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트아동복지회는배우정해인팬모임

인 정해인의 핸더랜드가 정해인(사진)

데뷔 6주년을기념해후원금을전달해왔

다고30일밝혔다.

팬모임은최근종영한MBC TV 드라

마 봄밤에서정해인이미혼부유지호를

연기한것을계기로미혼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하게 됐다고 설명했

다. 홀트아동복지회관

계자는 팬들이스타와

함께 나눔에 동참하고

있어감사하다라며후

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가정의생

활비와아동양육비로전액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이 베트남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영화와맞먹는수준으로흥행

몰이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30일CJ엔터테인먼트베트남법인에따

르면지난달 21일베트남에서선보인이

영화는현지에서이미여러가지기록을

갈아치웠다.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해

11일 만에매출 195만 달러(약 23억원)

를돌파,종전베트남개봉한국영화최대

흥행작인 부산행 매출 186만 달러(약

22억원)를초과했다.

이어개봉 3주까지꾸준히톱5에들며

흥행행진을이어갔고, 관객 100만명돌

파를눈앞에두고있다.

베트남에서해외영화가관객100만명

을 동원하는 것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정도다. 현지영화도 100만 관객을

모으는게쉽지않다.

덕분에 기생충은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영화가운데처음으로1개월이상상

영하게됐다.매출도300만달러(약35억

원)에이를것으로기대된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최근에도

하루 2천∼3천명의 관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면서 상영기간을 8월초까지로연

장하는것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

또 지난 26일 CJ HK 엔터테인먼트가

현지130개극장에서개봉한이창근감독

의영화 로망이불과3일만에10만관객

을모으며디즈니영화 라이온킹에이어

박스오피스2위를차지했다. /연합뉴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수 최강창

민(본명 심창민 31 사진)이 다문화 가

정아이들을위해써달라며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30일밝혔다.

재단은 이 돈을 다문화가정 아동 50

명의학습비로지원할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억원 이상 고

액기부자모임 그린노블클럽 의멤버

인최강창민은 2017년 11월포항지진

당시 피해 지역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해써달라며4천500만원을전달하는

등이번기부까지총2억원이상을초록

우산어린이재단에기부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이순신장군의리더십과가족

애를키울수있는 조선수군학교 캠프를

오는9월27~28일운영키로하고,참가할

중학생가족을9월 10일까지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이어올해두번째로개최하

는조선수군학교는명량대첩을승리로이

끈이순신장군의백전백승리더십을배

우고2019명량대첩축제(사진)와함께가

족간의즐거운추억을쌓고유대감을키

우도록하기위해마련됐다.

조선수군 무예 배우기, 이순신 전문가

토크쇼,무예버스킹,군함탑승체험,가족

대항레크리에이션등다양한프로그램으

로진행된다.

문화재청과전남도후원으로운영되는

이순신리더십캠프의 일환으로 치러지며

중학생자녀를둔가족이면누구나참가

가능하다.참가비는무료다.

명량대첩축제 누리집(www.mldc.kr

)에서신청서를내려받아이메일(seong

217@nate.com)로신청하면된다. 자세

한사항은기념사업회사무국(061-537-

5265)으로문의하면된다.

명량대첩축제는세계해전사상유례를

찾기힘든명량대첩을이끈이순신장군

과전라도민의희생호국정신을선양하기

위해매년울돌목일원에서개최하고있

다. 올해는 불굴의 명량! 호국의 울돌

목! 이란주제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진도녹진관광지와해남우수영관

광지일원에서펼쳐진다.

2019명량대첩축제는전남을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다. /윤규진기자jin2001@

진도군이31일부터매주수요일오후7

시30분수요상설공연인 진수성찬을시

작한다.(사진)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열리는

이공연은쏠비치호텔&리조트진도개장

과 여름 휴가철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고자마련했다.

군은전국에서가장많은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로서

휴가철 진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계

획이다.

개막공연은무형문화재보존회의진도

씻김굿, 진도다시래기 등 상장례 공연을

1시간동안한다.

국가무형문화재제72호로지정된진도

씻김굿은춤과노래로신에게비는무속의

식이다. 죽은이의맺힌원한이나아쉬움

등의모든것을씻어주어편안하게다음세

계로갈수있도록기원하는의례이다.

진도씻김굿공연에TV조선 내일은미

스트롯 최종우승자인가수송가인의어

머니송순단전수조교가출연한다.

사물반주에맞춰노래와춤, 재담으로

상주와그가족을위로하는국가무형문화

재제81호로지정된진도다시래기도함께

선보인다.

관람료는1만원이다.

군관계자는30일 수요상설공연이토

요민속여행과 함께 진도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할수있도록다양한전통민속

예술공연을하겠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연예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9

여름방학상상속모험 남도어린이페스타

31일 내달7일 14일남도소리울림터서특별공연

돌아라돌아라뱅뱅등다채로운공연예술체험활동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남도소리울림터에서 특별 기획

으로31일과8월7일, 14일매주수요

일 2019 남도어린이페스타 공연을

펼친다고밝혔다.

남도어린이페스타 공연은 전남에

서활동하는공연단체가지역의문화

자원을 소재로 펼쳐진다. 방학 기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기획됐다.

공연작품은31일 돌아라돌아라뱅

뱅 , 8월 7일 바다의모험 , 14일 나

와라소금 이다.각각강진청자,목포

바다의 생태계, 신안 소금 등 남도의

문화자원을소재로해자라나는어린

이들에게자유로운상상속모험과재

미를선사할것으로보인다.

공연은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씩

진행된다. 출생 후 36개월 이상인어

린이부터무료로입장이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방

방곡곡문화공감에 선정돼 준비됐다.

관람 신청은 문화N티켓(https://

www.culture.go.kr/ticket/main

)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수요

에따라조기마감될수있다.

부대행사로는 공연 내용과 연관되

는체험행사로도자기만들기,바다생

물 팔찌 만들기, 소금 천연제습제 만

들기등어린이들의동심과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예술공방 이체험비

용없이무료로진행된다.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야외에서

는클라운마임형식의표정, 소리, 신

체를 이용한 버블팡팡마임 공연이

열린다.

조용익 전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

사는 전남의 미래 동량이 될 자라나

는 어린이들이 이번 2019 남도어린

이페스타 를통해자유로운상상력과

꿈을 키우고 성장하길 바란다 며 앞

으로도지역우수공연단체들의공연

이도민들에게사랑받도록많은기회

를만들어가겠다 고말했다.

문의는 전남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운영팀 061-981-6688으로 하면된

다.

/윤규진기자jin2001@

남도어린이페스타공연. /전남도제공 진도서맛보는 진수성찬

매주수요일오후7시30분

명량대첩축제 조선수군학교

9월10일까지캠프참가모집

이순신백전백승리더십교육등

가수최강창민,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5천만원기부

유니세프 BTS,글로벌 폭력근절 나선다

가정학교 사회폭력등노출

세계청소년어린이에관심호소

친절 우정큰힘된다 메세지

지구촌폭력근절소망마음담아

유니세프는 유엔(UN)이 지정한

국제우정의날 을맞아방탄소년단

(BTS)과함께 아동폭력근절 을주

제로 제작한 글로벌 홍보영상 엔드

바이올런스 (ENDviolence)를 공

개했다고30일밝혔다.

유니세프에따르면이영상은가정

과학교, 사회에서다양한폭력에노

출된세계청소년과어린이들에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학교 폭력으로 괴

로워하는이들에게친절과우정이큰

힘이될수있다는메시지를담고있

다.

영상제작은유니세프와 BTS, 소

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펼치고

있는 러브 마이셀프 (LOVE MY

SELF) 캠페인과 유니세프의 글로

벌아동폭력근절캠페인 엔드바이

올런스 (ENDviolence) 활동의 일

환으로진행됐다.

이번영상은영어, 프랑스어, 스페

인어, 아랍어, 중국어등유엔 5개공

용어와한국어등6개언어로만들어

졌다.

BTS 멤버들은촬영후 러브마이

셀프 캠페인은 전 세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내면에서사랑을찾고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

도록 격려하는 캠페인 이라며 모두

가사랑과친절을나눔으로써지구촌

폭력이하루빨리사라지기를소망한

다 고밝혔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

총장은 전세계 10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BTS가 폭력 근절

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 주어 매우

기쁘게생각한다 고전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이출연한 엔드바이올런스 (ENDviolence)캠페인영상. /연합뉴스

기생충 베트남서100만돌파 흥행돌풍

로망 도관객눈물바다만들며개봉3일만에박스오피스 2위

베트남에서흥행중인영화 기생충과 로망 . /연합뉴스

정해인팬모임,데뷔6주년기념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