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를 만드는 시간들 (2021)
반성문, 살인기억 (2021)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 (2020, 앵콜)
고향마을 (2018)
소나무 아래 잠들다 (2017)
마스터클래스 (2016)
성호가든 (2014)
고요한 아침의 호텔 (2010)
미아리 음악다방 (2010)
19그리고 80 (2006)
누가 누구? (2001)

페드르 역
춘자 역

영화평론가 심미화 역
한미옥 역

시어머니 역
소프라노 소피 역

주인여자 역
고명경 역
선옥 역

1인 다역
수제뜨 역
외 다수

조선 삼총사 (2021)
지붕 위의 바이올린 (2021)
베니스의 상인 (2019)
브라보 마이 러브 (2018)
애니 (2018, 2011, 2007, 2006)
서울의 달 (2016)
마법에 걸린 일곱 난장이 (2016, 2015)
서울 1983 (2015)
균 (2014)
밥퍼 (2013, 2012)
태양의 노래 (2010)
오즈의 마법사 (2009, 2008)
어린 왕자 (2006, 2005, 2003, 2001, 2000)
넌센스 (2005, 1996, 1995, 1994)
아가씨와 건달들 (2003)
신라의 달밤 (2001, 2000)

봉기군 역
옌떼 역

랜슬럿 역
피아니스트 샤론정 역

미스 해니건 역
영숙엄마 역
마녀 젤리 역
마산댁 역

해설자 주모 역
박포주 역
아줌마 역

서쪽 초록마녀 역
뱀 역

허버트 역
아들레이드 역
도깨비 여왕 역

외 다수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우수단원 표창장’ 수상 (2016)

제 4회 연극인의 날 ‘아름다운 연극인상’ 수상 (2014)

뮤지컬 (총 70여 편)

수상

경력 연우무대 (1984-1986) | 민중극단 (1987-1996) | 서울시뮤지컬단 (1996-2021)

연극 (총 30여 편)

콘서트 섬머타임 | 캬바레 | 올 댓 재즈 | 넌센스 | 외 다수

노래 주제곡 솔로 _ 고향마을 (2018) | 집을 떠나며 (2018) | 이혈 (2014) 등

특기 연기 | 노래 | 댄스 | 뮤지컬 연기 (보컬) 지도

학력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 공연 예술학 박사

저서 『뮤지컬 연기, 이제 단계별로 배운다!』, 연극과 인간, 2019 (2쇄)

영화
장편 정남 (2020) 
단편 다음 스텝의 계절 (2020)
단편 벌레 (2020)
단편 황니귀뎐 (2020)
단편 오늘은 분리수거 날이 아닙니다 (2020)
장편 엄마를 부탁해 (2021)
단편 평생 늙지 않는 연구소 (2021)
중편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2021)
단편 송객 (2021)

정남 엄마 역
수경 엄마 역

파업 노동자 역
건물 집주인 역

연 역
유진 엄마 역
노여운 역
민정 역
경자 역

1965년생
162cm • 54kg

광고

라이프엔진TV 정관장 동인비 화장품 (2020)
유투브 종합연기 TV 인터뷰& 뮤지컬연기 독학 강의1~5 (2020) 
대한민국 정부 [자살예방 캠페인] 먼저 질문 해 주세요 (2021)

모델
인터뷰 人 | 강사

엄마 친구 역

드라마
MBC <검은태양>(2021)
JTBC <설강화> (2020)

추모식 유족 역
사채업자 여사장 역

Park  Seon Ok

박 선 옥







연극 연기 상세 경력 -배역- 공연장

1984-1986 연우무대, 마당극(사회 풍자극, 비판극 위주)다수
-1인다역-

기타 야외무대

1989 <로미오와 줄리엣>-해설자-
<칠산리>-딸-
<게사니>-탄실이(조연)-

세종별관/
문예회관/
문예회관

1990 <누구세요?>-여자(주조연)- 민중소극장

1991 <코카서스의 백묵원>-그루쉐(주연)- 문예소극장

1992 <M나비>-외교관 부인- 광주, 부산, 대구
지방공연

1993 <어머니>-마샤(주조연)-
<북어대가리>-여자(주조연)-

문예회관/
진주, 부산, 안산
지방공연

1998 <알레르기 알레고리>-여자- 문예소극장

2001 <누가누구?>-수제뜨(주조연)- 대학로극장

2006 <19그리고80>-1인다역(조연)- 청담우림씨어터

2010 <고요한 아침의 호텔>-고명경(주연)-
<미아리 음악 다방>-선옥(주연)-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미아리마
을극장



연극 연기경력-배역- 공연장

2014 <성호가든>-주인여자(주연)-
<이혈>-주제곡 솔로-극단 반 작품

아르코예술
소극장

2016 <마스터클래스>-소프라노 소피(조연)- 국립극장
달오름

2017 <소나무아래 잠들다>-시어머니(주조연)- 대학로
스타시티후암

2018 <고향마을>-한미옥(주조연)-주제곡 솔로-
<집을 떠나며>-주제곡 솔로-극단 반 작품

공유소극장

2020
2020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 노혜자 국사선생님 역(조연)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 영화평론가 심미화 역(조연)

동숭무대소극장
대학로자유극장

2021
2021

<반성문, 살인기억>- 춘자 역(조연)

<나를 만드는 시간들>- 페드르(주연)

씨어터 쿰
동숭무대 소극장

뮤지컬 연기경력-배역- 공연장

1987 <아가씨와 건달들>-무희- 세종별관



뮤지컬 연기경력-배역- 공연장

1988/1989
1988
1988/1989

<바람처럼 강물처럼>-선옥(조연)-
<영어뮤지컬 춘향전>-기생-
<서푼짜리 오페라>-제니(주조연)-

미리내극장/
문예회관/
호암아트홀

1989
1989/1990

<올리버 트위스트>-다죠(조연)-
<피터팬>-피터팬(주연)-

현대
토아트홀

1991 <토끼와 자라>-1인 다역- 문예소극장

1992/1994/1995 <노력하지 않고 출세하는 법>-비서- 문예회관

1993 <피터팬>-피터팬(주연)- 현대토아트홀

1994/1995
1994/1995/1996
/2005

<약속>-마지(주조연)-
<넌센스>-허버트(주조연)- 인켈아트홀

1995/1996 <오드리>-로네트(조연)- 문예회관

1996 <빅토르 최>-1인 다역-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연기경력-배역- 공연장

1997/2004
1997

<정글북>-늑대-
<한네>-쇠돌네(조연)-
<토요상설>-I don’t know how to Love him(솔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세종소극장

1998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마을사람-
<한여름밤의 뮤지컬 콘서트>-섬머타임(솔로)-
<피갈호의 결혼>-마네킹-
<지붕위의 바이올린>-프루마사라(조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999
1999/2000
1999

<공룡대모험>-공룡-
<포기와베스>-딸기장수, 게장수/ 마리아-
<킬리만자로의 표범>-1인 다역-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세종소
극장/대극장

2000
2000/2001
2000
2000/2001/2003
/2005/2006

<우주전사 손오공>-대마부인(주조연)-
<신라의 달밤>-도깨비여왕(티테이니어여왕)-
<영.호남 연극 축제 개막식>-섬머타임(솔로)-
<어린왕자>-뱀(주조연)

세종문화대극장
/세종분수야외
무대/
세종소극장

2001 <카르멘시타>-안무가(주조연)-/<어린왕자>-뱀
<열정 콘서트>-캬바레(솔로)-
<토미>-1인 다역-

세종소극장/
문예회관/
세종문화대극장



뮤지컬 연기경력-배역- 공연장

2002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샤크파여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03 <GAS>-1인 다역-/<어린왕자>-뱀-
<아가씨와 건달들>-아들레이드(주연)-

세종소극장/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04 <한여름밤의 꿈>-보텀의 처-
<지저스크라이스트수퍼스타>-1인 다역-

세종분수대야
외무대/대극장

2005 <헤라클레스>-1인 다역-
<어린왕자>-뱀(주조연)-

세종대극장/
소극장

2006

2006/2007/2010
/2011/2018

<어린왕자>-뱀(주조연)-
<키스 미 타이거>-사당패-
<애니>-미스 해니건 원장(주조연)-

세종소극장/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연기경력-배역- 공연장

2007
2007/2008/2009

<달려라 하니>-교감 선생님-/<애니>-미스 해니건-
<소나기>-순영 할머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세종M
씨어터

2008/2009 <오즈의 마법사>-서쪽(초록)마녀(주조연) 세종문화대극장

2010 <태양의 노래>-아줌마(조연)-
<애니>-미스 해니건(주조연)-

세종M씨어터/
세종문화대극장

2011 <투란도>-여관집 주인-/<애니>-미스 해니건-
<민족상징 백-아리랑TV기획물 다큐>-재즈버전의
춘향가 ‘사랑 내 사랑아’한국 홍보물 촬영-

세종M씨어터/
세종대극장

2012
2012/2013
2013

<정도전>-정도전 엄마-
<밥퍼>-박포주(조연)-
<재즈밴드Bootstrap공연>-다수곡(솔로)-

영주아트파크
까치홀 /
세종대극장

2014 <균>-해설자 주모(조연)- 세종M씨어터

2015/2016
2015

<마법에 걸린 일곱 난장이>-마녀젤리(주조연)-
<서울1983>-마산댁(조연)-

세종M씨어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연기경력 -배역- 공연장

2016 <서울의 달>-영숙엄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7
2017/2018

<밀사>-외교관 부인-
<광화문 연가>-그대들 행동대장(조연)-

세종M씨어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8 <브라보 마이 러브>-피아니스트 샤론정(조연)-
<온쉼표 The Story콘서트>-All That Jazz(솔로)-
<애니>-미스 해니건 원장(주조연)-

세종M씨어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9 <베니스의 상인>-랜슬럿(조연)-
<극장앞 독립군>-공산당 직업 심사관-

세종M씨어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20 <작은 아씨들>-파리의 귀족부인- 세종M씨어터

2021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옌떼 (조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21 <조선 삼총사> -봉기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