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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살아난로나에안도했죠

최근종영 펜트하우스3 김현수

천서진같은악역해보고싶어

로맨스드라마에도도전하고파

로나가성장해나가는모습을함께보고연기할수있었던지

난1년반은정말의미있고재밌는시간이었어요.

세시즌에걸친대장정끝에종영한SBS TV인기드라

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오윤희(유진분)의딸배

로나역을맡은배우김현수(21 사진)를최근화상으

로만났다.

시즌 2에서로나가죽으면서끝나서속상하기도하

고걱정도됐다는그는 대본리딩하는날작가님께서

죽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셔서 정말 안도했다. 다시

살아났을때로나가뭔가를더보여줄수있을것같아

개인적으로도기대가컸다고말했다.

이어 이번시즌에서는로나가성인이된만큼더당

차고어른스러운모습을보여주려고했다며 아쉬운

부분도있었지만즐겁게연기했기때문에기분좋게

끝낸것같다고종영소감을전했다.

민설아(조수민)를살해했지만결국선의편에선

오윤희를비롯해선과악을넘나드는 펜트하우스

속인물들가운데배로나는처음부터끝까지선함

을유지하는인물로그려졌다.

시즌 3에서천서진(김소연) 선배님이나하

은별(최예빈) 언니한테 복수하는 와중에도

로나는은별이를위하는마음이있었어요. 그

런로나의어른스러운모습을보면서많이배

웠죠. 계속 선한 인물이긴 했지만 시즌 1과

2에서는당하는모습을,시즌 3에서는복수도하고석훈(김

영대)과의 로맨스도 보여주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좋았어요.

1년반의시간동안배로나라는인물로살아온김현수는 길

게촬영하다보니작품에저절로녹아들고캐릭터에몰입이돼

서진짜배로나가된느낌을많이받았다면서도 실제로는로

나와전혀다른성격이라며웃었다.

연기하고싶은 펜트하우스 속다른배역으로는천서진, 주

단태,하은별을꼽았다.

착한역을오랫동안해왔기때문인지악한캐릭터도하면재

밌을것같아요. 앞으로도뭔가제이미지에국한되지않고다

양한역할에도전하는배우가되고싶거든요. 이번작품에서로

맨스연기를처음해봤는데다음에는로맨스드라마를하게되

면좋겠다는생각도들어요.

모녀관계로함께했던유진에대해서는 촬영장에서항상저

를챙겨주셔서진짜엄마라는느낌이들었다며 나중에는선배

님을보면저절로감정몰입이돼서연기적으로도많은도움을

얻었다고호흡을자랑했다.

헤라팰리스키즈들에대해서도 제가막내였는데언니오빠

들이편하게대해줘서같이연기하는게즐거웠다며 같이성

장해나간다는느낌도받았다고했다.

김현수는 펜트하우스 의 특징 중 하나가 빠르고 극적인

전개였던 만큼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썼던 작품이었다 면서

도 시청자분들의 반응과 관심으로 에너지를 채웠다. 로나

가잠깐죽었을때많이슬퍼해주시고 로나를살려내라 며

그리워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고 뿌듯했다 고 감사를 전

했다.

펜트하우스는제게정말의미가큰작품이에요. 꿋꿋하게

자기자신을믿고성악을해나가는로나를보며저도많이배웠

고, 배우로서도성장했으니까요. 앞으로연기를하면서도계속

감사할것같습니다.

/연합뉴스

BTS뮤직비디오 아이돌도 10억뷰돌파…6번째

사물놀이 탈춤등한국적요소담겨

방탄소년단(BTS)의 아이돌 (IDOL)뮤직비디오<사진>가

유튜브 10억뷰를돌파했다.

12일소속사빅히트뮤직에따르면 아이돌 뮤직비디오유튜

브조회수는전날밤 10시39분께 10억회를넘었다.

BTS 뮤직비디오가 10억 뷰를 달성한 것은 통산 6번째다.

페이크러브 뮤직비디오가지난 8일 10억뷰를기록한지사

흘만에 10억뷰를한편더추가했다. 앞서 13억뷰를달성한

DNA 와 작은것들을위한시 , 12억뷰를넘긴 다이너마이

트 , 10억뷰를돌파한 마이크드롭 (MICDrop)리믹스와 페

이크러브가있다.

아이돌은2018년 8월발매된BTS리패키지앨범 러브유

어셀프결앤서 (LOVE YOURSELF結Answer)의타이틀

곡이다. 빌보드메인싱글차트 핫 100 11위에오르는등세계

적으로인기를얻었다. 곡에 덩기덕쿵더러러, 얼쑤 같은추

임새를 가미했고 뮤직비디오에도 북청 사자놀이, 사물놀이와

탈춤이어우러진퍼포먼스등한국적요소를담았다. /연합뉴스

KBS추석파일럿예능

이거알아? 20 21일

KBS 2TV는추석연휴새파일럿예능 이거알아?를오는

20일과 21일선보인다고최근밝혔다.

이프로그램은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출연해 아는척하

기좋은각종지식을퀴즈를통해선보이는예능형지식정보프

로그램이다.

한문철변호사, 음악평론가배순탁, 장동선뇌과학인지및

행동박사,공상과학(SF)소설가이자공학박사인곽재식작가

등이전문가로나서자랑할만한지식을선보일예정이며, 84인

의랜선판정단이투표를통해 최고의지식을뽑는다.

방송인 전현무가 진행을 맡았으며, 김종민, 이진호, 김재환

등이패널로출연해퀴즈에참여한다. 또 슈퍼주니어은혁, 모

델송해나, 그룹오마이걸의효정과유아, 그룹위아이의김요

한과유용하등이게스트로출연할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스튜디오버튼애니메이션

쥬라기캅스시즌3 이달안방공략

광주 제작사 ㈜스튜디오버튼(대표 김호락)의 애니메이션

쥬라기캅스 시즌 3 <사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안방극장

공략에나선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스튜디오버튼의TV시리즈 쥬

라기캅스시즌 3 가지난 8일MBC방영을시작으로 7개케이

블채널등에서방영된다고 12일밝혔다. 쥬라기캅스시즌 3

는지상파방송MBC에서지난 8일부터매주수요일낮 12시

20분방영되고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애니맥스, KBS키즈, 카툰네트워크, 재능

TV,대교어린이TV,브라보키즈,닉켈로디언등7개케이블채

널에서주7시간이상방영을할예정이다.

이 작품은 국내외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

스를포함해왓챠, 유튜브등플랫폼과도영상배급계약체결을

맺어스트리밍서비스를하고있다.

쥬라기캅스는지난2018년처음선보인뒤매년새로운작품

을발표하며어린이들의꾸준한사랑을받고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 사업

을통해제작지원을받았다.쥬라기캅스는 70여종이넘는라

이선스(사용허가) 계약을체결했다. 내년 5월공개를목표로

쥬라기캅스 극장판과 쥬라기캅스 시즌 4 제작도 진행되고

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