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예능 파생 콘텐츠 잇따라 공개

연예

‘스핀오프’ 품은 OTT…효자가 따로 없네

2022년 4월 4일

월요일

11

웨이브 ‘돌싱글즈 외전’ 인기몰이
디즈니+ 공개 ‘런닝맨:뛰는 놈…’
한류 예능 앞세워 亞 공략 잰걸음
티빙 ‘술도녀’ 파생작 TV 역수출도

이미 방송한 본편의 인기에 힘입어 파
생·제작된 스핀오프 콘텐츠가 새롭게 O
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잇따
라 공개되고 있다. OTT 플랫폼의 치열
한 경쟁 속에서 ‘효자 상품’ 역할을 톡톡
히 하고 있다.
뀫OTT 흥행 보증수표된 ‘스핀오프’
‘돌싱’의 연애를 솔직하게 그려내며
마니아 시청층을 이끈 MBN 예능프로
그램 ‘돌싱글즈’는 지난달 말부터 웨이
브로 스핀오프 ‘돌싱글즈 외전-가족의
탄생’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된 화제의 커플 윤남기·이다은
씨의 재혼 과정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
다.
‘오늘부터 운동뚱’, ‘오늘부터 댄스뚱’
등 스핀오프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연달
아 선보여 성공시킨 IHQ의 예능프로그
램 ‘맛있는 녀석들’도 다음 콘텐츠인 ‘만
드는 녀석들’의 공개 플랫폼을 OTT로
정했다. 유민상·김민경·문세윤 등 멤버
들과 제작진의 모습을 페이크 다큐멘터
리 형식으로 담아낸 시트콤으로 바뀔 예
정이다.

트와이스
디즈니+ ‘런닝맨:뛰는 놈 위에 노는 놈’, 웨이브
‘돌싱글즈 외전-가족의 탄생’(왼쪽부터) 등 기존
예능프로그램의 스핀오프 콘텐츠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인기를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디즈니+·웨이브

방탄소년단, 美 라스베이거스서 4회 공연
트와이스는 일본, 에이티즈는 유럽 공략

제작사 채널옥트는 “글로벌 OTT를
비롯해 웨이브·시즌·왓챠 등 국내 OTT
와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SBS ‘런닝맨’의 스핀오프인 ‘런닝맨:
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은 지난해 11월 글

로벌 OTT 디즈니+의 첫 번째 한국어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됐다. 한류 콘텐
츠인 ‘런닝맨’을 내세워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구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겠다
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손예진 부케받은 공효진, 가수 케빈 오와 열애
‘슈스케7’ 우승 출신 10살 연하남
“연내 결혼 전제로 2년째 교제중”
배우 공효진(42)이 10살 연하의 가수 케
빈 오(오원근·32)와 결혼을 전제로 2년째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공효진이 3일 이 같
은 소식을 전한 가운데 톱스타 커플 현빈·
손예진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공효진은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을
통해 “케빈 오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
다”고 밝혔다. 케빈 오도 자신의 팬카페를

K팝 스타들 글로벌 정복 Go!

공효진

케빈 오

통해 “멋진 사람(공효진)을 만나 예쁜 연애
를 하고 있다”면서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두 사람은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효진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결혼 등 좋은 소식이 있다
면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미 두 사
람은 주변에도 이를 조심스레 전하고 있
다. 공효진이 3월 31일 서울 광진구 그랜
드 워커힐 애스톤하우스에서 열린 현빈·
손예진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결혼 여
부로 관심을 끈다.
공효진과 케빈 오는 10살의 나이 차에도
지인들과 함께 만나며 사랑을 키워온 것으
로 전해졌다. 이날 한 방송 관계자는 “공효
진이 손예진을 비롯해 손담비, 정려원 등

이 같은 흐름의 선두주자는 티빙이다.
CJ ENM 계열 채널인 tv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스핀오프 콘텐츠로 잇따라
내놓았다. ‘놀라운 토요일’과 ‘신서유기’
의 각 스핀오프인 ‘아이돌 받아쓰기 대
회’와 ‘스프링 캠프’ 등이다.
‘술꾼도시여자들’의 스핀오프 콘텐츠
는 OTT에서 TV로 ‘역수출’했다. 티빙
‘술꾼도시여자들’의 주역 이선빈·한선
화·정은지의 등산기를 담은 ‘산꾼도시
여자들’을 4부작 예능프로그램으로 제
작해 tvN을 통해 선보였다.
CJ ENM 관계자는 “스핀오프 프로그
램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앞선
콘텐츠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절친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인 케빈 오를
일찌감치 소개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최근 공효진은 편안한 차림으
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케빈 오의 사
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곧바로 삭제해
또 다른 눈길을 모았다. 2020년 3월 케빈
오의 노래 ‘애니타임, 애니웨어’를 팬들에
게 추천하기도 했다.
공효진은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
째 이야기’로 데뷔해 영화 ‘미씽:사라진 여
자’, ‘가장 보통의 연애’ 등에서 주연했다.
드라마 ‘파스타’, ‘프로듀사’, ‘동백꽃 필
무렵’ 등을 히트시켰다. 케빈 오는 2015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
7에서 최종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9년 밴드 애프터문을 결성해 활동 중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이다.

“오래 기다렸다.”
케이(K)팝 스타들의 글로벌 정복이 다시 시작된다. 감
염병의 세계적 유행(펜데믹)으로 2년 동안 중단한 해외 공
연을 잇달아 재개하면서 케이팝의 위상을 재확인할 기세
다. 최근 세계 각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할 움직임이어서
일정도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 대형 월드투어의 물꼬를 트는 이들은 역시 방탄
소년단이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9·10일(한국시간),
16·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대
면 콘서트를 연다. 지난달 회당 1만5000명으로 제한됐
던 세 차례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과 달리 이번 공연은 관객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얼리전트 스타디움은 6만5000여 관객
을 수용할 수 있다. 온라인 생중계까지 포함하면 4회 공
연에서 모두 30만 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이에 앞서 4일 오전 라스베이거스 MG
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 참
석한다. ‘버터’(Butter)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
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후보
로 올라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 정상을 차지한 스트레이 키즈가 나선다. 이
들은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0개 도시에서 해외 팬들과 만난다. 이번 월드투어는
2019년 이후 2년 반 만이다.
트와이스도 해외로 날아간다. 일본 데뷔 5주년을 맞
아 23∼25일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열고 5월 14일 2만
2000석 규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뱅크 오브 캘리포니
아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 ‘쓰리’(Ⅲ) 앙코르 공연을 펼
친다. 케이팝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북미지역 스타디
움에서 공연한다.
에이티즈는 유럽을 공략한다. 23일 스페인, 영국,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등 6개 도시에서 9차례 공연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