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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원격 라이브’를 통해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지친 전 

세계 팬들을 위로했다.(사진)

방탄소년단은 지난 30일 방영된 미국 CBS‘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의‘홈페스

트’(HOMEFEST)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서울의 방

탄소년단 등 세계 각지 스타들은 집 차고에 스튜디오

를 차린 진행자 제임스 코든과 화상 연결을 통해 대화

를 나누고 라이브를 선보였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빌리 아일리시, 존 레전드, 안드

레아 보첼리, 두아 리파 등 최고 스타들이 출연해‘홈 

라이브’를 들려줬다. 존 레전드는LA의 집에서 피아

노 연주와 함께‘액션스’(Actions)를, 빌리 아일리시는 

오빠 피니즈 오코넬과‘에브리싱 아이 원티드’(Ev-

erything I Wanted)를 불렀다.

이탈리아의 세계적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는“곧 모

든 것이 끝나리라는 희망을 갖자!”고 당부하며 토스

카나의 집에서‘콘 테 파르티로’(Con Te Partiro)를 선

사했으며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는 런던에서 히트곡 

‘돈 스타트 나우’(Don’t Start Now)를 화상으로 연결

된 연주자들과 함께 들려줬다.

방탄소년단, ‘연습실 라이브’로 세계 팬들 위로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트럼펫 연주자 월리스 로니

(Wallace Roney·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으로 세상을 떠났다.

CNN은 1일 로니가 59세에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전날 뉴저지주 페터슨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987년 데

뷔한 로니는 

1994년 발매

한 앨범‘어 

트리뷰트 투 

마일스’(A 

Tribute To 

Miles)로 그

래미어워즈 재즈 악기 부문 최고상인‘베스트 재

즈 인스트루멘털 퍼포먼스’(BEST JAZZ IN-

STRUMENTAL PERFORMANCE) 트로피를 거

머쥐었다.

1997년 한 차례 더 그래미 후보로 지명됐으며, 지

난해 새 앨범‘블루 돈 - 블루 나이츠’(Blue Dawn 

- Blue Nights)를 발매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히 음

악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미국에서는 인기 범죄수사 드라마‘로앤오더’

등에 출연한 배우 마크 블럼을 비롯해 인기 컨트리 

가수 조 디피, 세계적 히트곡‘아이 러브 로큰롤’을 

부른 가수 앨런 메릴 등 유명 가수와 배우들이 코

로나19로 잇따라 사망했다.

‘재즈 전설’
월리스 로니, 사망

보이그룹 엑소 수호(본명 김준면·29·사진)가 데뷔 

후 처음 내놓은 솔로 앨범으로 세계 50개 지역 아이

튠즈 차트 정상에 올랐다.

지난 3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수호 솔로 1집‘자화상’(Self-Portrait)은 프랑

스, 브라질,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등 50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휩쓸

었다.

이 앨범은 한국의 일간 음반 판매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고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과 쿠거우

뮤직 등지에서도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를 기록했다.

‘자화상’은 2012년 엑소 리더로 데뷔한 수호

가 발매한 첫 솔로 앨범이다. 수호가 기획과 

전곡 작사에 참여했으며 타이틀곡‘사랑, 하

자’(Let’s Love)를 비롯해‘암막 커튼’,‘메이

드 인 유’,‘너의 차례’등 6곡이 수록됐다.

수호는 앨범 발매 하루 전“엑소를 통해 선

보인 음악이 아니라 저 수호만의 색깔이 담긴, 하고 

싶었던 음악을 처음 선보이는 거라 기대도 되지만 부

담감도 큽니다. 긴장도 되는데 설레는 감정이 앞서네

요.”라며 첫 솔로 앨범을 선보이는 심정을 전했다. 그

는 신보를 두고“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앨범”이라면

서“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담으려고 했고 가능

한 한 진솔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2012년 엑소 리더이자 리드보컬로 데뷔한 수호는 

깨끗한 음색과 빼어난 외모로 그룹 활동 초창기부터 

사랑받았다.

솔로 변신 엑소 수호 첫 앨범 각국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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