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45December 28, 2020   Vol. 1348연예

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차세대 한류 그룹‘몬스타엑스’가 글로벌 팬덤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21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몬스

타엑스는 최근 미국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YEAR-

END CHARTS)의‘톱 앨범 세일즈’와‘톱 커런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히트곡‘다이너마이트’C 

NN 방송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기생충’이 미 아카

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것을 올해 

문화계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

CNN은 21일‘2020년을 정의한 문화적 순간’15개 

중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을 두 번째로 소개했다. 

이 매체는‘기생충은 오스카 시상식에서 새 역사를 

썼다’제하의 글에서 “봉준호 감독의 한국 스릴러 

‘기생충’이 지난 2월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에서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

다.”며“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봉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뒤 밈

(meme·인터넷 상에서 재미있는 말을 적어 그림이

나 사진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맞은‘내일 아침까지 

마시겠다’는 수상 소감으로 마무리했다.”고도 전했

앨범 세일즈’에서 각각 84위, 53위를 기록했다. 또

한 세계 SNS를 기반으로 하는‘소셜 50’랭킹에서 

11위에 등극했다.

최근 몬스타엑스는 미국의 유명 매거진인 틴보그

가 선정한 2020년 K-POP 최고의 순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매체의 에리카 제랄드 메이슨은 12월호 기

사를 통해“몬스타엑스가‘러브 킬라(Love Killa)’와 

함께 최고의 열망을 가져다 줬다.”고 전했다.

 

영국 매거진 데이즈드는 2020년 최고의 K-팝 톱 

40’에 몬스타엑스의 판타지아(FANTASIA)’를 선

정했다. 몬스타엑스는 미국 타임지의 2020년 케이

팝을 대표한 노래와 앨범’, 팝크러쉬의 2020년 최고

의 앨범 25’에도 올 어바웃 러브’가 선정되는 성과

를 이뤄냈다. 

사진=몬스타엑스(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다. CNN은“이 승리는 재능 있는 비백인과 배타적인 

캐스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크게 비판 받아 온 문

화계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기생충’은 지난 2월9일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

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

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봉 감독이 

유일하게 영어로 말한“밤새도록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는 수상 소감은 큰 인기를 끌었고 인터넷 상에

서 밈으로 퍼져 나갔다.

CNN이 꼽은 또 다른 문화계 주요 순간에는 영국 해

리 왕자 부부의 왕실 독립, 중국의 세계 최초 완전 디

지털 패션 위크 개최, 문화계 인사들의‘BLM(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지지, 집 안에

서의 예술 작품 재현 등도 포함됐다.

사진=페이스북(기생충)

기생충, CNN 선정 ‘올해의 문화계 주요 순간’ 윤여정, LA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수상

틴보그 “몬스타엑스 최고의 열망 가져다 줘”

배우 윤여정이 로스앤젤

레스(LA)비평가협회 시

상식에서 여우조연상

을 수상하며 오스

카 레이스에 청신호

를 밝혔다.

윤여정은 지난 20

일 열린 LA비평가협

회 시상식에서 <맹크>

의 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제치

고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여정은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에서 1980년

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다.

LA비평가협회 시상식은 뉴욕비평가협회, 전미비평

가협회, 시카고비평가협회 등과 함께 오스카 수상을 

점치는 주요 비평가협회 시상식으로 꼽힌다. 앞서 윤

여정은 선셋필름서클어워즈와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도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윤여정의 오스

카 수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4월 열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강력

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미나리>는 덴버국제영화

제 관객상과 최우수 연기상(스티븐 연),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 미들버그영화제 관객상과 배우

조합상, 하트랜드영화제 관객상과 지미 스튜어트 공로

상 등을 받는 등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윤여정(판씨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