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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MTV 유럽뮤직어워즈 ‘4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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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미국 음반협회
‘다이아몬드’ 인증

송(Best Song) 부문 등 4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8일 전 세계로 생중계된 시상식에서
Best Song, Best Group, Biggest Fans, Best Virtual
Live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특히
올해 시상식에서 지난 8월 발표한‘다이너마이트’로
가장 중요한 시상 부문 중 하나인‘베스트 송’을 차
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과 지난해 모두‘베스트 그룹’
과‘비기스트 팬’부문을 수상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
상 부문 중 하나인‘베스트 송’을 차지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또 지난 6월 개최한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로 올해 신설된 부문인‘베스트 버
추얼 라이브’상을 받았다.‘방방콘 더 라이브’는 당
시 100여 개국에서 최대 75만6,000여 명이 동시 접속
해, 최다 시청자를 모은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로 기
네스 세계기록에 올랐다.
▲ MTV 유럽뮤직어워즈에서 ‘베스트 송’ 부문 등 4관
왕에 오른 방탄소년단. 사진= MTV 홈페이지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이‘2020 MTV 유럽 뮤직 어워
즈’(2020 MTV Europe Music Awards)에서‘베스트

한국 동요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핑크퐁 아
기상어’가 10일, 키즈 송으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음반산업협
회(RIAA)로부터‘다이아몬드’및 11개‘멀티 플래티넘’을 기
록한 디지털 싱글로 인증 받았다.
RIAA는 유료 다운로드와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을 합산
한 유닛으로 디지털 싱글에 대한 인증을 한다. 인증 기준은 골
드(50만 유닛 이상), 플래티넘(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200
만 이상), 다이아몬드(1천만 이상) 순이다.
‘아기상어’는 1천100만 건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최고 등급
인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멀티 플래티넘으로도
최다 기록을 갖게 됐다.

1994년 시작한‘MTV 유럽 뮤직 어워즈’는 유럽에
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올해는 레이디 가가가‘베스트 아티스트’
에, DJ 칼리드의‘팝스타’가‘베스트 비디오’에 선정
됐다.

1950년대 이후 한국 문화영화 공개
책홍보와 국민계몽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만든 영화
로, 1998년까지 영화관에서 일반 상업영화와 함께 의
무적으로 상영됐다.

▲ ‘핑크퐁 아기상어’가 미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다이아몬드
및 11개 멀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사진=스마트스터디

숫자퍼즐 정답

▲ 한국 국가기록원이 1950년대~1990년대 문화영화를 공개했다.
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에 공개되는 문화영화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146편과 1990년대 제작된 81편 등 모두 227편이다. 기
록원은 이 중 시대별 주요 영화 12편을 선정해 해설을
제공하고 영화제작계획서 등 관련 기록물도 함께 공
개했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미 공개한 1950년대
~1980년대 문화영화부터 이번에 공개한 1990년대 문
화영화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11일, 1980∼90년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문화영화’227편을 홈페이
지(theme.archives.go.kr)에 공개했다. 문화영화는 정

이밖에 1998년 문화영화 의무상영 중지를 계기로 시
대별 문화영화를 모은‘문화영화 48년’(1998년) 등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