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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방탄소년단’(BTS·사진)

이 미국 빌보드 월드 관련 차트에

서 독주하고 있다.

지난 20일 빌보드가 발표한 23

일 자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은 이번‘월드 앨범’차트에 6개 

앨범을 순위에 올렸다.

최근 앨범인 정규 4집‘맵 오

브 더 솔 : 7’이 1위를 차지찬 것

을 비롯해 2위‘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4위‘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5위‘유 네버 워

크 얼론’, 8위‘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14위‘BTS 월드 

OST’등을 기록했다.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차트에서도 저력을 보였다.     

‘맵 오브 더 솔 : 7’수록곡‘필터(Filter)’4위,‘시차’10

위,‘이너 차일드’18위, 타이

틀곡‘온(ON)’은 20위에 진

입했다.‘러브 유어셀프 결 앤

서’수록곡‘유포리아’는 14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21일 발매된‘맵 

오브 더 솔 : 7’은‘빌보드 200’

에서 45위에 올랐다. 지난 3월 

7일 자 차트 1위를 차지한 후 

12주 연속 상위권을 기록 중

이다. 2018년 8월 발표한‘러

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지난주보다 14계단 순위가 오

른 16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방탄소년단은‘소셜 50’차트에서 179번째, 

149주 연속 1위를 수성하며 유례없는 최다, 최장 기록

을 지키고 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월드차트’ 독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제93회 미국 아카데

미 시상식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연예매체 버

라이어티는 지난 19

일“시상식을 개최

하는 미국 영화예술

과학아카데미(AMPAS)가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 매체는“아직 확정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며“시상식 텔레비전 중계는 여전히 예정된 날짜인 내

년 2월 28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카데미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시상식

에 한정해 출품 자격을 변경했다.

이전 규정에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상업용 

극장에서 적어도 일주일간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했으나 코로나19로 주요 영화 개봉 일

정이 줄줄이 밀려‘7일 극장 상영’규정을 고집할 수 

없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먼저 상영된 작품에도 출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난 2월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기생충’은 국제영화상, 각본상, 감독상에 이

어 최고상인 작품상까지 4관왕에 오르며 아시아영

화로는 최초의‘칸 황금종려상-오스카 작품상’동

시 수상 기록을 남겼다.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 가능성 제기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에 투자한 첫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시즌1을 국제에미상에 출품했다.

넷플릭스는 20일“킹덤 시즌1이 에미상 드라마 시리

즈 부문 작품상과 연기상에 출품됐다.”며“넷플릭스가 

투자하고 한국 창작자들이 빚어낸 K콘텐츠의 위상을 

세계 시장에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킹덤’은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죽은 사람이 되살

아나는 역병이 도는 조선에서 정체 모를 악을 파헤치

며 맞서는 미스터리 스릴러로 지난해 공개된 직후 한

국형 좀비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표적인 K콘텐츠로 자

리 잡았다.

‘킹덤’은 백상예술대상 작품상과 예술상 후보에 올랐

다. 넷플릭스 콘텐츠 사상 최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

한 2019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TOP10에도 꼽혔다.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괴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초 시즌2 공개 이후에는‘왕좌의 게임’,‘워

킹 데드’등 유명작들과 비견됐다. 더욱 주목받았던 시

즌2의 원작이기에 시즌1의 국제에미상 수상 기대가 높

은 상태다. 주지훈, 류승룡, 배두나 등 출연진의 남우주

연상, 여우주연상 수상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제 에미상(The International Emmy® Awards)은 해

외 우수 프로그램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

해 1973년 설립된 국제 TV프로그램 시상식이다. 올해

로 48회를 맞았다. 캐나다의 반프 TV페스티벌, 모나코

의 몬테카를로 TV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방송상으

로 불린다.

오는 9월 후보를 공개하고 11월23일 시상식에서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킹덤이 수상하게 된다면 드

라마 부문에서는 한국 최초가 된다. 2010년 MBC‘휴먼

다큐 사랑’의‘풀빵엄마’가 한국 작품 최초로 다큐멘

터리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넷플릭스 ‘킹덤’ 국제에미상 출품
작품상·주연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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