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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남진 노래인생55주년기념헌정식열린다

26일여의도 63시티컨벤션

후배들축하무대…헌정앨범제작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 남진(75)의

노래인생55주년을기념하는헌정식이열린다.

9일 남진 55주년 헌정앨범을 제작한 다함엔

터테인먼트에따르면헌정식 당신을노래합니

다,남진55주년헌정앨범이오는26일서울여

의도63시티컨벤션에서열린다.

디너쇼로 열리는 헌정식에는 남진뿐만 아

니라 대한가수협회 회장인 이자연, 설운도,

조항조, 진성, 박상민, 박미경, 육중완밴드,

서문탁등쟁쟁한후배가수들도참여해축하

무대를꾸민다.

사회는수십년동안KBS가요무대를이끈

김동건아나운서가맡는다.

헌정식에참여하는후배가수들은지난 13일

공개된남진55주년헌정앨범에서남진의대표

곡을불렀다.

다함엔터테인먼트측은 후배가수들과남진

이한마음이되어연출할감동의무대, 55년의

인생스토리와음악을추억하고기억할감명있

는무대가될것이라고전했다.

남진은 1965년 울려고내가왔나로이름을

알린뒤 가슴아프게 , 님과함께 , 그대여변

치마오 , 미워도다시한번 , 빈잔 , 둥지 등

많은히트곡을내며한시대를풍미했다.

/연합뉴스

유재석도박나래도김신영도…부캐를던져라

부캐릭터로가장활발한활동을펼치는유재석.

부캐릭터 둘째이모김다비로인기를끄는김신영.

유 유산슬 라섹 닭터유…

놀면뭐하니서 YOO니버스 구축

박 나혼자산다서

미국식홈파티맞춰본인조지나소개

김 둘째이모김다비

주라주라 데뷔구수한사투리구사

<부캐릭터>

방송가 부캐 (부캐릭터)전성시대.

부캐란원래캐릭터가아닌또다른캐릭터를뜻

하는말로, 온라인게임에서유래했다. 최근개그

맨들이자신의본캐릭터가아닌다른캐릭터를내

세워활동하는사례가늘면서예능가에서도자주

쓰이는말이됐다.

가장활발한 부캐의세계를보여주는것은바

로유재석이다. 그는MBC TV 놀면뭐하니? 에

서김태호PD가부여해주는부캐들을각양각색으

로 소화해내며 YOO니버스 (유재석의 유니버

스)를구축하고있다.

유재석은트로트인기에화력을더한신인트로

트가수유산슬부터드러머유고스타,라면끓이는

섹시한 남자 라섹, 하프 신동 유르페우스, 일일

DJ유DJ뽕디스파뤼, 치킨의맛을설계하는닭터

유까지화려한부캐의세계를자랑한다.

특히유산슬로활동할때는타사프로그램에출

연해서도철저하게유재석과거리를두며부캐의

정석을보여줘팬들의호응을얻기도했다.

최근유재석의부캐들을넘볼만큼인기를누리

는건김신영의둘째이모김다비다.심지어포털사

이트에서김신영을검색해도인물정보에둘째이

모김다비가병기될만큼이부캐는김신영의확고

한제2의페르소나로자리잡았다.

1945년생, 계곡산장에서오리백숙집을운영한

다는 둘째이모 김다비의 특기는 킬 힐 신고 약초

캐기, 취미는새벽수영-정오에어로빅-심야테니

스다. 슬하에는 아들 셋이 있으며 조카로 김신영

(?)이있다.

그는지난달 1일정규앨범 1집 주라주라로데

뷔해예능가를누비며빠른전성기를맞았다.가끔

정체성에혼란을느끼면서도아랑곳하지않고무

대를누비며구수한사투리를구사하는게포인트

다. 그는 최근 놀면뭐하니? 닭터유편부터 TV

조선 뽕숭아학당 , 올리브 밥블레스유2 까지김

신영을대신해 열일 중이다.

박나래의 부캐는 조지나다. MBC TV 나혼

자산다에서미국식홈파티에맞춰자신을조지나

라고소개한박나래는조지나가안동조씨라는반

전입담을보여줘웃음을안겼다.물론유산슬이나

둘째이모김다비에비해조지나는진화중인단계

로,세계관구축이좀더필요한상황이다.

이렇듯개그맨들이너도나도부캐만들기에골

몰하는것은새로운이미지를창조하기좋은전략

인데다, 최근시청자들도한사람의다양한얼굴

을인정해주는방송환경이마련된덕분이다.

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는7일 일종의B급놀이

같은것인데, 그 사람이그사람이아니라는것을

다알면서도속아주는것이라며 개그맨입장에서

는새로운캐릭터를보여줄수있다. 또 개그맨들

은연기를잘하니부캐를천연덕스럽게보여주는

데도능하다고말했다.

박지종대중문화평론가도 부캐를만들면정체

성을강하게만들수있다. 과거에는단지 개그맨

이노래도한다였다면,김다비가나와버리면새로

운인물의정체성이하나더생기는것이라고말

했다.

그는다만 인기있는연예인의부캐가많아질수

록인기편중현상은좀심해질수있다. 새로운스

타들이기회를받을가능성이좀줄어들수있다는

우려는있다고짚었다.

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는 한사람이다양한캐

릭터를구사하는것,멀티페르소나를대중이받아

들이는데익숙해진시대라며 대중의지지가있

기때문에한사람이여러인물로활동하는게허

용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마리텔 미국판나온다

제이슨므라즈등출연

셀리브리티쇼오프방영

MBCTV예능 마이리틀텔레비전 (이하마리

텔)을원작으로한미국판마리텔 셀리브리티쇼

오프 (Celebrity Show-Off)가제작방영된다.

9일 MBC에 따르면 미국 워너미디어 소속의

TBS채널은오는 23일 셀리브리티쇼오프를처

음방송한다.

미국판 복면가왕인 더 마스크드 싱어 (The

Masked Singer)총괄프로듀서인크렉플레스티

스가참여한이프로그램은 10개에피소드로구성

되며,매주출연하는스타들은온라인으로공개될

기발한콘텐츠를스스로개발해대결한다.

출연진도화려하다. 미국드라마 빅뱅이론에

출연한마임비아릭이진행을맡았으며,한국인이

사랑하는팝가수제이슨므라즈, 세계적인DJ디

플로,힙합가수자룰,미식축구선수트래비스켈

시,영화배우토리스펠링이출연한다.

마리텔은 2015년부터 2년여간MBC에서방송

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개인방송과 TV 예능을

결합해호평받았다. /연합뉴스

차세대싱어송라이터뽑는다

유재하음악경연대회,예선접수

30년역사를자랑하는 유재하음악경연대회가

차세대싱어송라이터발굴에나선다.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CJ문화재단은 다음 달

16일까지 제31회 CJ와 함께하는유재하음악경

연대회 예선접수를한다고 10일밝혔다. 만 17세

이상으로한국에서연예활동이가능한누구나개

인또는팀으로지원할수있다.

올해에는더많은신인싱어송라이터들에게기

회를제공하고장르의다양성을확장하기위해지

원요건에변화를줬다. 기존에는미니앨범(EP)

을 1장이하로발매했던사람만지원가능했지만,

이번대회에서는정규앨범발매이력이있어도지

원할수있다.

본선에 진출한 모든 참가자는 유재하 동문회

자격이주어진다. 입상자는장학금총 2천만원을

받고, 유재하음악경연대회 31기동문앨범과기

념공연에참여하게된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는 1987년 1집 사랑하기

때문에를남기고요절한유재하를기리고젊은싱

어송라이터를발굴육성하고자 1989년처음열렸

다. 그동안방시혁, 유희열, 김연우, 심현보, 이규

호, 루시드폴,정준일, 스윗소로우,노리플라이등

굵직한싱어송라이터들을배출해내며국내를대표

하는음악경연대회로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