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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한

국 그래픽 노블‘풀’(작가 김금

숙, 번역 재닛 홍, 영역본 제목 

Grass)이 만화계 아카데미상으

로 불리는‘아이스너상’31개 부

문 가운데 작가상, 현실기반작

품상, 아시아작품상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아이스너상은 

그래픽 노블 선구자인 만화가 

윌 아이스너의 업적을 기리고자 

1988년에 제정돼 현재 미국 만

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씨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그렸다. 유별나게 학교에 

가고 싶어했던 시골 여자아이가 가난 때문에 학

교 대신 우동 가게와 술집으로 팔려 간 어린 시절

부터,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군‘위안부’로 지내

야 했던 시간, 전쟁이 끝나고 55년 만에 할머니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를 싣고 있다. 흑백의 색채로 구

성된 만화의 주제가 무겁고 어두

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평온한 동화적인 이미지, 또 전

쟁 묘사와 현재의 이옥선 할머

니의 삶 등을 다룬 이 만화 소설

은 읽고 보는 재미가 있어 소비

자를 만족시킬 요소들을 다분

히 담고 있다. 

‘풀’은 세계 위안부의 날인 

2018년 8월 14일을 기념하며 출

간됐으며 지난해 프랑스 일간지 

휴머니티에서 만화상을 받았다. 

또 캐나다 그래픽 노블 전문 출

판사인 드론 앤드 쿼털리(drawn 

& quarterly)를 통해 북미에 출간돼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영국 가디언 등 리버럴 언

론에서 호평을 받았다. 

수상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된다.

한국 그래픽노블, 
‘아이너스상’ 3개 부문 후보

숫자퍼즐 정답

아카데미가 내년 2월 28일 예정이었던‘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8주 후인 4월 25일로 연기

했다. 아카데미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극장이 폐쇄

됐고 신작 개봉이 줄줄이 연기된 탓이다.

AP통신은“코로나19로 개봉 일정에 혼란이 생

기며 시상식이 연기됐다. 올해 개봉한 영화만으로 

시상식을 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

다.”고 분석했다.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는 1938

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홍수 사태로 일주

일,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사건으로 이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총격 사건으로 하

루 연기했으며 이번 연기는 역대 네 번째이자 최

장 기간 연기이다.

데이비드 루빈 아카데미 회장과 돈 허드슨 아카

데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5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를 밝

히며“영화 제작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영화를 완성하고 개봉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하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카데미는 출품작 자격 심사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 오스카상 후보 작품과 후

보 연기자 발표는 내년 3월 15일, 후보자 오찬 행

사는 내년 4월 15일로 조정됐다. 올해 12월 예정

이었던 아카데미영화박물관도 내년 4월30일 개

관할 계획이다.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 … 역대 4번째

연예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 타임지 주최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특별공연을 펼쳤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17일 온라인으로 생방송된‘타임100 톡스’(TIME100 

Talks) 행사에 유일한 공연자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 인도 배우 아유쉬만 쿠라나,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시노베이션 벤처스 회장인 리카이푸 등이 참

여해 타임지 관계자와 대담했다.

몬스타엑스는 연쇄 대담 오프닝과 클로징 무대를 모두 

장식했다. 타임 측에서 몬스타엑스에 공연자로 참석을 요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몬스타엑스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떠오르는 K팝 강

자’로 조명받는 보이그룹이다. 지난 2월 발표한 첫 영어 

앨범‘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는 빌보드 메인 앨

범 차트인‘빌보드 200’5위에 올랐다.

몬스타엑스, 타임지 주최
온라인 행사 특별공연

▲ 김금숙 풀 표지. 

사진= drawn & quarterly

▲ 아카데미가 내년 2월 예정했던 시상식을 

두 달 연기했다. 사진=shutterstock

▲ 몬스타엑스가 타임지 온라인 행사에서 공연했다. 사진=time.com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