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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주연러네이젤위거 남우주연호아킨피닉스

러네이젤위거 호아킨피닉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러네이 젤위거와,

호아킨피닉스가각각여우주연상과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등총 24개부문수상결과가나왔다.

<왼쪽그래픽참조>

오랫동안할리우드연기파여배우로불려온러네

이젤위거는영화 주디로여우주연상트로피를받

았다. 주디에서젤위거는고통속에서도마지막까

지무대에섰던갈란드를연기해 주디갈란드그자

체라는호평을받았으며수상영광을자신이연기

한인물인주디갈란드에게돌렸다.

영화 조커의호아킨피닉스는남우주연상의주

인공이됐다. 조커로생애첫아카데미상을받은

호아킨 피닉스는 안티 히어로인 조커를 연기했다.

절대 악이 탄생하는 과정을 신들린 연기로 표현했

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골든글로브 영화부문 남우

주연상과영국아카데미남우주연상도받았다.

영화 결혼이야기의로라던이아카데미여우조

연상을받았고영화 원스어폰어타임…인할리우

드의 브래드 피트가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

했다.이혼후에도관계를유지해야하는부부이야

기를그린 결혼이야기에서로라던은카리스마넘

치는이혼전문변호사를연기했다. 브래드피트는

쿠엔틴타란티노감독의 원스어폰어타임…인할

리우드에서 리어내도 디캐프리오가 연기한 릭 달

튼의스턴트배우인클리프부스를연기했다.

이밖에영화 1917 은촬영상, 시각효과상, 음향

효과상등 3관왕을차지했으며 포드 V 페라리는

편집상과음향편집상을수상했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제가원래좀이상한사람이에요. 평소 하던대

로만했던것뿐인데, 놀라운결과가있어서얼떨떨

합니다.

기생충 봉준호감독은9일(현지시간)로스앤젤

레스돌비극장에서열린올해제92회아카데미시

상식에서작품상을비롯해감독상, 각본상, 국제영

화상까지 4관왕을차지한데대해이같이소감을밝

혔다.

봉 감독은 이날 시상식 이후 돌비극장 인터뷰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결과가 여전히

믿기지 않은 듯 꿈에서 깰 것 같은 느낌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카데미상을 꿈꿨는지를

묻자 마틴스코세이지감독을좋아했는데, 번번이

감독상을못받는것을본적이있어답답했다면서

(2007년스코세이지에게감독상을안긴)영화 디

파티드를처음봤을때황홀했던기억이난다. 그

분과함께후보에오른것자체가초현실적이고영

광이었다는말로대신했다.

봉감독은자막이있는외국어영화가상을휩쓴

데대해 제가 1인치장벽에관한이야기를했지만,

때늦은소감이아니었나싶다.이미장벽은무너지

고 있는 상태였고,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인스타그

램,트위터등우리를둘러싼환경은이미모두가연

결돼있다.이제는외국어영화가이런상을받는게

사건으로취급되지않을것같다.모든것이자연스

러워지는날이올것같다고내다봤다.

봉감독은 기생충 이야기가보편성을지닌것에

대해 전작인 옥자는한국과미국프로덕션이합

쳐진것이었지만, 기생충은가장한국적인것들로

가득차서오히려가장넓게전세계를매료시킬수

있었던것이아닌가생각한다고답했다.

제작자인곽신애바른손E&A대표는 1개트로

피만받아도성공이라고생각했는데, 4개부문을받

아서한국분위기가어떨지상상을못하겠다면서

다만, 작품상을받을수있을까 하는상상은해본

적은있다. 투표해서 (우리가) 작품상을받는다는

것은전세계영화에어떤변화, 영향을미치는시작

일것이라고생각했다.그래서우리가받으면좋겠

다는생각은했다고말했다.

봉 감독은 영향을 받은 아시아 감독을 꼽아달라

는말에 하녀를만든김기영감독을가장먼저든

뒤 1960년대 거장이다. 이 영화를 강하게 추천한

다고했다.이어구로사와아키라등일본거장감

독들도언급했다.

할리우드진출계획을묻자 기생충 속대사를언

급하며 계획이있다라고답해웃음을끌어냈다.

그는 일은해야하고 20년동안계속일해왔다.

오스카와 칸영화제서 상을 받기 전에 계속 준비하

던게있고,그걸계속준비하고있다.이상으로인

해뭘바꾸거나, 모멘텀이돼바뀌고하는것은없

다.한국어와영어로각각된시나리오두개를쓰고

있다고차기작근황을전했다. /연합뉴스 기생충 끝없는수상릴레이

칸 골든글로브등국내외영화제서 180여개…흥행수익 2000억원

10일열린제92회아카데미시상식에서작품

상등 4관왕을차지한기생충은세계각국에서

180여개의상을받으며수상릴레이를이어가

고있고흥행수익도 2000억원에육박한다.

기생충은이번아카데미에서작품상을비롯

해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차

지했다. 오스카 역사상 외국어 영화 첫 작품상

수상이라는기록을남겼으며 칸국제영화제황

금종려상과 아카데미영화제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은 1956년 델버트 맨 감독의 영화

마티 이후 64년만의일이다.

아시아계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브로크백마운틴과 라이프오브파이로

두차례트로피를거머쥔대만출신이안감독이

후두번째다.

기생충은지난해5월개봉이래국내외에서

꾸준히상을받아왔다.그개수만해도180여개

에 달한다. 초청받은 해외 영화제는 57곳이고

그곳에서받은상만따진다면59개다.

기생충은황금종려상을시작으로제77회골

든글로브시상식외국어영화상,영국아카데미

시상식외국어영화상각본상, 66회호주시드니

영화제최고상, 제44회토론토국제영화제관

객상 등 굵직한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또

제54회 전미 비평가협회상 작품상각본상, 제

25회크리틱스초이스어워즈감독상외국어영

화상등을받았으며미국배우조합(SAG) 앙상

블상, 작가조합(WGA) 각본상, 미술감독조합

(ADG) 미술상, 편집자협회(ACE) 편집상까

지미국영화계주요직능단체가주는최고상가

운데4개상을휩쓸었다.

전 세계 205개국에 판매된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은 9일현재1억6426만달러(1960억원)로

집계됐으며이번수상으로수익은더늘어날것

으로보인다. 북미수익은 3437만달러(410억

원)로역대북미박스오피스외국어영화흥행

랭킹 6위를차지했다.

또 프랑스,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외

23개국에서현지개봉한역대한국영화중흥행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제작비가 약 135억

원투입된 기생충은지난해 5월 30일국내개

봉당시관객 1000만명을동원, 역대한국영화

흥행27위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봉준호 나는이상한사람…하던대로했는데놀라운결과
수상결과믿기지않은듯…꿈에서깰것같은느낌

할리우드진출계획있다 한국어 영어시나리오준비

9일(현지시각)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할리우드에서열린제92회아카데미시상식에서봉준호감독과 기생충 출연자들이최우수작품상을수상한뒤

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