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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출연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송강호·공유·한지민…‘밀정’

 5인 추석극장가 뜬다

) ‘밀정’ 5인 포스터 속 배우 송
강호, 공유, 한지민, 엄태구, 신성록
이 추석 극장가에 뜬다. 명절을 맞
아 열일을 예고하는 이들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

망에 따르면 ‘밀정’은 12일 일일 
박스오피스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
했다.
 평일인 월요일이었지만 19만

6920명의 일일관객수를 모으며 누
적관객수 237만1068명을 기록했
다. 
같은 날 개봉한 ‘고산자, 대동여

지도’는 하루 동안 3만1560명의 
관객수를 모으며 누적관객수 33만

2110명을 기록해 1위와 큰 격차로 
2위에 올랐다. 
‘밀정’은 관객의 성원에 보답하

는 마음으로 추석 당일인 15일 관
객과 직접 만난다. 드라마 ‘도깨
비’ 스케줄로 개봉 첫 주 무대인
사에 함께하지 못했던 공유도 합류
해 완전체가 됐다. 송강호, 공유, 한
지민, 엄태구, 신성록, 그리고 김지
운 감독은 추석 당일 서울 CGV 왕
십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롯데시
네마 월드타워, 메가박스 코엑스, 
CGV청담씨네시티를 방문해 관객
과 만난다.
                     이현진 기자

‘구르미 그린 달빛’ 박보검과 김
유정이 애틋한 입맞춤을 선보이며 
7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매회 마지막 장면마다 진한 여운을 

남겨 ‘엔딩 매직’이라는 신조어
를 탄생시킨 ‘구르미 그린 달빛’
은 이번에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
버리지 않았다.12일 방송된 ‘구르
미 그린 달빛’의 7회에는 그간 위

장 내시 홍라온(김유정 분)을 향한 
연심을 감춰왔던 왕세자 이영(박보
검 분)이 뜨거운 입맞춤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내 곁에 있으라”는 명령 이후 

궁궐 내에는 ‘세자가 남색이다’, 
‘라온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인을 
대하듯 따뜻했다’ 등 소문이 파다
하게 퍼졌다.        이현진 기자

방송 6회만에 시청률 30%대
(30.2%, 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KBS 
2TV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출연진이 시청자에 추석 
인사를 보내왔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제작진

은 12일 차인표, 라미란, 이동건, 조
윤희, 김영애, 오현경, 최원영, 현우 
등 출연진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
하며 이들이 남긴 명절 메시지를 대
신 전했다.  사진속 출연진은 실제 가
족같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
는 이를 웃음 짓게 했다. 코믹한 호흡
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차인표와 라
미란은 극 중 캐릭터를 살린 자세와 
표정을 선보였다. 이동건과 조윤희
는 티격태격하는 극 중 관계와는 달
리 다정한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
었다. 현우는 트레이드 마크인 눈웃
음을 지어 화사함을 더했고 김영애
와 오현경은 친근한 모녀 사이를 인

증하기라도 하듯 똑같이 브이자를 
그려 보였다. 최원영은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월계수 양복점
의 가족사진을 완성했다. 
출연진은 “정말 큰 사랑을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앞
으로도 지금처럼 밝고 따뜻한 드라
마를 만들어 웃음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다함께 둘러 앉아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시청하며 행복하
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
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역사

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춤 양복점인 
‘월계수 양복점’을 배경으로 사연 
많은 네 남자(이동건, 차인표, 최원
영, 현우)의 우정과 성공, 사랑을 그
린 드라마다.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전파를 탄 이후 줄곧 주말극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현진 기자

‘구르미 그린 달빛’ 박보검·김유정 

애틋 입맞춤…20%대 돌파

I.O.I 최유정 고운 한복 입고 한가위 

인사 “행복한 추석”

걸그룹 아이오아이(I.O.I)의 멤버 
최유정이 국민 대명절 한가위를 맞
아 추석 인사를 전했다.
웹툰 전문 플렛폼 코미카는 13일 

자사 모델인 최유정의 한복 인사 모
습과 함께 추석 인사 메시지를 공식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진 속 최유
정은 형형색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미소를 전

하고 있다.최유정은 “안녕하세요. 
한복 입고 처음으로 인사 드립니다. 
올 여름 너무 더워서 지치셨을텐데 
즐겁고 뜻있는 한가위 맞으시길 저 
유정이가 기도할테니 가족들끼리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꼭 행복한 추
석 되세요, 약속!”이라고 추석 인
사를 전했다.
                   이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