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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특집 프로그램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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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의 연휴에
도 국가 안보 최일선
에서 구슬땀을 흘리
며 국토 방위에 여념
이 없을 국군 장병을
위해 국방FM이 다
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효진 김래원의

거침없는
현실 로맨스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10월 2일 개봉 확정

국방FM 건빵과 별사탕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 다양한 게스트들과 함께 풍성한 특집 프로그
램을 마련했다.

미스트롯 출신 가수 등
인기 만점 출연자 대거 출동
신나는 명절 분위기와
시원한 라이브 무대 선사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마련

먼저 국방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 은 추석을 맞아 국방FM
Friends와 함께하는 특집 방송 트
로트대잔치 를선보인다. 추석연휴
전날인11일부터3일동안오전9시
부터 11시까지 전국 각지의 청취자
들을 찾아간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최근 트로
트 열풍을 몰고 온 미스트롯 출신의
인기 만점 출연자들이 대거 출동해
라이브 무대를 선사할 예정.
11일에는강렬한무대퍼포먼스와

볼륨감넘치는몸매로남성잡지모델
과 화장품 광고를 섭렵하고 있는 가
수 조정민이 출연해 추석 특집 첫 시
간을 화려하게 열어준다. 오는 12일
에는감성깡패정미애가출연해호소
력짙은라이브와거침없는입담으로
청취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한다. 오는 13일에는 독도지킴
이홍보대사이자쭉쭉뻗는가창력의
주인공인 김소유가 출연해 20대 트
로트가수의활력으로스튜디오를들
썩이게 만들 예정이다.
김소현 담당PD는 가수들의 흥
폭발 라이브에 이어서 국방FM
Friends와 트로트 가수의 노래 이
어 부르기 컬래버레이션 미션이 펼
쳐지는데청취자들의끼와센스가가
수못지않아서방송을듣는청취자들
이 배꼽을 잡고 웃는 재미난 시간이
될 것 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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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FM 건빵과 별사탕 이
오는 12일과 13일 오후 6시부터 8
시까지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풍성
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2일에는 뭉쳐야논다 라는프로
그램으로 지난해 4월 라디오 개편
이후 함께했던 개그맨 유병권과 이
세진, 심문규, 이상은을 초대해 북
적이고 신나는 명절 분위기를 만들
어본다. 팀을 나눠 추석에 관련된 퀴
즈를 풀어보고 랩 대결 등을 펼친
다. 또 청취자들이 보내온 고민 사연
을 듣고 해답을 제시하는 고민 해결
코너도 마련된다.
13일에는 건별 Live 무대가 기
다린다. 뮤지컬 맘마미아 의 주인
공 최정원과 서만석이 출연해 맘마
미아에 나왔던 주옥 같은 아바
(ABBA)의 명곡들을 시원한 라이
브로 들려줄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김래원과 공효진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는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가 오는 10월
2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는 전 여친에 상처
받은 재훈(김래원)과 전 남친에 뒤통수 맞은
선영(공효진)을 중심으로 이제 막 이별한 두
남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현실 로맨스를 그
린 작품이다.
이제 막 각자 최악의 이별을 경험한 두 남
녀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가장 보통
의 연애 는 지나고 나면 보통 이어도 할 때는
남들보다 유별나고 자신에게 특별했던 연애
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털어놓
으며 사랑을 해본 모두의 공감대를 자극할 예
정이다.
이별의 후유증으로 매일같이 아픔을 달래
고 있는 까칠한 후회남 재훈과 이미 끝난 연
애에 종지부를 찍고 뒤돌아보지 않는 돌직구
현실파 선영. 해볼 만큼 해본 두 남녀의 흥미
로운 연애사는 위트 있는 촌철살인의 대사와
에피소드, 솔직하고 거침없는 터치로 이전 로
맨스 영화와 전혀 다른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
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최승희 기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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