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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자니윤(한국명 

윤종승) 씨가 8일 오전 별세

했다. 향년 84세.

1936년 충북 음성에서 태

어난 고인은 서울 성동고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대학 성악과에서 

유학했다. 대학 졸업 뒤 미

국에서 영화배우, 스탠드업 

코미디언 등으로 활동하던 그의 인생에 전기가 된 것

은‘자니 카슨의 더 투나잇 쇼’출연이었다. 동양인 최

초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그는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

은 코미디를 선보였고, 이후로도 이 프로그램에 30회 

이상 출연하며 미국인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한국에서는 1989∼1990년‘자니윤쇼’를 진행했

다. 자니윤쇼는 한국 공중파에서 처음 소개된 미국

식 대담형 코미디(토크쇼) 프로그램이었고 이후‘주

병진 쇼’,‘서세원 쇼’,‘이홍

렬 쇼’처럼 코미디언 개인

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들

이 잇따라 나오는 데 밑거

름이 됐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온 윤 씨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한국관광공사 감사

로 임명돼 다시 한국을 찾았

다. 하지만 2016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뇌출혈로 입

원했고 이후 다시 미국에서 치료와 요양 생활을 했다. 

말년에는 치매까지 찾아와 LA의 요양시설인 헌팅턴 

양로센터에서 지냈다. 지난 4일 혈압 저하 등으로 LA

의 알함브라 메디컬센터에 입원했으나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시신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UC어바인 메디컬센

터에 기증됐다. 

코미디언 자니윤 씨 별세

 

코미디언 박나래(35·사진)가 다음 달 LA에서 열

리는 코미디 축제 무대에 오른다.

12일 넷플릭스가 주최하는‘넷플릭스 이즈 어 

조크 페스트’에 따르면, 박나래는 다음 달 29일 

오후 7시 LA 윌턴극장에서 한국어로 공연을 펼

친다.

‘넷플릭스 이즈 어 조크 페스트’는 4월 27일부

터 5월 3일까지 LA 일대에서 넷플릭스가 처음으

로 여는 코미디 페스티벌이며 제리 사인필드, 앨

리 웡, 데이비드 레터맨, 제이미 폭스, 제인 폰더, 

켄 정, 우피 골드버그 등 유명 코미디언과 MC, 배

우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와 즉흥 연극 등을 선보

일 예정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박

나래의 농염주의보’로 생애 첫 스탠드업 코미디

에 도전한 바 있다.

박나래, LA 무대 오른다
넷플릭스 코미디축제 초청

그룹 빅뱅(사진)의 복귀 무대가 예정됐던 미국 음악

축제‘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이 코로

나19 여파로 10월로 연기됐다.

코첼라 페스티벌 측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0∼12일과 17∼19일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10월 

9∼11일과 16∼18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페스티벌 측은 관할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

드카운티와 지역 보건당국의 명령에 따라 연기하게 

됐다며“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상황에

서 관객들과 스태프,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기존에 예매

한 4월 페스티벌 티켓은 10월 행사에서도 유효하며 

환불 절차는 이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사막 지대인‘코첼라 밸리’

에서 열리는 코첼라 페스티벌은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로, 매년 25만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올해엔 

승리 탈퇴 이후 4인조로 재편한 빅뱅이 참가해 컴백 

무대를 가질 예정이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지드래곤·태양·탑·대성 네 멤버가 전역 후 처음으

로 선보이려던 공식 무대였다.

빅뱅은 당초 컴백 무대를 하려던 코첼라 페스티벌이 

연기된 만큼 복귀 후 첫 무대를 어디서 선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대형 음악 축제와 공연 등이 잇따라 취소·연기되고 

있다. 대형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축제인 마이

애미‘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또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최대 규모 콘텐츠 축

제‘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도 행사 개최

지인 텍사스주 오스틴 당국의 명령에 따라 취소됐다.

빅뱅 복귀 무대 미 코첼라 페스티벌, 10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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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 코미디언 자니윤 씨. 오른쪽은 ‘자니윤쇼’ 당시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