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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Turkish Drama, Phi is a breath-taking, pyschological ro-
mance, with an all star cast. The first Turkish Drama Original from Ay Yapim, created for Puhu TV. 

Can Manay (Ozan Güven, Magnificent Century) is a celebrated psychologist, famed for his expertise in his field. A 
consummate bachelor he beds women but never falls in love. And yet, following his first encounter with Duru (Serenay 
Sarıkaya, Medcezir), he is immediately besotted, to the extent that he buys the house nextdoor to her’s, determined to 
get closer to her. Until her new neighbour moves in, Duru has lived happily with her musician boyfriend, Deniz (Mehmet 
Günsür, Magnificent Century). Can’s mindgames ensure that she starts to question their relationship however, though 
she is not aware of the full extent of Can’s scheming. Meanwhile a cast of characters - Bilge, a student of Can’s; Özge 
(Berrak Tüzünataç, Ezel, The End), a journalist working on an exposé of the celebrity psychologist; and of course Deniz 
- will find their lives changed forever, by Manay’s crazed pursuit of love.

 PHI (20회 x 60분, 시즌1)

Phi는 아즈라 코헨(Azra Kohen)의 베스트셀러 소설 3부작 ‘Phi, Pi, Chi’를 바탕으로 제작한 드라마다. 
Pi와 Chi는 시즌 2, 3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쟌 마네이는 화제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유명한 심리상담사이자 교수이다. 인기 있는 독신남인 그는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
지만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두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의 미스터리한 매력에 빠져들고, 두루와 가까워지고자 
그녀의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 두루는 새 이웃이 생기기 전까지는 음악가인 남자친구 드니즈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쟌은 심리작전을 이용해 두루가 드니즈와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두루는 이런 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
에 더불어 굽히지 않는 신념을 가진 쟌의 학생 빌지, 쟌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기로 결심한 오즈게, 그리고 두루를 잃은 드니즈
는 쟌 마네이의 사랑을 향한 광기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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