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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소지섭(43·왼쪽)이 17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 조은정(26· 

오른쪽)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7

일 법적인 부부가 됐다.

소속사 51k는 이날 공식입장

을 내고“지난해 열애를 인정했

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

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

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며“일생에서 가장 중요하

고 행복한 순간을 조용히 간직하고 싶다는 소지섭과 

조은정의 뜻에 따라 식은 직계 가족들끼리 모여 조용

히 치렀다.”고 전했다. 

소속사는“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조금

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굿네이버스에 5천만원

을 기부, 교육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태블릿 PC와 스

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식을 대신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소지섭은 소속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름 긴 시간 신중히 내린 인생

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그동안 

저를 오랜 시간 지지하고 믿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

다.”며“모두가 힘드신 때에 전

하는 결혼 소식에 마음이 무겁

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배우로서도 더욱 좋은 모

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지섭과 조은정은 2018년께 방송 프로그램을 통

해 처음 만났다. 이후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친분을 

나누다가 호감을 갖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지난해 

5월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조은정은 이화여대 한국무용학과를 졸업한 뒤 지

난 2014년 게임 전문 채널 OGN을 통해 아나운서로 

데뷔했고, SBS TV‘본격연예 한밤’에서 2018년 6월

까지 리포터로 활동했다. 현재는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소지섭, 깜짝 결혼 발표

숫자퍼즐 정답

 

걸그룹 트와이스가 지난해 발표한‘필 스페

셜’(Feel Special)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

수 2억 건을 돌파하면서 열두 곡 연속 뮤직비디

오 2억뷰를 달성한 한국 최초 걸그룹이 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미니 8집 

타이틀곡‘필 스페셜’뮤직비디오가 9일 오후 2

시 30분 무렵 유튜브 2억뷰를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이들의 열두 번째 2억뷰 돌파 뮤직비디오

이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걸그룹 최초로 발매 후 

정식으로 활동한 노래 열두 곡 뮤직비디오가 연

속으로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TT’는 지난 1월 트와이스 노래로는 처음

으로 5억뷰를 달성했고‘라이키’도 4억뷰를 넘

어섰다.‘치어 업’역시 이날 기준 약 3억8천만뷰

를 기록해 4억뷰를 눈앞에 뒀다.

2015년 첫선을 보인 9인조 걸그룹 트와이스는 

데뷔와 동시에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높은 인

기를 누렸다. 발매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 최상위

권을 기록하는 등 대중성도 갖췄다.

최근 미국 대표 레이블 리퍼블릭 레코즈와 파트

너십을 맺고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트와이스, 활동곡 모두
뮤비 2억뷰 이상 기록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한국 가수 가운데 앨범 누적 판

매량 1위에 올랐다.

9일 공인 음악차트 가온차트

가 발표한 2020년 3월 앨범 차

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13

년 데뷔 앨범 ‘투 쿨 포 스쿨’(2 

COOL 4 SKOOL)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발매한‘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 7)까지 총 14개 앨범을 통

해 2,032만9,305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중‘윙스’(WINGS) 113만장,‘윙스 외전: 유 네

버 워크 얼론’(WINGS 외전: YOU NEVER WALK 

ALONE) 102만장,‘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 222만장,‘러브 유어셀프 전 티

어’(LOVE YOURSELF 轉 Tear) 221만장,‘러브 유어

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259만

장,‘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377만장,‘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 7) 417만장이 각각 판매되며 7개 앨범 

연속 리언 셀러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지난 2월 가

온 앨범 차트에서 음반 누적 판매

량 2,000만 장을 돌파했다. 2018

년 11월 앨범 차트에서 1,000만 

장을 돌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

년3개월 만에 또다시 1,0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저력을 보였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방탄소년단이 한

국 가요 역사상 최초로 앨범 누적 판매량 2,000만 장

을 넘기며‘최다 음반 판매’기록을 보유한 가수가 됐

다.”고 밝혔다.

기존 누적 음반 판매량 1위는 조용필로 약 2,000만 

장을 판매했다. 신승훈이 약 1,700만 장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1억 뷰를 넘긴 뮤직비디오만 

23개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가수 최초의‘빌보드 

200’1위를 기록했고, 비 영어권 가수 최초 4개 앨범 

연속 1위 등 세계에서 기록을 쌓고 있다.

방탄소년단, 앨범 누적 판매량 1위 등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