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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연극계누빈 명품배우 故전미선
제빵왕김탁구 등출연작마다히트… 시청률보증수표

영화 나랏말싸미 24일개봉앞두고 비보 에팬들충격

배우전미선이지난달25일서울중구메가박스동대문에서열린영화 나랏말싸미 제작발표회에서인사말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전주한호텔에서숨진채발견된

전미선은방송과영화,연극무대를오가며활발하

게활동하던올해30년차중견배우다.

단아한이미지와뛰어난연기력으로명품배우로

불리며시청자들과관객의사랑을받았다.

1970년생으로만49세인그는안양예고(연극영

화과)와서울예대방송연예과를졸업했다.

고3 때인 1989년 KBS 드라마 토지로데뷔한

뒤 만남 , 전원일기 등으로얼굴을알렸다.

1990년영화 그래가끔하늘을보자로스크린

에도데뷔해 우리시대의사랑 , 젊은남자 , 8월

의크리스마스로관객의눈도장을찍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각종 특집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활발하게활동한그는슬럼프를겪기도

했다.

전미선은 2011년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 18살

어린나이에데뷔해많은상처를받고, 연기에한

계도느꼈다고떠올렸다. 1990년대후반부터패

션디자인,미술등을통해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

려했지만, 성과가좋지는않았다.당시연기를아

예그만둘까생각했던전미선은김대승감독의영

화 번지점프를하다 (2000)를만나다시연기에

눈을떴다.

전미선은 이후 영화 살인의 추억 , 드라마 왕

건과 인어아가씨 등을거치면서 나는연기를할

수밖에없는사람이구나라고느꼈다고했다.

연기자의길로방향을확고히잡은전미선은 황

진이 , 제빵왕김탁구 , 오작교형제들 , 해를품

은달 , 응답하라 1988 , 육룡이나르샤 등수많

은드라마에서폭넓은연기를선보였다.

그중최고시청률 49.3%까지치솟았던KBS 2

TV 제빵왕김탁구 (2010)에서주인공탁구의친

모역으로기억하는사람들이많다.

출연하는드라마마다히트하자그는 시청률보

증수표로통하기도했다.

KBS연기대상조연상(2006),제34회황금촬영

상최우수여우조연상(2014), SBS연기대상일일

극부문여자특별연기상(2015)을받으며연기력

도인정받았다.

영화에서도 마더 , 수상한이웃들 , 숨바꼭질

등에모습을내밀며주조연으로서남다른존재감

을뽐냈다.

그는연극무대로도활동영역을넓혔다.국민배

우강부자와호흡을맞춘연극 친정엄마와 2박 3

일은 2009년1월초연돼장기공연중이다.

말기암환자인딸이생의마지막 2박 3일을친

정엄마와함께보낸다는내용으로, 관객들의눈물

샘을자극하며인기를끌었다.그동안지방순회공

연을이어온그는이날부터이틀간전북대삼성문

화회관에서이연극을공연할예정이었다.

전미선은 24일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도 앞뒀

다.불과나흘전인지난달 25일열린제작보고회

에송강호등과함께참석했던터라그의비보는팬

들에게더욱충격을줬다.

전미선은이작품에서세종의부인소헌왕후역

을맡아기존사극속에서그려진여성상과는다른

대장부로서모습을보여줄예정이었다.전미선은

당시 제가하고싶었던말, 갖고싶었던성품을소

헌왕후가갖고있었다고말했다.

전미선은2006년12월한살연상의영화촬영감

독박상훈씨와결혼했다.그가스크린데뷔 15년

만에처음주연한영화 연애 (2005)에서배우와

촬영감독으로만나2년간교제끝에백년가약을맺

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예술회관특별기획 피아노오케스트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성공기원 광주문화예술회관개관 28주년기념

광주문화예술회관은2019광주FINA세계수영

선수권대회개최성공기원과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28주년을기념하며특별한기획음악회를올

린다.

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그랜드피아

노20대와피아니스트40명이한무대에올라 피

아노 오케스트라(PIANO ORCHESTRA) (이

하, 음악회)를선보인다.

이번특별기획음악회는예향의도시광주광역시

의위상에맞춰화려함속에웅장함과획기적이면

서깊이있는클래식을선보이고자한다.음악회는

그랜드피아노 20대와타악기로만이뤄진피아노

오케스트라로광주문화예술회관의무대에이처럼

많은피아노가한무대에오르기는처음인이색적

인무대이다.

음악회는한국의대표피아니스트김대진(한예

종음악원장)이무대맨앞피아노에앉아지휘와

연주를동시에맡으며현재한국클래식을주도하

고있는피아니스트손민수,이진상을주축으로한

국클래식계를이끌어갈37명의라이징스타피아

니스트들로이뤄진크누아피아노오케스트라단이

합주한다.이날은오케스트라의요소인현악관악

기가없이피아노20개가무대에부채꼴형태로올

려지며타악기는팀파니와퍼커션연주자만함께

해혁신적이고폭발적인에너지를관객에게선사

할예정이다.

공연의 1부는피아노연탄편성(4 hands)의곡

들이연주된다. 짧은 4곡으로이루어진드뷔시의

작은모음곡(Petite Suite)에서는편안한리듬,

화성,선율속에묻어나는드뷔시만의감성을느낄

수있다. 이어자유분방한헝가리집시리듬속에

브람스의고전적음악성이섞인 헝가리무곡(Hu

ngarianDance) 1번과2번그리고5번을이어서

감상할수있다.

음악회의하이라이트는 2부이다. 스트라빈스키

의 봄의제전(TheRite of Spring)을40인의피

아니스트가 한 무대에서 연주한다. 기이한 리듬,

변칙적인박자,웅장한음향등으로젊은이들의열

정을연상시키는이곡은연주자의실력이여과없

이드러나는작품으로꼽힌다.

호남권최초로선보이는피아노오케스트라음

악회는클래식을사랑하고피아노애호가들,광주

시민들에게특별한감동을선사할이번음악회의

입장권은V석 5만원,R석3만원, S석 2만원,A석

1만원이며8세이상관람가능하다.

/장기호기자repf@

BTS,美티켓판매량차트또 1위

3개도시회당평균 5만여장

그룹방탄소년단(BTS)이스타디움투어3개도

시공연에서회당평균티켓5만여장을판매해또

다시투어차트정상에올랐다.

지난28일(이하현지시간)세계라이브투어및

페스티벌 전문 매체 폴스타가 발표한 7월 1일자

라이브75 (LIVE75) 차트와기사에따르면방탄

소년단은브라질과영국,프랑스등 3개도시투어

회당평균티켓판매량5만1천106장으로1위를차

지했다.

라이브75는폴스타가매주발표하는투어티켓

판매량차트로,지난 30일동안열린투어의회당

평균 티켓 판매량을 기준으로 1위부터 75위까지

순위를정한다.

공연이최소3회이상개최됐고 30일이내에공

연이예정된투어(Active tour)가해당한다. 7월

1일자차트는 5월 하순부터 6월하순까지개최된

투어가적용됐다.

방탄소년단은 5월 4~5일미국에서투어를시작

했지만이번차트에는브라질상파울루알리안츠

파르크(5월 25~26일),영국웸블리스타디움(6

월 1~2일), 프랑스스타드드프랑스(6월7~8일)

등 3개도시총6회투어티켓판매량이반영됐다.

송중기-송혜교파경에 태양의후예

재방송방송사들난감속시청률↑

2016년최고시청률 38.8%(닐슨코리아)를 기

록한KBS 2TV 태양의후예는케이블방송사들

에는장기효자상품이다.

하지만이작품으로인연을맺고부부까지된송

중기(34)-송혜교(37)의파경소식이갑작스럽게

전해지면서 태양의후예를틀고또틀던방송사

들도난감한상황에처했다.

1일기준 태양의후예를공식적으로재방송중

인 곳은 드라맥스, 폭스, 스카이드라마, E채널,

KBSW 5곳이다.

드라맥스는지난27일까지총 16회를모두방송

한후 29일부터다시1회부터방영중이다.폭스와

스카이드라마는하루에두세차례씩한창방영에

열을올린상황이고, E채널역시 한바퀴를돈후

지난주부터다시방송중이다. 심지어KBS W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이틀간각 8편씩을방송

해주말몰아보기시청자를노리는편성을했다.

송송커플의비보가 태양의후예 재방송편성

에정확히득이될지실이될지는알수없는상황

이지만 방송사들은 일단은 난감해하는 분위기이

다. 다만쏟아지는관심속에시청률면에서 반짝

이득을본곳도적지않다.

작품을재방송중인한방송사관계자는이날통

화에서 남녀 20~49세타깃시청률기준지난주부

터이날까지평균시청률이0.051%인데어제방송

분은 0.094%가나왔다.꽤오른것이라고귀띔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