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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영화‘미나리’가 제93회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음

악상,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선정됐다.

넷플릭스가“한국이 세계적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

하기 위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쇼트리스트’(Shortlist)로 불리는 예비후보는 작품

상, 연기상 등 주요 부문을 제외하고 최우수 국제극

영화상을 비롯해 장편 다큐멘터리, 단편 다큐멘터리, 

분장, 음악상, 주제가, 단편 애니메이션, 라이브액션 

단편 등 9개 부문에 한정해 선정한다.

9일 발표된 이 리스트에서‘미나리’는 음악상, 주

제가상 부문에 선정됐다.‘미나리’의 음악감독을 맡

은 에밀 모세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작곡

가이자 피아니스트, 가수, 제작자로‘미나리’가 선사

하는 따스하고도 희망적인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나리’의 주제가‘레인송’(Rain Song)은 에밀 모

세리가 작곡하고, 영어 가사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

정에 주연배우 한예리가 직접 참여했다. 한예리는 주

제가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제93회 아카데미상의 작품상, 연기상 등 주요 부문

을 포함한 후보 발표는 3월 15일, 시상식은 4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8일 이와 같이 전하며 그 배경으로 글

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한국 콘텐

츠의 세계적 흥행과 지속적 투자, 한국 웹툰의 폭발

적 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로 인한 실내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미국 CNN 비즈니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넷플릭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한국 

드라마를 꼽았다.

CNN 비즈니스는 지난 4일“넷플릭스가 한국 드라

마와 모바일 전용 구독권으로 아시아 시장을 집중적

으로 공략하고 있다.”면서“한국의‘킹덤’을 비롯한 

아시아 콘텐츠가 전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 특히 

지난해 한국 콘텐츠의 동남아시아 지역 시청률이 전

년 대비 4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아시아 콘텐츠에 지

난 2018년부터 3년간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나리’ 아카데미 음악상·주제가상 예비 후보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

트와이스 한복
 ‘블랙핑크와 흡사’ 논란

걸그룹 트와이스 다현과 채영이 한 영상에서 선보인 

한복 모티브 의상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의상 디

자인과 유사해 논란이 일었다.

JYP는 최근 유튜브에 올린 트와이스 다현과 채영이 

비·박진영의‘나로 바꾸자’커버 영상 속 다현의 의상

이 검은색 상의가 노리개를 어깨에 견장처럼 단 것 등 

블랙핑크‘How You Like That’뮤직비디오 속 지수의 

한복 모티브 상의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JYP는 11일 팬 페이지 공지를 통해“해당 한

복은 한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제품이나 유사성을 제

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JYP는“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

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뮤직비디오는 한복 장면을 수정한 영상으

로 교체됐다.

▲ 미나리 포스터. 사진= 판씨네마

▲ 논란이 된 다현의 의상. 사진=유튜브(K-POP도감) 캡처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즌 2’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