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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영화‘미나리’가 덴버국제영화제에

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배급사 판씨네마에 따르면‘미나리’는 최

근 덴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과 최우수 연기상(스티

븐 연)을 받았다.‘미나리’는 앞서 선댄스영화제 심사

위원상과 관객상, 미들버그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조합

상, 하트랜드영화제 관객상과 지미 스튜어트 공로상 

수상 소식을 알렸다.

또 드빌영화제 특별상, 고섬 어워드 최우수 여자 연

기상, 바야돌리드영화제 작품상에 후보로 올라 있다.

‘미나리’가 덴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내년 제93회 아카데미에서에서도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덴버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그린 북’,‘쓰리 빌보드’등은 아카데미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미나리에서 열연한 배우 한예리와 윤여정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연기상 후보

에 오르게 될지도 주목된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미나리’가 2021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작 리 감독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 2세이다. 

‘미나리’는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

의 이야기를 담은 정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다. 아이작 

정 감독은 이미‘무뉴랑가보’로 제60회 칸 영화제에

서 황금 카메라상,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의 후보에 오

르며 영화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감독이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 발표는 내년 3월 15

일이며, 시상식은 4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미나리’, 덴버영화제 관객상·최우수 연기상 수상

그룹 슈퍼주니어가 글로벌 활약에 박차를 가한다.

소속사 레이블SJ는 지난 24일 슈퍼주니어가 미국 

ICM 파트너스와 아시아에서의 활동을 제외한 모든 글

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ICM 파트너스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뉴욕, 워

싱턴 D.C., 런던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음악 비즈니

스를 비롯해 TV, 영화, 출판, 라이브 공연, 브랜드 엔터

테인먼트까지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비지니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톱 에이전트다.

비욘세를 비롯해 니키 미나즈, 칼리드, 사무엘 잭슨, 

올랜도 블룸, 우마 서먼, 메간 폭스, 존 시나 등 다양한 

스타들이 소속됐다. 최근 청하, 모모랜드, 알렉사 등 K

팝 가수들이 이곳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슈퍼주니어는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았다. 

슈퍼주니어, 미국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

블랙핑크 ‘뚜두뚜두’ MV 
14억 뷰 돌파

그룹 블랙핑크의‘뚜두뚜두’(DDU-DU DDU-DU) 뮤

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를 계속해서 늘리며 K팝 그

룹 최초로 14억 뷰도 돌파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뚜두뚜두’뮤직비

디오는 지난 23일 오전 3시 32분(한국 시간) 무렵 유튜

브에서 조회 수 14억 회를 넘어섰다. 2018년 6월 공개

된‘뚜두뚜두’뮤직비디오는 지난해 11월 K팝 그룹으로

선 처음으로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했으며 이후 1년여 

만에 14억 뷰까지 도달했다.

▲ 미나리 포스터. 사진=덴버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캡처

▲ ‘뚜두뚜두’ 14억 뷰 돌파 이미지. 사진=YG엔터테인먼트

▲ 그룹 슈퍼주니어. 사진=레이블SJ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