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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팝스타 스티비 원더(70)가 아프리카 가나로 이주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2일 CNN에 따르면 스티비 원더는 최근 오

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들며 가나로 이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룹‘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일본에서 발

매한 정규 1집‘스틸 드리밍(STILL DREAMING)’으

로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차트‘빌보드 200’에 진

입했다.

지난 23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2월27일 자)

에 따르면, TXT가 지난 1월 20일 발표한‘스틸 드리밍’

은‘빌보드 200’에서 173위를 기록했다. 

특히, K-팝 아티스트가 일본 발매 앨범으로‘빌보

드 200’에 차트인한 것은 방탄소년단 이후 역대 두 

번째의 쾌거다.

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일본 오리콘 일간 차트 7

스티비 원더는“이 국가(미국)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그 장면을 가나로 이주하기 위해 여

행을 떠나기 전 보고 싶다.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

라고 밝혔다.

스티비 원더는 또“나는 내 아이들, 내 아이들의 아

이들이‘나를 존중해주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

다.”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원더는 9세의 나이에 피아노, 드럼, 하모니카를 다

룰 정도로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악적 소질을 보였

다. 그래미 어워즈에서 총 74차례 수상 후보에 올랐

으며 25번 상을 거머쥐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태양(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그냥 사랑한다 말하려고 당신에게 전화했어

요(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등 여러 히트곡

이 있다.

일 연속 1위 및 주간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TXT가‘빌보드2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세 번째

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발매한 데뷔 앨범‘꿈의 장: 

스타(STAR)’,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 번째 미니 앨범 

‘미니소드(minisode)1 : 블루 아워(Blue Hour)’는 각

각 140위, 25위를 기록했다.

‘스틸 드리밍’은 이외에도 빌보드‘톱 앨범 세일즈’ 

10위,‘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10위,‘월드 앨범’4위

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발매된 두 

번째 미니 앨범‘꿈의 장: 이터니티(ETERNITY)’는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82위에 랭크됐다.

TXT, 일본 발매 앨범으로 ‘빌보드200’ 진입 블랙핑크 ‘뚜두뚜두’ MV,
‘K팝 그룹 최초’ 15억뷰 돌파

스티비 원더 “가나로 이주할 것”

그룹 블랙핑크의 히트곡‘뚜두뚜두’뮤직비디오가 

15억 뷰를 돌파했다.

지난 2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뮤

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 수가 이날 오후 15억 건을 넘

겼다. 2018년 6월 공개된 지 2년 8개월 만으로 K팝 그

룹의 뮤직비디오가 15억 뷰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이 뮤직비디오는 2019년 11월 K팝 그룹 뮤직비디오

로는 처음으로 10억 뷰를 넘겼고, 이후에도 조회 수를 

빠르게 늘리며 15억 뷰까지 돌파하게 됐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 첫 미니앨범‘스퀘어 업’(SQ 

-UARE UP)의 타이틀곡이다. 발매 직후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핫 100’에

서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인 55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적으로 히트했다.

블랙핑크는 11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 3편을 포함해 

억대 뷰 영상만 총 26편 보유한‘유튜브 강자’다. 블랙

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날 기준 약 5천760만명

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저스틴 비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편,‘뚜루루뚜루∼’후렴구로 인기를 끈‘핑크퐁 아

기상어’는 80억 뷰로 한국 제작 유튜브 전체 영상 가

운데 조회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가수로는 

싸이가‘강남스타일’(39억8천만 뷰)이 전체 8위에 올

라 있다.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스티브 원더. 사진=트위터(contandoa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