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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트와이스’가 미국의 유명 레이블‘리퍼블릭 

레코드’와 손잡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계적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 

그룹 산하의 리퍼블릭 레코드(Republic Records)는 

지난 24일“트와이스의 세계적 활약을 위해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리퍼블릭 레코드는“멀티 플래티넘을 기록한 K팝 

최강 걸그룹 트와이스의 음악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

다.”며 트와이스가 가진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기대

감을 드러냈다.

또“트와이스는 메가 히트 송과 뮤직비디오를 선보

이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그룹”이라며 유튜브 

조회 수 5억 뷰를 돌파한‘TT’뮤직비디오를 비롯

해 한국과 일본에서의 음반 판매량 합산 800만 장 돌

파,‘더 포럼’(The Forum)과 같은 최대 규모의 공연

장에서 펼친 월드투어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리퍼블릭 레코드의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인 몬테 

립먼(Monte Lipman)은“지난 20년 동안 박진영 프로

듀서를 지켜보며 늘 그의 회사가 거둔 성공에 감탄했

다. 조직의 비전과 획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문

화의 선봉에 섰다고 생각한다. 이런 멋진 회사와 트

와이스가 우리의 파트너가 돼 무척 기쁘다”라고 밝

혔다.

리퍼블릭 레코드는 1995년 몬테 립먼과 에이버리 

립먼(Avery Lipman) 형제가 설립한 음반사이다. 지난 

수년간 빌보드가 선정한 레이블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아리아나 그란

데(Ariana Grande),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포

스트 말론(Post Malone)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트와이스, 미국 시장 본격 공략 나서

 

캐나다 국영방송 CBC의 인기 TV 시리즈‘김씨

네 편의점’에서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 윤진희(캐

나다명 진 윤) 씨가 최근 캐나다 영화·TV·라디오 

아티스트연합(ACTRA)으로부터 우수상(Award 

of Excellence)을 받았다.

지난 27일 ACTRA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2일 토론토에서 열린 제18회 ACTRA 연례 

갈라쇼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43년 창

설된 ACTRA은 캐나다 문화를 옹호는 단체로, 전

문 연기자들의 저작 권리와 이익 등을 대변하고 

있다. 2만 5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김씨네 편의점’은 토론토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

영하는 한국인 이민 가족의 삶을 웃음 가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시즌 1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시즌 4 공개를 앞두고 있다. 

윤 씨는 2011년 무대에 올린 같은 이름의 연극

에 이어 TV 시리즈에서도 근면 성실하고 경쟁심

이 강한 성격의 엄마 역을 맡았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윤 씨는 3살 때 부

모와 캐나다로 이주해 토론토에서 성장했다. 토론

토대 영문학과를 전공하고, 영화와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하면서 연극 무대에 올랐다. 1980년

대 극작가 겸 배우로 일을 시작했고, 유색인종이

라는 이유로 차별에 시달렸지만‘김씨네 편의점’

으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한인 배우 진 윤 씨, 
ACTRA 우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4집‘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7)로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동시 정상을 예약하

며 K팝 역사를 또 한 번 다시 쓰게 됐다.

빌보드는 지난 24일 빌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

매된‘맵 오브 더 솔 : 7’은 27일까지 미국에서 30만 

점가량의 앨범 수치를 획득할 전망이다. 점수 대부분

이 음반 판매량에 힘입은 것이다.

빌보드는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

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

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를 합

산해 가장 인기있는 앨범 순위를 산정한다. 빌보드는 

예고 기사와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다음 주 메인 

앨범 차트인‘빌보드 200’에 1위로 데뷔할 것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4월‘맵 오브 더 솔: 페르소

나’, 2018년 9월‘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2018년 6

월‘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등 직전 3개 앨범으로 빌

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이번 앨범까지 2년이 채 되

지 않는 기간 동안 네 장 앨범을 연이어 빌보드 정상

에 올려놓은 것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와 함께 양대 팝 차트로 

평가받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1위를 예약했다.

오피셜 차트는 같은 날 BTS가“두 번째 영국 내 1위 

앨범을 예약”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BTS가‘맵 

오브 더 솔 : 7’로 두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정상에 오

른 바 있다.

방탄소년단, 또다시 미·영 팝차트 석권

숨은그림찾기 정답

낱말퍼즐 정답

130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