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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블랙핑크, 팝스타 파워 랭킹 1위”
블랙핑크가 세계 팝스타 파워 랭킹 1위에 올랐다.
10일‘블룸버그’는 팝스타 파워 랭킹에서 블랙핑크
를 팝 스모크, 카디비, 저스틴 비버 등 쟁쟁한 스타들
을 제치고 1위로 선정했다.
블랙핑크는 이날 현재 지난달 한 달 동안 유튜브 조
회수 10억회를 기록했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
비스‘스포티파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그룹으
로 자리 잡는 등 음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러브식 걸스’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올해
초 글로벌 완구기업 재즈웨어는 블랙핑크 멤버 4명을
본뜬 장난감을 출시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가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와 결합하면서 케이팝 그룹들이 최소한의
공연으로 전 세계에서 팬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
명했다.
블룸버그는 또 다른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
랙핑크의 성공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엔싱크와 백스트리트 보이스를 연상시킨다면서“케
이팝이 완전한 주류 문화로 탈바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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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 ‘전 부인 폭행
판결’에 영화 하차
미국 영화배우 조니 뎁(사
진)이 전부인 앰버 허드 폭
행 논란으로 영화‘신비
한 동물 사전’
시리즈
에서 하차했다. 신비
한 동물 사전은 해리
포터로 유명한 J.K 롤
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2022년 여름 개봉을 목
표로 촬영 중이었지만 뎁의
하차로 차질을 빚게 됐다.
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나를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나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그린델왈드 마법사 역할에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워너 브
러더스로부터 받았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
다.”고 밝혔다.
이어“나는 항소를 확정했다. 내게 씌워진 혐의가 거짓이라
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내 인생과 경력은 지금 정의되지 않
을 것”이라고 전했다.

▲ 블룸버그 선정 팝스타 파워 랭킹 1위에 오른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미국 대표 음악잡지‘롤링스톤’ 한국어판 창간
미국의 대표적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 매거진
(Rolling Stone Magazine)이 한국어판을 창간한다.

츠를 제공할 것이며, 유튜브 채널로 활발한 영상 콘텐
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롤링스톤 코리아 측에 따르면‘아트&문화’매
거진을 제작하는 이엘이 미디어(e.L.e Media)는 롤링
스톤 모회사인 펜스케 미디어(Penske Media)와 라이
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판‘롤링스톤 코리아’를
출시한다. 미국 롤링스톤도 전날 홈페이를 통해‘롤링
스톤 한국어판을 선보인다’고 고지했다.

롤링스톤은 1967년 창간된 미국의 대표적 대중문화
잡지로, 대항문화의 상징과 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음
악 평론뿐만 아니라 정치 논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다.

롤링스톤 한국어판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해 다
음 달부터 2개월 단위로 인쇄판, 디지털 및 비디오 콘
텐츠, 이벤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롤링스톤 코리아 측은“오리지널 콘텐츠와 함께 K
팝 산업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콘텐

뎁은 지난 2018년 자신이 전 부인 앰버 허드를 폭행한‘가
정 폭력범(wife beater)’이라고 보도한 영국 매체 더선을 상
대로 영국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
일 영국 법원은“(앰버가 주장한) 14건의 가정 폭력 중 12건
이 실제 이뤄졌다.”면서“더 선 보도는 실질적으로 사실임
이 증명됐다.”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인스타그램(조니뎁)

낱말퍼즐 정답

거스 웨너 롤링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는“롤링
스톤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출시하는 데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음악의 국제적인 인기와 성
공으로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롤링스톤 코리아는 독일, 호주, 일본 등에 이어 롤링
스톤의 12번째 국제판이 된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