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예능’ 알고 싶으면 이들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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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강자’들이 디지털 예능프로그램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네고왕’ 황광희, SBS 디지털 프로그램 ‘문명특급’ 진행자 재재(이은재) PD,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댄스뚱’의 문세윤(왼쪽부터)이 그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사진제공｜코미디TV
주인공이다.

‘친근한’ 광희…‘기발한’ 재재…‘도전왕’ 뚱4

연예뉴스 HOT 3

빗길 사망사고 낸 임슬옹, 검찰 약식기소
황광희 ‘네고왕’서 브랜드 파헤치기

TV로만 예능프로그램을 보는 시대는
지났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유통 플
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타들의 디지털 예
능콘텐츠가 방송가 안팎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방송인
황광희, 이은재(재재) SBS 온라인콘텐
츠 PD, 개그맨 김민경·문세윤·유민상·
김준현이 뭉친 ‘뚱4’이다. 이들의 인기
비결만 살펴봐도 한눈에 최근 디지털 예
능콘텐츠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텐츠 ‘네고왕’을 날개삼아 방송가를 휘
젓고 있다. 유튜브 계정 ‘달라스튜디오’
로 공개된 영상은 황광희가 의류, 식품
등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 가격을 ‘네고’
(협상)하는 내용이다.
특유의 친근감이 ‘무기’다. 길거리에
서 즉석에서 만난 시민들과 소통하고,
“너무 비싸다고 다들 난리”라며 브랜드
대표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
의 활약으로 영상은 많게는 700만 조회
수를 훌쩍 넘겼다. 영상을 통해 홍보한
한 치킨 브랜드의 신제품이 출시 2주 만
에 30만 개나 팔리는 등 효과를 얻으면
서 또 다른 브랜드들의 유료 광고 요청
도 줄을 잇고 있다.

뀫‘원맨쇼 형’ 황광희…‘네고왕’으로 훨훨!
황광희는 8월 시작한 디지털 예능콘

뀫‘기획형’ 재재…아이돌 그룹 전문 진행자
일명 ‘재재’로 불리는 이은재 PD는 S

재재 PD의 기획형 ‘문명특급’ 눈길
뚱4, 문세윤 ‘시켜서 한다’ 등 화제

BS 디지털 예능콘텐츠 ‘문명특급’을 작
년부터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스
타’로 발돋움했다. 빨간색 머리카락이
상징으로, 제작진 사이에서 불린 별명이
그대로 활동명이 됐다. 프로그램 유튜브
계정에 다양한 아이돌 그룹 인터뷰 영상
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깔끔한 진행 실력이 프로그램
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
멤버 모두가 돋보일 수 있게 신경 쓰는
세심함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트렌드
를 놓치지 않는 기획력도 호평을 이끌
어내는 요인이다. ‘숨어서 듣는다’는
의미의 ‘숨듣명’ 코너에 틴탑, 유키스,
티아라 등 2000년대 초반 인기몰이를
한 그룹을 ‘소환’해 화제를 모았다. 레
트로(복고) 유행을 노린 캐스팅이 통한
셈이다.

‘전설의 오빠들’ 컴백
남진 ‘오빠 아직 살아있다’ 신곡
김창완은 솔로앨범 ‘문’ 선보여
이승철 내일 ‘마이 러브’ 새 싱글
‘오빠는 살아있다!’
‘전설의 오빠’들이 돌아온다. ‘트로트의
황제’, ‘한국 록음악의 전설’, ‘발라드 황제’
등 타이틀만으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
하는 이들이 오랜만의 신곡으로 팬들과 만
난다. 남진, 김창완, 이승철 등 각 장르에서
한 획을 그어온 이들의 컴백으로 가요계는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동시대를 함께
한 40∼50대 팬들도 추억을 되살리며 반기
고 있다.
1965년 데뷔해 올해 55주년을 맞은 남진
은 2년 만에 이달 중 신곡 ‘오빠 아직 살아있

남진

김창완

다’를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내놓
는다. 3일 소속사 어쿠맨뮤직팜에 따르면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의 라틴
곡으로 중장년 남성들이 공감할 만한 가사
로 이뤄졌다.
남진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도
촬영했다. 생애 첫 뮤직비디오라는 점에서
설운도·진성·홍진영·윤수현·김수찬 등 후

이승철

배들이 출연했다. 남진은 “새로운 느낌의 곡
과 가사가 마치 내 마음 속 감춰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남진과 ‘영원한 라이벌’로 꼽히는 나훈아
는 앞서 8월 새 앨범 ‘아홉 이야기’를 발표하
고 트로트 열풍을 최고점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수록곡 ‘테스 형!’ 뮤직비디오는 유튜
브 한국 뮤직비디오 인기차트 1위(10월9∼

뀫‘도전형’ 뚱4…운동도, 댄스도 ‘오케이’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출연진인
‘뚱4’는 안방극장을 넘어 유튜브에서도
강세다. 저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맛있
는 녀석들’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선보
이고 있다. 이 가운데 8월 시작한 문세
윤의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댄스뚱’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다. 문세
윤이 각종 댄스를 배우는 과정을 담는
다. 뜻밖의 댄스 실력이 시청 포인트다.
지난달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경기에서
도 치어리더로 나서 관중석을 장악했다.
10월10일 걸그룹 우주소녀 유닛 쪼꼬미
와 함께 노래 ‘흥칫뿡’의 안무를 소화한
MBC ‘쇼! 음악중심’ 무대 영상은 공개
2주 만인 3일 120만뷰를 돌파하기도 했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다.

15일)에 오르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제쳤다.
밴드 산울림 출신 김창완도 최근 솔로앨
범 ‘문’(門)을 들고 돌아왔다. 1983년 ‘기타
가 있는 수필’ 이후 37년 만이다. 특유의 읊
조리는 듯한 저음과 어쿠스틱 기타 선율을
선사했다. 앨범 제목 ‘문’은‘ 시간의 문’을 줄
인 것으로, 김창완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가 담겨 있다. 김창완은 “진심을 담아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을 살자’는 마음으
로 노래했다”고 말했다.
이승철도 데뷔 35주년을 맞아 스페셜 싱
글 ‘마이 러브’를 5일 내놓는다. 2013년 각
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쓴 11집 타이틀곡을
태연과 함께 부른 듀엣 버전이다. 이승철
은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새 앨범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일기장’ 이후 4년
7개월 만의 새 앨범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모으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빗길 운전 중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이 약
식기소됐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
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임슬옹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슬옹은 8월1일 밤 서울시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약식기소를 한 것
으로 알려졌다.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라디오 9위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 사상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
했다. 빌보드는 3일 “‘다이너마이트’가 4일 업데이트되
는 최신 ‘팝 송스’(Pop Songs) 라디오 차트에서 11위에
서 9위로 뛰어올랐다”고 보도했다. ‘팝 송스’ 차트는 빌
보드의 여러 종류 라디오 차트 가운데 하나로, ‘톱 40’
음악 프로그램을 트는 미국 내 약 160곳의 주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주 간의 방송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낸
다. 방탄소년단이 라디오 차트에서 오른 최고 순위이자,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운 최고 순위(10위)를
넘는 신기록이다.

서경석, 유튜브서 공인중개사 시험 가채점
방송인 서경석이 지난달 31일 치러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채점 결과
를 공개했다. 서경석은 3일 유튜브 채
널 ‘서경석의 스그쓰TV’ 채널을 통해
채널을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지를 채
점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부동
서경석
산학개론과 민법이 각각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는
영상에서 “사실 1교시 끝나고 나오려고 했다. 거의 떨어
졌다고 확신했다. 1교시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많은 분이 응원해주셨는데 대학 입학 학력고사 합격했
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가채점 결과 ‘부동
산학개론 65점, 민법 65점’을 받았다.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