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송혜교(사진)측이송중기와의이

혼소식후확산한관련악성댓글과루머

유포자들을일괄고소했다.

25일 경찰에따르면송혜교측은이날

분당경찰서에허쉬사실적시에따른명예

훼손및모욕에대한내용으로다수를상

대로한고소장을냈다.

송혜교측은이번고소와관련, 어떠한

선처나합의없이강경하게대응하겠다는

입장을경찰에피력한것으로알려졌다.

앞서송혜교와송중기는결혼1년8개

월만에이혼조정에나선사실이보도되

며다양한악성댓글과루머에시달려왔

다. 송중기소속사역시루머유포에대

해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사람의이혼조정은지난22일성립

돼두사람은결혼1년9개월만에완전히

남남이됐다. /연합뉴스

삶에 지쳐어디론가훌쩍떠나고싶었

을당신을위해준비한,당신을낯설고특

별한공간으로초대하는전시가열린다.

현대인들이잠시나마일상생활에서겪

는피로감이나억압에서벗어날수있도

록삶의비상구를선물하고자하는고마

음의개인전 마음으로부터가 26일부터

8월 16일까지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

지리채갤러리에서열린다.

개인의 성장과사회라는틀속에서현

대인들은 수많은 혼란을 겪는다. 그래서

인지사는동안내가진정으로원하는것

이무엇이며내가꿈꾸는삶이무엇인지

알수없는결핍이지속된다.지역에서활

동하고 있는 청년작가 고마음은 자신의

작업이개인의감정에서부터시작됐다고

말한다. 친구들과의 만남과 수다로도 미

쳐다해소하지못한스트레스가많은날

이면항상잠을청했다는작가는 악몽을

꾸는날도있었지만가장기억에남는꿈

은아무도없는섬의해변에누워끝이보

이지않는핑크빛바다를보았던꿈이었

다. 고말했다.

현실에서벗어나복잡한생각들을잠시

머리에서떨쳐내고싶었던작가의마음이

투영되었을평온하고따뜻했던꿈에서깨

어나그장면을캔버스로옮기면서작가

의작업은시작됐다.

고마음작가의작품에는사람이등장하

지않는다.오직공간과그공간을꾸며주

는 소품, 의인화된 동물들만 있다. 작품

안공간은오직관람객한사람만을위한

공간인것이다.

고마음 작가는이번개인전을위해광

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9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만세만세만

(萬)만(滿)계에 참여하여 네이버 해피

빈을통해 5월~6월 모금을진행했고, 목

표한 150만원을모금한달만에조기달

성했다.이에만만(滿滿)한이자150만원

을더하여총300만원으로이번프로젝트

를진행한다.

올해 첫 개인전을맞이하며고마음작

가는 누구나마음속답답한돌덩어리를

하나씩두고살아가는요즘, 잠시나마그

짐을놓고쉬어가도된다고말하고싶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무의식에 몸

과마음을맡기고나만의안식처를만들

어마음을치유하는시간이되었으면좋

겠다. 고전했다.

한편 만만계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돼현재7개프로젝트가모금에성공

했고, 총 모금금액은 온라인 9백여만원,

오프라인은34백여만원이다.현재해피빈

에서△극단바람꽃 연극게릴라씨어터

공연 프로젝트 △문화창작소 그레이스

오페라 조선, 브로맨스 △송재영 기억

보관소타자기버스킹 , △신지영 누빔,

3D프린터를 통해 도자로 재해석하다의

모금이진행되고있다.

기부 참여방법은 해피빈 개별 모금함

(http://happylog.naver.com/

gjcfgive.do) 또는네이버에서광주문화

재단을검색하면개별모금함에서가능하

다. 관람료는무료이고자세한문의는기

금조성TF팀 (062)670-7957로 하면된

다. /오복기자boh@

광주독립영화관이일본의위안부문제

와위안부피해할머니들의삶과투쟁을

조명하고있는세편의영화를묶어 위안

부 피해 할머니 기억투쟁전을 마련한다

고밝혔다.

최근일본의갑작스러운수출규제로온

국민이반일감정에휩싸여있는시국에

서마련된행사여서그의미를더하고있

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세 편의

위안부문제영화들은,인류역사상그유

례를찾아볼수없는성노예범죄를아직

까지도사죄하고있지않은일본의만행

을고발하고,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이꿋

꿋하게살아가고있는모습을담고있는

작품들이다.

현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에움길은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

서20여년간생활한일본군성노예피해

할머니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영상일기

다.

소소하지만특별한할머니들의20년동

안의 일상이 담긴 다큐멘터리로, 할머니

들이견뎌온묵직한세월을확인할수있

다. 지난25일개봉한 주전장은일본계

미국인미키데자키감독이일본우익들

의협박에도불구하고일본군위안부문

제를파헤치고있는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위안부문제를객관

적인 태도로 들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이유로진영을가리지않고, 한국

과일본그리고미국의30명정도의인터

뷰가등장해대립되는주장을펼치는제

목그대로말의전장이펼쳐지는영화다.

이영화를통해한일양국의지배정서

가어떻게성노예여성들의이야기와목

소리를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지워내려

했는지, 나아가이들을어떻게성적대상

화했는지에대한이야기들을집중적으로

들을수있다.

8월8일광주독립영화관에서개봉을앞

두고있는 김복동 역시위안부할머니가

주인공인영화다.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자신이 위안

부피해자임을고백한이후, 일본정부를

향해위안부피해사과촉구운동을해온

상징적인인물이다.

김복동은사리분별이분명한사람이

자,인자한어른이며,위대한투사였던김

복동의삶을조명하고있다.

위안부피해할머니기억투쟁전을준

비한 광주독립영화관 윤수안 관장은,

1991년김학순할머니가자신이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한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흘렀지만, 일본의전시성폭력문

제가해결되지않았음을알수있게되고,

일본 우익세력들의뻔뻔함을확인할수

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들영화들은광주독립영화관에서만

날수있고, 상영료는 7천원이다. 자세한

문의는광주독립영화관 (062)222-1895

로하면된다. /오복기자b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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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소리 판소리 세계인에게알린다

전통문화관토요상설공연,소리꾼방수미무대

국악공연과함께전시 체험 공예마켓등다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해 특별

프로그램과 야간개장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선수촌 내

에서입소문을타면서외국선수단과관

람객들의필수방문코스로자리잡고있

다.

전통문화관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전통미를더하다를주제로,전시공연

체험등다양한볼거리, 즐길거리를마

련해한자리에서우리전통의멋과깊이

를느낄수있도록준비했다.

오는27일오후8시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열리는토요상설공

연은 소리꾼 방수미를 초

청해 방수미와우리가락

무대를펼친다.

방수미명창은지난

해연말KBS국악대

상판소리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판소리실력을다

시한번인증받았다.또문재인대통령

유럽순방기념 한국음악의울림 공연

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문화사절단으로

참여해큰화제가되기도했다.

이날공연은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

된판소리의주요대목을만날수있는

무대로, 한국의전통타악과판소리, 민

요등을전세계인이함께즐길수있는

소리로재구성해공연을펼친다.

첫 무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과관객들의안녕을염원하는 비나

리로 공연의막을연다.이어판소리어

법에맞게창작한 세계민요메들리 ,아

쟁과대금이어우러진 산조병주 로관

객과 소통의 무대를 이어간다. 다음은

방수미명창과제자들의속이뻥뚫리는

시원한음색을느낄수있는시간으로춘

향가中사랑가, 흥보가中흥보박타는

대목, 심청가中심봉사눈뜨는대목을

차례로선보인다. 마지막으로남도민요

신뱃노래, 동해바다를관객과함께따

라부르며이날공연을마무리한다.

방수미명창은제13회KBS서울국악

대경연대회 판소리부문 차상,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선정 오늘의젊은예술

가의상 , 2015년천년전주천인갈채상,

2016년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대

통령상, 2018년 KBS 국악대상판소리

상을수상했으며,현재국악방송온고을

상사디야 진행, 전주판소리합창단 단

장,국립민속국악원창극단지도단원등

국내외에서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다.

이날공연은방수미?양혜원?김진솔(소

리),전준호(고수),박신의(대금),조진

용(해금),서수진(아쟁)이출연한다.

한편전통문화관은세계수영선수권대

회가열리는8월18일까지오전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야간개장하며, 누

구나 관람가능하다. 토요상설공연은 8

월휴식기를갖고하반기공모공연작품

을선정해9월부터선보일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통문화관

(062)232-1595으로하면된다.

/오복기자boh@

방수미명창. /광주문화재단제공

마음으로부터 위로한다

청년작가고마음개인전

내달16일까지리채갤러리

광주독립영화관 위안부피해할머니기억투쟁전

위안부기억투쟁전 주전장 포스터.

/광주문화재단제공

에움길 , 주전장 , 김복동 영화 3편개봉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의 삶과투쟁 조명

공사중-특별한준비Ⅰ(위쪽), 공사중-특별

한준비Ⅱ. /광주문화재단제공

송혜교,루머선처없다

이혼관련루머유포자들일괄고소

1세대걸그룹파워… 캠핑클럽 1천만뷰

첫방송고작열흘만에성과

젝키 신화등도활발한활동

예능 캠핑클럽 스틸컷. /연합뉴스

1세대걸그룹핑클의귀환으로화제

가된 JTBC 예능 캠핑클럽이방영 2

회만에온라인클립재생수1천만뷰를

훌쩍넘겼다.

25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CJ

ENM등주요방송사클립영상을위탁

받아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렙(SMR) 이 자체 통계

분석시스템 위즈덤(Wisdom) 을통해

분석한결과 캠핑클럽이지난21일까

지거둔재생수는1천125만5천205회에

달한다.첫방송후고작열흘만에거둔

성과다.

지난 20일에방송된 2회방송클립

재생수가 아직 1회 재생수에 미치지

는못하지만, 이미 캠핑클럽 파급력

은상당하다. 2회방송만으로 7월방

송된예능프로그램중 4위에오르는

기염을토했다.

캠핑클럽 클립중에서가장높은재

생수를기록한장면은 옥주현의눈물

이다. 핑클의 히트곡 내 남자 친구에

게에 맞춰 안무를 떠올리던 옥주현은

별안간 눈물을 터뜨렸고, 해당 클립은

무려 94만뷰를 기록했다. 이효리와 성

유리의눈물도조회수 81만회로 2위를

기록했다.

팀리더이자유일하게연예대상수상

경력이있는이효리가중심역할을톡톡

히하는가운데,멤버간새로운호흡(5

6 8 9위)과자신들의히트곡을 셀프디

스하고(10위), 19금토크를하는등

(4위) 시간이흐르며자연스럽게변한

핑클모습이주목받았다.

예능에서눈부신활약을보이는 1세

대아이돌은핑클뿐만아니다. H.O.T.

와 S.E.S., 젝스키스, 엔알지(NRG),

지오디(god),클릭비등많은1세대아

이돌이앞서재결합했고,신화는꾸준히

활동을이어왔다.이그룹멤버중상당

수가최근에도예능프로그램에출연중

이다.

가장활발히활동하는 1세대아이돌

출신은젝스키스은지원이다.

은지원은 tvN 강식당 시리즈는물

론, MBN 훈맨정음 , tvN 고교급식

왕 , JTBC 찰떡콤비에 고정 출연했

고MBC 라디오스타 ,올리브 모두의

주방 , 채널A 도시어부 등에게스트

로출연했다.

은지원은최근새솔로앨범을발매하

며 음악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가

지난4월이후로예능프로그램에서올

린 재생수는 무려 2천556만5천352회

다.

2위는 tvN 현지에서 먹힐까 3 ,

MBC에브리원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출연하며재생수1천500만뷰를넘긴신

화에릭이다.

지오디멤버중에서는 와썹맨 이후

로 다시 전성기를 맞은 박준형이 가장

활발히예능에출연했고, H.O.T.는문

희준, S.E.S.는 바다, 클릭비는 김상

혁,NRG는천명훈의활동이눈에띄었

다.

한편, 1세대아이돌그룹별재생수1

위는젝스키스다.은지원뿐아니라장수

원도예능프로그램에게스트로종종얼

굴을내밀었다.

2위는신화.한프로그램에출연중인

핑클을제외하고최근멤버전원이방송

활동한1세대아이돌그룹은신화가유

일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