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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생: 늦게라도 원하는 바가 이뤄지겠

다. 72년생: 조급해하지말고 우직하게 기

다려보자. 84년생: 전업이나 변화를 주는

것을삼가자. 96년생:먼저정한것을고집

하고밀고나가라.

61년생: 약속을 미루고 일찍 귀가함이 좋

다. 73년생:작은상처라도정성껏치료해

야한다. 85년생:다끝낸일이다시불거질

수있다. 97년생:현실적인소망을먼저이

루도록하라.

62년생:빈틈을보여주는여유도있어야한

다. 74년생:포상이나승진등좋은소식이

있다. 86년생:검소의미덕으로사치를부

리지말자. 98년생:이겨도져도득이없으

니타협하자.

63년생:마음을달래줄벗이찾아오는날이

다. 75년생:하루시작이중요하니오전에

집중하자. 87년생:시비에가담치말자.아

주불리하다. 99년생: 주인이있는것은일

찍포기함이옳다.

64년생:큰번창은어려워도순탄히흘러간

다. 76년생: 사리판단을분명히할줄알아

야한다. 88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

가성사된다. 00년생:환절기유행성질병

에유의해야한다.

65년생:말도안되는실수들이도사리고있

다. 77년생:잡다한고민들은음악으로지

워보라. 89년생:커피한잔의여유정도는

필요하다. 01년생: 모처럼 땀내서 운동하

는시간을갖자.

6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알라. 78년생:천릿길도한걸음부터니길

게보자. 90년생:욕구를앞세우면낭패를

볼수도있다.02년생:누명이나오해,사기

를조심해야한다.

67년생: 일이만족할만한결과로마무리된

다. 79년생: 자녀문제로 고민이 많아지는

날이다. 91년생: 주위의유혹이많은날이

지만젊은날쾌락은잠시뿐임을잊어선안

되겠다.

68년생:조급한마음에앞을보지못하니

마음을 태우며 조바심을 내지말자. 80년

생: 술집을 가까이말고 금주함이 좋겠다.

92년생:횡재수가있어길에서행운을얻는

다.

69년생:다툼을하려거든내일로미루면이

긴다. 81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만똑바로차리면산다했다. 마음을굳게

가지자. 93년생:님도보고뽕도따는길한

하루겠다.

70년생:따질만한일이아니니잘생각해보

자. 82년생:먼저손내미는사람이있다면

용서하라. 94년생:하는일에있어흐름이

바뀔시기니옛것을버리고새것을취함이

좋겠다.

59년생:억지부리는아랫사람으로골치아

프다. 71년생: 컨디션이 별로라면 일찍이

쉬는게낫다. 83년생:자리에서일어날땐

꼭다시살펴보라. 95년생:영화와같은문

화생활을즐겨보자.

TV &연예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13

戌

세상의모든음악다해보고파

배철수의음악캠프 출연…MBC FM4U 8시간헌정방송

내노래뮤지컬로만들고싶어…내년중신곡낼생각

■ 데뷔 50주년맞는조용필

가왕 조용필(68 사진)은 50주년 소

감을묻자여느때처럼 덤덤하다고답했

다. 그러나앞으로들려줄새음악에대한

이야기가나오자식지않은창작의지를

나타냈다. 하고싶은음악은많은데시간

이많이남지않아못하니억울하기도하

다면서 할수있는데까진해봐야후회를

안할것같다고강조했다.

19일오후 6시MBC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생방송에출연해서다.

이날출연은MBCFM4U가개국기념

일을맞아기획한조용필데뷔 50주년기

념헌정방송 조용필그위대한여정의일

환으로 성사됐다. MBC FM4U는 이날

낮12시부터오후6시까지연속해가수와

프로듀서, 음악관계자 100명이뽑은조

용필명곡을들려줬으며오후6시부터 배

철수의음악캠프를통해2시간동안조용

필 인터뷰를 내보냈다. 조용필이 라디오

에출연하기는2003년이후15년만으로,

방송이시작되자그의이름은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1위에올랐다.

50주년기념투어중인조용필은 사실

공연보다 신곡이 더 애절했다고 솔직하

게말했다.

그는 진짜 50년이왔나믿어지지않는

현실이기도하다며 미국, 영국, 북유럽,

러시아음악까지하고싶은게너무많은

데 못하니 억울하기도 하다. 음악이라면

다해보고싶다고강조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했는

데한참지나니그게없어지더라고요.사

별한지 15년이됐는데공연때문에바쁘

고고민도많고.이런것들이제개인적인

걸없어지게한것같아요.성격이일이없

어도바빠요.하하하.

이번특집을위한설문조사에서음악

계100명이뽑은명곡1위는 단발머리였

다.그는 본인이생각하는최고의노래를

꼽아달라는배철수의요청에 미치겠다

며고민하더니 꿈이라고답했다.

그는 여러형태로설문조사한것을봤

는데 단발머리는늘상위권에있었다며

어떨땐 꿈이,최근곡인 바운스는3위

안에꼭들었다. 1, 2, 3위중 꿈 정도라

고말했다.

그는 내가고른음악이아니라레코드

사에서 불러달라고 한 것이다. 반강제였

다고웃으며 내가하던음악과결이달랐

는데그게히트했고모든환경이바뀌었

다. TV출연요청이많아지고얼굴과이

름이알려졌다.이곡은나중에일본에서

도유명한곡이됐다고기억했다.

그는 들으니까 기억이 난다며 내가

DJ를한게믿어지지않는다.당시 1주일

에한번방송이었는데일본에왔다갔다

하면서어떨땐스케줄때문에한달치를

미리녹음하고갔다.술김에대답해서반

강제비슷하게했다고웃었다. 배철수가

DJ를 다시 해보라는 제안에 난 라디오

체질이아니다고손사래를쳤다.

조용필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사이, 그

가선곡한팝도흘러나왔다. 그는이매진

드래곤스의 잇츠타임 (It s time),스크

립트의 플레어스 (Flares),폴매카트니

의 마이 발렌타인 (My Valentine) 등

평소즐겨듣는노래를선곡했다.

그는 내노래로뮤지컬을만들것이라

며 일반적인러브스토리라든지,내얘기

가아닌어떤이야기에내노래를입혀만

들고싶다. 스토리를공모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작업중인20집에대해서는 장르는

따지지않는다며 내년1월부터시작해4

~5월에집중적으로작업한뒤내년중낼

생각이라고귀띔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ABC 굿모닝아메리카 출연

유엔총회무대도올라

그룹방탄소년단이미국ABC뉴스프

로그램 굿모닝아메리카 (GoodMorn

ingAmerica)에출연한다.

19일(이하현지시간)미국ABC는공

식소셜미디어를통해이들의출연소식

을전했다. 굿모닝아메리카는ABC채

널을대표하는아침방송이다.

방탄소년단은오는 26일미국뉴욕타

임스스퀘어에있는 굿모닝아메리카 스

튜디오에서생방송으로라이브무대를선

보인다.

이로써방탄소년단은오는 25일NBC

더투나잇쇼스타링지미팰런에이어

굿모닝아메리카까지출연을확정했다.

유엔총회무대도앞뒀다.

방탄소년단은 24일 낮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회의장에서열리는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청년어젠

다 제너레이션언리미티드 (Generation

unlimited)행사에참석할예정이다.

이들은지난해11월부터유니세프와손

잡고 세계 아동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러브 마이셀프 (LOVE

MYSELF)캠페인을알리고있다.

제73차유엔총회가이번주개막하면서

각국 정상이 유엔본부에 모이는 시점과

맞물려대표적인K팝그룹이초청된것이

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