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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모닝와이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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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뜻밖의미스터리클럽12부

10 씬스틸러드라마전쟁

35 설기획화랑몰아보기

48년생주력하지않고서는이룰수없음이니라 60년생아슬아

슬하게봉합되어있기는하지만언제또터질지모른다 72년생

인내의한계에도달할정도로괴로운일이보인다 84년생돈이

좀들어올수다 행운의숫자05 60

49년생하루종일신경쓰이게하는문제가발생하겠다 61년생

소모적인걱정은심신만쇠잔케할뿐이니라 73년생상호득보

다는실이더많을것이다 85년생가장기본적인것에서툴러서

애를먹겠다 행운의숫자49 19

50년생일마다뜻대로되어가니행복해하는판세이다 62년생

뿌린대로거두리라 74년생주저하지말고가차없이버리는것

이 지혜롭다 86년생 한 번 결정되면 번복하기 힘드니 장고한

후에판단할일이다 행운의숫자58 10

51년생우연히현장의상황을목도하게된다 63년생간발의차

이로우열이가려지게될것이다 75년생하나부터열까지모두

돌이켜볼필요가있다 87년생최소한의조건을갖추고있어야

대응할수있다 행운의숫자81 27

52년생급할수록우회하는것이복잡함을피하는 길이다 64년

생상당히기다리고있어야만가닥이잡힐것이다 76년생누구

든지 회자정리하는 법이다 88년생 결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니

체계적으로대처해야한다 행운의숫자29 86

53년생허황된것에눈이어두워질수있음을알라 65년생지나

치다면부족함만백번못하다 77년생조용한가운데에무리없

이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89년생조짐이보인다면초기에수

습해야뒤탈이없다 행운의숫자 3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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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요리인류가이번에는 도시

의 맛으로돌아왔다

KBS 1TV는 요리인류도시의 맛을

27일 밤 10시 28일 밤 9시40분에 방송한

다 요리인류는 요리하는 PD로 자신만

의영역을구축한KBS이욱정PD가안내

하는음식다큐멘터리시리즈다

이 PD가 이번에는 세계 6개 도시를 찾

아 인류 식문화의 트렌드와 음식에 담긴

이슈를 파고들었다 그중 이번 설 연휴에

2개도시에서촬영한내용이방송된다

27일 잠들지않는이민자의꿈미국뉴

욕에서는 푸드트럭을 소개하고 이민자

들의도시브롱크스를탐방한다푸드트럭

은 이민자와 미국 실용주의의 만남으로

설명된다 과거에는 이민자들이 고국의

음식을저렴하게맛볼수있던생존형이었

으나 현재는 움직이는 레스토랑이라 불

릴정도로진화했다

28일 잃어버린 도시의 시간을 찾아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는유럽과아시아교

류의 길목에 있는 트빌리시에서 수프라

(supra)라 불리는 조지아의 전통 향연을

만난다

숱한외세의침입속에서조지아인들에

게수프라는정체성을유지하게해준도구

였다음식으로이방인과적까지우호적인

관계로전환했던조지아의문화적힘을수

프라체험을통해살펴본다

이 PD는 2010년국수의 역사를좇아간

누들로드로 다큐멘터리계의 퓰리처상이

라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했다 이후 그

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 학교 르 코르

동 블루로 유학을 떠났고 셰프가 되어 돌

아와 요리인류를 비롯한 음식 다큐멘터

리를잇달아선보였다 연합뉴스

연휴의 묘미는 몰아보기에 있다 이

번연휴에도어김없이 몰아보기의황금

기회가찾아온다

공유 앓이를 심하게 했다면 2728

일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TV를 켜는 게

좋겠다

tvN은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를

27일 오전 7시40분부터 17회 연속 편

성한다이어 28일오전 7시부터 816회

를보여준다

규현과 송민호가 합류해 새롭게 판이

짜인 신서유기3 13회는 29일오후 2

시부터 연우진박혜수 주연의 내성적

인 보스 24회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연속 방송된다

XTM에서는 우리를 추억속으로 안내

했던 응답하라1997과타입슬립멜로의

대표작 나인아홉번의 시간여행이 찾

아온다 응답하라 1997은 28일 밤 9시

부터 나인아홉 번의 시간여행은 29

일밤 9시부터전편이연속편성된다

MBC에브리원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빅뱅 특집을 편성한다 빅뱅이 출연한

주간아이돌 무한도전 라디오스타가

연속방송을탄다

28일부터 7주간 휴방이 예고된

무한도전의 베스트 에피소드도

연속으로 볼 수 있다 27일 오후 3

시30분 29일 오후 1시 30일 오전

9시에 무한도전 포에버 특집이

편성된다

MBC에브리원은또한29일밤 11시

부터 거침없이 하이킥 출연진의 라

디오 스타 출연편과 거침없이 하이

킥의 베스트 편들을 몰아볼 수 있는

10주년기념 거침없이하이킥베스트

열전을방송한다

MBC드라마넷은 27일 오후 7시 나

혼자산다 베스트 특집 29일 오후 1시

에 라디오스타 베스트 특집을 각각

배정했다 또 XTM에서는 SNL코리

아에서 히트한 콩트를 모은 SNL코

리아 콩트의 神을 27일과 28일 낮 12

시부터계속보여준다

MBC뮤직은 27일 오전 9시 세븐

틴프로젝트 데뷔대작전을오후 1

시에는 설특집 2016 아육대를편성

한다 이어 31일오후 4시에는 토요일토

요일은 가수다(토토가)를 준비 1990년

대 가요를다시소환한다 연합뉴스

아쉽게놓쳤다면연휴에몰아보자

도깨비응칠무한도전등인기프로그램연속방영

도깨비응답하라 1997무한도전

(위쪽부터)

42년생책임을져야할일이있다 54년생요긴하게쓸수있는

것을찾게되리라 66년생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을것이니노

파심은버려도되느니라 78년생전진만이능사가아님을알라

90년생맹목적이라면무의미하다 행운의숫자20 88

43년생일관성있게진행해야한다 55년생하고싶지않아도해

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67년생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79년생 선행을 하고도 빛을 보지 못 할 수이다 91년생

망설이다가는실기하게되는법이다 행운의숫자97 96

44년생상호균형잡힌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56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68년생 기

쁜 소식이메아리쳐올것이니라 80년생음양의조화가이채롭

다 행운의숫자 14 21

45년생 사필귀정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

라 57년생우회하여표현하는것이무리가없겠다 69년생애초

에 마음먹었던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81년생 고난은 미

래를여는훈련장이되리라 행운의숫자 61 75

46년생오르지못할나무라고볼수있으니아예쳐다보지도않

는것이안전하겠다 58년생가치있는일에충실해야하느니라

70년생자발적인자세가행운을부른다 82년생정밀하게분석

하고정리해야할때다 행운의숫자 95 40

47년생 인식을함께하는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59년생

초기에핵심가치를확보하는것이용이하다 71년생지금행한

다면 흡족하지 않겠으니 후일을 기약하자 83년생 과정은 우여

곡절이있을지라도결과가양호하리라 행운의숫자0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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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맛있는도시를찾아서  KBS 요리인류

2728일 브롱크스조지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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