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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쟁쟁한 팝 스타들을 제치

고 지난해 미국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BTS는 최근 트위터가 분석해 발표한‘2020년 미국

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2020 Most Tweeted 

빅뱅 지드래곤(33)과 그룹 블랙핑크 제니(25)가 교

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소속사는“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4일 제니와 지드래곤

이 1년째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보도가 나온 직

후 입장문을 통해“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대해 회사

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About Musicians in the US) 1위를 차지했다. 카녜이 

웨스트, 비욘세, 드레이크 등 세계적 스타들이 2, 3, 4

위를 각각 기록했다.

BTS는 북미에서 공고한 팬덤을 누리고 있으며, 특

히 소셜미디어상의 영향력은 팝 음악계에서도 독보

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해당 순위에서는 차세대 K팝 보이그룹으로 

부상 중인 에이티즈(ATEEZ)가 5위를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역시 인기 K팝 그룹인 NCT와 엑소가 

6위와 7위에 랭크됐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BTS의 트위터 기록에 대해“미

국에서 그들보다 더 잘 알려진 많은 스타들을 (트위

터에서) 압도한 것이 인상적이지만, 이들의 급부상을 

지켜봐 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

가했다.

K팝 그룹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데 대해서는“이 장

르의 인기가 트위터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증명한

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은 YG 소속 선후배 가수다. 제니는 2012년 

지드래곤 솔로곡인‘그XX’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으며 이듬해에는‘블랙’피처링에 참여했다.

이후 2016년 블랙핑크로 데뷔해 글로벌 음악 시장

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가수로 성장했다.

지드래곤은 2019년 전역 후 별다른 음악 활동을 하

지 않고 있으나, 빅뱅 멤버들이 모두 YG와 재계약하

면서 올해 가요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탄소년단, 지난해 미국서 가장 많이 트윗 된 가수

지드래곤-블랙핑크 제니 열애설

영국 보건 당국, 
펠트로에 ‘허위정보’ 경고

영국 의료 당국이 채식

과 무설탕 김치로 코

로나19를 극복했다

고 말한 배우 귀네

스 팰트로(관련기

사 본보 1356호, 펠

트로“코로나 감염, 

채식·김치 식단 고

수”)에게 경고했다.

영국 국민보건서

비스(NHS)의 스티

븐 포위스 국장은“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

단하라.”고 팰트로를 향해 경고했다. 그는 또“최근 

며칠간 팰트로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것을 보았다.”

며“팰트로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

뜨리고 있다.”고 엄중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의 건

강을 바라지만 그의 해결책은 전혀 우리 NHS가 추천

할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팰트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구프’에

서“코로나19 감염 후 초기 단계에 이를 치료했다.”면

서“채식 식단과 설탕을 자제한 식습관은“몸에 주는 

선물이었다. 심지어 무설탕 김치와 무설탕 콤부차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콤부차는 홍차나 녹차를 효모와 아세트산 박테리

아로 발표킨 음료로 최근 건강 음료로 인기를 끌었다.

▲ 기네스 펠트로. 사진=인스타그램

                               (기네스 펠트로)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지드래곤과 제니. 사진=YG엔터테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