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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걸그룹 트와이스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빌보드 

200’에서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빌보드가 15일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트와이스 

정규 2집‘아이즈 와이드 오픈’은 빌보드 200에서 72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히트곡‘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 사상 첫‘톱 5’에 들

었다.

빌보드가 15일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곡은 

‘팝 송스’(Pop Songs) 라디오 차트에서 전주보다 한 계

단 오른 5위에 올랐다.‘팝 송스’차트는 빌보드의 여

러 종류 라디오 차트 가운데 하나로,‘톱 40’음악 프

로그램을 트는 미국 내 약 160곳의 주요 라디오 방송

국에서 한 주 간의 방송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낸다.

방탄소년단이 차트에서 5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이

번이 처음으로,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고 기록 역시 

자체 경신했다.‘다이너마이트’는 지난달 3일 처음으

위에 올랐다. 트와이스가 이 차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200위를 기록한 미니 9집‘모어 앤드 모어’ 

이후 두 번째로 데뷔 5년 만에 이 차트에 처음 진입한 

뒤 6개월 만에 100계단 이상 뛰어오른 순위로 다시 이

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 앨범은 빌보드의 또 다른 차트인‘월드 앨범’차트

와‘톱 앨범 세일즈’차트에서도 각각 2위와 12위에 오

르며 두각을 나타냈다. 트와이스는 아티스트의 인지

도를 보여주는 차트인‘아티스트 100’에서는 73위를 

차지했다.

앞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듣는 이에게 위로와 

활력을 준다.”며‘2020년 K팝을 대표한 앨범’에 선

정하기도 했다.

사진=J트와이스(YP엔터테인먼트)

로 9위를 기록하며 첫 10위권을 기록했고 이후 7위, 6

위로 순위가 차츰 올랐다.

이 곡은 빌보드 메인 차트 중 하나인‘라디오 송’차

트에서도 10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한국

어 가사로 이뤄진 곡을 주로 발표해 미국 대중에게 곡

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창구인 라디오 방송에서 약세

를 보여왔다. 그러나‘다이너마이트’는 전체가 영어 

가사로 이뤄진 디스코 팝 장르 곡이기 때문에 발매 이

후 지속해서 미국 라디오에서 노출 횟수가 늘었다. 미

국 라디오 방송 횟수 분석차트인 미디어베이스가 지

난 8∼14일 일주일간 라디오 방송 횟수를 집계한 결과 

‘다이너마이트’는 전체 노래 중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진= 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 ‘다이너마이트’, 미 라디오차트 첫 ‘톱 5’ 비욘세 8세 딸,
그래미 후보

트와이스 정규 2집, 빌보드 자체 최고 기록 경신

팝스타 비욘세와 래퍼 제

이 지 부부의 딸인 블

루 아이비 카터가 8

세의 나이로 최고 

권위 음악 시상

식‘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이름을 올

렸다.

카터는 피처링에 참여

한 비욘세의‘브라운 스킨 걸’

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베스트 뮤직비디오’부문 

후보에 올랐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달 그래미 후

보 발표 당시 비욘세만 후보로 지명했으나, 카터도 최

근 후보에 포함했다. 피처링 아티스트가 해당 곡에 상

당한 예술적 기여를 한 경우 곡을 직접 발표한 아티스

트와 함께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규정 덕분이다.

이로써 카터는 그래미 사상 최연소 후보 중 한 명이 

됐다. 1985년 가수 델리온 리차즈, 2001년 그룹 피살 

시스터스의 막내 리아 피살 등이 카터와 같은 나이인 

8세 때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카터는 같은 곡으로 미국 흑인 및 소수민족 연

예 시상식인‘BET 어워즈’에서도 사상 최연소로 상을 

받았다. 비욘세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9개 부

문의 후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31일 열린다.

사진= 비욘세·제이지 부부의 딸 블루 아이비 카터

(위키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