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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걸그룹 이달의소녀(LOONA)가 북미 라디오채널 

인기곡을 집계하는‘미디어베이스 톱 40’차트에 진

입했다.

지난 27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따르

면 이달의소녀의 영어 곡‘스타’(Star)는 미디어베이

스의 메인 차트인‘미디어베이스 톱 40’에 최근 39

윤여정이 전미 비평가위원회(NBR)에서 여우 조연

상을 받으며 미국 연기상 20관왕의 대기록을 썼다.

지난 27일 배급사 판씨네마에 따르면 영화‘미나

위로 이름을 올렸다. 미디어베이스는 미국·캐나다의 

라디오 방송 180여 개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음원 재

생 횟수를 집계한다.

‘스타’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671번의‘스핀’  

(재생 횟수)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라디오 차트는 미국 음악시장에서 대중적 인기 지

표로 꼽힌다.‘미디어베이스 톱 40’에 K팝 그룹이 진

입한 것은 방탄소년단, 몬스타엑스, 블랙핑크에 이어 

이달의소녀가 네 번째다.

‘스타’가 수록된 미니 3집‘미드나잇’(12:00)은 지

난해 11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빌보드 200’에 

112위로 깜짝 진입하기도 했다.

‘스타’는‘미드나잇’앨범의 또 다른 수록곡‘목소리’

의 영어 버전으로, 이달의소녀 측은 이 곡으로 북미 

라디오 업계에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펼쳤다.

사진=이달의소녀(LOONA).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리’(감독 리 아이작)는 11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여우조연상과 각본상을 받았다.

윤여정은 최근 미국 온라인 비평가협회, 노스텍사

스 비평가협회, 뉴욕 온라인 비평가협회 여우조연

상까지 추가하며 미국 시상식에서 연기상 20관왕

을 기록했다. 그는 아카데미를 앞두고 열린 시상식

에서 연일 수상하며 후보는 물론 수상 가능성을 높

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영화‘미나리’는 뉴욕 온라인 비평가협

회 작품상·외국어영화상 등 지금까지 58관왕을 기

록하고 있다.‘미나리’는 전날 미국영화연구소(AFI)

는‘2020 AFI 어워즈’에서 미나리를‘올해의 영

화’10편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 미국영화

연구소 10대 영화에‘미나리’가 포함되면서‘미나

리’의 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

이 제기된다.

버라이어티와 할리우드리포터 등 미국 연예매체들

은‘미나리’를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연기

상 후보 작품으로 꼽고 있다.

사진= 미나리의 윤여정. 판씨네마

 ‘미나리’ 윤여정, 미국 연기상 20관왕 해리스 부통령, 
방탄소년단 팔로잉 화제

이달의소녀, ‘미디어베이스 톱40’ 진입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빌보드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취임 

이후 개설한 공식 트위터에서 팔로잉한 777개 계정에 방

탄소년단이 포함됐다.

빌보드는“해리스 부통령이 방탄소년단의 열성 팬일

지도 모른다.”며“팬클럽‘아미’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

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해리스 부통령의‘스포티파이 여름 플레

이리스트’에 방탄소년단의‘보이 위드 러브’(Boy With 

Luv)가 있었다면서 이를 캡처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해리스 부통령은 방탄소년단 팬”이라

며‘아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사진=방탄소년단 팔로잉한 헤리스 부통령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