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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레드슈

즈’(감독 홍성호)가 아카데미에 

도전한다.

제작사 싸이더스 애니메이션은 

9일‘레드슈즈’가 제93회 아카데

미 장편 애니메이션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은 입후보의 자격과 절차가 까다

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니메

이션 강국인 미국 시장에서 미국 

이외 나라 작품이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레드슈즈’가 한국 상업용 장편 애니

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에 입후보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애플뮤직이“방탄소년단(BTS)이 팝의 혁명을 일

으켰다.”고 평가했다.

8일 미국 음악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은 이날 유명 음악방송 DJ 제인 로어가 진행하는 

애플뮤직‘에센셜’인터뷰 코너에 출연했다. 

로어는 BTS에게“음악적 성공이 가져온 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리더 

RM은“우리는 대형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빌

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며“제 곁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6

‘레드슈즈’는 3D 애니메이션 작

품으로 2019년 한국에서 개봉해 

8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대한

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

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해외에서도 유럽, 호주를 비롯해 

선 판매 된 세계 123개국에 개봉

했고, 스페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할리우드 6대 

메이저 배급사인‘라이온스 게이

트’를 통해 미국 등 북미에도 진

출했다.

모든 과정을 한국인이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 

미국 배급사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것은‘레드슈

즈’가 최초다.

명이 있다. 저는 이 6명의 동료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로어는“내 아들은 차에 함께 있을 때 나에

게 방탄소년단의 한국어로 노래를 들려줬다. 내 아

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면서“나는 그 순간

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BTS는 팝의 혁명을 일으켰고, 거기에

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여러분은 세계 무대

에 올라섰고, 세계는 (BTS 음악을) 듣고 있다.”고 

BTS의 음악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애플뮤직 “BTS, 팝의 혁명 일으켰다” 블랙핑크, K팝그룹 최초
두 번째 12억뷰 MV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레드슈즈’ 아카데미 도전

그룹 블랙핑크의 

히트곡‘킬 디스 

러브’뮤직비디오

가 12억 뷰를 돌파

했다.

9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뮤직

비디오는 이날 0

시 40분께 유튜브

에서 조회수 12억 

건을 넘겼다.‘뚜

두뚜두’(14억 뷰)

를 이은 블랙핑크

의 두 번째 12억 뷰 뮤직비디오다. K팝 그룹 가운데 12

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 두 편을 보유한 것은 블랙핑크

가 유일하다.

소속사는“‘킬 디스 러브’는‘뚜두뚜두’보다 약 67일 

빠르게 12억 뷰를 달성했다.”면서“‘뚜두뚜두’의 기록

을 바짝 뒤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발매된‘킬 디스 러브’는 블랙핑크의 걸

크러시 매력이 돋보이는 힙합 장르 곡으로, 장총을 쏘는 

듯한 퍼포먼스가 특징인 노래다. 발매 첫 주 미국 빌보

드 메인 싱글 차트인‘핫 100’에서 당시 K팝 걸그룹 최

고 순위인 41위에 오른 바 있다.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

브 사상 최단 시간인 약 38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 애플뮤직에 출연한 BTS와 진행자 제인 로어. 사진=유튜브(Apple Music) 캡처

▲ 레드 슈즈 포스터. 사진= 싸이더스 

애니메이션Music 캡처

▲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MV 포스터. 

                        사진=YG엔터테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