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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자식사랑은끝이없는법이다. 60년생

하고싶은일만하고살수는없다.72년생결전

의순간이다가오고있다. 84년생배신수가있

으니조심하라.

49년생행운이발동하니힘든줄을모르겠다.

61년생주식이상한가를친다. 73년생좋은소

식이있겠다. 85년생업무적으로좋은파트너

를만난다.

50년생사랑한다면믿어줘라. 62년생하면된

다. 74년생호랑이에게물려가도정신만차리

면살수있다. 86년생원숭이도나무에서떨어

질때가있다.

51년생모든것이일장춘몽이로다. 63년생진

정원하는것이있다면싸워서뺏어라. 75년생

님도보고뽕도딴다.87년생기회는단한번뿐

이다.

52년생모든것은시간이해결할것이다. 64년

생불필요한외출은삼가라. 76년생돈과명예

모두가질수는없겠다. 88년생새로운목표를

찾아보자.

41년생욕심을버려라. 53년생등따습고배부

르니사나이팔자이만하면됐다. 65년생내앞

길에장애물은없다. 77년생살아남아서후일

을도모하라.

42년생상대방의자존심을존중해줘라. 54년

생돈잃고사람잃는다. 66년생부질없는일에

힘을낭비하지말라. 78년생현상유지만하면

성공이다.

43년생가족모두를위한해법을찾아라. 55년

생예상보다결과가더좋다. 67년생더이상의

아름다운방황은없다. 79년생역발상이필요

한시기이다.

44년생급할수록돌아가라. 56년생용이여의

주를얻는다. 68년생괜한오해를받지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라. 80년생 소인배들의 아첨에

넘어가지말라.

45년생작은행운이연이어찾아온다. 57년생

누가진정한친구인지알게된다. 69년생군자

의복수는 10년이 길지않다. 81년생 할 말은

하고살자.

46년생사랑과존경을받는다. 58년생기대가

크면실망도크다. 70년생현실을인정하고현

명하게선택하라.82년생연인으로부터사랑과

관심을받는다.

7년생나이는숫자에불과하다.59년생정말사

랑한다면 믿어주자. 71년생 낙동강 오리알이

될수있다. 83년생최선을다한후조용히결과

를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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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가휩쓴올림픽스타들…1,800만뷰돌파

152021년 9월 6일 월요일

펜싱-양궁선수들종횡무진…탁구신유빈 맹활약

라디오스타 유퀴즈온더블럭 등 10여개출연

MBC 라디오스타 와 놀면뭐하니

도쿄올림픽은 끝났지만 방송가는 올림픽 영웅

들의 예능 출연으로 올림픽 특수를 이어가고 있

다.

주요방송사의클립VOD(주문형비디오)를네

이버,유튜브등온라인플랫폼에유통하는스마트

미디어렙(SMR)의분석결과,지난달 31일기준

올림픽스타들이출연한각종예능프로그램의클

립조회수는총1,801만5,000회를넘어섰다.

선수들이 출연한 예능은 SBS TV 집사부일

체 , 신발벗고돌싱포맨 , tvN 유퀴즈온더블

럭 ,MBCTV 놀면뭐하니 , 라디오스타 , 나

혼자산다 , JTBC 아는형님 ,KBS 2TV 사장

님귀는당나귀귀 , 살림하는남자들 , 유희열

의스케치북 등10개이상에달한다.

종목별로는남자펜싱 4인방과남녀양궁단체

전선수들이가장많은프로그램에출연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종목은올림픽초반에메달권에

진입했고,비교적먼저귀국해예능녹화를진행했

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김정환,구본길, 김준호,오상욱으로결성된남

자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팀은 라디오스타 , 나

혼자산다 , 아는형님 , 집사부일체 , 신발벗

고돌싱포맨 , 사장님귀는당나귀귀 에서입담

을뽐냈고,뒤를이어남녀양궁국가대표팀은 유

퀴즈 온 더 블럭 , 집사부일체 , 라디오스타 ,

유희열의스케치북 , 살림하는남자들 에출연

해주목받았다.

가장많은종목의선수들이출연한프로그램은

유퀴즈온더블럭 으로2주에걸쳐무려4종목,

11명의선수가출연했다.특히타프로그램에서는

쉽게볼수없었던럭비와체조등비인기종목의

선수들에게주목하고메달을획득한선수뿐만아

니라국내최초로올림픽본선에진출한국가대표

럭비선수들을초청해호평받았다.이들이출연한

회차의클립은전회차대비417만뷰치솟아,무려

195만4,000뷰재생됐다.

집사부일체 에도총 10명의 선수가 3주에걸

쳐출연했다. 3주간올림픽중계로결방후4주만

에 방송된 집사부일체 에는 펜싱 국가대표팀이

출연해전회차대비 43만뷰상승한 75만 7,000

뷰를기록했다.이어세계최강의실력을자랑하는

남녀양궁단체전의오진혁, 김우진, 김제덕,강채

영,장민희,안산이출연하자클립조회수가전회

차대비22만뷰다시올라, 2주간150만2,000회

재생됐다.

MSG워너비특집 을마무리하고, 4주간결방

했던 놀면뭐하니 에는탁구신유빈선수가출연

했다. 무한도전 에서탁구기대주로출연한뒤7

년만에다시출연한신유빈은유재석,정준하,하

하등원년멤버와조우하며탁구대결을펼쳤다.

신유빈출연분은2주간약563만9,000회재생된

것으로나타나모든프로그램중가장높은조회

수를기록했다.또전회차대비무려187만8,000

회수직으로상승해10개의중가장큰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밖에도도쿄올림픽폐막일인지난달 8일가

장먼저펜싱국가대표팀이스튜디오에출연해펜

싱,체조등의올림픽뒷이야기를발빠르게전한

사장님귀는당나귀귀 는 2주간 132만뷰조회

됐다. 라디오스타 에는 오진혁, 김우진(양궁),

안창림(유도), 김정환, 구본길(펜싱)이 입담을

펼치며280만6,000회재생됐다. /연합뉴스

무등산권유네스코재인증위한담론형성을위한 지오토론회 /광주MBC제공

무등산권유네스코재인증담론의장

내일화순무등산권지오파크토론회

오는 28일엔담양군편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인증 3주년을기념하

고,내년에있을재인증을준비하기위한주민주

도형프로젝트가본격가동된다.

화순군(군수구충권)과광주MBC(사장김낙

곤)에따르면광주시와전남도,담양군, 화순군

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MBC가 주관하는

2021광주MBC무등산권지오파크 가7일화

순고인돌유적선사체험장에서지오토론회화순

군편을시작으로한달간의여정을시작한다.

무등산권지오파크는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위한담론형성을위한 지오토론회

와지오명소와지오빌리지탐방으로구성된 지

오트레일 을중심으로진행된다.

이행사의주제인 지오라이프 는무등산권이

세계지질공원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무엇보다

무등산권에터를이루고살아온지역민의공유

와공감이우선되어야한다는취지다.

7일 화순군 편 지오토론회에는 허민(무등산

권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 정은성(호남대 관

광경영학과) 교수, 김정란 자연음식연구가, 무

등산권지오빌리지1호인청풍지오빌리지협의

체문형태대표가, 28일담양도래수마을에서열

리는담양군편에는최형식담양군수와김정오

담양군의회의장,강채원도래수마을대표등이

토론자로참석할예정이다.

전문가와관계자가토론자로나서각계의전

문적담론을쌓고,지오파크를구성하고있는지

오빌리지를중심으로사람들의삶,먹거리등다

양한삶을재조명해봄으로써, 세계지질공원으

로서의무등산의가치를확인하는기회가될것

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광주MBC 유튜브를

통해볼수있다.

13~15일에는 무등산권을 구성하고 있는 담

양, 화순, 광주지역 지오명소와 지오빌리지 투

어,지오푸드와파트너체험등으로구성된지오

트레일이진행된다.

지오트레일에서는무등산권에서나고자란식

재료를이용하고자연요리전문가와지역민의

검증과정을거쳐탄생한지오푸드와마을사람

들의삶이집중조명될예정이다. 죽녹원국수,

대통밥과대사리된장국,색소제를이용한접시

만들기험, 약초품은닭숯불구이,천연한방샴푸

등다양한먹거리와체험프로그램이진행된다.

/이연수기자

가수보아(본명권보아)의둘째오빠이자광고

뮤직비디오감독인권순욱씨(39)가암투병중

별세했다.

보아의첫째오빠인피아니스트권순훤씨와보

아등유족은권순욱감독이5일오전0시17분별

세했다고SNS를통해알렸다.

권순훤씨는 코로나19로친인척분들과장례를

진행한다 며 따뜻한마음의위로부탁드리며,고

인의명복을빌어주시길바란다 고밝혔다.

고인은2005년영상제작회사 메타올로지 를

설립하고광고, 뮤직비디오, 드라마등을연출해

왔다. 팝핀현준의 사자후 뮤직비디오로데뷔해

걸스데이 반짝반짝 , 마마무 피아노맨 , 보아

온리원 , 키스마이립스 등다수의뮤직비디

오를만들었다.

그는올해 5월 SNS에 복막에암이생겼고전

이에의한 4기암 이라며 기약없는고통이지만

희망을잃지않으려고많은노력을하고있다 고

투병사실을고백한바있다.

빈소는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3호실에마련

됐다.발인은7일오전7시다. /연합뉴스

데뷔 7주년을 맞은 걸그룹 마마무가 그동안의

활동을총망라한베스트앨범을발매한다.

소속사RBW에따르면마마무는오는15일베

스트앨범 아이세이마마무:더베스트 (I SAY

MAMAMOO : THEBEST)를발매한다.

소속사는 마마무의그동안발자취를기념하는

앨범으로,앨범명또한마마무를소개하는인사말

에서착안했다 며 마마무라는그룹을가장잘보

여주는앨범이될것으로기대된다 고밝혔다.

2014년 미스터애매모호 로데뷔한마마무는

뛰어난가창력과무대장악력을통해K팝의대표

적실력파걸그룹으로대중에게각인됐다. 피아

노맨 , 음오아예 , 넌 is 뭔들 , 데칼코마니 ,

나로말할것같으면 등많은히트곡을보유한

다.

솔라, 화사,휘인,문별등네멤버각각의개성

도두드러져솔로활동으로도두각을드러냈다.

이들은 아이돌의 통상 전속계약 기간인 데뷔

후7년 문턱을넘어앞으로도팀활동을이어간다

는소식을최근전했다.

솔라, 문별, 화사는 RBW와 재계약을 맺었고,

휘인은소속사를옮겼지만마마무멤버로서팀활

동을계속하기로했다.

이번베스트앨범에는팬들이다시듣고싶어한

역대히트곡들이수록된다.

마마무는 히트곡을 새롭게 편곡하거나 재녹음

해더깊어진감성을보여줄예정이다. 다른아티

스트와컬래버레이션했던음원도마마무버전으

로재탄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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