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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한국 동요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아

기상어’의 댄스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모든 콘텐츠 

가운데 조회수 1위에 올랐다.

‘아기상어’댄스 영상은 2일 오후 1시 20분 무렵 조

회수 70억 3천700만회를 돌파했다. 이로써‘아기상어’ 

댄스 영상은 2017년 8월부터 정상을 지킨 미국 가수 

루이스 폰시의 메가 히트곡‘데스파시토’(Despacito) 

뮤직비디오를 제치고 유튜브 최다 조회 영상이 됐다.

이 영상은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핑크퐁’

을 통해 내놓은 동요인‘아기 상어’를 어린이들이 등

장해 영어로 노래 부르며 율동하는 영상이다. 2016년 

6월 공개된 뒤‘베이비 샤크 뚜루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따라 하기 쉬운 안무로 선풍적인 인기

를 끌었다. 노래 역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32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6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핑크퐁 아기상어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식재산을 개발해 글로벌 팬들께 폭넓은 즐

거움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아기상어’, 유튜브  조회수 1위 영상 등극

‘아시아의 별’보아가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으로 돌

아 돌아온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5일“보아가 다음 달 1일 

정규 10집‘베터’(Better)를 발매한다.”며“보아가 올

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새 앨범 음악 활동은 물론, 다

채로운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범에는 11곡이 수록되며 구체적인 트랙 리스트는 

추후 공개한다. 보아는 지난 20년간 매 앨범마다 완성

도 높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팬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

큼 이번 앨범으로 선보일 음악과 무대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0년 14세 나이로 데뷔한 보아는 한국 가수 최초

로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에 오르고 미국 빌보

드 메인 차트에 진입하며‘한류 개척자’로서의 역할

을 했다.‘넘버원’,‘걸스 온 탑’등 많은 히트곡을 발

표했다.

보아,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베터’ 발매

피원하모니, 
미 아마존 뮤직 진출

▲ 피원하모니. 사진=FNC엔터테인먼트전시

▲ 스마트스터디 ‘아기상어 댄스’ 영상. 사진=스마트스터디

신예 6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인‘피원하모니(P1Harmony)’가 

미국 아마존 뮤직에 진출했다.

피원하모니는 7일 0시(한국시간) 미국 아마존 뮤직을 통해 

출연 영화‘피원에이치(P1H): 새로운 세계의 시작’ 본편을 20

분으로 재편집한 하이라이트 축약본을 공개했다. 

최근 세계 3대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인 아마존 뮤직

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음악 

플랫폼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음악 스토어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피원에이치’는 K팝과 K무

비가 접목된 최초의 아이돌 세계관 영화인 만큼 그 파급력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원하모니는 지난달 28일 미니앨범‘디스하모니 : 스탠드 

아웃(DISHARMONY : STAND OUT)’을 발표하며 대뷔했으

며 타이틀곡‘사이렌(SIREN)’으로 활동 중이다.

▲ 보아. 사진=페이스북(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