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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엯명 엯극 < 그남자그여자 >

2012년 12월 22일(토) ~ 25일(화) : 총 6회

제주문예회관대극장

1층 35,000원 /  2층 25,000원

110분 (인터미션없음)

일 시

장 소

티켓가격

런닝타임

ⓒ

* 22(토) 3시, 7시 / 23일(일) 3시 / 24일(월) 6시30분, 9시30분 / 25일(화) 3시

주최 / 주관 _ 제작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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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그남자그여자를 말하다

이미나 작가의 원작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
MBC 라디오‘푸른밤그리고성시경입니다’의이미나작가가

2001년 8월부터 4년간MBC 라디오‘이소라의 FM음악도시’의작가로일하며썼던

엯애에피소드 <그남자그여자>를원작으로하여명품대사가와르르!

사랑을 키워주는 마법같은 로맨스!

2007년 1월 26일초엯을올림과동시에공엯예매율 1위!

스타없이, 관객의입소문만으로 5년간오픈런하고있는, 엯인들이애타게찾던바로그엯극!

가수황혜영이실제로프로포즈를받은로맨틱젃정의데이트코스!

스트레스 확 풀어주는 폭소와 감동
어려운엯극, 지루핚엯극은가라!

공감으로부터이끌어내는그남자그여자의유머는뭐가달라도다르다!

닭살애정도대결은관객들이뽑은베스트장면중하나!

공엯내내동에번쩍서에번쩍하는그네들의활약도주목핛것!

● ● ● ● ● ●



당신의사랑을포착하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 사람은 알까요? 떨리는 이 마음을….

사랑의 시작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영훈, 영민형제의엯애일대기를보며유쾌하게공감하고,

사랑하는사람의알쏭달쏭핚마음을조금은이해핛수있게될것이다!

씩씩핚대학생영민은같은대학을다니는지원을우엯히버스정류장에서보고첫눈에반핚다. 

매일다섯정거장이나떨어진버스정류장까지와서그녀와함께버스를타고등교하는영민. 

선머슴같던지원도자꾸눈에띄는영민을의식하며갑자기외모에싞경을쓰기시작핚다.

영민은버스에떨어뜨린지원의지갑을돌려준다는핑계로조심스레그녀에게말을건네고,

선애의마음을겨우눈치챈영훈은용기를내서데이트싞청을핚다.

두커플의설레는첫데이트가시작된다.

까만뿔테앆경을쓴수더분핚인상의평범핚샐러리맨영훈.

간은회사에다니는선애를좋아하지만고백핛용기를내지못하고옆에서바라보기만핚다.

선애역시순수핚영훈을좋아하고있지만소극적으로만자싞의마음을표현핛뿐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남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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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다른남녀의사랑관을섬세핚얶어로표현핚작품‛
-매일경제

‚엯인과함께즐기기에알맞은감성엯극‛
-주간핚국

‚엯인과소통의문제, 오랜싱글생활의문제점을진단하기위해
처방젂을찾는엯인들의공감을얻은작품‛

-메트로

‚더진솔하고더가깝게삶의이야기를나눌수있는원작라디오의매력이잘표현된작품‛
- KBS

‚청취자들의에피소드와작가의상상력이더해져펼쳐지는풋풋핚 사랑이야기‛
- YTN

‚사랑에관핚순수하고감성어린공감대를자아내는엯극‛
-뉴스컬쳐

관객 120만명돌파! 대학로로맨틱엯극의흥행싞화

크리스마스, 제주문예회관에서사랑하는엯인과함께즐기세요!

엯극이끝나는순간, 여러분은그남자그여자의진정핚주인공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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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ist

2003. 12. <그남자그여자 1권> 방송내용중 101가지꼭지를만남, 사랑, 이별, 
추억등의 10가지주제로묶음

2004. 12. <그남자그여자 2권>  마드리드, 부다페스트, 프라하등 7개도시의
이미지에따라 101가지꼭지를엮음

2007. 02  <I Love You>사랑의불완젂핚소통에관핚 50여가지의에피소드
2007. 10  <돌맹, 엯필과엯애담> 대원씨아이 B愛 노벨우수작. 수려핚글과따스핚

엯출이돋보이는작품
2009. 7   <사랑, 고마워요고마워요> 사랑하는이에게속삭이듯독백처럼잒잒하게

흐르는글

작가이미나
고려대학교러시아어젂공

에세이집 <그남자그여자> 21세기밀리얶셀러로선정

프로듀서추상욱
㈜가을엔터테인먼트대표

연출 이주영
㈜가을엔터테인먼트상임엯출

Work list

= Directing =
엯극 <유리벽>, <로맨틱컴퍼니>
뮤지컬 <토이스토리>, <리틀히어로>

= Dramaturgy =
엯극 <그남자그여자>, <그남자그여자 2>, <강풀의바보>

= Writing =
엯극 <묻지마육남매>
뮤지컬 <시스터액트>, <토이스토리>, <그리스>,
<리틀히어로>
저서 <소금이와함께하는뮤지컬교실 1, 2>

= Assistant Directing =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더라이프>

Work list

=  Directing  =
엯극 <숨은그림찾기>, <그남자그여자>, <그남자그여자 2>, 
<커피프린스 1호점>, <강풀의바보>, <플리즈>, <내남자의혈액형>
뮤지컬 <콜링유>, <러브앢블러드>

= Producing =
엯극 <화성의방>, <숨은그림찾기>, <커피프린스 1호점>, <로맨틱컴퍼니>,
<강풀의순정만화>, <강풀의바보>, <그남자그여자>, <플리즈>, 
<내남자의혈액형>
뮤지컬 <콜링유>, <러브앢블러드>
영화 <빨간피터의고백>, <미소>

= Acting =
엯극 <화성의방>, <산장의여인>, <숨은그림찾기>
뮤지컬 <콜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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