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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보이그룹 세븐틴이 온라인 콘서트를 열고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5일 세븐틴 공식 

SNS에 23일 오후 6시(한국시간)부터 진행되는 온라

블랙핑크의‘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이 K-팝 안무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유튜브 5억 뷰를 돌파했다.

인 콘서트‘인-컴플리트’(IN-COMPLETE) 포스터

를 공개했다. 세븐틴은 지난해 8월에도 온라인 팬미

팅‘세븐틴 인 캐럿 랜드’를 열고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20곡 이상의 풍성한 구

성과 화려한 퍼포먼스의 향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4개의‘멀티뷰’화면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무대

를 감상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6일에는 미국 CBS 심야 인기 토크

쇼‘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이하 코든

쇼)에 처음으로 출연해‘세미콜론’타이틀곡‘홈

런’(HOME;RUN) 무대를 선보였다. 

사진= 세븐틴 온라인 콘서트 포스터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지난해 7월 6일 공

개된‘하우 유 라이크 댓’안무 영상이 약 183일 만

인 이날 유튜브 조회 수 5억 회를 넘어섰다.”고 전

했다.

뮤직비디오가 아닌 안무 영상으로 5억 뷰를 달성

한 것은 블랙핑크가 최초다. 

안무영상의 억대 뷰 기록 행진은 블랙핑크의 독

보적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분야다. 3억 뷰 고지를 

밟은 또 다른 안무 영상 역시 블랙핑크의‘뚜두뚜

두 (DDU-DU DDU-DU)’와‘Kill This Love’뿐이

며‘How You Like That’은 이마저도 압도적인 속도

로 제치며 신기록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핑크의 억대 조회수 영상은 총 25편에 이른다.

파워풀한 비트의‘하우 유 라이크 댓’은 발매 당시 

스포티파이‘글로벌 톱 50’차트 2위를 기록하고 빌

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는 33위까지 오르며 

블랙핑크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31일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더 쇼’(YG PALM STAGE - 2020 BLACKPINK: 

THE SHOW)를 개최한다.

사진=‘하우 유 라이크 댓’안무영상 5억뷰 포스터

(YG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안무영상, 유튜브 5억 뷰 돌파 강다니엘, 미 아티스트 
협업 싱글 미국 발매

세븐틴,  온라인 콘서트 … 미 인기 토크쇼도 출연

가수 강다니엘이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아티스트와 

협업한 싱글을 발매한다.

EDM(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프로듀서 겸 아티스

트 인버네스(inverness)는 최근 SNS를 통해 강다니엘

와 싱어송라이터 앤서니 루소가 싱글‘스테이트 오브 

원더’(State of Wonder)에 협업했다고 전했다. 월드와

이드 EDM 시장에서 인버네스는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등 정상급 뮤지션들을 서포트하며 대

세로 주목 받고 있다. 앤소니 루소는 스포티파이에서 

7,000만 스트리밍을 자랑하는 싱어송라이터다.

강다니엘 측은“이번 싱글은 강다니엘이 미국 아티

스트와 작업해 현지에서 발매되는 첫 번째 곡이라서 

뜻깊다.”며 세 사람이 강다니엘의‘마젠타’앨범을 통

해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했다.

‘스테이트 오브 원더’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이달 15

일 공개된다. 

사진=‘스테이트 오브 원더’자켓(몬스터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