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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틱톡과 유튜브 스타들도 할리우드 배우들과 마찬

가지로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SAG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돈을 버는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SAG는 16만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배우 노조다. 

조합원에게 의료보험과 은퇴자금을 위한 금융상품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입 기준도 엄격하다. NYT

는 신인 배우의 경우 조합 가입자격을 얻기 위해 길

게는 몇 년간을 고생해야 한다고 전했다.

SAG가 온라인 스타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최

근 연예계의 지형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가수 씨엘이 한국 여자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

국 TV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소속사 팀베리체리에 따르면 씨엘은 지난 14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방송된‘타코벨’(TACO BELL)의 TV 

광고 모델로 등장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타코벨

의 이번 광고에는 씨엘을 비롯해 배우 노아 센티네오, 

틱톡 스타 나바로스, 드래그 퀸 오닉스 블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이 출연했다.

광고 속에서 씨엘은 공연을 마치고 경호원의 에스

코트를 받는 뮤지션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스포츠카

이미 할리우드에서 지명도를 획득한 배우들이 틱톡

이나 유튜브에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틱톡이

나 유튜브 스타가 영화나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경

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스타들 입장에선 SAG에 가입할 경우 의료

보험 등의 혜택 외에도 개별 기업과의 광고 협상 등

에서 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스타들도 SAG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다. 인스타그램 스타인 린지 실버먼은“지금까지 많

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업계 종사

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스타

들은 2019년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 결성

을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와해했다.

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 팬들이 씨엘을 발견하고 환호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소속사는“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시아를 중

심으로 글로벌 광고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많아졌지

만, 미국의 TV 광고에 출연한 솔로 여가수는 씨엘이 

처음이라 이번 광고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인 씨엘은 2016년 싱글 

‘리프티드’(Lifted)를 내며 미국에서 데뷔했다. 이 곡

은 한국 여성 솔로 가수 곡으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

드 메인 싱글 차트‘핫 100’에서 94위에 올랐다. 

씨엘, 한국 가수 최초 미국 TV 광고 모델 펠트로 “코로나 감염,
채식·김치 식단 고수”

할리우드 배우조합, 유튜브 스타에 문호 개방

▲ 씨엘이 출연한 ‘타코벨’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팀베리체리

배우 기네스 펠트로(49)

가 코로나19에 걸렸

었던 사실을 고백

했다.

펠트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구프’

에 올린‘장기 해

독제로 내 몸을 치

유하다’는 제목

의 글을 통해“저

는 코로나19 초기에 감염됐었다.”라며“이로 인해 피로

감이 지속됐고,‘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 현상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저는 지난 1월 제 몸의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

는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이 분야에서 제가 아는 전문가 

중 한 명을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펠트로는 코로나19 회복 이후 채식 식단을 고수하고, 

설탕과 알코올을 자제하는 등의 식습관을 소개하며    

“훌륭한 무설탕 김치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펠트로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아주 

완벽한 김치 팬케이크(Perfect kimchi pancake)”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돌판 위에 놓인 빨간 김치전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 비결을‘비빔밥’이라고 

소개하는 등 평소 한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기네스 펠트로. 사진=인스타그램

                                   (기네스 펠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