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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영화‘미나리’(감독 리 아이작)가 보스턴비평가협회

에서 선정한 여우조연상(윤여정)과 주제가상 등 2관

왕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미나리’의 오스카 수상에 대한 기

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스카 4관왕에 올랐던 

‘기생충’의 경우도 아카데미 시상식 전 보스턴비평가

협회에서 감독상,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배우 윤여정이 받은 여우조연상은 내년 아카데

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맹크’의 어맨다 사이프리

드를 제치고 수상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작년 수

상 배우인‘작은 아씨들’,‘결혼 이야기’의 로라 던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윤여정은 앞서 할리우드 저널리스트들이 설립한 협

회인‘선셋 필름 크리틱 서클’이 주관하는 선셋 서클 

어워즈에서도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또 미국 연

예매체 인디와이어가 선정한‘올해 최고의 여자배우 

베스트13’에도 이름을 올렸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

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덴버 국제 영화제에서 관객

상과 최우수 연기상(스티븐 연), 선댄스영화제 심사위

원상과 관객상, 미들버그 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조합

상, 하트랜드 영화제 관객상과 지미 스튜어트 공로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보스턴비평가협회 홈페이지 캡처

영화 ‘미나리’, 보스턴비평가협회 2관왕

그룹 여자친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 ‘그래미 뮤지엄’의 인터뷰 코너 미니 마스터클래

스(Mini Masterclass)에 출연했다.‘미니 마스터클래스’

는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미 뮤지엄의 인터뷰 시리즈다.

여자친구는 15일 그래미 뮤지엄 공식 유튜브 채널

로 공개된 인터뷰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최근 음악적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지,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향한 조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음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자질

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멤버 소원은“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항상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여자친구는 지난달 정규 3집‘회:발푸르기스의 밤’     

(回:Walpurgis Night)을 발매했다. 여자친구는 이 앨범에 

수록된 디스코 장르의 타이틀곡‘마고’를 통해 다채로

운 콘셉트 소화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진=그래미 뮤지엄 '미니 마스터클래스' 출연한 

여자친구(GRAMMY Museum Experience)

이달의소녀, 미 연말쇼 ‘징글볼’ 사전  공연  출연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대표 캐럴인‘올 아이 원

트 포 크리스마스 이

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이

하 크리스마스)로  

영·미 팝 차트를 잇

달아 석권했다.

빌보드는 14일 예고 기사

를 통해 이 곡이 메인 싱글 차트

인‘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크리스마스’는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

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1994

년 발매된 지 26년 만으로, 캐럴이 빌보드와 오피셜 차

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것은 이 곡이 처음이다.

‘크리스마스’는 캐리의 첫 번째 캐럴 앨범인‘메리 크리

스마스’의 리드 싱글이다. 차임벨과 신시사이저 등 크리

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사운드와‘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건 당신’이라는 낭만적인 가사가 어우러져 스테

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연말이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역주행해 캐리의‘성탄 연금’같은 노래라는 우스갯소리

까지 있다.

지난해에는 25년 만에‘핫 100’정상에 등극해 3주간 

자리를 유지했다. 크리스마스 관련 곡이 이 차트 1위에 

오른 건 60년 만에 처음이었다.

사진=머라이어 캐리(머라이어 캐리 페이스북)

머라이어 캐리,  
영·미 팝차트 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