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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토스(egloos.com) 원작자의 

요청에 의해 URL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화제작자의 ‘충무로 이야기’

배우 L의 소문과 진실

영화
BLOG

1.  소재의 다양성

2. 현실성

3. 상세함(detail)

4.  짧고 구성지다.

5.  생각하게 한다

6.  유행을 알 수 있다

나이트엔데이(nitenday.egloos.com)

일본드라마, 참 다양한, 짧은  스토리의 여운
네티즌들 요즘 특별한 맛에 매료되다

드라마
BLOG

미친듯이 웃고 싶을 때

키사라즈 캐츠아이

타이거 앤 드래곤

노다메 칸타빌레

맨하탄 러브 스토리 ( 진짜 죽습니다. 이 드라마

의 진가는 4화 이후부터 그전까지는 꾹 참고 봐

야합니다. )

전차남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1리터의 눈물

사랑따윈 필요없어, 여름

섬머 스노우

트렌디 드라마

사랑의 힘

속도위반 결혼

중매결혼

마녀의 조건

일반 드라마

사토라레

야마토 나데시코(요조숙녀로 리메이크됐던 작

품)

백의 거탑

여왕의 교실 

스릴러물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히어로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 (I W G P )

트릭 시즌1,2,3

테마·장르별 입문용 일본 드라마 추천합니다

헤드라인 조병환│디자인 박지혜 

ISSUE
BLOG

대담
발칙

혹은 6인6색 섹시 토크  릴레이 

무덤까지 연장된 현대인의 성생활

월-이연희    ‘여우 사랑’ / 화-미스 와플 처녀들의 수다 / 수-김 작가 ‘섹스올로지’  

목-이영미 에로 스케치 / 금-이윤수‘고추박사 상담기’/ 토-까칠녀 ‘쇼퍼홀릭’

‘고추박사 상담기’
이윤수

이윤수는?

명동이윤수비뇨기과(www.penilee.co.kr·02-779-4500) 원장. (사)한국성과학연구소장. 국

내 최초로 음경 배부신경 차단 수술 및 성기 확대 수술 시술. 1997년 이후 한국판 킨지 보고서인 한

국 성인 남녀 성 실태 조사를 해 오고 있다.

소재 한계 한국 드라마, 비현실적인 미국 드라마와 차이

드라마 마녀의 조건중.   

여선생과 제자의 사랑을 그렸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속도위반결혼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사랑따윈 필요없어

  해뜸 05:53 밀물 06:01

  해짐 19:10 18:13

  달뜸 06:34 썰물 12:22

  달짐 21:43 --:--

4월 19일 (음력 3월 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나, 남

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8~1810%

제주

강원

영서

3~18 10%

강릉

영동              

10~21

경북

포항

8~2110%10%

전북



광주

전남

6~2210%

부산

경남

20(금)

21(토)

22(일)

서울경기강원영서 강릉영동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10~14  14~21 9~14  9~14 13~19 

제주

14~24 

16~22

13~17

13~19  

14~19  

7~16

6~20

7~16 

6~20

10~15 

8~18 

9~16 

8~16

세차 :90% 외출 :60% 세탁 :50%난방 :50%

제공: 케이웨더(주)02-360-2200 

www.kweather.co.kr

Weather  & 
 Life

  해뜸 05:34 밀물 05:52

  해짐 19:24 18:00

  달뜸 21:31 썰물 12:13

  달짐 06:05 --:--

5월 4일 (음력 3월 18일)

중부지방은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남서쪽

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13~2030%

제주

        16~2080%

강원

영서

10~22 30%

강릉

영동              

16~2730%

대구

경북

포항

15~2140%

충북

11~2330%

전북

13~2160%

대전

충남

10~2230%

광주

전남

14~2060%

부산

경남

14~1860%

5(토)

6(일)

7(월)

서울경기강원영서 강릉영동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15~22  15~22 10~22 10~22 14~20

제주

15~19 

15~19

14~19

13~19  

12~21  

13~19

11~24

13~19

11~24

12~22 

13~24

16~20

15~23

세차 :90% 외출 :60% 세탁 :50%

제공: 케이웨더(주)02-360-2200 

www.kweather.co.kr

Weather  & 
 Life

냉방 :20%

일본 자위대 영상, 누리꾼들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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