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47December 7, 2020   Vol. 1345

숫자퍼즐 정답

연예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 영화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에

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던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 

감독의 영화‘미나리’가 할리우드에서도 호평을 이어 

가고 있다.

2일 배급사‘판씨네마’에 따르면‘미나리’에서 순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윤여정이 선셋 필름 서클 어워

즈에서 함께 후보에 오른 에이미 애덤스(힐빌리의 노

래), 어맨다 사이프리드(맹크), 자시 비츠(나인 데이즈), 

올리비아 콜맨(더 파더) 등 2021년 아카데미 유력 여

우 조연상 후보로 거론되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우

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운여정은 또 윤여정은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고섬 

어워드의 최우수 연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오스

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는 또‘미나리’를‘톱 필

름’(TOP FILMS) 10편에도 이름을 올렸다.

선셋 필름서클 어워즈는 할리우드 저널리스트들이 

주요 시상식과 영화제 취재를 위해 설립한 협회인‘선

셋 필름 크리틱 서클’이 최근 조성한 상이다.

한편 할리우드 연예 매체인 베니티 페어는‘2020년 

최고의 영화 10편’에‘미나리’를 선정했다.

또 할리우드리포터는 최근 ‘2021 오스카 유력 후보’

기사에서 작품상, 감독상, 연기상, 각본상 부문에‘미

나리’를 집중 조명했으며 연기상으로 배우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을 수상 후보로 거론했다.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 땅으로 이민을 선

택한 한국인 가족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제93회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2021년 3월 15일

이며, 시상식은 4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미나리’ 윤여정,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수상
미나리, 2021 오스카 각 부문 유력 후보로 부상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할리우

드 스타 배우 엘런 페

이지가 남성 성전환

자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엘리엇 페이

지’로 불러달라고 공

개 선언했다.

페이지는 1일 자신

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

다.”며“나를 가리키는 대명사는‘그’(he)이고, 내 이

름은 엘리엇”이라며 커밍아웃했다.

페이지는 또“사회에서 소외 당하고 학대와 괴롭힘

에 노출된 트랜스젠더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

짐했다.

앞서 페이지는 2014년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공

개했고, 2018년에는 8살 어린 여성 안무가 엠마 포트

너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은 남성이라고 밝

힌 바 있다.

한편 엘리엇 페이지는 성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재 촬

영중인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엄브렐러 아카데미’

의 여주인공 역할은 그대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지는 2007년 개봉한 영화‘주노’에서 예기치 않

은 임신을 하게 되는 10대 임산부 역할을 맡아 아카

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엘런 페이지 ‘성전환’ 사실 공개

▲ ‘미나리’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윤여정. 

               사진=트위터(Sunset Film Circle)

▲ 엘런 페이지의 2015년 모습. 

사진=페이스북(Elliot Page)

갓세븐(GOT7)이 지난달 30일 발매된 정규 4집‘브레스 

오브 러브: 라스트 피스’(Breath of Love : Last Piece)와 

‘라스트 피스’로 12월1일 오전 7시 기준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와 송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갓세븐의 사상 첫 

미국 아이튠즈 1위 기록이다.

같은 날 오전 8시에는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송 차트 2위를 기록했다.

더블 타이틀곡‘라스트 피스’뮤직비디오 역시 화려한 

군무와 감각적인 연출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팬심을 뜨

겁게 달구며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

라는 쾌거를 이뤘다.

‘브레스 오브 러브: 라스트 피스’는 그룹 데뷔 이래 최초

로 더블 타이틀곡을 내세웠고 멤버 전원의 자작곡을 담

아 풍성한 음반을 완성했다. 모든 수록곡이 높은 완성도

를 자랑하며, 역대급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다.

갓세븐, 미 아이튠즈
앨범·송 차트 동시 석권

▲ 갓세븐. 사진=JYP엔터테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