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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배국남의대중문화X파일-70~80대노배우는무엇으로사는가

나이잊은연기열정과혁신…존재감내뿜는 실버스타

◇현역으로맹활약70~80대배우들

한국직장인의일반적퇴직연령은 60세지만은

퇴나이가한참지났음에도의미있는성취와가치

있는 성과를 거두며 현역으로 활동하는 70~80대

배우들이있다.

대중문화계는젊음을가장많이선호하고왕성하

게소비하는곳이다.문화상품의강력한소비층인

10~20대에게소구하는10~30대젊은스타들이대

중문화시장을장악하고있다. 영화와드라마에서

배우특히여배우는결혼하고40~50대에접어들면

주연자리에서밀려나고 60~80대 연기자는밥먹

는장면에만모습을드러내는 식탁용배우로전락

한다.

대중취향과미디어환경의급변으로스타의순

환주기도짧아지면서인기절정의스타도이내대

중의시선에서사라지기일쑤다.이런상황에서윤

여정처럼 50~60년오랜기간드라마와영화,연극

에출연하며대중문화계를이끄는70~80대연기자

들은후배들에게나이먹어도배우를하고싶게만

드는이상적본보기다.

작품을 통해 펼치는 70~80대 배우들의 활약은

젊은스타못지않다. 나문희는 2017년 76세에 영

화 아이캔스피크를통해생애처음청룡상여우

주연상을비롯한영화제의여우주연상트로피를거

머쥐었다. 나문희는 3월 22일시작한 tvN 드라마

나빌레라와지난해관객과만난영화 오!문희 ,

2019년상연된연극 친정엄마를비롯한드라마와

영화,연극에서주조연으로나서며인간의심연까

지드러내는광대한연기력으로인생의의미와감

동을전하는60년경력의80세배우다.

광주민중항쟁을다룬영화 아들의이름으로 주

연으로 출연한 안성기는 노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않을정도로다양한장르의영화에서맹

활약하는70세,그것도 1957년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이후60여년연기해온우리시대최고의배

우다. 한국영화사를수놓은 바람불어좋은날 ,

만다라 , 남부군 , 실미도 , 인정사정 볼 것 없

다 등160여편의영화를통해한국영화의위상을

격상시키며 1000만관객영화시대를이끈주역이

안성기다.

1956년연극 지평선넘어를시작으로본격적인

연기자의길을걷기시작해 65년째드라마와영화,

연극 무대를 지키는 이순재는 후배 연기자들에게

사표가되는87세노배우다. 1962년KBS최초드

라마 나도인간이되련다와한류를촉발한 사랑

이뭐길래 , 64.8%로사극시청률 1위에오른 허

준 같은 최초최고 작품에 출연하며 한국 드라마

역사를써왔다.

1962년KBS 1기탤런트로연기를시작한 80세

의김혜자는 60년동안드라마 개구리남편 , 전

원일기 , 사랑이 뭐길래 , 엄마가 뿔났다 , 눈이

부시게와영화 만추 , 마더 등에서작품의성격

과느낌마저규정하는접신의경지에이른캐릭터

표출력과연기력으로드라마와영화의발전을견인

했다.

1965년국립극단단원으로연기자로입문한 80

세의최불암은 전원일기 수사반장 같은한국방

송사에남을드라마의주연으로나서곤경에처한

사람에게용기를주고좌절에빠진사람에게희망

을안기며인생의좌표역할을했을뿐만아니라한

국드라마장르와포맷의지평을확장한스타다.

70세의고두심은대다수 연기자가 방송사 연기

대상근처에도가보지못하고배우생활을마감하는

상황에서 1972년연기를시작해본능에가까운동

물적감각으로캐릭터에생명력을불어넣는탈개성

화한연기력으로드라마의완성도와시청률을높

이며KBS에서세차례, MBC에서두차례, SBS

에서한차례,방송3사에서여섯번의연기대상을

받는전인미답의대기록을세웠다.

이들 외에도 신구(85), 오현경(85), 김영옥

(84),박근형(81),김용림(81),강부자(80),정혜

선(79),반효정(79),백일섭(77),이정길(77),주

현(77),박인환(76),손숙(76),임현식(76),김용

건(75), 선우용녀(75), 정영숙(74), 박원숙

(72),김수미(72),한진희(72),임채무(72),정동

환(72), 윤주상(72) 같은연기경력 50년이넘는

70~80대배우들이주역으로스크린과TV화면,그

리고연극무대를화려하게수놓고있다.

◇연기에대한열정꾸준한자기혁신

배우의생명력을좌우하는인기와흥행파워가급

변하고젊은스타들이장악하고있는대중문화계에

서 50~60년긴세월드라마와영화,연극의주역으

로활동하는70~80대배우의경쟁력은무엇일까.

최근들어중장년대중의문화상품소비가늘어

나고 인터넷, 디지털의 발전과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SNS의대중화로미디어와대중문화생태계가변

한것이70~80대배우의활동토대가됐지만,무엇

보다배우입문부터오랜시간작품을통해자기혁

신을꾀한것이 70~80대배우의가장큰경쟁력이

다.

70~80대 현역배우를관통하는것은신인때부

터 치열하게 연기하면서 연기 역량을 키워왔다는

점이다. 데뷔 이후 50~60년 동안 지속해서 작은

배역은있어도작은배우는없다라는신념으로캐

릭터비중에상관없이연기에전부를걸며연기스

펙트럼확장을위해땀을쏟았다.

70~80대가된지금에도나이와경력,명성,중견

스타라는지위에안주하지않고변화하는연기트

렌드를 공부하고 새로운 연기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온힘을기울인다.스타성과인기, 수입의배가

보다작품에전부를거는자세를견지하는것도 70

~80대명배우들의공통점이다.

영화와드라마는많은연기자와스태프가함께하

는공동작업이기때문에작품에임할때스태프를

배려하는 자세와 동료 연기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된다.의미있는성과를내며활동하는70~80

대배우들은현장에서젊은배우들과수평적소통

을하며원로배우가아닌배우의한사람으로작품

에임한다.

연기에대한열정과실력그리고노력으로물리

적나이를무력화하는70~80대연기자들은화려한

경력과수입,인기가아닌영화와드라마를사랑하

며 스크린과 TV 화면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나는

배우이기에값진성취를하며현역연기자로맹활

약하는것이다. 70~80대 나이에도젊은스타보다

더치열하게노력하고더강렬하게연기하며작품

을빛내는명배우들이다.그래서우리영화와드라

마가진일보한다. <대중문화평론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에출연한주현박원숙윤여정김혜자고두심고현정김영옥나문희신구(왼쪽부터).

윤여정

이순재

나문희

나는 한국에서 온 윤여정이다. 직접 이 자리에

오게돼믿을수가없다.나에게투표를해준아카

데미회원들에게감사하다. 미나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

1980년대미국으로이주해농장을일구며정착

하는한인가정이야기를다룬한국계미국인정이

삭감독의영화 미나리에서할머니순자역을연

기해지난4월25일(미국시각)열린제93회아카

데미영화제에서여우조연상을받은윤여정의수상

소감이다. 한국배우로는 최초, 아시아 배우로는

1957년 사요나라의일본계미국인우메키미요시

에이어두번째로아카데미여우조연상을수상하며

한국영화사뿐만아니라세계영화사를새로쓴윤

여정은74세의배우다.

윤여정은1966년TBC탤런트공채를통해연기

자로데뷔해 1970년대걸작으로평가받는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 , 충녀의 주연으로 활약했고

1990년대중국한류를촉발하며 60%대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목욕탕집 남자

들 인기를견인한것을비롯해 50여년드라마와

영화를오가며치열하게연기해온명배우다.

한국영화사새롭게쓴윤여정

76세에청룡상여우주연상나문희

젊은스타들보다더치열하게노력

자기혁신통해연기스펙트럼넓혀

상당수 식탁용배우 전락불구

최불암 이순재 김혜자 신구등

영화 드라마 연극무대서맹활약

최불암

고두심

안성기

김혜자

백일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