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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사진)이 영화‘도망

친 여자’로 감독상을 받았다. 

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

70회 베를린영화제 시상식에서 

은곰상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홍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나를 

위해 일해준 사람들, 영화제 관계

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베를린영화제는 칸영화제, 베네

치아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린다. 한국

인이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건 2004년 <사마

리아>의 김기덕 감독 이후 두 번째이다. 

‘도망친 여자’는 홍 감독의 24번째 장편이다. 결혼 뒤 

한번도 떨어져 지낸 적 없던 남편

이 출장을 간 사이, 두 번의 약속

된 만남과 한 번의 우연한 만남

을 통해 3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

는‘감희’(김민희)의 이야기를 담

았다. 서영화, 송선미, 김새벽, 권

해효 등도 출연했다.

홍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영화가‘작은 것에서 출발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

는 것 같다’는 평가에 대해“나

는 큰 그림을 그리거나 큰 의도

를 갖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나는 작은 세계

에서 조그맣게 사는 사람”이라며“큰 의도를 갖고 만

드는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 강한 것이 아니

라 섬세하고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수상

1306호 숫자퍼즐 정답

 

미국 출신 K팝 가수 알렉

사(AleXa·사진)가 미국 대

형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본

격적인 미국 진출에 나선다.

소속사 지비레이블은 4일 

지난달 미국 미디어 에이전

시‘아이씨엠 파트너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는 미국 진출 실무 부분을 협

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이씨엠 파트너스’은 로

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뉴욕·런던 등지에 지사

가 있는 대형 미디어 에이전시이다. 음악산업, 방송 

프로그램, 영화, 출판, 공연, 뉴미디어 등 다양한 미

디어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아이씨엠 파트

너스’는 알렉사의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TV 프로

그램, 영화, 드라마, 축제 등에서도 활약하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알렉사는 2018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프로듀

스48’에 출연하며 처음 얼굴을 알렸다. 이후 방탄

소년단, 엑소 등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콘텐츠 제작

업체‘쟈니브로스’레이블 지비레이블 소속인 그는 

지난해 10월‘밤’(Bomb)으로 데뷔했다.‘밤’은 신

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

즈 차트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알렉사는 오는 4월 중 미국으로 건너와 여러 매체

에 잇달아 출연하는‘미디어 투어’를 할 예정이다.

알렉사, 미국 시장
공략 나섰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발매한 새 앨범이 미국 평론 

사이트인‘메타크리틱’(Metacritic)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메타크리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방탄소년단‘맵 

오브 더 솔 : 7’은 메타스코어 83점을 기록해 최고 

등급인‘전반적인 극찬’(Universal acclaim)을 받았다. 

메타크리틱은 여러 매체가 앨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에 남긴 리뷰를 가중 평균을 적용해 구한 단일 점

수‘메타스코어’를 발표한다. 메타스코어가 81점을 

넘기면‘전반적인 극찬’등급을 받는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맵 오브 더 솔 : 7’은 

그들 자신에 대해 경의를 나타낸다.”면서“항상 함께

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솔로곡으로 빛날 뿐 

아니라 공동 작업이 눈에 띄는 앨범”이라며 극찬했

으며, 음악매체 롤링스톤은 이 앨범을 두고“방탄소

년단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통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역대 최고의 앨범”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세 곡을, 앨범 차트에 2장의 음반을 동시 

진입시켰다.

3일 공개된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

단은 4위에 오른 신곡‘온’(ON)을 비롯해 국 솔로곡    

‘시차’(My Time, 84위), 지민 솔로곡‘필터’(Filter, 87

위)등 2곡을 메인 싱글 차트인‘핫 100’에 동시에 올

렸다. 

메인 앨범 차트인‘빌보드 200’에도 두 장의 앨범

을 올려놨다. 1위로 데뷔한 새 앨범‘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외에도 2018년 8월 발

매된‘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133위를 기록하며 

재진입했다.

미국 평단 , 방탄소년단  신보
‘맵 오브 더 솔 : 7’ 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