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END’s GOOD

때론 현실이 더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아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부부가 됐죠? 지난 10월 31일, 백년가약을 맺은 커플의 환상적인 결혼식 풍경을 다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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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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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커플이 현실로? ‘송송’커플을 소개합니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특전사 태백부대의 유시진 대위와 

의료봉사단의 강모연 의사. 극한의 환경에서 따뜻하게 피어 오른 젊은 군인과 

의사의 로맨스는 작년 한 해 전국민을 열광케 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40% 

가까이 올랐고, 중국에선 드라마 영상 조회수가 20억 뷰에 달했죠. ‘송송 커플’의 

인기가 대단한 나머지 두 사람이 실제 커플이 되길 바라는 팬들도 적지 않았죠. 

 

드라마 촬영을 함께한 친한 선, 후배 사이라고만 일축했던 두 사람의 순간들을 

이제와 다시 보니, 정말 다정한 연인처럼 잘 어울립니다. 당시 송혜교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을 다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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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 전 2013년에 

방영된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송혜교와 함께 출연했던 조인성을 

통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촬영장을 

찾아 “송혜교 씨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을 정도로 송중기의 팬심이 

대단했다는군요! 어쨌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가장 큰 공은 <태양의 후예> 덕분일 겁니다. 

당시 드라마 속 유시진(송중기)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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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의 디자이너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끝난 후, 단 하나뿐인 송혜교의 드레스를 위해 그린 

스케치와 제작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본래 패션쇼에 등장했던 

드레스는 검정색 벨벳 드레스였는데, 송혜교는 벨벳을 하얀색 

미카도 실크로 바꾸고, 네크라인에 프랑스 자수가 새겨진 

레이스를 달아 여성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예식을 마친 후, 송혜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이해와 

관심과 사랑으로 축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11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로 신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두 사람, 이제 부부가 된 모습. 이건 정말 

실화네요! 

올해, 7월 5일 갑자기 두 사람은 열애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결혼’을 발표해 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개월 후인 10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5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중기의 친한 친구가 사회를 

맡았고, 유아인과 이광수가 편지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축가는 

송혜교와 친한 가수 옥주현이 알라딘 OST인 ‘A Whole New World’를 

불렀습니다. 피로연에서는 박보검이 성시경의 노래 ‘두 사람’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박형식이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전국민이 사랑했던 드라마이니만큼, 송송 커플에게 쏟아지는 

축복과 관심도 대단했죠. 두 사람은 으레 톱스타들이 종종 받는 

제품 협찬을 거절하고, 직접 턱시도와 웨딩 드레스를 구입해 

입었습니다. 특히 송혜교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웨딩드레스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크리스챤 디올’의 2017 가을 오뜨 꾸뛰르 

(고급 맞춤 제작 주문복) 컬렉션 제품입니다. 지난 9월, 파리에서 

송송 커플이 포착되어 헤드라인을 도배한 적이 있었는데요. 

디올의 아뜰리에(공방)을 찾아 드레스를 피팅하고 구입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였답니다. 송중기의 턱시도 역시 

디올의 남성 브랜드인 디올 옴므의 수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