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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가수 겸 배우 임시완이 영국 잡지 ‘폴트(FAULT)’ 

1월호의 표지 모델로 나서 글로벌 스타의 위상을 과

시했다.

사진 속 임시완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강렬한 눈빛

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평소 상큼한 매

력을 선보였던 것과 상반되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

고 있는 임시완의 화보 속 모습은 반전을 선사한다.

폴트는 임시완 관련 기사에서“임시완이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런 온’을 주목한다.”면서 임시완을“가

장 열심히 하는 연기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임시완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응원해주는 팬

들께 위안이 되고 싶다.”면서“가수로서도 계속 앨범

을 내고 싶고, 영어 연기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임시완은 드라마‘미생’, 영화‘불한당: 나쁜 놈들

의 세상’‘변호인’등에 출연하며 연기자경력을 쌓

아왔다. 현재 JTBC 수목드라마‘런 온’에서 기선겸 

수지가 오는 23일 오후 7시(한국시간) 데뷔 10주년

을 기념해 언택트 팬서트인‘수지: 아 템포(Suzy: A 

역을 소화하고 있다.‘런 온’은 OTT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톱10 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폴트 표지를 장식한 임시완(폴트)

Tempo)’를 개최한다.

수지는 팬서트를 앞두고 새해 인사를 담은 영상을 

통해“그동안 많은 사랑을 해주신 팬 여러분들을 위

해 언택트 팬서트를 마련했다.”며“특별한 추억을 만

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

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

고 있는 팬들에게“힘든 시국에 작은 기쁨이 되면 좋

겠다”는 메시지도 건넸다.

이날 무대에서 수지는 특히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추천곡도 응모 받아 무대에서 직접 선보일 계획이며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을 최초로 공개하고 팬들과 

토크도 펼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칠 라이브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팬서트는 카카오TV를 통해 독점 라이브로 

공개되며 K팝 미디어‘원더케이’의‘원더케이 오리

지널(1theK Originals)’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

중계된다.

사진= 언택트 팬서트를 여는 수지(카카오M)

수지, 데뷔 10주년 언택트 팬서트 브루스 윌리스 
‘노 마스크’ 망신

임시완, 영국 잡지 ‘폴트’ 표지 장식 

할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65)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 약국을 방문했다가 쫒겨났다.

윌리스는 지난 11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LA에 있

는 한 라이트에이드 매장을 찾았다. 그의 목에는 안

면 가리개용으로 보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만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윌리스를 목격한 약국 직원이 

윌리스에게 다가가“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

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윌리스는 약국에서 아

무것도 구입하지 못하고 언짢아 하는 표정으로 약국

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스는 이후 성명을 내고“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하며“여러분 모두 바

깥에서는 안전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전했다.

사진=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약국을 찾은 브루스 

윌리스(트위터-andymi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