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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영화‘미나리’(감독 리 아이작 정)의 아카데미 수

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할리우드 시상식 예측 전문매체 골드더비는 16일 

‘미나리’에서 이민 1세대 아버지 역을 맡아 열연을 편

친 스티븐 연이‘다 5 블러즈’의 델로이 린도를 제치

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 5위

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연은 최근까지 후보권 

아래로 간주되는 6위에 올라 있었다.

1~4위는‘마 레이니즈 블랙 바텀’의 채드윅 보스

먼,‘더 파더’의 앤서니 홉킨스,‘사운드 오브 메탈’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 손잡

고 미국 기반 오디션을 통해 K팝 보이그룹을 데뷔시

킨다.

윤석준 빅히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18일     

“UMG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보이그룹을 

데뷔시킬 계획”이라며“선발방식은 글로벌 오디션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

한다. 빅히트와 UMG 주력 레이블인 게펜 레코드

(Geffen Records)가 LA에 본사를 둔 합작 레이블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미국 내 미디어 파트너사와 함께 오디션 프로그램

의 리즈 아메드,‘맹크’의 게리 올드먼이다.

골드더비는“아카데미와 중복되는 배우조합상 후

보에 스티븐 연은 올랐지만, 델로이 린도는 떨어졌고, 

‘미나리’가 최근 극장에서 개봉하면서 스티븐 연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연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다면 아시아 

배우로서는 최초가 된다.

전문가들의 예측에서‘미나리’는 작품상 부문에

서도 오른 3위, 감독상 부분 5위, 여우조연상(윤여정) 

부문 2위, 각본상 3위에 랭크돼 있다.

을 진행해 멤버를 선발하며, 내년 방송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 발굴과 트레이닝, 팬 콘텐츠 제

작, 팬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하며 UMG 는 음악 제작과 글로벌 유통, 미국 내 

미디어 파트너사와의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등을 맡

는다.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할 새 보이그룹은 K팝 시

스템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UMG는 세계 3대 음반사 중 하나로 산하에 게펜 

레코드를 비롯해 다양한 레이블을 두고 있다. 게펜

은 엘튼 존, 건즈 앤 로지스, 너바나, 아비치, 그리고 

최근 빌보드 1위를 휩쓴 신인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을 배출했다.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 상승

빅히트, 미국 오디션 통해 글로벌 보이그룹 양성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 
빌보드 싱글 5주 연속 1위

▲ ‘미나리’의 스티븐 연과 윤여정. 사진=판시네마

열일곱 살의 신예 팝 가

수 올리비아 로드리고

가 데뷔곡으로 빌보

드 메인 앨범 차트

인‘핫 100’에서 5

주 연속 1위를 차지

하는 파란을 일으

켰다.

빌보드는 16일 로

드리고의‘드라이버

스 라이선스’(Driv-

ers License)가 이번 주 핫 100에서 1위에 올랐다고 보

도했다. 발매 첫 주인 지난달 23일 자 차트에서 처음 1

위에 오른 이 곡은 이후 5주째 정상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래퍼 카디비의 신곡‘업’이 새로 나

오고,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로 화제가 된 위켄

드의 ‘블라인딩 라이츠’가 차트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지켰다.

빌보드 역사상 발매 직후 5주 이상 1위에 오른 곡은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포함해 단 10곡뿐이다. 로드

리고는 기존 팬층이 두텁지 않은 신인 가수로 이런 성

과를 거두어서 더 눈에 띈다.

그는 앞서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한 바 있다. 

▲ 올리비아 로드리고. 

사진=유니버설뮤직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