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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국 

영화학도가 한국에서 제작

한 작품이 최근 로스앤젤

레스에서 열린 독립영화제

에서 수상했다.

미국 SVA(School of Vi-

sual Arts) 영화과 졸업을 

앞둔 원지호(24) 씨의 졸업

작품‘이매몽’(The Tale of 

Mari and Yimae)은 인디X 

필름 페스티벌(IndieX Film 

Fest)에서 6월 최우수 학생 

판타지 단편(Best Student 

Fantasy Short) 부문에 선

정됐다.

할리우드 롤리 스튜디오

에서 격월로 상영회를 개최

하는 인디X 필름 페스티벌은 저예산·학생·독립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독립영화제다. 더 많은 신

인 창작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두 달에 한 번씩 60

여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

정한다.

‘이매몽’이 포함된 2020

년 6월 수상 명단에는 한국

의 MJ 김의‘주시 걸’(Juicy 

Girl)도 특별언급을 포함해 

최우수 범죄 단편 등 8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주

시 걸’은 1950년대 미군 병

사들이 한국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매몽’은 도깨비 사냥으

로 큰돈을 벌려는 욕망에 

눈이 먼 아빠 밑에서 억눌

려 살아온 마리와 자유로

운 도깨비 이매의 이야기다.

영화는 지난해 초 문을 연 영상제작지원 플랫폼 

무비다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올해 초 서울과 

가평 등에서 촬영했다.

한국 영화학도, LA 독립영화제서 수상

숫자퍼즐 정답

 

그룹 엑소와 슈퍼엠에서 활동하

는 백현(사진)이 낸 두 번째 솔로 

앨범이 각국의 음반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지난 26일 백현 소속사에 따르면 

백현이 전날 발매한 미니 2집‘딜

라이트’(Delight)는 미국, 일본, 프

랑스,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

국, 홍콩 등 세계 68개 지역에서 아

이튠즈‘톱 앨범’차트 1위를 차지

했다.

아울러 이번 신보는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

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 판매량 10만

장을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앨범 판매액은 200만 

위안(약 28만 달러)을 돌파했다. 이로써 백현은 올

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판매

액 200만 위안을 달성한 앨범에 

부여하는‘더블 플래티넘’인증을 

QQ뮤직으로부터 받게 됐다.

타이틀곡인‘캔디’(Candy)는 이

날 오전 7시 기준 멜론, 지니뮤직 

등 한국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딜라이트’는 백현이 하프 밀리

언셀러인 전작‘시티 라이츠’(City 

Lights) 이후 10개월 만에 내놓은 

신보로, 다양한 분위기의 R＆B(리듬 앤드 블루

스) 일곱 곡이 수록됐다. 이 앨범은 선주문 수량

만 73만 장을 넘어서며 백현은 2연속 하프 밀리

언셀러에 올랐다.

‘솔로’ 백현, 신보로 세계 68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 정상

배우 이동건(40)과 조윤희(38)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

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희 소속사 측은“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

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조윤희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

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건 소속사 측도“이동건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며“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

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KBS 2TV 주말극‘월계수 양복점 신

사들’로 인연을 맺고 그해 2월 교제 사실을 인정한 데 이

어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슬하에는 딸이 한 명 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조윤희

가 갖기로 했다고 조윤희 소속사는 밝혔다.

이동건-조윤희,
결혼 3년 만 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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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건과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