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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T 정규 1집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

지난 28일 블랙핑크는‘제임스 코든쇼’에 출연해
정규 1집 수록곡인‘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무대는 블랙핑크의 첫 온라인
콘서트‘더 쇼’가 열리는 장소에서 사전에 촬영됐다.
멤버들은 붉은색 조명과 LED 화면으로 꾸며진 무
대에서 라이브밴드와 함께 힘 있는 퍼포먼스를 선사
했다. 일반적인 공연 때보다 넓은 동선으로 춤을 추
고, 카메라 앵글 역시 다양하게 구성했다.
블랙핑크는 이날 진행자인 제임스 코든과 화상 연
결을 통해‘더 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제니는“최고의 스태프들과 밴드 등 모든 것이 완벽
하다. 블링크(블랙핑크 팬)가 우리 공연을 함께 즐겨
줄 생각에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 CBS 유명 토크쇼‘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
스 코든’(제임스 코든쇼)에서 무대를 선보였다.

‘더 쇼’를 통해 첫 솔로곡을 공개한 로제는“팬들에
게 가장 먼저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
말 기쁘다. 그 자체로 너무나 특별하다.”고 소감을 밝
혔다.
사진=‘제임스 코든쇼’출연한 블랙핑크.
YG엔터테인먼트

SM 에스파, 타임지 선정 ‘올해 주목할 K팝 루키’

신인 걸그룹‘에스파(aespa)’가 미국 타임지가 발
표한‘2021년 주목할 K팝 신인 그룹’에 선정됐다.
지난 2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타임지가 최
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2021년 주목할 K
팝 신인 그룹’6팀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17일‘블랙
맘바(Black Mamba)’로 데뷔한 에스파가 이름을 올
렸다.

타임지는“SM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새 걸그
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멤버들과 그들의 아
바타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랩하는 파격적인 티
저 이미지와 영상이 공개되며 궁금증을 증폭시켰
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파의 데뷔곡‘블랙맘바’에 대해“엄청난
신스 노트와 풍부한 보컬, 상징적인 안무가 어우러진
강렬한 뮤직비디오로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유튜브 조회 수 1억뷰를 달성했다.”며“에
스파는‘블랙맘바’단 한 곡으로 2020년 가장 뛰어
난 신인 중 하나로 등극했다.”고 호평했다.
에스파는 데뷔 싱글‘블랙맘바’로 역대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1억뷰 신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전 세계 95개국 음원 차트 진입, 미국 빌보
드 글로벌 차트 K팝 아티스트 데뷔곡 최고 순위 등
극 등의 기록으로 인기를 입증했다.
사진=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일본 정규 1집으
로 일본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 이어 주간 차트 정상을 차
지했다.
지난 27일 일본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
게더가 지난 20일 발매한 일본 정규 1집 ‘스틸 드리밍
(STILL DREAMING)’은 8만6892장의 판매량으로 2월1
일자(1월18일~24일)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스틸 드리밍’은 지난 26일 발표된 데일리 앨범 차트에
서도 1위를 기록, 앨범 발매 첫 날부터 7일 연속 데일리 앨
범 차트 1위를 지키며 자체 기록(최장·최다)을 경신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
른 것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 앨범 ‘꿈의 장:
이터니티(ETERNITY)’와 10월에 발표한 세 번째 미니
앨범 ‘미니소드1 : 블루아워(minisode1 : Blue Hour)’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진=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숫자퍼즐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