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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내년 아카데

미영화상 국제

장편영화 한국 

출품작으로 선

정된 영화‘남산

의 부장들’(감

독 우민호, 관련

기사 본보 1339

호 45면‘남산

의 부장들’, 아

카데미 출품작 

선정)에서 열연

을 펼친 배우 이

병헌이 아시아

필름어워즈아

카데미(Asian Film Awards Academy, AFAA)가 지

난 28일 발표한‘제14회 아시아필름어워즈(Asian 

Film Awards)’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제는 올해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

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날 28일 온라인으로 중계

됐다.

특히 올해는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영화‘기생

충’(감독 봉준호)이 작품상, 각본상, 미술상, 편집

상으로 4관왕을 기록하는 등 한국 작품과 배우들

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병헌, AFAA 
남우주연상 수상

▲ 이병헌이 AFAA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사진=AFPBB News 캡처

걸그룹 트와이스가 3년 만에 내놓은 정규앨범‘아이

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이 세계 아이튠즈 차

트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앨

범은 무려 32개국에서 아이튠즈‘톱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트와이스 역대 앨범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동

시에 1위에 오른 신기록이다.

타이틀곡‘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 

뮤직비디오는 지난 26일 공개한 지 하루 반 만에 3천

200만 뷰를 기록했다. 일본 라인 뮤직 실시간 차트, 중

국 QQ뮤직 급상승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며‘음원 파

워’역시 증명했다. 아이 캔트 스톱 미’는 박진영·심

은지·멜라니 조이 폰타나·미셸 린드그렌 슐츠 등 국

내외 유수 작가진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낸 13장의 앨범이 모두 히트

하게 된 트와이스는“이 모든 것은 모두 우리 팬 여러

분 덕분”이라며“정말 원스(트와이스 팬)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트와이스 새 앨범, 세계 32개국 아이튠즈 정상 

▲ 걸그룹 트와이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그래픽=타운뉴스

해군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이 입대 후 첫 공

식행사에서 때아닌 드라마와 영화 홍보 논란에 휘말

렸다.

박보검은 지난 27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사회를 맡은 자리

에서 공동사회를 맡은 박세영 아나운서가 박보검이 

출연한‘청춘기록’을 언급하며 근황을 묻자“오늘

이‘청춘기록’(tvN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호국음악회를 즐기신 후에‘청춘기록’까지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며“12월 개봉 예정인 영화‘서

복’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하루 뒤인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군 출

신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사람이“군인은 영리행위 자

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박보검 이병은 이를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며“기강을 바로잡고자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군은“‘영리 행위’로 인정되려면‘계속성’

이 있어야 하지만, 박보검의 경우 일회성에 해당한다

는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며“입대 후 처음 무대에 선 

박보검 이병이 긴장을 풀도록 하는 과정에서 즉흥적

으로 답변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난 8월 31일 입대한 박보검은 해군본부 군악의장

대대 홍보대에서 복무 중이다.

박보검, 해군 행사에서 ‘영리행위’ 논란 

▲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서 공동사회를 맡은 박보검(오른

쪽)의 모습. 사진=유튜브(Nice to Meet Park Bo Gum HK fan site)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