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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사진) 측이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

을 예고햇다.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엔

터테인먼트는“지난 9일 서

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

팀에 아이유 관련 명예훼손 

게시글·댓글 사례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21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아이유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

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 명예훼손 게시물·댓글 사

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준비

하고 있다고 지난 4월 알려드린 바 있다”며“이 중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례를 취합해 모욕 및 명예

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5월에 접수된 사례는 당사에서 채증 및 검

토한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 고소를 준비하

고 있다”면서“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적정 수위를 넘어선 악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해 인터넷 방송에서 아이유를 성희롱한 BJ는 1심

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

배우 기네스 펠트로(왼쪽)가 

과거 연인이었던 브래트 피트

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4일 데일리 메일, US위클리 

등은 기네스 펠트로가 영화감

독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경고

한 브래드 피트의 일화를 상세

하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네스 펠트로는 최근‘하워드 스턴 쇼(The How-

ard Stern Show)’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그는 1995년 하비 웨인스타인이 자신을 성추행했을 

당시 연인이었던 브래드 피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렸다.

앞서 기네스 펠트로는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

자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기네스 펠트로의 남자친구였던 브래

드 피트는 유일하게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맞섰다고.

기네스 펠트로는 1996년 영화‘엠마’에 캐스팅됐

을 당시 하비 와인스타인으로부터 마사지를 요구받

았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일 얘기를 나누자며 베버리

영국 해리 왕자와 할리우드 배우 메건 마클의 결

혼식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드

러났다.

지난 19일 영국 런던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에

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세기의 결혼식이 치러

졌다. 그리고 21일 CNN에 따르면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조사 결과 총 15개 채널에서 중계된 이날 결

혼식 실황을 본 미국 내 시청자 수는 2,900만 명으

로 집계됐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시청한 셈이다. 중계 시간

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토요일 오전 4∼5시부터 시

작했음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인기를 느낄 수 있다. 

부부의 도착과 행진 등 클라이막스가 담긴 시간

대에는 NBC 640만 명, ABC 630만 명, CBS 480만 

명의 시청자수를 기록했다. 

영국에서는 약 2,400만명이 시청, 윌리엄 왕세손

기네스 펠트로 “피트가 날 구했다”

미국인 10명 중 1명, 해리왕자 결혼식 시청

힐스에 있는 초호화 호텔로 나

를 불러“침대에서 함께 마사

지를 받자”고 말했다.

기네스 펠트로는 당시 22세

였다며“난 너무 어렸고, 겁에 

질려 있었다. 당시 남자친구 

브래드 피트에게 이를 털어놨

다”며“그 후 브래드 피트가 

하비 웨인스타인을 벽으로 밀

치며‘만약 당신이 내 여자의 기분을 또 다시 상하게 

한다면 나는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했다”고 설명

했다.

기네스 펠트로는“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나를 위

해 브래드 피트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 힘을 사용했

다. 이 일로 그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말하며 감사

를 전했다.

한편 기네스 펠트로는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과 지난 2003년 결혼했지만 2014년 이혼했다. 그는 

현재 미국 인기 드라마‘글리’제작자 브래드 팔척과 

3년의 열애 끝에 약혼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

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2011년 결혼식 때

(2,280만 명)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결혼식을 지

켜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는 세인트 조지 교

회 앞은 며칠 전부터 전 세계에서 몰린 10만 명의 인

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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