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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 팝 가수 앤-마리(Anne-Marie)가 욱일기

가 그려진 머리띠를 두른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무대

에 올라 논란이 되자 정식으로 사과했다.

앤-마리는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지난밤 영국 

텔레비전쇼에서의 내 모습에 영항받고 상처받은 모

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불행하게도 

그런 역사적 부분을 배우지 못했고 나도 이것이 많

은 사람에게 준 고통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진심으로 미안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

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며“더

는 고통을 주지 않도록 우리 팀이 방

송국에 얘기해 그 장면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앤-마리는 영국 ITV 버라이어

티쇼‘앤트 앤드 덱스 새터데이 나이

트 테이크어웨이’(Ant & Dec's Sat-

urday Night Takeaway)에 출연해 진

행자인 앤트, 덱과 함께‘치아오 아디

오스’(Ciao Adios) 무대를 꾸몄다. 앤트와 덱은 욱일

기가 그려진 흰 머리띠를 두른 채 앤-마리와 퍼포먼

스를 선보였다.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에는 해당 머리띠에 일제 군

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그려져 있다며 이를 비

판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앤-마리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주최 

측이 우천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자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 팬들을 초대해 공연해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앤-마리, ‘욱일기 의상’ 논란 사과

 

KBS에서 방영

했던 드라마들

을 이제 유튜브

에서도 정식으

로 볼 수 있다.

KBS미디어는 

4일 한국 지상

파 중 최초로 유

튜브 월정액 서

비스를 도입해 

총 70여 개 프로

그램(약 2천900

회차) 풀VOD를 유튜브 채널‘KBS 드라마 클래식’

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월정액(멤버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채널

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VOD, 실시간 스트리밍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젊은이의 양지’,‘태조 왕건’등 구작들뿐만 아

니라‘프로듀사’,‘태양의 후예’,‘구르미 그린 달

빛’,‘고백부부’,‘연애의 발견’등도 유튜브를 통

해 볼 수 있다. 또‘토지’,‘사랑이 꽃피는 나무’,   

‘목욕탕집 남자들’,‘엄마가 뿔났다’등 15개 프로

그램은 이번에 최초로 VOD로 제공된다.

KBS미디어는 구작 드라마 기획 콘텐츠에 대해

서도 클립 VOD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KBS 명작드라마,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의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만든 동요‘상

어가족’영상‘아기상어 댄스’

영문 버전이 유튜브에 오른 모

든 콘텐츠 중 두 번째로 많이 재

생된 영상이 됐다.

스마트스터디는 2일‘아기상

어 댄스’(Baby Shark Dance) 

영문 버전 영상이 이날 오전 8

시 기준 조회수 약 46억6천864

만회로 역대 유튜브 최다 조회 

영상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인‘상어 가

족’을 어린이들이 등장해 영어

로 노래부르며 율동하는 영상이다. 2016년 6월 공개

된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

이 율동을 따라 하는 영상을 찍

어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상어가족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핫 100’에서 32위

까지 오르고, 메인 앨범 차트‘빌

보드 200’에서 100위를 기록하

며 음원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

다.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개최

한‘베이비 샤크 라이브’뮤지컬 

투어는 북미 33개 도시에서 9만

3천명가량의 관객을 모았다. 올 

상반기에도 북미 75개 도시에서 

100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역대 유튜브 조회수 1위 

영상은 래퍼 양키 대디가 피처링

한 푸에르토리코 가수 루이스 폰

시의 노래‘데스파시토’(Despacito) 뮤직비디오로, 이

날 기준 66억4천991만여회가 재생됐다.

‘베이비샤크 뚜루루’, 유튜브 역대 조회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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