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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배우 손예진이 할리우

드 진출에 대한 기대

감을 나타냈다.

손예진은 18일 

매거진‘엘르’와

의 인터뷰에서 출

연을 논의 중인 할

리우드 영화‘크로스’

와 관련해“좋은 기

회가 주어진다면 기

꺼이 열심히 노력해

서 해보고 싶다. 부딪

혀 보면서 많은 걸 얻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인‘2020 E!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다.

16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전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이 시상식

에서‘올해의 그룹’,‘올해의 노래’,‘올해의 앨범’,‘올해

의 뮤직비디오’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블랙핑크, 조나스 브라더스, CNCO, 파

이브 세컨즈 오브 서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올해

그는 또“사실 (할리우드 진출에) 큰 욕심은 없었다. 내

가‘한국 작품도 하기 벅찬데, 과연 외국어로 연기를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서도“그런데 

지금은‘내가 언제 이런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하는 생

각이 든다.”고 할리우드 진출에 대한 달라진 생각을 전

했다.

앞서 손예진 소속사 측은 지난 7월‘크로스’출연을 긍

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앤드루 니콜 감

독이 연출하는‘크로스’는 가상의 다인종 미래 접경국

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손예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tvN을 통해 

방영된 화제의 드라마‘사랑의 불시착’에서 극강의 연

기력을 발휘하며 팬들을 매료시킨 바 있다. 

의 그룹’수상 팀으로 호명됐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싱

글‘다이너마이트’로‘올해의 노래’와‘올해의 뮤직비

디오’상을 받았고,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4집‘맵 오브 

더 솔 : 7’으로는‘올해의 앨범’트로피를 쥐었다.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는 1975년부터 영화·TV·음악

을 아우르는 팬 투표 시상식으로 초기에는 갤럽 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2000년대부터 온라인 투표로 방식을 

바꿨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에도 이 시상식에서 4관왕

에 올랐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미국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4관왕 FOX 채널,
‘더 마스크드 댄서’ 방영

손예진 “기회 생긴다면 할리우드 진출”

MBC 예능프로그램‘복면가왕’의 미국판‘더 마스

크드 싱어(The Masked Singer)’로 시청률 대박을 터뜨

린 FOX 채널이‘복면가왕’의 스핀오프인‘더 마스크

드 댄서(The Masked Dancer)’를 12월27일부터 방영

한다.

앞서‘복면가왕’은 지난해 미국 FOX판의 대성공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잇달아 

성공을 거두었으며 올해 들어 리메이크 국가 수만도 

30개국을 돌파했다.

현재‘더 마스크드 싱어(The Masked Singer)’시즌4

는 영화배우 미키 루크 등이 정체를 드러내며 열기를 

더해 예능과 드라마를 통틀어 당일 시청률 1위 자리

를 지키고 있다. 시즌4는 총 14개의 에피소드를 예정하

고 있으며 FOX 채널에서 수요일 오후 8시에 방영된다.

▲ 손예진. 사진=페이스북(손예진)

▲ FOX채널이 ‘복면가왕’의 스핀오프 ‘더 마스크드 댄서’를 방영한다. 사진=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