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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JEKYLL & HYDE

Good and Evil, two different human natures inside of 
본 성 . . .

a man

Dangerous love and a mysterious game with 
기 이 한 , 신 비 한 . .

beautiful melodies

Amazing ticket sales and attendance records

The most splendid show that only the best of the 
화 려 한 . . .

best actors could be in!

Jekyll & Hyde is the story about a doctor who has 

been working on a top secret experiment for years. 

Dr. Jekyll has always believed that a person has two 

separate personal characters – one person is good 

and kind, and the other person is mean and evil. He 
비 열 한 사악한..

has decided to prove it. 

After several years, Dr. Jekyll finally makes a drug 

that is able to separate the two persons within him –

Dr. Jekyll and the evil Mr. Hyde.

Nearly perfect acting, melodious singing! An 
N e a r ( X ) 감 미 로 운

outstanding musical that attracts the whole 
뛰 어 난 . . 끌 어 들 이 는

audience to the stage.                      

- S Daily

Between the calm and storm, the wild performance 

of the dual character as Jekyll and Hyde. 

  

번역

선과 악, 인간 내면의 두 가지 다른 본성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진 위험한 사랑 그리고 기

이한 게임

놀라운 티켓 판매와 객석 점유율 기록

최고 중의 최고의 배우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연!

‘지킬과 하이드’는 수년간 가장 비밀스러운 실험을 

해 온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킬 박사는 언제나 한 사람이 두 개의 분리된 인성

-선량하고 친절한 개인과 비열하고 사악한 또 다른 

개인-을 갖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는 이것을 입증

하기로 결심한다. 

몇 년이 지난 후, 지킬 박사는 마침내 그 안의 두 인

성-지킬 박사와 사악한 하이드-을 분리할 수 있는 

약을 만든다.

완벽에 가까운 연기, 감미로운 노래! 모든 관객을 

무대로 끌어들이는 독보적인 뮤지컬

고요함과 격동의 사이, 지킬과 하이드라는 이중 인

물의 격렬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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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usical has been more attractive than Jekyll & 

Hyde. This is the greatest musical, and the one you 
musical

must see! 

                                                           - City Times

Information for Jekyll & Hyde

The musical Jekyll & Hyde is an amazing story of 

love and madness. It is based on the world famous 

novel,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by Robert Louis Stevenson. 

With music by Frank Wildhorn and lyrics by Leslie 

Bricusse, this musical broke records at Star 

Theater. 

It ran for more than four years and had 1,500 

performances. Today it continues touring around the 

world, thrilling audiences. 

The show won Drama Desk Awards in Outstanding 

Set Design of a Musical and Outstanding Actor in a 

Musical. 

The show’s main song, “This Is the Moment,” has 

received universal appeal and recognition, 
매 력 . .

having been performed at the Olympics. 

번역

‘지킬과 하이드’보다 더 매력적인 뮤지컬은 없었다. 

최고의 뮤지컬이며 당신이 꼭 봐야만 하는 공연이

다!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는 사랑과 광기에 관한 놀라

운 이야기이다. 이 뮤지컬은 Robert Louis 

Stevenson이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소설에 바탕을 두

고 있다. 

Frank Wildhorn의 음악과 Leslie Bricusse의 가

사로 이루어진 이 뮤지컬은 스타의 극장의 기록을 

경신했다. 

4년 이상 1,500회의 공연을 이어온 것이다. ‘지킬

과 하이드’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계속 상연되면

서 관객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 공연은 드라마 데스크상의 뮤지컬 최우수 무대 디

자인과 뮤지컬 최우수 남자 배우 부문을 수상했다. 

이 뮤지컬의 주제가인 ‘지금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사랑 받아 왔으며, 올림픽에서도 연주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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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w includes many other famous songs like 

“A New Life,” “Someone Like You,” and “Take Me as I 

Am.” The show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 be subjected to do: ~하기 마련이다, ~받다

Please contact the theater or ticket office to confirm 

dates and show information.

10 Critics’ Reviews - 3.4 Average

Daily News

Jekyll & Hyde is fun but not perfect. Even though it 

catches the eye and ear at every turn, its flow is 

not smooth. 

Despite some problems in plot, the musical was 
for all, with all

enjoyable, overall. It delivers great energy to the 
전 달 하 다

audience.

BigShow

Overall, Jekyll & Hyde is the most beautiful thriller 

with its memorable songs which you will remember 

for a long time. 

As Emma, Linda Eder is better than any other 

actress. She is an outstanding singer. Robin Phillips 
출 중 한 . . .

has directed the production with great skills.
연 출 했 다

번역

이외에도 ‘시작해 새 인생,’ ‘당신이라면,’ ‘당신이 

나를 받아 준다면’과 같은 노래들이 유명하다.공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날짜와 공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극장이나 매표

소로 연락하세요.

‘지킬과 하이드’는 재미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매 

장면에서 눈과 귀를 사로잡지만 흐름이 부드럽지 

않다. 

줄거리 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으로는 즐길 만한 공연이었다. 관객들에게 큰 에너

지를 전달하는 공연이다.

전반적으로 ‘지킬과 하이드’는 오래도록 기억될 만

한 인상적인 노래들이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스릴

러이다. 

Emma 역의 Linda Eder는 최고의 여배우이다. 

그녀는 출중한 가수이다. Robin Phillips는 훌륭하

게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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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azing sets and handsome costumes are 

impressive. If you want to be entertained, choose this 

for an exciting evening of theater.

654 Audience Reviews - 4.6 Average

John / December 13, 2012

Jekyll & Hyde is “forever.” No musical is as powerful 

and beautiful as this one. I have seen it many times, 

twice at Star Theater, and it will never be boring. 

Every time it is different, but still of the highest 
언 제 나

standard of quality. Outstanding work! It works like a 

charm.

Nancy / October 26, 2012

Positives: Enjoyed the show. Well done. Good 

music, outstanding performers. 

The staff was helpful and friendly. We had great 

seats to view the stage, but see the negatives 

below.

Negatives: The theater is small and old. I think the 

seating was built for smaller people. 

I had to keep changing positions to look around the 

heads of people in front of me. That made the 

evening less enjoyable.

번역

놀라운 무대와 멋진 의상들이 인상적이다. 즐거운 

시간을 원한다면, 극장에서 흥미진진한 저녁을 위

해 이 작품을 선택하라.

지킬과 하이드’는 ‘영원’하다. 어떤 뮤지컬도 이처럼 

힘있고 아름답지 않다. 나는 이 뮤지컬을 여러 번 

보았고, 스타 극장에서만 두 번을 보았지만 절대 지

루하지 않을 것 같다. 

공연을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지만 언제나 최상의 

수준이다. 독보적인 작품! 마법과 같다.

좋은 점: 공연 잘 보았습니다. 좋은 공연이었습니

다. 좋은 음악, 뛰어난 배우들. 

직원들도 헌신적이고 친절했습니다. 저희는 무대가 

잘 보이는 좋은 자리에 앉았으나 나쁜 점들도 있었

는데, 아래를 봐 주세요.

나쁜 점: 극장이 작고 낡았습니다. 좌석은 몸집이 

더 작은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것 같더군요. 

저는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의 머리사이로 공연을 보

느라 계속 자세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저녁 시간의 즐거움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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