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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지난해 미국에서 LP 수요가 급증하면서 30년 만에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와 MRC 데이터가 7일 공개한 2020년 미국 

음악시장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LP

는 총 2천754만 장이 판매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46.2％ 오른 수치로 MRC 데이터가 집계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최대 성장 폭이다. 15년 연속 오름세도 

계속해서 이어갔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인 지난달 18∼24일에는 무

려 184만1천 장이 팔려나가면서 집계 이래 LP가 가

장 많이 판매된 일주일로 기록됐다.

LP 가운데 지난해 최고 판매량을 세운 앨범은 팝 

가수 해리 스타일스의‘파인 라인’(Fine Line)이었다.

그래미 본상 4관왕인 빌리 아일리시가‘웬 위 올 폴 

보이그룹 세븐틴이 미국 NBC방송 유명 토크쇼에

서 히트곡‘레프트＆라이트’무대를 선보였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13일 NBC‘켈리 클라크슨 쇼’에 출연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인기 싱어송라이터인 클라

크슨은 세븐틴 무대에 앞서“전 세계적으로 총 600

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과 20억 회 이상의 스트리

밍을 기록했다.”며“K팝 퍼포먼스의 강자(power-

house)”라고 이들을 소개했다.

세븐틴은 이 쇼에서 난해 발표한 밀리언셀러 앨범

인 7집 타이틀곡‘레프트＆라이트 퍼포먼스를 선보

였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가 특징인 이 노래는 왼

어슬립, 웨어 두 위 고?’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LP와 함께‘레트로’음반의 상징으로 꼽히

는 카세트테이프 역시 기록에 남을 만한 한 해를 

보냈다.

영국 오피셜차트는 5일 영국음반산업(BPI)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영국에서 15만6천542개의 카세트테

이프가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2003년 이후 가장 많

은 판매량이었다.

BPI 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카

세트테이프는 레이디 가가의‘크로마티카’였다.

LP와 카세트테이프는 최근 복고 열풍에 힘입어 세

계적으로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과거 발표된 명반

을 LP로 다시 발매하는 것은 물론 새 음반을 LP로 

출시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에서는 예전에 발매된 카세트테이프가 고가에 거래

되기도 한다.

쪽과 오른쪽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길에 선 젊은

이들을 응원하는 곡이다.

이날 직장인으로 변신한 세븐틴은 지루한 얼굴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오후 6시가 되자 자리에서 일

어나 경쾌한 분위기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퍼포먼스

를 펼쳤다. 공간을 지하철역으로 옮겨 선사한 힘이 

넘치는 군무도 눈길을 끌었다.

세븐틴은 앞서 지난 6일 CBS 인기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서 앨범 세

미콜론의 타이틀곡인‘홈런’무대를 꾸민 바 있다.

사진='켈리 클라크슨쇼'에 출연한 세븐틴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세븐틴, NBC ‘클라크슨쇼’ 출연 봉준호 “ ‘미나리’ 한예리, 
섬세한 연기 돋보여”

지난해 미국 LP판매 1991년 이후 최다 

영화‘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세계 주요 영화 협회

상과 시상식에서 31관왕을 차지한 영화‘미나리’의 주

연 배우 한예리를 극찬했다.

14일 배급사 판씨네마에 따르면 봉 감독은 지난해 12

월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 대

담에서“‘미나리’에서 놀라웠던 건 한예리 배우와 윤

여정 선생님의 모녀 연기, 두 배우의 뛰어난 퍼포먼스

였다.”며“처음 친정엄마가 (미국으로) 왔을 때, 한예리 

씨의 연기를 특히 좋아한다. 외관상 느낌은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아도, 배우 한예리의 섬세한 연기 때문에‘와~ 

모녀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화 전문지 콜라이더(COLLIDER)는 한예

리를‘더 프롬’의 메릴 스트립,‘힐빌리의 노래’의 에이

미아담스,‘엠마’의 안야 테일러-조이와 함께‘2021년 

오스카 여우주연상 예상 후보로 선정했다.

사진=영화‘미나리’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한예리   

(판시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