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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TV
퉐꺠꺠잇 스타일

이효리

퉐 바로 이사람 - 배우 김옥빈

“4년 전 된장녀 누명이 ‘트럭녀’로…내 참”
레이디가가도 울고 갈

<트럭 100대를 줘도 갖기 싫은 여자>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김옥빈이 1위보다 더

으킨 것은 2006년. 뒤집어 생각하면

화제가 됐다는 점이

4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 그만 그녀를

한 주 동안 난데없는 ‘트럭녀’가 포

다. 김옥빈은 2006년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4년

털 사이트 검색어 입방아에 오르내렸

MBC ‘유재석과 김원

이란 세월은 당사자에게는 자성의 시

다. 이번엔 트럭에서 뭔 일을 냈나 싶

희의 놀러와’에서 ‘이

간으로, 분노한 이에게는 용서의 마음

었는데 그게 아니란다.

성이 실망스러워 보

을 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11일 케이블방송 tvN의 ‘ENEWS’

일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근사한

‘트럭녀’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가 ‘100 트럭을 줘도 갖기 싫은 여자스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뒤 계산할 때 남

를 장악하던 날, 김옥빈은 자신의 트위

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자가 할인카드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

터에 “이러다가 ○○녀 타이틀을 휩쓸

서 거론된 여자 연예인들을 일컬어 ‘트

진다”라고 말해 누리꾼들에게 ‘된장녀’

겠습니다. 회사에선 저더러 가십걸이

럭녀’라 했던 모양이다. ‘트럭녀’에 노

로 호된 비난을 받았다.

라 부릅니다. ㅎㅎ”라고 글을 올렸다.

미네이트된 인물들은 개그우먼 이국

그런데 까맣게 묻힌 듯했던 이 사건

한국영화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한

주, 연기자 김옥빈(사진), 가수 옥주현

이 tvN의 방송 때문에 다시 거론되며

배우로 성장하는 그녀가 더 이상 ‘○○

등이었다. 1위는 이국주가 차지했다.

김옥빈을 ‘트럭녀’로 만들어 버렸다.

녀’와 같은 덫으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김옥빈의 할인카드 발언이 물의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2위에 오른

퉐 주간 핫 피플 3
원더걸스 부당대우 논란…진실은 어디에?

가 위독한 상황에도 활동을 강행했다”고

40대 초반의 사업가와 이혜영이 6개월째

주장했다. 이에 대해 JYP엔터테인먼트 측

교제 중이다”고 밝혔다.
비, 미국 MTV 무비어워즈 최종후보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미국 MTV

이혜영 열애중…고소영 부케 이유있었네

이 11일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전 영어 과

2일 장동건과 결혼한 고소영으로부터

무비어워즈(MTV Movie Awards) 최종

외교사가 “멤버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부케를 받은 연기자 이혜영이 6개월째 열

후보에 올랐다. 비는 13일(한국시간) 이번

않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애 중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시상식 후보자 발표에서 최종 후보 5인에

불법 개조된 숙소에서 지냈고 멤버 아버지

13일 이혜영 측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포함됐다.

공중파

꺛꺜시각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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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 카리스마’
연예계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인 가수
이효리. 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노래는
물론 파격적인 패션으로 이목을 집중시켰
던 그녀가 또 한번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
다. 4집 앨범 ‘에이치 로직(H-Logic)’의
패션 콘셉트는 힙합과 시스루다. 힙합을
바탕으로 복고, 스포티, 펑크 등 다양한
패션을 접목시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
낸 것. 힙합과 시스루가 쉽게 어울리는 조
합은 아니지만, 언밸런스 한 매력을 극대
화해 도전적이고 차별화된 스타일을 완성
했다. 핑클 때부터 이효리의 스타일을 담
당하는 런던프라이드 정보윤 대표는 “시
스루와 힙합을 매치해 독특한 콘셉트를 만
들었다”며 “여기에 이효리만의 섹시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고 밝혔다.

은 “사실가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미국 활동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
먼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

섹시&아찔
그물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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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은 신발에서 완
성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녀는 10cm가 넘는
‘킬 힐’로 자존심을 세
웠다. 2010년 ‘잇 슈
즈’인 스트랩 샌들은
발을 고정시켜줘 높은
굽에도 편안하다는 것
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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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달린 그물원피스…역시 효리야!
차별화된 콘셉트와 잘 맞아 떨어진 원피스다. 14일 밤 방송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 그녀는 발라드와 댄스곡을 모두 소화하기
무리 없는 미니 원피스를 택했다. 가슴 부분까지 내려온 V자 넥크라인과
허리 라인 양쪽은 모두 레이스 매쉬(그물)로 짜여져 있어 섹시함이 강조
됐고, 양팔 부분도 수술로 늘어뜨렸다. 원피스 또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매쉬와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매치해, 언밸런스한 느낌이면서 독특
한 매력이 포인트다. 특히 100% 수작업으로 만든 만큼 공이 많이 들어
갔고, 노출이 많은 옷의 특성상 이효리 몸에 딱 맞게 피팅 작업을 여러
번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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깳이주영의 레쥬렉션 2010 S/S콜렉션 제품으로 가격은 미정. 미국의 록 스타
마릴린 맨슨, 레이디 가가, 블랙 아이드 피스 등 해외뮤지션들이 잘 입는다고
알려졌다. 펑크와 록이 브랜드의 콘셉트.

스카이라이프 1588-300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오늘 ‘최경아교수의 6색 건강요가’는 지면사정으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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