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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히트곡 ‘머시(Mercy)’

등으로 그래미상, 브릿어워드 등을 

수상한 영국 출신의 인기가수 더

피(35·사진)가“수일간 감금 상태

에서 성폭행 당하고 억지로 마약

을 투여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더피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내가 이글을 쓰기로 생각하는데 시간(the 

amount of times)걸렸다는 점을 상상할 수 있을 것”

이라며“왜 지금이 (공개하기)적당한 때이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하도록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설명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피는“많은 분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어디

로 사라졌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한 기자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고, 

지난해 여름에 이 모든 것들에 대

해 그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친절

했으며, 드디어 이야기하게 됐다

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느낌이었

다.”고 썼다.

또“지금 나는 괜찮고, 안전하다

는 점을 믿어달라. 나는 성폭행을 

당했고, 약물을 투여당했으며, 수

일간 감금당했었다. 물론 나는 살

아남았다.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지난 10년간, 수천 수천의 날들 동안 나

는 내 가슴 속에 다시 햇살이 들기를 원했고, 지금은 

다시 햇살이 비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선“내 눈 속의 

슬픔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심장이 부

서진다면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지 나 자신에게 질문

했었다.”는 말로 고통스러웠던 심정을 설명했다.

그는“곧 인터뷰 내용을 포스팅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가수 더피 “성폭행, 마약 투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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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아이즈원(IZ*ONE)’이 일본에서 거듭 인기

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6일 소속사 오프더레코드에 따르면 아이

즈원의 정규 1집‘블룸아이즈(BLOOM*IZ)’가 일

본 오리콘 해외 음반(2월 17~23일) 주간 랭킹 1위

에 올랐다. 오프더레코드는“데뷔 앨범‘컬러라이

즈(COLOR*IZ)’와 두 번째 미니앨범‘하트아이즈

(HEART*IZ)’를 잇는 3연속 1위인 점에서 더욱 유

의미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QQ뮤직에 따르

면‘블룸아이즈’타이틀곡‘피에스타(FIESTA)’는 

한국가요(2월 14~20일) 주간 1위에 이어 뮤직비디

오(2월 17~23일)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블룸아이즈’는‘꽃을 피우다’의 의미를 가진‘블

룸(BLOOM)’과‘아이즈원’의 합성어이다. 오프더

레코드는“절정에 오른 아이즈원의 아름다움이 만

개하는 앨범인 만큼 성적 또한 눈부신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고 자랑했다.

아이즈원, 일본 넘어 
중국까지 점령 

보이그룹 몬스타엑스(MONSTA 

X)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5위

로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다. 몬스

타엑스는 빌보드 내 다른 차트에

서도 10위권에 들었다.

지난 25일 빌보드 SNS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인기 있는 아티스

트 순위를 꼽는 빌보드‘아티스트 

100’ 차트에 6위로 데뷔했다. 소

셜미디어 영향력을 보여주는‘소

셜 50’에도 6위를 차지하며 116

주간 차트인에 성공했다.

이밖에‘빌보드 캐나디안 앨범’

차트에 10위로 들며 처음 이름을 

올렸고,‘톱 앨범 세일즈’에서는 3

위에 올랐다.

차세대 K팝 주자로 꼽히는 몬스타엑스는 지난 14

일 발매한 미국 정규 1집‘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로 25일 공식 발표되는 빌

보드 메인 앨범 차트‘빌보드 200’

에서 5위를 차지했다.

11곡 전곡이 영어로 된 이 앨범

은 미국 타임지와 빌보드·롤링스

톤 등 현지 매체로부터도 호평받

았다.

‘빌보드 200’5위 안에 진입한 한

국 가수는 방탄소년단(BTS)과 슈

퍼엠(SuperM) 이후 몬스타엑스가 

사상 세 번째이다.

한편 몬스타엑스의 리더 셔누

는“(음악적) 색깔이나 언어가 조

금 달라진 만큼 우리의 새로운 면

을 앨범에 잘 녹여보자며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성적으로 응원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빌보드 메

인 앨범 차트에서 5위에 오른 소감을 전했다.

몬스타엑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