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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영화‘미나리’(감독 리 아이작, 한국명 정이삭)가 유

력 연예 매체가 꼽은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한편으로 

선정됐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8일‘2020년 최고의 영화’(The 

Best Films of 2020) 리스트를 발표했다.

매체의 수석 평론가 2명이 각각 10편의 영화를 선정

해 발표한 가운데‘미나리’는 오언 글라이버먼이 선

정한 영화 10편에 포함됐다.

글라이버먼은‘미나리’에 대해“미국에서‘이민’이

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클리셰적인 진부한 이미

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서정적인 가족

드라마는 솔직담백한 인류애와 보는 이들을 깨우고 

뒤섞는 색다른 연출로 이민이라는 경험 속에 관객들

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평했다.

영화‘미나리’는 한국계 이민 가정에서 자란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

과 한예리, 윤여정 등이 출연했다. 선댄스영화제 심사

위원상과 관객상, 미들버그 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조합

상 등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이어가며 내년 아

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라이트’,‘노예 12년’등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을 탄생시킨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하고,‘문라

이트’,‘룸’,‘레이디 버드’,‘더 랍스터’,‘플로리다 프

로젝트’등의 오스카 레이스를 이끈 A24가 북미 배급

을 맡아 기대를 높인다.

‘미나리’, 버라이어티 선정 ‘올해의 영화’

걸그룹‘이달의소녀(LOONA)’가 미국의 최대 연

말 공연‘징글볼’(JingleBall)의 프리쇼‘징글볼 빌리

지’(JingleBall Village)에 합류했다.

미국의 유명 라디오 네트워크인 아이하트라디오는 

매년 말 음악축제‘징글볼’을 개최하며‘징글볼 빌

리지’는 그 사전 공연 개념이다. 올해‘징글볼 빌리지’

는 지난 10일 오후 6시(미 서부시간) 아이하트라디오

를 통해 방송됐다.

올해 징글볼과 징글볼 빌리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달의 소녀는 사전 

녹음한 라이브와 멘트 등이 방송을 탔다. 이 행사에 

K팝 걸그룹이 참여한 것은 지난 2009년 원더걸스 출

연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달의 소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주목

받는 K팝 걸그룹으로 꼽힌다. 중소 기획사 출신임에

도 최근에는 미니 3집‘미드나잇’(12:00)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빌보드 200’에 112위로 진입시키

는 깜짝 활약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징글볼 빌리지에는 가수 청하도 출연했다. 

청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이미 보낸 방

송분 자료가 전파를 탔다.

징글볼 빌리지에는 이외에도 미국 보이밴드 와이돈

위 등이 출연했으며 본 공연인 징글볼에는 빌리 아일

리시, 두아 리파, 해리 스타일스, 샘 스미스 등이 출연

했다.

이달의소녀, 미 연말쇼 ‘징글볼’ 사전  공연  출연

▲ 영화 ‘미나리’ 스틸. 사진=판씨네마

김기덕 감독, 
코로나19로 사망

▲ 이달의 소녀. 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김기덕 감독이 11일 라트

비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

망했다.

고 김기덕 감독은 

칸, 베네치아,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

서 모두 수상한 유일한 

한국 감독이다.

그는 지난 2004년‘사

마리아’로 베를린 국

제 영화제 은곰상(감독상)을 받았다. 같은 해‘빈집’

으로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을 받았

다. 또‘아리랑’으로 지난 2011년 칸 영화제에서 주

목할만한 시선상,‘피에타'로 2012년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김 감독은 지난 1996년 저예산 영화‘악어’로 데뷔

한 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은 영화를 선보여왔

다. 하지만 2017년 여배우 폭행 등으로 논란에 휩싸

였고, 2018년 자신이 연출한 영화 출연 배우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접

고 해외 활동만 이어왔다. 

지난해 3월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작

으로 김 감독의‘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선

보였다. 또 제41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경쟁부

문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

에서 신작‘딘’을 공개하기도 했다.

▲ 고 김기덕 감독. 사진=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