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석규가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에서 서툴지

만, 마음이 듬뿍 담긴 요리로 따뜻한 온

기를 전한다.

‘낭만닥터 김사부2’(2020) 이후 2년

만에 새 드라마로 복귀한 그는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에서 아픈 아내를 위

해 요리를 조금씩 배워가는 남편 창욱

역을 맡았다.

한석규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열

린 제작발표회에서 “온도에 비유하자면

뜨겁기보다는 따뜻한 이야기”라고 작품

을 소개했다.

강창래 작가의 실화 바탕 에세이를 원

작으로 한 휴먼 드라마인 이 작품은 한

끼 식사가 소중해진 아내를 위해 정성

가득한 음식 만들기에 도전하는 남편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한석규가 연기한 창욱은 번역가이자

인문학 강사로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해

왔던 인물. 그는 아내의 건강 상태를 알

게 된 뒤 낯설기만 했던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며가족의소중함을 깨달아간다.

한석규는 평소 작품에서 해보고 싶었

던 이야기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음식을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

에 끌렸다고 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사랑 이야기가 좀 부

적절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

리드라마는)남편과아내두사람의이야

기”라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 작품에

는세가지가다담겨있다”고설명했다.

한석규는 요리를 직접 해야 하는 연기

는 평소에도 간단한 요리를 해왔기에 아

주 어렵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음식이 하나 등장한다. 웍

이라는 조리 기구는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생소했다”며 “(극 중) 요리를 못

하는 설정이라 잘할 필요가 없어서 괜찮

았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가족·음식이야기담은따뜻한드라마”
한석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로 2년만에 복귀

배우한석규 <왓챠제공>

[최인태의 사주칼럼]

수왕지절(水旺之節)

겨울의 시작을 입동(立冬)이라고

한다. 입동은 24절기의 19번째로 태

양 황경이 225도가 될 때이다. 항상

양력 11월7일께 입동이 된다. 서양에

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 즉 할로윈 다

음 날인 양력 11월부터가 겨울이 시

작하는 날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우

리가 피부로 느끼는 진짜 겨울은 양

력 11월22일께 시작되는 소설(小雪)

부터다. 이때부터 북부 지방에서는

눈도 내리기 시작하며 완전 겨울 한

파가 시작된다.

‘겨울 동(冬)’자는 일 년 중 마지막

계절이다. 동(冬)자는 ‘끝 치’에 ‘얼

음 빙’이 합쳐진 글자다. ‘치’자는 실

의 매듭 끄트머리를 나타낸 글자다.

‘빙’자는 얼음에 금이 간 모양을 형상

화한 것으로 이 글자들이 합쳐져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뜻하게

됐다. 동의보감에서는 겨울철 석 달

을 ‘물이 얼고 땅이 얼어 터지며 양기

(陽氣)가 요동하지 못하는 시기’라

고 표현했다. 역학에서도 해(亥)자

(子)축(丑) 월(月)에 태어난 사람이

필요한 기운은 따뜻한 화기(火氣)로

용신(用神)을 많이 잡는다. 말 그대

로 음기(陰氣)만 강한 기운에 양기

(陽氣)운이 들어가야 음양의 화합

(和合)이 되어 생명이 싹트고 건강

이 좋아지며 만사가 좋아진다는 것

이다.

역학에서는 겨울을 일컬어 수왕지

절(水旺之節)이라고 표현하는데 사

상(四象)으로는 소음(少陰)에 해당

한다. 겉으로 드러난 음기로 인해 세

상 모든 것이 얼고 냉랭하지만 땅속

에는 양기를 숨기고 있다. 이듬해 봄

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땅속에서는 새 생명의 활동이 왕성한

양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

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병은 보통

이 겨울의 섭리를 잘 모르는데서 생

기는 것이다. 겨울에는 외부의 기운

때문에 몸에 열이 부족하고 한기(寒

氣)에 노출이 되어서 주로 독감에 많

이 걸리게 되고 노인 분들은 뼈마디

가 손상되기도 한다. 겨울의 음기를

이기려면 활동을 줄이고 몸 안에 열

기를 최대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굳이 움직인다면 운동으로써

몸에 열을 불어넣어주어야 좋다.

보통 명리학에서는 악운(惡運)을

겨울에 비유하고는 한다. 악운이 오

면 모든 것이 차가워진다. 주변사람

은 나를 배신하고 재물은 나에게서

떠나며 건강까지 나빠지게 된다. 악

운을 이기는 법도 겨울을 잘 나는 것

과 같다. 길운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

며 무엇보다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

적인 밝은 사상이 필요하고 몸의 건

강 또한 최대한 잘 지켜야 한다. 견디

다 보면 봄이 오듯 자연스럽게 길운

은 어느새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된다.

●주요프로그램안내

광주FM97.3MHz,전남동부권FM103.5MHz

청취자참여전화080-9701-333
수신자부담무료교통제보전화080-333-8000

출발!광주대행진 (07:00~08:55)
프로듀서:김미경 | 진행자:노희설 | 작가:정안숙
교통분야를비롯한각종생활정보프로그램.
출근길의동반자 븮출발!광주대행진븯이상쾌한아침을열어드립니다.

TBN광주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김현정 | 진행자:문애란 | 작가:박현주
정확한뉴스,알찬정보,주요시사에대한명쾌한분석!
광주븡전남지역의주요이슈와현안을집중조명해보는
보도제작시사븡정보프로그램.

달리는라디오 (18:05~19:55)
프로듀서:양종열 | 진행자:최용규븡장원나 | 작가:민지영
퇴근길!신속,정확한교통정보를드립니다.
더불어세상사는이야기로여러분의퇴근길을편안하게길라잡이
해드립니다.

TBN차차차 (12:05~13:55)
프로듀서:이진아 | 진행자:정인택븡오원화 | 작가:한효정
우주최강흥부자MC정오남매와의행복한데이트
대표오락프로그램 <TBN차차차>
한낮의나른함을떨치고행복에너지가득충전하러오세요!

최인태의 오늘의운세
천문역원 (062)673-2427

음력11월8일

쥐띠:소심함이절호의기회를앗아갈수있다.포부를크게가져라.

36년생멀지않은곳에서기쁜소식이당신을기다리고있다. 48년생아

랫사람과상의하고행동하는것이어려움을덜수있는좋은방법이다. 60

년생 확고한 위치를 구축할 시기이다. 72년생 당분간 마음에 거리를 두게

될수있으니미리방지함이이롭다. 84년생힘들다고포기하는것보다한

번더힘을다한다면행운은알아서찾아온다. 96년생그동안진행해오던

일이누군가의우연한도움으로배가될수있다. 08년생시험으로인하여

정신적으로힘들수있지만, 무엇보다급하게생각하지않도록하는게중

요하다. 행운의수: 5,7 행운의색:자두색

말띠: 일의세부적계획과구체적인진행이없이마음만너무앞서는것은

아닌지다시한번검토해보길바란다.

42년생비를피하려고집안에들어가지만,편안하지않으니차라리외출

하여마음을풀어라. 54년생보고싶은것만봐서는안된다.보고싶지않아

도봐야제대로된미래를설계할수있다. 66년생피붙이에특히애정이가

는하루다.없는살림에더주고싶어안달이난다. 78년생부부나이성관계

에서다툼이있더라도각방을쓰지않는것이좋다. 힘들더라도얼굴을맞

대고해결하라. 90년생직장내의동료와뜻을모아서새롭게일을추진하

게된다.의기투합하여분발하라. 행운의수: 2,7 행운의색:보라색

소띠:한동안어려운시기를맞아수고했다. 모처럼안도의한숨을내쉬게

되는하루이다.

37년문서의계약이나결정할일이생긴다. 49년생균형있는식사를하

도록하라.무리한음식욕심에체한다. 61년생아랫사람과의불화가생기면

조용히물러나고, 다독이는것이당신에게유리하다. 73년생지금하는일

은오히려당신을더힘들게한다. 조금은환경이나일하는방식을바꾸는

게좋겠다. 85년생사람과만나는일이즐거운날이다. 97년생거짓말을해

서는안되나때론진실중에도입에담아서는안되는것이있다. 09년생생

각하며살자. 행운의수: 1,2 행운의색:주황색

양띠: 평소무리없는행동을해온당신이지만오늘,우연찮은실수로아래

사람을실망하게하는일이예견된다.

43년생부정적인생각은버려야한다. 55년생너무공짜를좋아하면오히

려바가지를쓸수있으니, 적당한선에서타협하도록하라. 67년생금전상

지출은있으나보람을느낄수있는지출이니, 되도록흔쾌히지출하라. 79

년생우연한행운이아니라이제껏모르는새축적된당신의저력이발견된

결과일것이다. 91년생돌발적으로발생하는일이일어나지않도록긴장감

을늦추지말아야할것이다. 03년생애정에길한날이니이성친구는무조

건만나서잘지내라. 행운의수:　0,9 행운의색:남색

범띠:시작할때의마음으로끝까지 고나가길.이루지못할것은없다.

38년생타인의도움으로이로울수있는일이생길것이니,사람을잘대

하면좋을것이다. 50년생당신을힘들게하는것은오늘의경험이아니라

무의미한어제의회한과내일의공포다. 62년생매매를위한시기는적기이

나, 잘모르는일에대한투자는불리하니주의하도록하라 74년생배우는

사람은그배움의능력을발휘하여더나은성과를얻을수있는하루다. 86

년생게으른자는그손으로손가락에밥을얻고도입으로올리기를힘들어

한다. 98년생시간은위로하는자요, 시간은진통제이다. 시간이지나면잊

혀질것이다. 행운의수: 0,5 행운의색:검은색

원숭이띠: 투자도괜찮고시험운도좋다. 연인과의만남이있다면적극적

인표현도괜찮은날이다.

44년생별기대하지않은사람이당신을찾아온다.기쁜마음으로맞이해

주자. 56년생힘들게벗어던졌던짐이어느새다시눈앞에다가와있다. 아

직은긴장을풀지말도록하라. 68년생뒤를보지않고현실에최선을다하

는모습이아름다워보인다. 80년생당신이주체적이지못한도움이기에장

기적으로보면바람직하지않다. 도움을주고자하는이의마음만받길추

천한다. 92년생어둠이물러가고새벽이밝은빛이찾아드는형상이니, 귀

인이드는운수이다. 행운의수: 4,5 행운의색:황금색

토끼띠: 아무리어려운상황이더라도자신이하고자하는의욕만잃지않

는다면절반은성공한셈이다.

39년생항상푸념거리를늘어놓는사람들이있다. 되도록멀리해야화

를피할수있다. 51년생컨디션이안좋을수있다. 하루의시작은간단한

운동으로여는것이좋다. 63년생소소한일이라도다의미가있다.늘정성

껏다루는습관을갖도록하라. 75년생직원의은공을잊으면나중에어려

워질수있으니잊지않고챙겨주는것이옳다. 87년생육체가고달프고정

신은산만하다. 마음의중심을잘잡도록해야한다. 99년생조심해서나쁠

건없다.언행에신경쓸것. 행운의수: 4,8 행운의색:파란색

닭띠: 좋은기운이짧은편이니마냥귀인을기대해서는어려운상황을피

하지못할것이다.

45년생잘몰랐던서로에대한신뢰를확인하기좋은날이다. 57년생이

해관계에따른시비가생길수있으니,신중하되지나치게소극적이지는말

라. 69년생새로운일이생겨도붙잡으려고하진말라. 일부러붙잡지않아

도절로찾아온다. 81년생뜻밖의위기상황에서는오히려물질적인것보다

마음을열고행동하는것이유리하다. 93년생또다른이성의등장으로새

로운고민거리가생길수있으니조심. 05년생풍랑을두려워하지말라. 당

신의길을막을순없다. 행운의수: 1,4 행운의색:검은색

용띠:끊임없이시도하는하루.계획도치 하고들인공도만만치않겠다.

40년생사사로운정을멀리하고,공과사의구별을확실히해야한다. 52

년생남에게자기일을맡기면원하는대로이룰수없으니자신의능력으

로해내라. 64년생자신이생각한일이과연옳은일인지를한번생각해봐

야할때이다. 76년생주위의물심양면으로발전의계기가되어줄것이다. 8

8년생삼년가뭄에는살아도석달장마에는못산다. 모자람이과함보다

나을수있다. 00년생아직결정적인시기를만나지못했을뿐,달빛아래펼

쳐진풍요로운들판처럼잠재된당신의재능은무한하다. 12년생좀더뜻

을높게세우고과감하게 고나가야. 행운의수: 1,6 행운의색:갈색

개띠: 사업적으로재운이하락할수있다. 반등을위한조짐이지염려할필

요는없다.

46년의미있고기분좋은지출이늘고. 58년생많은대가를바라지말고

자신의능력안에서진행하도록하라. 70년생시작부터순조로우니당신이

맡은일들이착착진행된다. 오늘처럼만행동하라. 82년생나에대하여자

신감을가지고움직이는게확실히유리하다. 막혔던벽도뚫린다. 94년생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잃기만 하지는 않으니

큰걱정은안해도되겠다. 06년생소소한일에신경을쓰느니더큰일에최

선을다하는것이이롭다. 행운의수: 2,7 행운의색:빨간색

뱀띠:많은사람의후원으로순조롭게이루어지니근심할것이없겠다.

41년생정신적으로많은고민거리가쌓이겠지만,단서를찾음으로써해

결할수있을것이다. 53년생달을바라보니옥토끼가방아를찧는형상이

다.재물과귀인이그득한하루가될수있다. 65년생외부에서생긴불만을

가정에서풀생각일랑말아라. 가정이제일소중하다. 77년생충분히마음

의여유를가지고경험자와연장자의조언을듣기바란다. 89년생게으름은

당신에게화를부른다.주위사람을생각해서라도실천하는하루를보내라.

01년생믿었던친구가이성에게서운한감정을느낀다. 또다른아픔을줄

수있으니잊어버리도록하라. 행운의수: 7,9 행운의색:소라색

돼지띠:평상시정나누면서가깝게지내는친척일수록예의를존중할것.

35년생소원을성취하려면그만큼자신이가지고있는걸버려야할순간

이올수있다. 47년생당장눈앞의현실적인문제로힘들어할수있다.환상

에서벗어나야한다. 59년생땀흘려열심히일하는당신열심히놀줄도알

아야한다. 71년생개성있는자신의모습에는나이가중요하지않다. 옷이

나외모에좀더관심을가져라. 83년생거짓말은눈사람같아서오래굴리

면그만큼더커진다. 95년생폭넓게생각하고자신이원하는것을신중히

고민한다면소망하는것을얻고, 기뻐할수있는좋은하루다. 07년생물건

을분실할수있다. 행운의수: 6,8 행운의색: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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