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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가수 비, 
역대급 듀오로 컴백

가수 비(정지훈)

가 3년 만에 새로

운 앨범으로 돌

아온다.

비의 소속사 레

인컴퍼니와 매니

지먼트 담당 써

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SAA)

는 지난 28일 비

가 역대급 댄스 

실력자와 듀오를 

결성해 새로운 앨

범을 준비 중이

라고 전했다. 비

가 자신과 견줄 만큼의 실력자와 함께 컴백을 준

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그 주인공이 누구

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레인컴퍼니와 SAA는 비의 새 앨범 소식과 함

께“음악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댄스 실력자들의 

만남인 만큼‘댄스의 끝’이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무대

로 회자되고 있는‘레이니즘(Rainism)’, 그 이상

의 무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며“그동안 비의 무대를 그리워하며 컴백을 기다

렸던 팬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가수 비. 사진 = 레인컴퍼니,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걸그룹 아이즈원이 데뷔 이

후 두 번째로 일본 오리콘 주

간 앨범 차트 정상을 밟았다.

지난 27일 소속사 오프더

레코드와 스윙엔터테인먼트

에 따르면 아이즈원의 일본 

정규 1집‘트웰브’(Twelve)

가 오리콘 최신 주간 앨범 차

트(집계기간 19∼26일)에서 1

위를 차지했다. 2018년 데뷔 

앨범‘컬러라이즈’(COL-

OR*IZ)로 처음 이 차트 정상

에 오른 이후 2년 만의 기록

이다.

‘트웰브’는 아이즈원 일본 데뷔 싱글‘좋아한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뱀파이어’등을 비롯해 한국에

서 발매한 앨범 타이틀곡의 

일본어 버전이 수록된 앨범

이다.‘라비앙로즈’,‘비올레

타’,‘피에스타’일본어 버전

은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등 3명의 

일본인 멤버가 직접 작사를 

맡았다.

2018년 한국에서 먼저 데뷔

한 아이즈원은 이듬해 쇼케

이스를 열며 일본에서 첫선

을 보였다. 현지 데뷔 싱글이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

티넘(판매량 25만 장 이상) 인

증을 받고, 이후 발표한 모든 

앨범이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톱 5’에 드는 등 인기

가 높다.

아이즈원, 정규 1집으로
일본 오리콘 주간차트 정상

▲ 아이즈원 일본 정규 1집 표지 사진. 

사진=오프더레코드·스윙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2020 아메리칸 뮤직 어

워즈(2020 American Music Awards)’에서 3년 연

속 후보에 올랐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지난 25일 공개한 후보 명

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Favorite Duo or Group-

Pop/Rock과 Favorite Social Artist등 2개 부문에 이

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2018년에는 Favorite Social 

Artist를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이 부문을 비롯해 

Tour of The Yearrhk Favorite Duo or Group-Pop/

Rock까지 3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Favorite Duo or Group-Pop/

Rock 부문을 놓고 조나스 브라더스, 마룬5 등과 겨

룬다.

3년째 후보에 오른 부문인 Favorite Social Artist에서

는 K팝 보이그룹인 엑소, NCT 127도 후보로 지명됐

다. 엑소와 NCT 127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후

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TS는 이들과 함께 빌

리 아일리시, 아리아나 그란데 등과 경쟁한다.

1974년 시작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그래미 어

워즈’,‘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음

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시상식은 11월 22일 ABC에서 

방영한다.

BTS, ‘아메리칸뮤직어워즈’ 3년 연속 후보 

▲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사진=트위터(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