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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미국 대표 레

이블과 손잡고 미국 진출에 나선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9일 (여

자)아이들(사진)이 미국 유니버설 뮤

직 산하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즈

(Republic Records)와 파트너십을 맺

었다고 밝혔다. 리퍼블릭 레코즈는     

(여자)아이들의 음반 프로모션 등 전

반적인 미국 내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에이버리 립먼 리퍼블릭 레코드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6일 발매된‘아이 트러

스트’(I trust)가 (여자)아이들을 미주 지역에 론칭하는 

새 앨범이라면서“우리는 (여자)아이들이 더욱 빨리 글

로벌 스타덤에 오르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영역을 확장해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는 등 글로벌 영향력과 잠

재력을 보여주려는 2020년은 (여자)

아이들의 가장 크고 대담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몬테·에이버리 립먼 형제가 1995년 

설립한 리퍼블릭 레코즈는 지난 수년

간 빌보드가 선정한 레이블 순위 1위

를 차지한 미국 유명 음반사로 팝스

타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

데, 포스트 말론, 드레이크, 위켄드 등

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계약

했고 지난 2월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와 파트너십을 맺

는 등 꾸준히 K팝 가수들과 협업 중이다.

(여자)아이들, 리퍼블릭 레코즈
손잡고 미국  진출

 

팝스타 레이

디 가가(사진)가 

코로나19로 심

신이 지친 세계

인들을 위한 온

라인 콘서트를 

연다.

자선단체 글

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과 함께하는‘하나의 세

계: # 투게더 앳 홈’콘서트는 오는 18일 오후 8시에 

열리며 ABC, NBC, MTV 등의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

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

을 통해 생중계된다. 

콘서트에는 빌리 아일리시, 엘튼 존, 리조,  폴 매카

트니, 스티비 원더, 크리스 마틴, 존 레전드, 에디 베더 

등 팝스타들이 대거 참가한다. 더불어 축구 스타 데

이비드 베컴과 배우 이드리스 엘바 등도 참여할 예

정이다.

콘서트를 마련한 레이디 가가는 6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우리는 이 역사적

이고 전례 없는 문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우리는 인류 정신의 힘을 축하하고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주일 만에 3천

500만 달러를 모금했다.”면서 WHO의 코로나19 대

응 사업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레이디가가, 온라인 
무료 콘서트 연다 

네이버웹툰 원작으로 한국, 미국, 일

본이 합작한 애니메이션‘신의 탑’이 

지난 1일 첫 방송 이후 미국에서 호평

이 쏟아지고 있다

‘신의 탑’은 1화 공개 이후 미국 트위

터 실시간 트렌드 9위에 올랐으며, 애

니메이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로 미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내 주간 인기 애니메이

션 랭킹에서‘신의 탑’이 1위를 차지, 

7,18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3,199점으로 2위를 기록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시즌 4’와 비교해도 압도적으

로 높은 수치다.

미국 네티즌들은 SNS 및 커뮤니티 댓글들을 통해“시

작부터 놀랍다.”,“이 웹툰이 애니메이션화 된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이런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줘

서 고맙다.”,“앞으로가 기대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지난 1일‘신의 탑’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에피소드가 끝날 때 이 이야기

가 어떻게 주간 500만 명의 독자들을 사로 잡았는지 이

해하게 됐다.”며 영상화 된 애니메이션과 원작 웹툰 지

식재산권(IP)이 가진 콘텐츠의 힘에 대

해 호평했다.

‘신의 탑’은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

작으로 한 작품이다. 4월 1일 전 세계 

최초로 네이버 시리즈온 공개에 이어 

애니플러스 채널과 미국과 일본에서 

방영됐다. 한국 웹툰 작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제작, 유통에 적

극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세계 누적 조회 수 45억 뷰를 돌

파한 웹툰 신의 탑은 2010년부터 현재

까지 10년 넘게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이어오고 있는 

판타지 장르 대표 인기작이다. 주인공인 소년‘밤’이 자

신의 전부인 소녀‘라헬’을 찾아 탑에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대한 세계관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두

터운 글로벌 팬층을 자랑한다.

‘신의 탑’은 국내 네이버웹툰 IP를 기반으로 풍부한 경

험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콘텐

츠 전문기업‘크런치롤’(Crunchyroll)이 투자·유통사

로 참여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텔

레콤 애니메이션 필름’이 제작을 총괄해 방영 전부터 

주목받았다. 

애니메이션 ‘신의 탑’, 미국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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