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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새 수목극 나의 아저씨에 출연할

예정이었던배우나문희가스케줄문제로하

차하고고두심<사진>이새롭게합류한다

tvN은 19일 나의아저씨에서삼형제

의모친변요순역으로출연할예정이었던

나문희가스케줄조율이어려워드라마에

합류하지못하게됐다고밝혔다

나문희는 tvN을 통해 캐스팅 초반부

터 역할에 많은 애정을 쏟은 요순 역을

불가피하게 내려놓게 돼 매우 아쉽고 안

타깝다며 하지만 나의 아저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청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tvN은 요순 역은 고두심이 맡기로 했

고곧촬영에돌입한다며 시대의어머니

상을연기하게될 요순 역에더 없는 적임

자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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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라이브

42년생미진하다면보충하라 54년생빈곳부터 채워주는것이

낫겠다 66년생길흉이교차하면서부침이심할수있다 78년생

감정에치우치지말고실리를취하는것이합당하다 90년생겉

모습은별로지만실상은양호할것이다 행운의숫자  01 83

43년생방도와혜안을찾아낼수있는여건이따른다 55년생활

용여부에따라향방이좌우될것이다 67년생정확한의사표시

를 하라 79년생 동시에 처리 될 것이다 91년생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효율성을높일것이다 행운의숫자  18 80

44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니 다양한 수단을 활용

해보라 56년생도전해볼만한가치가충분하다 68년생원대한

계획으로임해야값진수확을할것이다 80년생구르는돌에는

이끼가끼지않느니라 행운의숫자  80 26

45년생 불편하다면 개선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니라 57년생 희

망찬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운로이다 69년생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같지는않아서무척힘들수있다 81년생쉽게잃어버릴

수있으니철저한대안강구가필요하다 행운의숫자  14 76

46년생눈에띠지않게조금씩호전되어가고있다 58년생예상

치못했던곳에서특별한길조가보인다 70년생마음을가라앉

히고태산처럼가만히만있으면될일이로다 82년생역량부족

으로인해한계에도달한다 행운의숫자  58 40

47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겠다 59년생 추측만으

로는화를자초할수도있으니직접현장에가서확인하라 71년

생재수불공한다면소기의이익을취할수있다 83년생가볍게

여길문제가아니다 행운의숫자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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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전체를아우르고자 하는노력이 필요하다 60년생행운

이 코앞에 당도하였으니 문을 열고 맞이하여라 72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수있는일에몰두하는것이효율적이다 84년생주

어진기회를활용해보는것도괜찮다 행운의숫자  87 77

49년생자신부터열린마음으로대하고볼일이다 61년생어떻

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된다 73년생 민첩한 순발

력이필요한지경에이르렀다 85년생마음은있으나행하지못

하는안타까움이있다 행운의숫자  63 91

50년생지금당장뒤쫒아가서붙잡지않으면다른곳으로넘어

갈것이다 62년생막연하다면위험에처해지기십상이다 74년

생절대적이라고생각한다면오산이다 86년생전반적인물갈이

가예상되니철저히대비하자 행운의숫자  39 17

51년생단순한시각으로바라본다면오해할수있다 63년생망

각으로인해서벌어지는일때문에크게당황할수도있겠다 75

년생사소한것에집착하지말라 87년생공을들여왔다면긴히

활용할수있는기회이다 행운의숫자  99 62

52년생계획하여왔던바를실행하기에 적합한때이다 64년생

비슷비슷하게 보일 것이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76년

생종된것이주된것보다더비중있다 88년생중용의입장에

서타협하는것이가장나을것이다 행운의숫자  69 11

53년생활기찬하루가될것이다 65년생각자인생의성패를가

르는갈림길에서게된다 77년생지나치게경직되어있지는않

나 살펴보자 89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므로 쉽게 판단하

려하지말고자중하라 행운의숫자  6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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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사진>가 영국 아카

데미외국어영화상을수상했다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는 18일(현지

시간) 영국런던로얄앨버트홀에서열린 2018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박찬욱감독의 아가씨를선정했다

앞서 아가씨는폴버호벤감독의 엘르안젤리나

졸리가 연출한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캄보디아

딸이기억한다 러시아감독안드레이즈비아긴체프

의 러브리스이란아쉬가르파라디감독의 세일즈

맨과함께5편의후보목록에 이름을올렸다

영국아카데미외국어영화상을수상한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의 열 번째 장편 영화다 박 감독이 박

쥐(2009) 이후 7년만에한국으로돌아와연출한이

영화는 영국 작가 세라 워터스의 핑거스미스를 원

작으로했다

사건들은 귀족 가문 출신 히데코(김민희 분)의 상

속재산을 매개로 벌어진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

견인인 이모부 고우즈키(조진웅)의 보호 아래 사는

히데코에게 백작(하정우)이 접근한다 백작은 소매

치기로자란숙희(김태리)를히데코의저택에하녀로

투입해재산을가로챌계획을세운다

숙희를이용해히데코를유혹하고결혼한뒤그를

정신병원에가둔다는게백작의계략이다그러나막

상 히데코의 시중을 들며 살게 된 숙희가 그에게 마

음을 빼앗기면서백작의뜻대로일이진행되지않는

다 백작의 음모와 숙희의 내적 갈등이 전반부를 이

끈다 영화는 반전을 거친 뒤 히데코의 시선에서 사

건을다시본다

원작 소설과 같이 3부로 구성됐지만 시대적 배경

을 1800년대영국에서 1930년대조선으로옮겨각색

했다식민지모순과계급제도정신병원이공존하는

근대화 시기의풍경을펼쳐보이기위한설정이다

히데코와 이모부의 대저택은 이런 이질적 요소들

을 집약해 보여주는 공간이다 박 감독은 일본 구와

나시에서일본전통과유럽양식이섞인건물을발견

하고 영화의주무대로삼았다

대저택내부를묘사하는유려한미장센은 영화의

또다른주인공이라는찬사를받았다류성희미술감

독은 한국인 최초로 2016년 칸영화제에서 미술음

향촬영 등 부문에서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주는 벌칸상을 수상했다 미국 LA비평가협회

(LAFCA)역시외국어영화상과함께미술상을줬다

아가씨는한국영화에서보기드문파격적동성애

묘사로도화제를모았다 정사신보다숙희가히데코

의 입 안에 손을 넣어 튀어나온 이를 골무로 갈아주

는장면이관능적묘사의백미로꼽힌다

박감독은 CNN과인터뷰에서 특별히금기에맞

섰거나이영화로장벽을깨트렸다고생각하지는않

지만 내 영화 뒤에 비슷한 주제를 다룬 영화가 나올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아가씨는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흥행에도성공했다 2016년 6월국내개봉해청소년

관람불가등급이라는불리한조건에도 428만명을동

원했다

영화는 같은해 5월 칸영화제공식 경쟁 부문에 진

출하기전이미 120개국에 선판매됐다 원작소설이

탄생한영국에서는지난해 4월개봉해 135만파운드

(한화약 20억원)의흥행수입을올렸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수상은 이번

이 처음이다 아시아권 영화로는 장이머우(張藝謀)

의 홍등 천카이거(陳凱歌)의 패왕별희 리안(李

安)감독의 와호장룡등중화권감독의작품들이수

상한바있다 연합뉴스

박찬욱감독 아가씨 영국아카데미수상

고두심 tvN 나의 아저씨 합류

나문희 스케줄조율문제로하차

제작진 시대의어머니상적임

개그맨 유재석(46)아나운

서나경은(37)부부가두아이

의부모가된다

유재석의 소속사 FNC엔터

테인먼트는 19일 나경은 씨

가 최근 둘째를 임신한 게 맞

다며 워낙 임신 초기인 단계

라건강관리에전념하고있다

유재석이 좋은 소식을 들려드

리기위해노력하겠다고전해왔

다고밝혔다

유재석나경은부부는 2008년

7월 결혼 2010년 5월 첫아들을 얻은

뒤 8년만에둘째소식을전하게됐다

연합뉴스

유재석나경은부부둘째희소식

임신초건강관리전념

유재석

나경은

박찬욱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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