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49March 23, 2020   Vol. 1308연예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빌보드 200’등 주

요 차트‘톱 10’에 방탄소년단과 NCT 127 등 한국 

그룹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선전했다.

빌보드가 17일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그룹 

NCT 127은 지난 6일 발매된 정규 2집‘엔시티 #127 

네오 존’으로 빌보드 200에 5위로 진입했다. 방탄소

년단은 지난달 발매 직후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한 

정규 4집‘맵 오브 더 솔 : 7’이 이번 주에는 8위를 차

지하며 3주 연속 톱 10을 지켰다.

전 세계 앨범이 각축하는 빌보드 200에서 10위권에

만 한국 그룹 2팀이 랭크된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8월 발매한‘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도 164위를 기록하며 두 장 앨범을 동시

에 차트에 올렸다.

빌보드 주요 차트 중 하나이자, 아티스트 인지도를 

분석하는‘아티스트 100’차트에서도 방탄소년단과 

NCT 127이 톱 5 중 두 자리를 차지했다.

NCT 127은 아티스트 100 2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새 앨범 발매 이후 아티스트 100 정

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은 4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

단은 인터넷 영향력을 보여주는‘소셜 50’에서는 통

산 170번째 1위를 지키며 최다 1위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했다.

한국 그룹 2팀, 빌보드 앨범·아티스트 차트
톱 10에 동시 진입

 

미국 전역의 극장가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17일 CNN에 따르면 미국의 1·2위 극장 체인인 

AMC와 리갈시네마는 이날부터 무기한 영업 중단

에 들어갔다. 이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행정당국이 영화관을 비롯해 식당과 술집의 영업 

중단을 명령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

명 이상 모임 자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체인은 지난 14일부터 영화관 입장객 수를 절

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시행해 오던 중이었다.

AMC는 성명에서“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

침으로 인해 영화관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며 관객과 직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리갈시네마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영

화관이 휴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랜

드마크, 하킨스시어터,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 등 

5개 체인도 영화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미 전역 영화관
무기한 영업 중단

미국에서 급부상 중인 보이그룹‘몬스타엑스’가 팝

스타 켈리 클라크슨이 진행하는 TV쇼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가졌다.

18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미국 NBC‘켈리 클라크슨 쇼’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클라크슨은 몬스타엑스를 두고“음

악계를 휩쓸고 있다.”면서“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20

개 이상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 최신 음악 장르 중 

하나인 K팝으로 1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달 14일 발매한 미국 정규 1집‘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 타이틀곡‘유 캔트 

홀드 마이 하트’(YOU CAN’T HOLD MY HEART) 

무대를 현장에 모인 팬들 앞에서 불렀다. 이들이 공연

하는 동안 팬들은 함께 객석에서 춤추고 환호했다. 무

대를 본 클라크슨은“너희에게 반했다”,“정말 멋졌다. 

고맙다”고 말했다.

빌보드는 이날“몬스타엑스가‘켈리 클라크슨 쇼’

에서‘유 캔트 홀드 마이 하트’로 황홀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들 무대에 관심을 보였다.

‘켈리 클라크슨 쇼’는 그래미상을 세 번 거머쥔 싱어

송라이터 켈리 클라크슨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진행하

는 토크쇼이다. 그동안 배우 드웨인 존슨, 짐 캐리, 톰 

행크스 등과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존 레전드 등 

유명 스타들이 출연했다.

몬스타엑스는 핏불, 프렌치 몬타나 등 해외 유명 아

티스트들이 피처링과 리믹스에 참여한 앨범‘올 어바

웃 러브’가 발매 첫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빌

보드 200’5위에 오르며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데뷔

했다.

그간 몬스타엑스는 NBC 채널의 간판 쇼‘엘렌 드제

너러스 쇼’를 비롯해 ABC 채널의 인기 토크쇼‘지미 

키멜 라이브’,‘라이브! 위드 켈리 & 라이언’,‘굿모닝 

아메리카’, FOX5 채널의‘굿데이 뉴욕’등에 출연하

며 미국 내 인지도를 높였다.

몬스타엑스, NBC 
‘켈리 클라크슨 쇼’서 신곡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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