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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왕초보영어
0530 세계견문록아틀라스

<중국차茶기행
1부쓰촨차의탄생 >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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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 방귀대장뿡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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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정글에서살아남기

0930 우리는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나쁜개는없다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요리비결

<사천식가지볶음건새우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스페셜
1300 다큐오늘

<고기맛헴(heme)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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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냉장고나라코코몽
1615 용감한소방차레이
1630 방귀대장뿡뿡이(재)
1645 딩동댕유치원12(재)
1715 로이와함께하는소방안전이야기
1730 마샤와곰
1745 띠띠뽀띠띠뽀
1800 생방송톡!톡! 보니하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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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BS뉴스

1950 다문화고부열전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소수민족음식기행
자연을닮다윈난의맛>

2130 한국기행
<단짝이라좋아
보약같은내친구 >

2150 EBS 다큐프라임
<뼈 1부뼈 남겨진모든것 >

2245 메디컬다큐7요일
2355 배워서남줄랩
2445 지식채널e
2450 세계의드라마

<포더피플 7부 >

42년생무리하지않는선의결단은바람직하다 54년생용이물을

얻은 격이니 만사형통하리라 66년생 방심하다가 차질이 빚어지

지 않을까 우려된다 78년생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90년생 일관

된진행이실효성을극대화시킬것이다 행운의숫자  01 86

43년생가변적인상황을인식하고있어야한다 55년생바라던일

이일사천리로추진된다 67년생완곡하게처리할수있는기교가

필요하다 79년생과감하게청산하는것이경제적이다 91년생판

세의변화를가져올만한일이생긴다 행운의숫자  70 69

44년생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라 56년생 좀 더 구체화

시킬필요가있다 68년생대로를걷는것이가장편하고빠른길

이니라 80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자 92년생

맹점이노출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행운의숫자  13 17

45년생집중한다면소기의성과가있으리라 57년생호기가도래

하고있느니라 69년생가장가까운이들과관계에서문제가발생

한다 81년생부합하지않는다면아무런소용이없느니라 93년생

우선순위와역할에상위함이없어야겠다 행운의숫자  82 52

34년생실효성의관점에서신중하게판단할일이다 46년생이루

어지리라 58년생입장에따라서만족도가달라질것이다 70년생

조금만자제한다면불편함이사라질것이다 82년생가득찬것같

지만허술하도다 �����  ��� �	

35년생부단한정진속에서혜안이떠오를것이다 47년생검증된

계획이라야만 효과가 있다 59년생 재물운이 기막히게 길한 날이

니잘해봐라 71년생근거없는소문에신경을쓸필요가없다 83

년생착오를일으키지않도록하자 행운의숫자  8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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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생성과가드러나게되는시기이다 48년생저의를제대로파

악하고 볼 일이다 60년생 혼동하기 쉬울 것이니라 72년생 손발

이척척맞아서순조로움을더하겠다 84년생찬스는자신만을기

다려주지않을것이니꼭잡아라 행운의숫자  30 53

37년생초심을잃지않는다면회복할수있다 49년생오리무중이

니 잘 살펴야겠다 61년생 농담이 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

껴라 73년생 애매하겠다 85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

했던새로움이보인다 행운의숫자  11 31

38년생다시한번고려해보는것이안전하다 50년생공과사는

엄격히구분되어야옳다 62년생남을의식하며내밀하게행하는

것이안전을도모할수있는국세이니라 74년생기준이분명해야

한다 86년생빨리철회할수록이익이다 행운의숫자  45 19

39년생민감하게반응하고즉시대처하라 51년생방심하지말고

끝까지주의하라 63년생조급해하지않는다면길운을맞으리라

75년생새로운국면으로의전환을위한시기이다 87년생단일하

게정리하는것이효율적이다 행운의숫자  34 61

40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52년생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수있다 64년생추구한다면반드시소기의성과를거두게될

것이다 76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88년생

서로를인정하고들어가는것이중하다 행운의숫자  99 65

41년생먼길떠난과객앞에날이저문형상이다 53년생체계적

인시스템을적극적으로가동하자 65년생작지만소중한것이있

겠다 77년생엎친데덮친격이될수있으니조심하자 89년생불

편이올수있으나머지않아해소되리라 행운의숫자  3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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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어벤져스 시리즈인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이하어

벤져스3)가 13일 오후 1시30분까지누

적관객수 1천1만8천909명을기록하며역

대 21번째로 1천만영화반열에올랐다

어벤져스3 흥행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마블 스튜

디오가지난 10년간공들여 구축한 세계관의힘이

컸다는분석이나온다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헐크가 파죽지세

로악당을무찌르는마블이야기를국내관객이친숙

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어벤져스 영화라면 믿고

볼수있다는신뢰가형성됐다는것이다

어린이날연휴를끼고개봉한데다국내외경쟁작

이없던점도흥행가도를달린요인으로꼽힌다

다만 개봉 첫주일요일인지난달 29일스크린점

유율 498% 상영점유율 774%를 기록하는 등 스크

린을싹쓸이한때문에기록적흥행도가능했다는지

적이함께제기된다

 10년간 8천400만 명동원한마블시네마틱유

니버스

어벤져스3는제작사마블스튜디오가 2008년 아

이언맨 이후모든역량을기울여구축한 마블시네

마틱유니버스 10년을총결산하는영화다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는마블코믹스만화를원

작으로하는슈퍼히어로영화들이유기적으로결합

한가상세계를일컫는다

첫 작품인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최신작인 어벤

져스3까지지난 10년간모두 19편영화가발표됐다

모든작품이시공간적배경과설정을공유

할 뿐만 아니라 한 작품 스토리가 차기작

에영향을미치는구조로짜였다

영화진흥위 원회 영화관입

장권통합전산

망에 따르면

어벤져스3에

앞서 국내 개봉한

마블영화 18편누적관

객수합계는 8천410만6천69명에달한다

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는 마블시네마틱유니버

스가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 구조에 많은

사람이 익숙해졌다며 마블 캐릭터에 대한 팬덤이

형성됐고그팬들이자발적으로다음이야기를기다

리게된것이성공요인이라고분석했다

사실 어벤져스3는상당히불친절하다 일례로영

화 첫 장면은 마블 17번째 작품인 토르 라그나로

크결말에서바로이어진다

전작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만 본 관

객은토르가왜애꾸눈이돼아스가르드난민선을이

끌고 지구로 향하다 타노스 습격을 받게 됐는지 알

리 만무하지만마블은어떤설명도하지않는다

그러나 팬들은 자발적으로 미리 배경지식을 공부

하거나 영화관을 나온 후 모르고 지나친 부분을 검

색하는가하면이미본영화를다시보는 N차관람

에나서는열의를보인다

하재근 평론가는 어벤져스3에 20명이 넘는 히

어로가 등장하지만 영화에서 하나하나 사연을 소개

해주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영웅들의 이야기에 궁

금증을 갖게 하고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마블

이 10년간축적한힘이라고강조했다

어린이날덕보고경쟁작알아서몸사려

어벤져스3성공에는영화외적인요소도작용했다

어벤져스3는 극장가 비수기로 꼽히는 봄 시즌에

개봉했지만 어린이날 덕을 봤다 이번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월요일인 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돼사흘 연휴가이어졌다

사흘연휴기간 어벤져스3가불러들인관객수는

207만4천914명에달했으며어린이날당일인 5일입

장한관객만도 82만867명이었다

4월 개봉작중누적관객수 100만명을넘긴영화

는 램페이지(138만 명)와 바람 바람 바람(119만

명)뿐이다 5월 개봉작 중에는 챔피언이 89만 명을

동원하며 100만명고지를넘보는정도다

한동안 1천만 고지를 밟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오락영화가 없던 점도 1천만 돌파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나온다

역대외화중누적관객수 1천만명이상을기록한

작품은 2009년 아바타(1362만명) 2014년 인터스

텔라(1027만 명) 2014년 겨울왕국(1029만 명)

2015년 어벤져스에이지오브울트론(1049만명)

등 4편뿐이다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강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

영화는 택시운전사나 1987같은사회적의미를담

은 작품이 흥행을 주도했는데 블록버스터 오락영화

에대한수요도있었다며 어벤져스3가빈여백을

제대로공략한것으로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갈수없는스크린독과점논란

대작영화가출연할때마다꼬리표처럼따라붙는스

크린독과점논란은 어벤져스3도피해가지못했다

어벤져스3는개봉당일전국 2461개스크린을차

지하며 스크린 점유율 462% 상영점유율 728%라

는기록을세웠다 이는지난해 군함도가세운최다

스크린확보기록(2027개)을 9개월만에갈아치운것

이다

개봉첫주일요일인지난달 29일에는스크린독식

현상이 극에 달했다 총 2548개 스크린을 차지하며

스크린 점유율 498%를 기록했으며 상영점유율은

774%까지치솟았다

이날하루전국극장에서상영한영화 4편중 3편이

어벤져스3였다는 의미다 이는 관객의 선택권을 제

한하는결과로이어질수밖에없다

멀티플렉스극장측은 어벤져스3 개봉초기예매

율이 90%를넘는상황에서스크린을밀어줄수밖에

없었음을강변한다 그러나스크린독과점을방치할

경우관객의선택권을제한할뿐만아니라 팔릴만

한영화만살아남게돼문화다양성을저해하는결과

를낳게될것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

김이석 영화평론가는 어벤져스3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스크린 독점 때문에

단기간기록적인흥행이가능했

던것도사실이라며 한작품

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독

점하는 데는 규제장치를

마련해야공정한경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

했다 연합뉴스

어벤져스 역대 21번째천만돌파

400회까지를 돌아보면 한편의 성장드라

마 같습니다 연기자들과는 세월을 함께 보

낸동지같은느낌이고요

13일 400회를맞는 SBS TV간판예능프

로그램 런닝맨정철민(35) PD를최근서울

양천구목동에서만났다

2010년 7월 방송을 시작한 런닝맨<사

진>은 400회와함께어느덧 8년이됐다

정 PD는 처음에 조연출로 배당받은 프

로그램이 런닝맨이었는데 그때 17회였

다며 판타지느낌으로시작했다면지금은

편안한모습으로바뀌었다고말했다

그는 1년 동안 굴곡과 부침이 있어 멤버

들과 부둥켜안고 운 적도 있었다며 재석

이형(유재석)과얘기하면서고민도많이했

다고덧붙였다

400회와함께양세찬전소민이멤버로합

류한지 1년이됐다

정 PD는 양세찬전소민이합류한첫회

가 제가 메인 PD로서의 첫 연출이었는데

그때가굉장히힘든시기였다 그전주시청

률이 역대 최저였다며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서 새 멤버가 합류하고 포맷이 바뀔 것

같다고얘기했다고회상했다

이어 멤버들이 할수있는것을다해봐

라 모든것을다도와주겠다고했다며 세

찬소민 합류 첫회 이후 시청률이 올라갔

다고말했다

그는 전소민은 내추럴 돌+아이다 방

송과 사석에의 모습이 똑같다며 양세찬

은 축구선수 박지성과 비슷해서 눈에 띄진

않지만 없으면 썰렁하다 세찬이가 들어오

면서 기존멤버들의역할도안정됐다고 평

가했다

정 PD에따르면유재석은완벽주의자 김

종국은항상나를믿어주는형하하는멤버

중가장어른이광수는늘착하고든든한동

생이다송지효는힘이되는말을많이해주

고 지석진은 여유를 주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유재석씨와는매번 34시간통화

한다 갑자기 전화해서 아이템을 내놓기도

하고 게스트도 추천한다며 연기자 중 그

만큼 시청률과 프로그램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고설명했다

그동안 런닝맨은 중화권을 포함해 동남

아남미에서도큰인기를끌었다

정 PD는 국내 정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도이름표만뜯으면돼서자막없이 봐도웃

길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는 유명 연예인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버라이

어티 예능이 없다는 점도인기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깊은 고민도 묻어

났다

정 PD는 멤버들이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더는이름표뜯기를할수없겠다는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몸을 쓰는 것보다 추리

비중이 늘어난 것 같다 연기자들이 이름표

뜯기엔나이가들기도했다고털어놨다

그는 시청률 높았던 아이템을 또 할 것

인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것인지 사이에

서매번고민한다고덧붙였다

연합뉴스

400회 맞은 런닝맨

함께한시간만큼돈독해졌죠

10년 공들인세계관두터운팬덤이인기비결

어린이날연휴한몫  스크린독과점논란여전

정철민PD 처음조연출배당  판타지느낌편안하게바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