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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최근 TV예능 프

로그램에서 맹활

약을 펼치고 있는 

가수 이승기가 10

일 정규 7집‘더 

프로젝트(THE 

PROJECT)’를 발

매하며 가수로 복

귀했다. 이승기가 

‘본업’으로 돌아오

는 건 5년 만이다. 

이번에 발매한 정규 7집에는 신곡 4곡과 리마스터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 방탄소년단(BTS)DMF 

‘올해의 연예인(Entertainer of the Year)’에 선정하고 방

탄소년단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페이지와 온라인 표

지도 공개했다.

타임은“이들은 그저 대형 K팝 가수가 아니라 세계

에서 가장 커다란 밴드가 됐다.”며“여러장의 앨범을 

링 5곡을 포함해 총 9곡이 실렸다. 윤종신, 용감한 형

제, 넬, 에피톤 프로젝트 등 내로라하는 프로듀서들

이 참여했다.

윤종신은“이승기는 워낙 목소리의 파워가 좋을뿐

더러 가사에 담긴 서사를 이승기만의 섬세한 해석으

로 탁월하게 표현해내는 만능형 가수”라고 칭찬했다.

이승기는“가수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설레면서

도 걱정도 많이 된다.”면서“새 앨범을 어떻게 들어주

실 지 매우 궁금하고, 긴장도 되지만 이제는 조금이나

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복귀 소감을 밝

혔다.

출시하고,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스타덤의 정점

으로 올라섰다.”고 방탄소년단을‘올해의 연예인’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타임은 또“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멈춰서고, 모두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어려운 상황에서 1년 안에 

모든 성취를 이뤘다.”며“다른 연예인들이 올해 어려

움을 겪은 반면, BTS는 전세계적인 봉쇄 상황 속에서

도‘아미’라고 불리는 끈끈한 세계 곳곳의 팬들과 강

력하게 연대해나갔다.”고 전했다.

타임은 이어“영미권에서 성공하며 입지를 구축한 

한국인이 BTS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들의 엄청난 성

공은 팬덤이 위력과 음악의 소비 방식에 있어 거대한 

변화를 말해주는 선례”라면서 소속 레이블(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공개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

했던 것과, 인종 차별 반대 캠페인인 BLM(흑인의 목

숨도 소중하다)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예로 들

었다. 타임은“BTS는 음악산업에서 인간적 유대의 영

향력을 보여주는 학습 사례”라고 했다.

방타소년단은 이번 타임지‘올해의 엔터테이너’선

정으로 내년 1월 그래미상 시상식 수상에 대한 기대

도 더욱 커졌다. 방탄소년단에 앞서 지난해 타임 선정 

올해의 연예인에 선정된 여성 래퍼‘리조’는 이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 등 3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있다.

‘BTS, 타임 선정 ‘올해의 연예인’ 아이유,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광고모델 

이승기, 5년 만에 본업 가수 컴백

가수 겸 배우 아이유

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광고모

델로 뽑혔다.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kobaco, 

코바코)는 지난

달 13일부터 17일

까지 만 20~59

세 남녀 1,0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행태조사 결과 올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광고모델로 가수 아이

유가 8.3%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고 10

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체 10위에 올랐던 아이

유는 순위를 무려 9계단이나 끌어올렸다

아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남20-30대 남성들

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대

와 40대 여성층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2위에는 7.4%의 지지를 받은‘피겨여왕’김연

아가 올랐고, 3위에는 5.6%의 지지를 받은 공

유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박보검, 유재석, 전지

현, 임영웅, 수지, 방탄소년단, 김혜수, 박서준 등

이 뒤를 이었다.

40, 50대 남성들은 김연아를 좋아했으며 공유

와 박보검은 30~50대 여성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 TIME의 온라인 표지. 사진=페이스북(TIME)

▲ 아이유. 사진=인스타그램(아이유)

▲ 이승기. 사진=페이스북(이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