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을 다 맡아보고 커플 아닌 듯한 커플 연기도

오셨어요. 데뷔 10년차 개그맨으로서 방송 이후의

하면서 참 재미지게 연기한 것 같아요.

Bonus 질문

폭발적 반응에 대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세상을 바꾸는 人터뷰

일단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마치 술 덜

<코미디 빅리그>의 ‘중고 앤 나라’와 <마이 리틀 텔

2015년 마지막 날, ‘나래 바’에 가장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깬 다음 날 같달까요. 기분도 좋고 신나서 늘 파이

레비전>에서는 독보적인 분장 개그를 보여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팅이 넘치는데 이게 꿈같아서 조금 무섭기도 해요.

데요. 분장 개그를 선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서른네 살에 대박 난다고 했는데, 그때까

일단 등장했을 때 관객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개그우먼 신기루

지 몇 년 남았으니까 쭉 달려 보죠 뭐, 우하하.

분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라 관객들의 호

방송 외 시간에 즐기는 취미생활은?

응 데시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분장을 통해서 마

디제잉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장도연 씨와 함께했던

동석도 되어 보고 차승원도 돼 보고 평소에 상상만

맘에 드는 남자를 유혹하는 나만의 비법?

모델 연기도 인상 깊었고요. 최근에는 토크쇼·코

했던 것을 현실로 직접 실현해 보는 것도 재미있고

거침없는 도전과 빠른 포기

미디쇼·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출연하시는 것마

요. 사실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 분장을 하며

kt cs 사우분들에게 한 마디!

다 다 빵빵 터지던데,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은 뭔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 대머리 분장을 지울 때 비닐

섹쉬하게 사세요~

지 궁금해요.

을 벗기려면 석유를 바르고 10분을 기다려야 하고

‘패션 넘버 파이브’도 제가 무척 좋아하는 코너지

눈 위의 테이프를 떼는 것도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

만 코너지만, 최근 1년 반을 연기했던 <코미디 빅

만 이제는 평범한 화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민

리그> ‘썸 앤 쌈’의 ‘나래 씨’ 캐릭터에 가장 애착이

낯인 것처럼 스스로 어색해요.

kt cs Heartner vol. 63

<라디오 스타> 출연 이후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

가요. 한 코너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처음이고 1등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나래 씨’ 연기하면서 온갖

어릴 때부터 연기자를 꿈꾸셨다고요. 정극 연기와
비교해서 개그 연기의 매력은 뭔가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생
각지도 못했던 애드리브를 하면서 상대방과 주고
받는 긴장감이 아주 짜릿하죠. 무엇보다 내가 대본
을 짜고 연출하고 소품과 음악까지 모든 걸 준비하
고 연기한다는 것이 참 멋진 작업 아닌가요?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 평소에 만화나 영화, 예능 프
로그램을 많이 봐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쌓아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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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가 오면 요즘 트렌드 중
핫한 것을 체크하죠.

박나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개그가 있다면요? 그리
고 당신의 최종적인 꿈은?
우아한 사모님 같이 고급스러운 캐릭터를 꼭 해 보
고 싶어요. 대중들에게는 변함없이 유쾌하고 즐거
운, 그러면서도 조금은 아슬아슬하고 남들이 못하

박나래는 요즘 가장 핫한 ‘대세’ 개그맨이다. 별다른
준비 없이 단번에 kbs 공채 개그맨에 합격했지만 이
후 무명에 가까웠던 10년이란 시간을 버텨야 했던
그녀. 하지만 물리도록 삼각김밥만 먹던 때에도 자

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요. 제 자신
에게 하는 말은 늘 같답니다. “멋진 여자로 살자!”
예요. 솔직함, 유쾌함, 정(情)! 이게 ‘인간 박나래’
매력의 삼대장 아닌가 싶어요, 푸하하. 지금처럼

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

내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면 내가 꿈꾸는 멋진

았던 그녀는 덕분에 분방한 개성과 만만찮은 내공을

여자, 될 수 있겠죠?

체화했다. 박나래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훨씬 많은
개그맨! 확실히 지금은 박나래의 시작점이지 전성기
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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