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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현실 관찰 리얼리티 쇼

출연 이특·양세형·윤정수·서은광
한은정·써니·장도연·청하 외

MBN <현실남녀>가
시즌2로 돌아온다!
단 6회 방송 만에 온라인 영상 클립

프로그램으로, 남녀의 생각 차이는

조회 수 130만 뷰(SMR)를 돌파하며

물론 서로 다른 심리 구조까지 들여다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MBN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방송은 리얼한

<현실남녀>가 시즌2로 돌아온다.

상황을 연출, 출연진의 특성이나 성격,

올여름 새롭게 찾아오는 <현실남녀>

캐릭터, 성별에 따른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즌2는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한층

반응을 VCR로 관찰하고 스튜디오에서

살리면서 남녀의 심리 구조에 더욱

토크로 유쾌하게 풀어 본다.

초점을 맞췄다. 남녀의 다른

남녀 심리를 다룬 책이 꾸준히 인기인

출연으로 이슈성 보장+

감각 능력을 일깨운다는 신선한 포맷은

가운데 방송사마다 줄이어 이성간의

넘사벽 인기 기대

그대로 유지하되, 일상에서 활용

로맨스를 다루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가능한 정보력을 업그레이드해 재미와

내놓고 있다. 우리에게 여전한 물음표인

화제성을 동시에 겨냥할 전망이다.

남과 여, 당신이 볼 <현실남녀> 시즌2가

<현실남녀>는 여러 남녀가 보편적인

기대되는 이유다.

시청 포인트
•남녀의 심리 구조를 엿보는
재미+남녀에 관한 호기심
해소까지, 젊은 층에 어필하는
전방위적 콘텐츠로 무장
•아이돌 출신 한류 스타

•‘토크+관찰 리얼리티의
만남’이란 검증된 카드
•다양한 카테고리의 간접 광고
노출 가능

‘현실남 1호’

‘현실남 2호’

‘현실남 3호’

슈퍼주니어 이특

양세형

윤정수

8인 8색
<현실남녀> 시즌2
남녀에 대한 심리 구조 예측을 위해
연령대와 장르를 불문한
대세 스타들이 뭉쳤다.
현실남녀 8인에게는
매주 다양한 주제를 부여하고,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리얼 관찰

리얼한 상황을 조성한 뒤
‘현실남 4호’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비투비 서은광

‘현실녀 1호’
한은정

남녀를 들여다보다! 미리 보는 <현실남녀> 시즌2
출연진들의 일상에 다양한 현실남녀 아이템을 적용, 관찰 VCR을 제작한다.
■ 현실남녀의 현실 경제관념

‘1인당 10만 원씩 주어졌다. 하루를 보내라!’
남녀의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출까?
■ 현실남녀의 현실 식생활

‘혼밥 남녀, 세 끼를 바꿔 체험하고 서로 공감하라!’
■ 현실남녀의 현실 여행

준비부터 즐기는 방법까지 너무도 다른 남녀의 여행
■ 현실남녀의 현실 패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스타일 vs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스타일
■ 현실남녀의 현실 친구

낯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현실남녀의 노하우는?
■ 현실남녀의 현실 중독

현실남녀가 흔히 빠지는 중독(휴대폰 중독·게임
중독·커피 중독·니코틴 중독·청결 중독 등)
■ 현실남녀의 현실 음주

주종·술집·대화 내용·주량·주사까지 각양각색인
남녀의 음주 문화

‘현실녀 2호’

‘현실녀 3호’

‘현실녀 4호’

소녀시대 써니

장도연

아이오아이 출신 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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