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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인조 발라드 그룹 씨야

(남규리·김연지·이보람)가‘완

전체’로 돌아온다.

지난 25일 씨야 측 관계자는 

“세 멤버와 회사들이 모여 여러 

차례 재결합 관련 이야기를 나

눴다.”라며“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내 프로젝트 앨범을 

통해 완전체 컴백을 하기로 결

정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

혔다.

이어“오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씨야 컴백을 응원

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 반가운 소식으로 인사

드릴 수 있게 되어 멤버들 모두가 기쁘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3인조 여성 발라드 그룹 씨야는 2006년‘여인의 향

기’로 데뷔해‘미친 사랑의 노래’,‘구두’,‘사랑의 인

사’등 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2011년 1월 굿바이 무대를 끝

으로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

후 남규리는 배우로 전향했고 

김연지와 이보람은 솔로 가수

로 활동하며 각자 다른 모습으

로 홀로서기에 나섰다.

씨야 세 멤버는 오는 4∼5월 

중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할 예

정으로 현재 컴백 준비에 박차

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이들은 프로젝트 앨범 활동 후에는 다시 각자 본

업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JTBC‘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 

시즌 3' 에 출연해 9년 만에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다. 

방송 이후‘사랑의 인사’와‘미친 사랑의 노래’,‘구두’

등 과거 히트곡이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역주행’

하기도 했다.

씨야, 완전체로 컴백한다

 

신승훈이 데뷔 30주년을 맞아 기념 앨범을 내놓

는다.

소속사 도로시컴퍼니는 지난 26일 신승훈 30주

년 기념 앨범‘마이 페르소나스’(My Personas)가 

오는 8일 발매된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2015

년 발매한 정규 11집‘아이 엠...앤드 아이 엠’(I 

am...&I am) 이후 4년 5개월 만에 내놓는 실물 앨

범으로, 앨범명은‘나의 분신 같은 음악’이라는 의

미를 담고 있다.

소속사는“예전의 영광을 기념하는 앨범이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신승훈의 음악성을 증명하는 웰

메이드 앨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신승훈은 이 앨범 수록곡이자 자작곡

인‘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선공개하며 데뷔 30주

년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1990년 1집‘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데뷔한 신

승훈은 1집부터 7집까지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

했다.‘미소 속에 비친 그대’,‘보이지 않는 사랑’, 

‘처음 그 느낌처럼’,‘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니

가 있을 뿐’,‘아이 빌리브’,‘날 울리지마’등 다수 

히트곡을 남겨‘발라드 황제'라 불린다.

신승훈은 올해 데뷔 3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

트를 서울에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을 연

기했다.

신승훈,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발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획된 미국 토크쇼에서‘홈 콘서트’를 선보인다.

지난 26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

탄소년단은 3월 30일 미국 CBS‘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이하 제임스 코든쇼)에 출연해 무

대가 아닌 집에서 퍼포먼스를 하는‘홈 라이브’를 연

다. 이날 방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사회적 

거리 두기’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코든은 자기 집 차고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방탄소

년단을 비롯한 각국 음악계 스타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홈 라이브’를 볼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이탈리아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

리,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 미국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와 그의 오빠 피니즈 오코넬, R＆B 가수 존 

레전드 등이 이날 방송에 출연한다. 세계적인 마술

사 데이비드 블레인과 할리우드 코미디 배우 윌 페렐

도 등장한다.

‘제임스 코든쇼’제작진은“최근 코로나19가 전 세

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런 시기에 어떻게 방송을 

만들면 좋을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다.”면

서“응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특별 방송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제임스 코든쇼’출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7년과 2018년 출연에 이어 지난 1월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정규 4집‘맵 오브 더 솔 : 7’수록

곡‘블랙 스완’무대를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달에는‘제임스 코든쇼’의 인기 코너‘카풀 가

라오케’에 출연했다.

BTS도 ‘홈 라이브’
코로나 확산방지 美토크쇼 특별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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