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0일 LA에서 열린 제 7회 해밀턴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 스크린 밖의 

영웅들을 위한 시상식 
 

Los Angeles Confidential 매거진과 공동개최 
시상자에는 레니 크라비츠, 에이미 아담스, 산드라 오, 조 샐다나, 케이시 애플렉, 

제레미 레너 등 포함 
 
(November, 2013년 11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혁신적인 시계 기술을 
비롯해 항공과 영화 세계에서 선구적인 역할로 유명한 Hamilton 시계가 어젯밤 
LA Ebell에서 제 7회 해밀턴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Hamilton Behind the 
Camera Awards)를 개최했다. Niche Media의 Los Angeles Confidential 매거진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시상식은 영화의 질을 높이고 영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에 기여한 스크린 밖의 스태프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자리였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138-hamilton-behind-the-camera-awards 

배우 엘리자베스 롬(Elisabeth Röhm)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레니 크라비츠, 
에이미 아담스, 케이시 애플렉, 조 샐다나, 산드라 오, 제이슨 라이트만, 브루스 
던, 제레미 레너 등을 포함해 수상 경력이 있는 A급 배우와 영화제작자들이 
상을 수여했다.  
 
해밀턴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 2013 수상자 및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감독: David O. Russell, “American Hustle” (데이비드 O. 러셀, “아메리칸 허슬”), 
시상자: 아카데미 상과 골든 글로브 후보 제레미 레너  

* 해외영화/감독: Haifaa Al Mansour, “Wadjda” (하이파 알 맨사우어, “와즈다”) 
골든글로브, SAG 그리고 에미상 수상자 산드라 오가 시상했다. 
* 각본: Brad Ingelsby and Scott Cooper, “Out Of The Furnace” (브래드 인겔스비 

및 스콧 쿠퍼, “아웃 오브 더 퍼니스”), 시상자: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후보 

케이시 애플렉  
* 제작:  Robbie Brenner and Rachel Winter, “Dallas Buyers Club” (로비 브래너 및 

레이첼 윈터,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 시상자: 수상 경력이 있는 여배우 조 

샐다나 
* 캐스팅 디렉터: Billy Hopkins and Leah Daniels-Butler, “Lee Daniels’ The Butler” 

(빌리 홉킨스 및 레아 대니얼스-버틀러, “리 다니엘스 더 버틀러”), 시상자: 

배우이자 그래미 상 수상자인 싱어/송라이터 레니 크라비츠 
* 제작 디자이너: Jess Goncher, “Inside Llewyn Davis” (제스 곤처,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 시상자: 영화제작 감독 로버트 그라프  



* 편집: Dana E. Glauberman, “Labor Day” (다나 글로버맨, “레이버 데이”), 
시상자: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오른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및 제작자인 
제이슨 라이트만  
* 의상 디자이너: Michael Wilkinson, “American Hustle” (마이클 윌킨슨, 

“아메리칸 허슬”), 시상자: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후보 배우 에이미 아담스  

* 소품 담당자: Brad Einhorn, “Behind the Candelbra” (브래드 에인혼, “비하인드 

더 칸델브라”), 시상자: 수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조 맹가니엘로 

* 영화 촬영 평생 공로상: Phedon Papamichael, ASC, “Nebraska” (페든 

파파마이클, ASC, “네브레스카”), 시상자: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후보 배우 

브루스 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