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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지드래곤, ‘한한령’ 이후
첫 중국 현지브랜드 광고모델
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2)이 한한령 발령
이후 처음으로 중국 현지
브랜드 광고모델이 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는 4일 지드래곤이 중국 음
료 회사인 농푸샨춴의 유
명 음료 브랜드‘차파이’광
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YG는“중국 본토 유명 브랜드가 현지 광고 모델로 한
류스타를 섭외해 이를 공개적으로 대규모 홍보하는 것
은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중국에서 한국 연예인 모
델 기용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중국에 진출
한 국내 회사 제품이나 글로벌 브랜드 광고에 한정됐었
다.”고 설명했다.
차파이는 앞서 웨이보 등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했고
현재 중국 전역에서 대형 스크린 광고 등 옥외 광고를

하고 있다. 메인 영상 광고는
추후 공개한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6년
사드(THAD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뒤부터 중국 내 한국 연예
인 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수·
배우 등은 중국에서 드라마
출연, 콘서트 개최, 광고 활동에서 제약을 받았다. 방송
광고는 전면 중단됐고, 한국과 글로벌 기업 상품들의 인
터넷·옥외 광고에 간간이 기용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류 스타를 모델로 내세우지 않는 분위기였다.
소속사는“빅뱅은 멤버 입대로 공백기를 갖기 전까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그룹”이라며“(광고모델
발탁으로) 지드래곤을 필두로 한 빅뱅의 중국 내 인기
와 영향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방탄소년단, 오바마 부부와 유튜브
‘가상 졸업식’ 축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유튜브에서 열리는 온라
인‘가상 졸업식’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
령 부부와 함께 축사 연사
로 나선다.
6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
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
단은 유튜브가 다음 달 6일 개최하는 가상 졸업식‘디
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에 참여한다.
‘디어 클래스 오브 2020’은 유튜브 오리지널을 통해
펼쳐지는 온라인 스트리밍 행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오프라인 졸업식을 열지
못한 전 세계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 가족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탄소년단,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
셸 오바마,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가수
레이디 가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

프자이,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유명 인사들이 졸업생
들을 위해 축사를 한다.
K팝 아티스트로 유일하
게 참석자에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은 여러 아티스
트와 함께 가상 졸업식‘애프터파티’에서 퍼포먼스도
펼친다. 이밖에 가수 얼리샤 키스, 가수 켈리 롤랜드, 배
우 케리 워싱턴, 가수 클로이 앤 할리, 가수 젠데이아 등
이 출연한다.
빌보드에 따르면 유튜브의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 수
잔 대니얼스는 이번 행사에 대해“영향력 있는 연사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한자
리에 모여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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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마돈나가 만든
매니지먼트사와 계약
몬스타엑스 전 멤버인 가수
원호(본명 이호석·27·사진)
가 마돈나가 창립한 미국 매
니지먼트사 매버릭(MAVERICK)과 계약했다.
소속사 하이라인엔터테인
먼트는 7일“원호가 최근 미
국의 전문적인 음악 비즈니
스 매니지먼트사 매버릭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
다.”고 전했다.
원호는 미국 현지 프로듀서들과 협업으로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낼 예정이며, 매버릭도 그의 글로
벌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속사는
덧붙였다.
1992년 마돈나가 창립한 매버릭은 2014년 라이브
네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음악 매니지먼트 그룹으
로 재탄생했다. 마돈나를 비롯해 에어로스미스, 안
드레아 보첼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릴 웨인, 폴 메카
트니, U2, 더 위켄드 등의 세계적 아티스트들을 담
당한다.
2015년 몬스타엑스로 데뷔한 원호는 지난해 10월
그룹을 탈퇴하며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계
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최근 스타쉽 산하 레이블인
하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다시 합류하면서 솔로 아
티스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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