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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공원’, 박스오피스 1위로 귀환
1993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
그 감독의 블록버스터‘쥬라기
공원’이 약 27년 만에 다시 미국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코로
나19 사태로 극장가에 새로 개봉
되는 영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영화사들이 과거 히트작들을‘
드라이브 인 씨어터(자동차극장)’
에 집중적으로 배급하면서 벌어
진 일이다.
지난 23일 연예매체 할리우
드리포터에 따르면‘쥬라기 공
원’은 지난 주말인 19~21일‘드
라이브 인 씨어터’등 230개 영
화관에서 51만7642달러의 매출
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
지했다.

퓨터그래픽과 스토리로 현재까
지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는 1993년 6월 11일 개봉 이
후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었다.
주말 박스오피스 상위권 역시
고전 영화들이 차지했다. 스필버
그 감독의 1975년작‘조스’가
51만6366달러를 벌어들이며 2
위를 차지했다. 또‘백 투 더 퓨
처’(1985)가 6위,‘E.T.’(1982)가
8위,‘구니스’(1985)가 10위에 랭
크됐다.
‘드라이브 인 씨어터’는 코로
나19 여파 속에서 문화 향유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접촉으
로 인한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문화 콘텐츠를 즐
길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는 폐쇄된 영화관 대신 전국
305개의 자동차극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 쥬라기 공원이 27년 만에 다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사진=jurassicworld.com 캡처

‘쥬라기 공원’은 동명의 가상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공룡들의 폭주를 그린 작품이다. 박진감 넘치는 컴

그룹 NCT 127 정규 2집 리패키지
‘빌보드 200’ 14위
지난 23일 빌보드가 발표한 메인 앨범 차트‘빌보
드 200’에서 NCT 127의 정규 2집 리패키지‘NCT
#127 네오 존: 더 파이널 라운드(Neo Zone: The Final Round)’는 14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이외에도 미국 내 주간 음반 판매량을 집
계한‘톱 앨범 세일즈’차트 1위를 비롯해‘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테이스트메이커 앨범’까
지 4개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이번 리패키지 앨범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차

Vol.

1322

45

방탄소년단 노랫말 담은
‘그래픽 리릭스’ 출간

▲ 방탄소년단 그래픽 리릭스 시리즈. 사진=빅히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가사를 그림으
로 담은 책 시리즈가 나온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방탄
소년단 노래 가사(LYRICS)를 그림(GRAPHIC)
으로 표현해 책으로 선보이는‘그래픽 리릭스’
시
리즈(총 6종)를 6월 30일 출간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리릭스 시리즈는‘어 서플리멘트리
스토리: 유 네버 워크 얼론’(A Supplementary Story: You Never Walk Alone),‘세이브
미’(Save ME),‘하우스 오브 카즈’(House Of
Cards),‘런’(RUN),‘버터플라이’(Butterfly) 등
총 다섯 곡의 가사를 그림으로 풀어내 각 권에
실었다. 이를 모두 한데 묶은 스페셜 패키지도
선보인다.
빅히트는“방탄소년단의 곡으로 처음 선보이
는‘그래픽 리릭스’
시리즈를 통해 음악을 즐기
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룹 NCT 127가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다.

NCT 127은 앞서 3월 6일 발표한 정규 2집‘NCT
#127 Neo Zone’이‘빌보드 200’5위를 시작으로 5
주 진입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정규 2집 리패키지 앨
범 역시 발매 첫 주에‘빌보드 200’14위에 올라 미국
에서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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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 NCT 127. 사진=SM엔터테인먼트

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일본 라인 뮤직‘앨범 톱 100’
차트 1위, 중국 QQ뮤직‘일간 급상승’차트 1위를 차
지했다. 리패키지 앨범을 포함한 정규 2집의 판매량
은 134만 장을 넘어 밀리언셀러가 됐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