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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첫 정규 앨범‘NCT #127 Regular-Ir-

regular’(엔시티 #127 레귤러-이레귤러)

로 컴백하는 NCT 127(엔시티 127)이 미국 

데뷔 프로모션에 나선다.

지난 3일 미국에 입국한 NCT 127은 지

상파 채널 ABC의 간판 프로그램‘지미 키

멜 라이브’출연,‘2018 아메리칸 뮤직 어

워드’레드카펫 참석,‘미키마우스 90주년 

기념 콘서트’무대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

일 계획이다.

특히, NCT 127은 8일 오후 8시 35분 방송되는 

ABC‘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 신곡‘Regular’(레

귤러)를 선보이며 화려한 미국 데뷔 무대를 펼친다. 

또 9일에는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진행되는 

대형 음악 시상식‘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레

드카펫 행사에도 참석한다.

NCT 127은‘미키마우스 90주년 기념 콘서트’에 

한국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초청 받아 지난 6일 진행

된 녹화에 참여해 강렬한 매력의‘Regular’무대를 

NCT 127, 미국 데뷔 프로모션 나선다

선사했다. 이날 공연은 11월 4일 오후 5시 ABC를 통

해 방송된다.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1일‘NCT 127이 야심찬 프

로모션으로 미국을 주목하다(NCT 127 Set Their 

Sights On America With Ambitious Stateside Pro-

motions)’라는 제목의 기사로 NCT 127의 행보를 조

명했으며, 이밖에도 빌보드, 버라이어티, MTV 등 다

양한 언론들이 연이어 기사를 게재하고 높은 관심을 

드러내, 앞으로 NCT 127이 미국에서 선보일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가수 저스틴 비버(24·왼쪽)

와 모델 헤일리 볼드윈(21·오

른쪽)이 비밀 결혼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예전문지 TMZ는 2일 저

스틴 비버와 헤일리 볼드윈

이 지난달 13일 뉴욕에서 비

밀리에 결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비밀리에 결혼한 날

로 알려진 이날, 뉴욕법원에

서 목격되며 결혼허가서를 발

급받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TMZ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국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의 경우를 대비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혼전계약

서 없이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한 소식

통의 말을 인용, 저스틴 비버가 사랑에 빠져 있어 혼

전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버

는 결혼 후 방문한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 헤일리 볼드윈

을“아내”라고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버와 헤일리 볼드윈은 지

난 7월 7일 약혼 소식을 전하

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저

스틴 비버가 프러포즈 당시 22

억 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약혼 당시 헤일

리 볼드윈은“내 인생에 모든 것을 선물해준 모든 것

들에 감사하고, 결혼 이후 다가올 모든 것들이 기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이후 불거진 결혼설

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인해오고 있다.

헤일리 볼드윈은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볼드윈의 

딸로 알려져 있다.

저스틴 비버, 헤일리 볼드윈과 비밀 결혼설

1232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7에 있습니다)

숨은그림찾기

출처: http://nineteeneightyfou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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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아래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해답은 P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