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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마지막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KBS 2TV‘개그콘서트’가 21년 만에 장기 휴식

을 선언했다. 사실상 종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4일‘연합뉴스’에 따르면 KBS는 이날“달라

진 방송 환경과 코미디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공

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새로운 변신을 위해‘개그콘서트’가 잠시 휴

식기를 갖는다.”며“출연자들은 휴식기 KBS 코미

디 유튜브 채널인‘뻔타스틱’을 통해 새로운 형태

의 코미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 갈 예정”이 

라고 밝혔다.

1999년 7월 18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개그콘서트’는 2003년에는 시청률 30%에 근접하

며‘국민 예능’으로 불렸다.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김준호와 김대희부터 이수근, 박준형, 정종철, 송준

근, 김병만, 박성광, 박영진, 윤형빈, 유세윤, 신봉선, 

강유미, 안영미, 신보라 등 방송가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개그맨들을 배출한 것도 바로‘개그콘서트’이

다. 2003년, 2011년, 2012년, 2013년 등‘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만 4차례 차지했으며 백

상예술대상과 한국방송대상도 휩쓸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공개 코미디 포맷 자체가 식

상해지고, 야외 버라이어티와 관찰 예능 등으로 예

능가 주류 장르가 넘어가면서‘개그콘서트’는 점차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1천회를 기념해 인지도 높은 선배 개

그맨들이 복귀하고, 2주간 결방 강수까지 두며 대

폭 개편을 시도했으나 시청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

에 머무르다 최근에는 3%대(닐슨코리아)까지 폭락

했다.

이번‘개그콘서트’의 사실상 종영으로 지상파에

서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은 

전멸한 셈이 됐다.

KBS ‘개그콘서트’ 21년 만에 중단

숫자퍼즐 정답

 

안성기 주연의 영화‘종이꽃’     

(감독 고훈) 제 53회 휴스턴국

제영화제에서 최우수외국어장

편영화상에 해당하는 백금상 

(Platinum Remi Awards)과 남

우주연상(안성기)을 수상했다.

‘종이꽃’은, 사고로 마비가 된 

아들 지혁(김혜성 분)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장의사 성

길(안성기 분)이 다시 한번 희망

을 꿈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휴스턴 국제 영화제(World Fe 

st-Houston Int'l Film Festival)’는 독립영화 제작자

들의 제작의욕을 높이고 영상부문에서 탁월한 창

의력을 발휘한 작품들을 시상하기 위해 1961년부

터 시작된 영화제로,‘샌프란시스코 영화제’와‘뉴

욕 영화제’와 함께 미국의 3대 

국제 영화제 중 하나이다. 과거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코엔 형제 등 거장 감독들의 장, 

단편 영화가 휴스턴국제영화제

에서 일찌감치 수상을 했을 정

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의 

영화제다. 

제53회 휴스턴국제영화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열린 영화제로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

로 진행됐다. 

이 영화는 지냔해 열린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제45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5회 제주영화제 등에

서 소개된 바 있다.

안성기 주연 영화 ‘종이꽃’, 휴스턴국제영화제 
최우수외국어영화상·남우주연상 수상

듀오에서 안지영 1인 체제

로 재편된‘볼빨간 사춘기’

가 미니앨범‘사춘기집Ⅱ 꽃 

본 나비’를 발매했다.

지난달 초 또 다른 멤버 우

지윤이 탈퇴하면서 홀로서

기에 나선 안지영(사진)은 13

일 발매된 이 앨범의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변화된 부분

이 있어서 부담되고 떨리는 

게 많았다.”고 밝혔다.

볼빨간사춘기는 2014년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슈퍼스타 

K6’에‘경북 영주 시골밴드 볼빨간 사춘기’로 참가했다. 당

시 4인조였으나 이후 노래하는 안지영과 기타를 치는 우지

윤 2인 체제로 재편했다.‘우주를 줄게’,‘좋다고 말해’등이 

크게 히트하면서 음원강자로 통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품’이다. 펑키한 리듬의 베이스

와 일렉기타가 곡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곡은 기분 좋은 

바람과 편안한 숨소리가 깃든‘네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있

으면 단잠에 빠질 것 같다고 노래한다.

앨범에는 그룹‘엑소’백현이 함께한 곡으로 선공개 돼 음

원차트 상위권을 휩쓴‘나비와 고양이’, 볼빨간사춘기 초창

기의 귀엽고 사랑스런 면모가 담긴‘빈칸을 채워주시오’, 마

음이 답답해 심리상담을 받은 안지영의 실제 카운슬링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카운슬링’, 청춘은 

민들레 홀씨와 같다고 노래한‘민들레’등이 담겼다.

‘볼빨간사춘기’ 안지영 
홀로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