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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히트곡‘다이너마이트’

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핫 100’에서 총 

13주간‘톱10’에 들면서 한국 가수 사상 최장 기록

을 경신했다.

6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빌보드

가 이날 업데이트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다이너마

이트’는‘핫 100’에서 5위에 올랐다.‘다이너마이트’

가 이 차트 10위권 내에 안착한 것은 13주 연속으로 

이는 K팝으로는 최장 기록이다. 이전 기록은 2012년 

발매된 이후 총 12주간 핫100‘톱10’을 지킨 싸이의 

메가 히트곡‘강남스타일’이다.

‘다이너마이트’는 지난해 8월 발매 첫 주 한국 대

중음악으로는 최초로 핫100 정상에 올랐고 이후에

도 2번 더 1위를 차지했다. 여러 버전의 음원을 발매

해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이 증가하고, 라디오 방송 

횟수도 늘리면서 몇 달 동안 차트 최상위권을 지키

고 있다.

사진=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 빌보드 싱글 ‘톱10’ 한국 가수 최장 기록 그래미 시상식 연기

이달 31일 열린 예정이었

던 그래미 시상식이 코

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

미는 5일 제63회 그래

미 시상식을 3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레코딩 아카데미와 시상식 중계사인 CBS는“LA에

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주 및 지역 당국도 새로

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의 상황에서는 행사를 미루

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음악산업 공동

체 구성원들, 그리고 행사 제작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온 수백 명 인원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

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시상자·공연자만 식장에 참석하고 후보 가

수들도 원격으로 수상하는 무관중 행사로 진행될 예

정이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은 한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이 최초로 그래미 트로피를 움켜쥘지 여부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BTS는 지난해‘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핫 100’정상을 차지하며‘베스

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후보에 올랐다.

BTS가 올해 시상식에서 단독 무대를 펼칠지도 관심

을 모으고 있다. 공연자 명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 그래미 트로피 (타운뉴스DB)

그룹 아이즈원(IZ*ONE)이 케이팝 레이더(kpop 

-radar.com)의‘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케이팝 레이더는 8일 “아이즈원은 SNS와 뮤직비

디오, 음반까지 각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여 이

달의 아티스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즈원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2월 한달

간 7만4000명 이상의 팔로워 증가량을 기록했다. 이

는 지난 11월 증가량 대비 약 11.4배 상승한 수치다. 

또 아이즈원의 이번 타이틀곡‘파노라마(Panorama)’ 

뮤직비디오는 지난 활동 곡인‘환상동화’에 이어 공

개 2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해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다.

케이팝 레이더가 분석한 아이즈원의 유튜브 조회

수 비중을 보면,‘파노라마’발매 후 28일간 약 7,000

만 뷰의 조회수가 집계됐다. 

아이즈원은 SNS와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 발매된 미니 4집‘One-reeler / Act IV’

는 35만5,000여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로써 올해 

발매한 3장의 앨범 모두 초동 35만 장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사진=아이즈원(스윙엔터테인먼트)

아이즈원, 케이팝 레이더 선정 ‘이달의 아티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