동제작한새예능 와일드와일드퀴즈를다음달

선보인다. 와일드와일드퀴즈는퀴즈를맞혀야

만먹을수있는프로그램으로야생에서허기를채

우기위해고군분투하는스타들의모습을담는다.

또퀴즈를통해얻은음식을먹는스타들의 먹

방도만나볼수있다.

2월처음방송되는 와일드와일드퀴즈에는박

세리, 이수근, 양세찬, 이진호, 이혜성, 밥굽남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