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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아이유·슈가 ‘에잇’, 미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
누며 공동 프로듀싱과 랩 피
처링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
도 했다.
아이유와 첫 컬래버레이션
을 한 슈가는 최근 네이버 브
이라이브에서“비트 써서 보
내니 멜로디가 훅 왔다.”
“나
,
도 작업을 하고 자주 듣고 있
다.”며 협업 비하인드 스토리
를 공개했다.

아이유(왼쪽)와 방탄소년단
슈가(오른쪽)가 협업한 신곡‘에
잇’이 미국 아이튠즈 톱 송 차
트 1위에 올랐다.
7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
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발매된 디지털 싱글‘에잇’
은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뉴
질랜드, 핀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전 세계 59개 지역
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곡은 전날 발매 직후 멜론, 지니, 소리바다, 벅스 등
한국 음원사이트에서도 실시간 차트 1위로 진입했다.
24시간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플로 차트에
서도 1위에 올랐다.
‘에잇’은‘에잇’은 아이유가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5
집‘러브 포엠’발매 이후 6개월 여 만에 선보인 신곡
이다. 특히1993년생 동갑내기이자 가요계 최정상에 있
는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악적 공감대를 나

‘에잇’은 아날로그 감성과 트렌디한 사운드의 조화가
돋보이는 밴드 기반의 팝 록 장르다. 아이유가 스물셋
에 발표한‘스물셋’, 스물다섯살에 선보인‘팔레트’에
이은‘나이 시리즈’의 곡이다. 청량한 사운드에다 청춘
이 겪는 상실을 아련하게 노래한 가사로 팬들을 사로
잡고 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실사 영상과 애니메이션이 어
우러져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뮤직비디오는 7일 오전
9시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 수 1천200만 건을 넘어섰다.

사랑의 불시착’, 미 옵저버 선정
넷플릭스 콘텐츠 톱10
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영
화 전문사이트 IMDB에서도
리뷰 평점 9.1을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와 포브스도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과‘2019년 최고의 한
국 드라마’로 선정했다.

재벌 상속녀(손예진 분)와 북
한 장교(현빈 분) 간의 로맨스
를 그린 한국 tvN 드라마‘사
랑의 불시착’이 미국 시청자
들의 이목도 사로잡았다.
‘사랑의 불시착’홍보사 와이
트리컴퍼니는 7일“사랑의 불
시착은 미국 주간지 옵저버가
선정한,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기간(3월 21~27일)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TV쇼 순위에
서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나며‘종이의 집’
‘기묘한
,
이야기’
‘워킹데드’
,
등유
명 드라마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작품은 미국 영화 평점 전문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
서도 신선도 지수 97%를 받아 한국 드라마로서는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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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참여한
레이디 가가 앨범, 발매
그룹 블랙핑크가 참여한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새 앨범‘크로마티카’(Chromatica)가 오는 29일
발매된다.
레이디 가가는 7일 자신의 SNS에“여정은 계속
된다. 여러분은 5월 29일 나와 같이 공식적으로
‘크로마티카’에 함께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앨범 발매 사실을 알렸다.
블랙핑크는 레이디 가가의 6집인‘크로마티카’
의 10번 트랙‘사워 캔디’(Sour Candy)를 피처링
했다.
레이디 가가는 지난달 23일 SNS에 블랙핑크 참
여 사실 등이 담긴 새 앨범 트랙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는“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는 평소 서로의 음악
을 듣고 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작업을 진
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크로마티카’에 담긴 음악의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서양을 대표하는 팝스타의
협업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앨범에는 블랙핑크를 비롯해 아리아나 그란
데(Ariana Grande), 엘튼 존(Elton John)이 참여
했다.
레이디 가가는 당초 4월 10일‘크로마티카’를
발매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 발매 일정을 연기했었다.

낱말퍼즐 정답

영국 BBC 역시 이 작품에
대한 긍정적 리뷰를 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만 주요 매체와 아시아권 매
체들에서는 관련 기사가 지면 커버리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 캐나다의 엔터테인먼트 웹진‘밴쿠버위클리’
는“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
한 사실적인 묘사,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의 완벽
한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드라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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