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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 시인 겸 극작가. 그는 평생을 연극인으로서 충실하게 보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극단을 위해서 전
력을 다했다. 주요 작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맥베스》 등이 있다. 《한여름밤의 꿈》은 1594〜1600년에 걸쳐 창작된 희극 중 하나이다. 흔히 낭만희극이
라 불리며,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서정적 분위기와 재담·익살·해학 등 희극 고유의 요소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5년 6명 단원으로 극단<서울>이 창단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기만 해 본 제가 극단서울을 운영하면서 전반적

맡은 배역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계방향으로 박민경, 문현일, 김태윤, 이재효, 최석진, 박지우, 문지후

인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아가야 하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상은? 분장은? 정말 모든걸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초반에는 많은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었
습니다. 최선책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서울을 전문화, 체계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무, 노래, B- boy, 사물, 조명, 무대, 의상, 분장에 전문가 선생님들을 참여시키고, 아이들이 그

28th The Midsummer night's Dream

선생님들을 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꿈을 꾸어보기를 바랬습니다. 극단서울의 모든 단원들이 배우가 되리라 생
각하지 않습니다. 극단서울을 거쳐 간 단원들 중 배우는 1-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단서울에서 미래 예술
인재들을 발굴하고 싶었습니다. 연출가, PD, 영화감독, 예술경영, 무대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연기선생님, 안무
가, 예술을 전공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미래 문화발전에 한 몫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년 2월 21일~7월 21일 연습과 합숙

극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고비 중 하나는 단원들이 적어서 그만두어야겠다며 ‘이
번 작품이 마지막 공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9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마지막 작품
이라고 생각했던 공연이 끝난 후 단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건 ‘신의 뜻이구나.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힘든 시기
는 또 왔지만, 이 길이 천직이라 생각하며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극단서울
은 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합니다. 저는 그저 판을 벌릴 뿐 극단서울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는 것
은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서울은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모범적인 역할

한여름밤에 멋진 꿈을 꾸기 위해
중산힐스수련원이란 섬에서 3박4일 연습에 몰두했다.
합숙기간 내내 비가 내렸고, 어느 때보다 어린 단원이 많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A팀.
유난히 피부가 검은 친구들이 많아 ‘동남아 친구들’이라고 불리우던 B팀은
남자 아이들이 많아 좌충우돌 하느라 선생님께 많이 혼났던

엄청난 노력 끝에 선생님들께 칭찬 받는 팀이 되었다.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모델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극단서울의 전용극장을 갖는 꿈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과 열심히 작품 만들고 해외공연 하면서 그 꿈이 실
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는 부모님들 힘으로 극단서울 소식지<연>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서울을 거쳐간 아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그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소
식지를 통해 과거의 단원들과 현재의 단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이정희, 극단서울 예술감독

C팀은 아픈 친구들이 많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모두가 놀랄만한 열정으로 합숙 마지막 발표때 1등을 차지했다.
중학교 언니, 오빠들로 구성된

D팀은 못한다고 두배로 혼났다.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아자아자!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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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 사흘, 첫날의 두려움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즐거움과 친숙함으로 변해가고 있다.

B팀

김성중, 최다빈, 유선홍, 정도원, 이서연, 채민주, 김해든, 이재욱, 최석진, 이승훈, 윤사무엘, 김민경, 이수정, 김연주, 배하은

5학년 채민주 합숙일기

6학년 유선홍 합숙일기

첫째 날 : 너무 힘들었다

첫째 날 : 무용연습을 했다. 힘들었다

둘째 날 : 할만 했다

둘째 날 : 아침 체조 아주 힘듬. 달리기, 무용연습, 새로운 엔딩을 배움

셋째 날 : 정말 즐거웠다

셋째 날 : 엔딩노래 배움. 혼났다. 뮤지컬 맞춰봄

마지막 날 : 재미있다

마지막 날 : 뮤지컬 연습 힘들다. 노래를 몰랐다
윤정윤, 김홍진, 이원진, 김예빈, 강주은, 김은우, 백서희, 김홍서, 강지은, 이지인, 윤사무엘, 노현정, 박지원, 문지후, 이윤서

우린 간지 그냥 간지 쩌는 간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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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팀

하쿠나 마타타 우리들은 잘될거야 !

김명규 선생님의 말씀, “연습 또 연습 최선을 다하는 단원만이 무대 위에서 기쁨과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D팀 천하장사 만만세 !

김동우, 이예림, 이가은, 권수민, 이가은, 김은비, 박지우, 문현일, 김헌재, 이재흔, 김승현, 고나영, 김다연, 김승혜

김준근, 정세현, 이영민, 김경원, 김혜원, 김채원, 오민주, 박민경, 이재효, 김헌재, 이재흔, 김예본, 정서현, 최지혜, 김태윤

잘 먹지 않으면 연습이 힘드니 편식하던 단원들도 잘 먹게 됩니다.

i nte r v iew

Arthur D. Johansen

2년전 부터 극단서울 <Teeth> 배우로, 영어선생님으로 함께한 AJ.
밝은 분위기를 좋아하시고 연습할 때는 진지한 태도를 원하십니다.

grammar, and that is being taken care of in the school. But the drama classes are where
kids are really using their English in a meaningful way.
What do you expect from these children playing this musical play?
At this young age, kids often have a hard time really getting deeply into the mind of their

Please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Arthur Johansen or just AJ for short. I was born in
England but lived in the USA when I was younger, and then
moved around many times because my dad was in the military.
Are you involved in any other activity aside from
musical play?
Not right now, but I was involved with teaching drama classes
in English.
How do you think the musical play affects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educational meaning?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much easier when the words you are learning have meaning.
I have found, through my experience teaching theater here for 3 years, that it is a very
effective way for students to learn English. The students learn the grammar and vocabulary
when they are in school, but they don’t get many opportunities to use it in a real situation
with a native speaker. So when they are learning acting and playing roles from a script,
they feel more confident in using the language they have learned. They can feel the
emotion accompanied with the words. It’s a big difference from just reading the phrase:
‘I feel happy today’ from a book, to actually getting up and saying it with emotion.
Write down your opinion on English education in Korea.
See above... but just to add, I think it is important for the kids to memorize vocabulary and

character. Although they have a great imagination, they are not used to using it on stage
to convey character and strong emotion in front of an audience. So I try to help them feel
the emotions stronger and really get rid of their fears about being on stage.
I also hope they will just have fun!
Is there any book or play which deeply impressed you from your
childhood? And please write down your feelings from that moment.
Book: Where the Red Fern Grows. I think this is a great story.
Play: My first real play I saw was 'Les Miserables' in London- incredible.
I was only 11 years old.
Tell us about your favorite poem or phrase.
I really like this quote from Ghandi: "Be the change you wish to see in the world."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and why did you come to Korea?
I have been in Korea for 3 years. I am a musical theater actor and I have been doing
singing/acting/dancing for children's education here in Korea. I like Korea!
What is the best and worst Korean food you experienced?
Best: Shabu Shabu.
Worst: Anything so spicy it makes me cry.
Have you been to other parts of Korea and what is your thoughts about
the place you visited?
If you have only been to Seoul, then tell us about your thoughts on Seoul.

25th jan 2008

지쳐있었을텐데 늘 저에게 웃음을 주었던 친구들이였어요. 아, 그리고 늘 저
를 많이 챙겨주던 정의백 학생도 빠질 수 없겠지요? 너무 너무 고마운 친구

The Little Prince

들 입니다.

녹음실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것? 2007년 여름, <그리스 로마 신화
> 녹음할 때 새벽 2시쯤에 녹음이 끝났던 것 같아요. 녹음을 많이 해 봤지만
이 날은 14시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앨범이 나왔지만, 그래도

25회 <어린왕자> 엔딩을 열창하며 열심히 무용하는 정단원들. 조종사 김동우는 단원들이 뽑은 명배우이다.

i n t e r v iew 장선균 노래선생님

극단과 함께 해주신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2004년 10월~2009년 4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김경욱 학생이요. 극단에 처음한 작품 <매직스쿨> 쫑

Goodbye Polit. I had a nice time with you
I will go far away
But you will be in my heart forever
Look at the sky. Do you see the shining stars?
Take a deep breathe now
Smile up and you will see me smiling from there
Now I am so happy
Cause you will understand how much my rose
means to me on my plant
Now I am so happy
Please don't regret. It's never too late
Please go be Happy! Please go be Happy!
Goodbye~~~~~

지친내색 한 번 안하는 극단 아이들 때문에 저도 꾹 참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리고 우리의 김동우와 정의백은 항상 같이 하는 녹음 맴버지만 실제적인 녹음
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늘 잘리고 마는 두 멤버. 하지만, 마지막 작품 <흥
부놀부>에서는 정의백이 솔로를 했지요. 녹음실 분들에게 칭찬도 받고요. 그
외에도 피곤에 지쳐 콜라와 초콜릿 무지 많이 먹으면서 했던 일, 녹음실 안에
서의 가스 배출사건(누군지는 공개 안함), 그리고 다들 신발을 벗고 했던 터
라 발 냄새도.^^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들이네요.

극단을 떠나시고 아쉬운 점

제일 아쉬운 건 사랑하고 소중한 극단식구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극단 아이들처럼 인사 잘하는 아이들도 드물 거에요.
아이들의 열정이 제게 전달될 때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힘을 얻죠. 제
또 다른 활력소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파티 때 조그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경욱이였어요. 저는 경욱이가 아주 저학년인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였더라고
요. ^-^ 경욱이는 보기와 전혀 다른 아주 성숙한 아이였죠. 항상 열심히 였
던 학생이였어요. 늘 mp3에 다운받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들었던 모습
이 떠오르네요. 노래도 제일 많이 향상된 친구지요. 그리고 엘토전문 김동의,
올 파트 담당 김예빈, 임수민, 정수현, 김동우, 이서연, 김나인, 우리의 녹음
실 고정 맴버들.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합숙 후에 녹음이 있어서 피곤하고

극단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늘 말했듯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배역에 대해 연구해 보고 연습해보고요.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도 마찬가지겠지요. 배역과 자신의 하나되이 기본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 관객을 감동 시킬 수 있는 진정한 연
기자가 되길 바래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배우는 관객들도 알 수 있
거든요. 우리 극단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26th July 2008

간절한 표정의 마리아선생님, 화난 모습의 교장선생님!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네요!

i n t e r v iew 천창훈 무용선생님

Chorus of Angels

선이 굵고 코믹연기 잘했던 정의백(맨 왼쪽)과 연기, 노래 다 잘하는 김나인은(맨 오른쪽) 명매우이다.

안녕하세요. 극단서울에서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창훈입니다.

응시해 주었던 좋은 친구에요. 늘 감사하고 그 친구 몫까지 열심히 활동해야

극단서울을 알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연극연기를 전공했

겠죠.

습니다. 인천시립극단에서 4년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로 채워

마음에 들었던 안무는 어느 작품인가요? 2008년 26회 <Chorus of Angels>입

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용을 만나면서 채워졌답니다.

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있었지만 마음에 들었던 것을 뽑으라면 너

그때부터 안무를 시작했어요. 나한테는 딱 맞는 분야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무 어려워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극단서울과 함께했던 추억 중 생각나는 것은? 작년 인도에 갔을 때 기립박수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연극반 친구였는데 연기도

받고 퇴장하는 관객들과 웃으며 악수를 해주었던 여러분의 모습들과 타지마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난 그 친구가 이 계통에서 성공 할 줄

할에 함께 여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나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알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되나봐요. 연락은 잘 안하고 있지만 가끔씩 그 친

그때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가 생각나요. 대학시험 볼 때 서로 같은 대학 지원 안하겠다고 다른 학교

극단 아이들에게 <한여름밤의 꿈> 공연이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 모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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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을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극단에서
지향하는 교육목표 중에는 단순히 연기를 가르치고 영어를 습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극단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고 현실과 소
통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감을 채우고, 단체 생황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등의 발전을 보면서 또한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재미있는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2006
년 에딘버러 공연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한 친구들은 모두 알겠지만 당

Heungbu, Nolbu

시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열정 하나만으로 그 곳에 도전을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문제, 공연 중 음향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어쩔씨구 둥기둥기~ 흥부네 박을 타세~ 뭐가 나올까?

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당시 모든 단원들 스테프들
에딘버러 길거리 공연때 화사한 의상과 아름다운

저희 극단에서 어떤 작품을 함께 해주셨나요?

2006년 이전에 몇 작품을 스텝으

로 참여 했고, 2006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춘향>의 무대감독으로 함
i n t e r v iew 최창수 연출선생님

께 함으로 극단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춘향공연으로 제주도
와 군포, 노원 등 앵콜 공연에 같이 참여 했습니다. 최근 27회 정기공연 <흥부놀
부>에서 무대감독과 음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막을 내린 <Teeth>
공연에서 무대감독으로 한달간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될 때는 언제였나요? 무엇인가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6학년 이원진가 그린 연출선생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시간에 따라 우리의 목표는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을 목적
으로 할때는 공연의 성공이 가장 최고의 목표일 것이고 그러므로 아이들이 사
고 없이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관객들에게 보여 주었을때 가장 큰 보람을 느
낍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연기 수업을 할때는 그 목표가 약간 변형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수업에서 함께한 것을 이해하고 노력하여

꽃으로 외국인들 시선을 확 사로잡는 춘향팀!

은 진정한 승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여름밤의 꿈>이 극단과 하

는 처음 연출이신데 부탁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여름 밤의 꿈>은 제가 처음하는
연출이고 극단에서 처음 무대화 하는 셰익스피어 작품이네요. 특별히 부탁이
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처럼 극단의 시스템에 잘 맞춰 연습이 진
행된다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단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역시나
제가 늘 하는 말. 목적의식을 갖고 극단에 오길 바랍니다. 극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많은 일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보내서 왔다. 학교 숙제가 많았다.
깜빡 잊고 있었다 등. 여러분의 핑계를 들어 보세요. 그 핑계들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에 1%의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 여름, 단원 모두
가 자신들에게 당당한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극단서울의 <한여름의 밤의 꿈>
은 보다 긍정적인 모습이길 꿈꿔 봅니다.★

OOooops!
글 : 김예빈, 수석단원 (수도여고 1학년)

김동의 선생님과 첫 공연이었던 2001년 11회 <Sound of Music> 때가 생각
나요. 그때는 보컬 선생님이 안계셔서 노래가 나오면 악보를 받아서 언니들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했죠. 무용 선생님도 자주 오시지 못해서 다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순서를 맞춰가며 재미있게 연습했어요. 비록 지금처럼 훌륭
한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연습 자체가 즐거워서 더
욱더 열심히 하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선인장으로 변신한 코러스들와 어린왕자
맨 앞줄 여우로 분장한 김동의 선생님
엄청 커보이네요. 예비 대학생으로

공연 때 이런 실수 한번쯤 꼭 있다 Best 5

교육단원과 공연은 이제 바이바이~

5위 - 조명, 음향 실수!
꼭 공연 때 한 두번씩 조명이나 음향 실수로 낭패 보는 경우가
있죠. 암전이 되어야 하는 장면에서 암전이 안되거나, 다
퇴장하기 전에 조명이 들어오거나! 음향이 잘못 나오거
나, 다른 장면의 음향이 나올 때! 정말 배우들은
난처하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

보물그림이 걸리는 무대장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당황했던
흥부역의 정의백과 그 일동.

적이 있어요. 군사춤 출때 무용이 끝나고 대사할 때 필요한 편지와 부채를 챙
겨서 나와야 하는데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그만 월매 족자를 들고 나와서 무용
을 했답니다. 족자를 들고 나와서 망정이었지, 다른 소품을 들고 나왔으면 맨
손으로 연기해야 했을 거예요.

만~ 사실 김명규 선생님 음향 실수 많
~이 하신답니다. 선생님! 다음 정기공

3위 - 얘, 어디 갔어?!

연에는 음향 실수! 안 나도록 해주세요!

무대 뒤에서 딴 짓하다가 나와야 하는 장면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죠?! 2002
년 정동극장에서 <흥부놀부> 특별공연 하던 때였는데 그 것도 마지막 공연

4위-헉! 내가 왜 이걸 들고 있지?

이었죠. 놀부를 맡은 민아 언니가 박이 망가지는 바람에 그걸 고친다고 나와

공연 중간에 남의 소품을 무대에 들고 나오

야 되는데 등장을 안하는 거예요. 무대 위 배우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

거나 소품을 무대 뒤에 두고 나오는 경우

은 척 놀부대사까지 대신 쳐주어서 잘 넘어갔어요. 다행히 마지막 공연이어

도 많답니다. 저도 2008년 에딘버러에서

서 크게 혼나지 않고 선생님도 웃음으로 넘기셨답니다. 공연 할때는 무대 뒤

‘춘향’ 공연 할 때 잘못된 소품을 들고 나온

에서 반드시 집중! 하고 있어야 돼요!

춘향아, 더 멀리높이 날아라

나라별 관람문화
글: 이정희, 예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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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동의, 연기선생님
2005년부터 해외공연을 다니면서, 각국 공연 관람
문화가 다양하다는 걸 느꼈다.

영국은 한국에서

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게 하나 있다. 공연장에 모

<춘향전>은 2002년 국립극장의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해외공연을 거쳐 2009년, 이번 캐나다 공연까지 이어져오는 극단서울의 역

든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맥주
까지도. 보면서 먹는 재미 또한 무시 못한다. 그야
말로 즐기면서 보는 거다. 재밌는 장면에선 아낌없
는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고 큰소리로 웃는다. 영
어뮤지컬이라는 특성상 관객들이 대사를 이해하고

대 제일 길게 공연된 작품이에요. 그만큼 거쳐 간 배우도 많고, 추억도 많은
작품이죠. 멋도 모르고 처음 시작했던 국립극장 때는 매일 혼나고 연습하고
그 일상의 반복이었죠. 같은 동작으로 몇 시간을 서 있기도 하고, 동그란 보

웃어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

인도는 나라 특성상 항상 테러를 무시할 수 없
다. 관객들은 극장에 오면 반드시 검색대를 거쳐

름달 밑에서 춤동작이 될 때까지 연습했던 기억이 뚜렷해요.
엄격하신 선생님들 때문에 누구 하나 꾀부릴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김은희

야 한다. 공항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몸수색,
가방수색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공연장에는 반드시
‘놀부, 네 이놈!’
욕심 많은 놀부네를 혼내주러온
도깨비와 무서워 벌벌 떠는 놀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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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헉, 다음 대사가 뭐지?!
너~무 긴장한 탓에 대사를 까먹는 경우도 많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전에 극단을 다니던 준성오빠의 ‘Did you hear about!’ 사건이죠. 때는 바

무장경찰이 총을 차고 지키고 있다. 공연 시작전에
무대를 신성시 하는 나라가 인도이다. 공연전 무대
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무대는 배우와 연출자만

you hear about……’ 까지만 대사를 치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노래
전에 ‘Did you hear about Lord Choi story who's living in the upper
village?’라는 대사를 크고 자신있게 쳐야 하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그날 객
석 한가운데에 당시 무용선생님이셨던 김은희 선생님이 앉아 계셨던거에요!

신성하게 다룬다. 첫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스텝들

도 델리는 거의 모든 공연을 정부에서 초대권을 제
공한다. 티켓비는 10루피(300원정도)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으로 공연제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인도는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지원을 가
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외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가지 부러운 것
은 우리나라 관객들은 배우에게 보내는 박수가 인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준성오빠의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어버린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대사는 까먹지 않도록 공연 때는 긴장하자구요.

색하다. 모두가 평론가처럼 팔짱낀 채 얼마나 ‘잘
하나 보자’라는 태도의 관객이 많다. "여러분~
릴~렉스하시고 공연을 마음껏 즐기며 빠져보세
요" 숨죽이며 보는 공연문화가 아니라 다함께 신

1위 -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헉! Oh, my god!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명예 1위는 바로 무대 위에서 한국말 할 때! 아는 사람

나게 웃고 울고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 벅찬 감
동을 안고 망설임 없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내
는 그런 관람문화를 기대해 본다. Bravo~짝짝짝

Bravo~
Bravo~Bravo~

이 오거나 무심결에 툭툭 나오는 한국말! 우리는 영어뮤지컬인데 무대 위에서
한국말하면 안되겠죠.ㅋㅋㅋ★

국 우린 해냈어요. 그랬던 노력이 나중에 공연으로 나타났죠. 저희들끼리 얼
마나 똘똘 뭉치게 됐는지 공연 때도 하나가 되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솔직히

밟을 수 있다. 스텝들은 절대 밟을 수 없도록 아주

을 위해 반드시 꽃목걸이나 꽃다발을 준비한다. 인

야흐로 2002년! 정동극장에서의 어느 날, 이방을 맡았던 준성오빠는 ‘Did

무용선생님은 얼마나 매서웠는지 동작 틀리면 혼날까봐 울면서 연습하고 결

그 나이에 춘향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때만큼 춘향전을
마음껏 공연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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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의

김동우

천준성

정수현 조종훈

정의백

임다은
김태건

이서연
김의담

임수민
공명선

전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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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미국 공연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작품을

관객몰이를 위해서 열심히

전보다 더 발전시키려고 선생님들도 저희도 많이 노력했던 시기였어요. 그만

거리홍보를 했다.

큼 즐기면서 연습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해외공연이라는 타이틀이 저희 모

춤의 원조 부채춤으로

두에게 의무감을 심어주었어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시차가 크다보니 미

거리홍보 확실하게, 보기 좋아~

이지원

김예빈

이준성

김경욱

국 공연 때는 커다란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저희 모두가 졸음을 참을 수 없
게 된 거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연습을 했는데 모두가 졸음귀신이 되어버
렸고, 심지어 공연 때마저 늦게 나오는 마을사람들과 기생들은 졸다가 공연
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답니다. 식사할 때도 밥이 눈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
로 들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잠 때문에 단원들 모두가 애를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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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일들도 나열하자면 2박3일이 모자를 정도로 현란하죠.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그야말로 전세계의 공연 팀들이 모이는 축제입니다. 저희 극단서

울은 2006년부터 참가하게 되었는데 어느 해보다 첫 해가 가장 기억에 남아
요. 공연장과 숙소가 멀어서 매일 걸어 다니느라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겼죠.
왔다갔다 하면서 선생님 몰래 과자도 사먹고, 김명규 선생님 때문에 길도 잃

그동안 포스터도 춘향이 만큼 많이 변했죠. 포스터 속에 단원들 중 4명은
현재 극단서울에 있죠. 2002년 국립극장을 시작으로 이제는 미국. 영국, 인도,
중국, 싱가폴, 캐나다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해외공연팀이 되었습니다.

어버려서 뺑뺑 돌아가기도 하고요. 밥도 저희가 직접 해먹어서 하루는 인

인도에서는 엄청난 환호를 받아서 저희가 오히려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공

기 만발 창수선생님의 닭도리탕을 먹기도 하고 하루는 김명규선생님의 죽

연이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어

음의 스파게티를 먹기도 했지요. 공연장은 천막이라서 날씨의 영향을 받

디가려는거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기립박수를 치는 거더라구요. 그

기도 했어요. 마지막 공연 때는 춘향이가 이도령과 헤어지는 장면에 비가

리고는 배우 한명 한명에게 꽃목걸이를 달아줬어요. 관객들과 악수를 하기도

내려서 환상적인 공연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하고요. 온몸이 관객들의 감사함으로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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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진 음식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중국 공연, 하지만 그곳에서

두 번째 에든버러에 갔을 때는 거리공연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았죠. 저희

많은 나라 아이들의 공연도 보고 인사하는 경험을 가졌던 추억이 있어요. 무

가 사물로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사물 소리가 시끄럽

척이나 뜨거웠던 하지만 정말 재밌게 놀았던 수영장이 기억에 남는 싱가포르

다면서 행사 스텝들이 자꾸 제제시키는 거에요. 저희는 점점 화가 나기 시

공연, 우리가 쓰던 물품을 직접 현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간도 갖고 값

작했죠. 거리홍보를 하는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치지 못했던 모든 힘을 모
아 사물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저희가 동양인이고 나이

춘향전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는 기둥.
와! 저 꼭대기는 어떻게 붙었을까요?

가 어려서 무시하면서 저희만 사물을 못치게 하고 제제했다고요. 얼마나

비록 앞은 볼수 없지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환한 미소를 볼때 가슴이 뭉클 했답니다.

태극기 들고 외국 사람들에게 외쳐대기도 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거리에
포스터 붙이기 경쟁도 했죠.

개봉박두덩덩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2009년 8월 캐나다 공연에서도,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시각장애우 아이들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세 번째로 에든버러에 갔던 2008년은 거리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쿵덕덩덩더쿵덕

외국인에게 공연설명은 기본! 솰라솰라

여~
고
최
가
리
소
역시! 우리

유명한 ‘킹피셔 비행기’ 촬영금지라고 했지만,
허락받고 찰칵!

싼 과일을 맛있게 먹었던 인도네시아 등 <춘향전>이란 작품아래 극단서울은

인도 공연도 쭉 하나일 것입니다. 극단서울, 춘향전 Bravo~ ★

펑펑 울었는지 분장이 다 지워졌답니다.

델리에서 뱅갈로 갈때 제일 안전하고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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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ream

연을 하게되었는지도 모른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우선

글 : 김경욱, 신상중학교 3학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거듭 공연하면서

2003년 15회 <어린왕자> ~ 2008년 에딘버러 <춘향전>

자신감도 늘고 단원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극단에 입단한 날이 기억난다. 2002년 월드컵 열

3번째 공연 때 합숙이라는 것을 처음 했다. 수련회는

기가 한창일 때 부모님 따라 국립극장에 갔다. 내가 본

저학년이라 가본 적이 없고 가족들과 언제나 함께 있었

것은 <춘향전>이다. 그때 공연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나

던 나는 단원들끼리 4박5일 동안 생활한다는게 두려웠

의 눈에 충격+신비였다. 또래 친구들이 관객이 아닌 배

다. 물론 예전에도 합숙이라는 행사(?)는 있었지만 그냥

우로 연기한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 공연 끝나고 나오

극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먹고 연습하는 그런 정

면서 "Thank you for coming!"이라고 인사해 줄 때도

도였다. 합숙 첫날, 부모님이 수첩에 격려 말씀을 써놓으

이 모여서 부르고, 넓은 강당에서 1시간씩 춤을 추기도

에서 경욱이 없어졌다고 소란이 났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신기했다. 부모님께 나도 공연하고 싶다고 말씀

셨다. 그것을 보면서 버스 안에서 혼자 웃음 지었던 기억

하고, 공간과 시간 제한이 있던 것들을 합숙에서 모두 해

웃음이 나온다. 극단서울은 더 넓은 세계무대로 뛰어들 준비

드렸다. 부모님은 극단<서울> 오리엔테이션에 데려갔다.

이 난다. 합숙에서 음식을 많이 안먹어서 혼났다. 어느

결하고 간다. 마지막 밤에 하는 골든벨(유독 내가 좋아했

를 하고 있었다. 바로 세계적인 연극축제인 ‘에딘버러 프

그때 동생 경민이와 같이 갔다. 나는 극단서울의 단원으

날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 한 그릇 비운 후 남기는 버릇이

던 코너), 캠프파이어, 레크리에이션 등은 잊을 수 없는

린지 페스티발’에 <춘향전>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다시

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었다.

없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모로 합숙은 또다른 묘미를 느

추억을 만들어준다.

2005년, 대망의 프로젝트 거행 바

한번 정예부대가 구성되고 연습을 거쳐 영국으로 날아갔

낄 수 있었다. 오래된 단원이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로 해.외.공.연. 뉴욕으로 공연간다고 했을 때 무척 하고

다. 뉴욕과 에딘버러는 매우 달랐다. 뉴욕은 고층빌딩 숲

로 합숙을 꼽을 것이다. 서로 연기를 봐주고, 노래도 같

싶었다. 다른 나라에 가보고 싶었다. 해외공연이라 오디

이였고 에딘버러는 축제 분위기와 옛날 빌딩들이 조화로

션도 까다로웠다. 나는 마을사람 역할로 춘향팀에 합류했

웠다. 에딘버러가 더 마음에 들었다. 2006년, 2007년,

다. 혹독한 연습이였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8년 3번 참가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였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선생님의 총애(?)를 받았지만 극단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혼나고, 그 당시 무용 선생님 기운에 눌려 말도
못하던 그냥 아이였다. 첫 공연이 <어린왕자>였는데 공
연한 후 텅빈 객석에서 힘들어서 울던 기억이 생각난다.
같은 팀이었던 동의 누나, 현아 누나, 지나 누나가 달래
줬다. 공연이 끝나고 쫑파티 날, 그때 짬밥을 하나씩 더
먹었다는 말을 듣고 짬밥이 뭔지 궁금해 하던 나는, 소
감을 발표할 차례가 되자 단원들이 박수쳐줘서 놀
랐다. 아마 그 박수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다음 공
25회 <어린왕자> 조종사 김동우와 어린왕자 김경욱.

Goodbye Polit. I had a nice time with you.
I will go far away
But you will be in my heart forever

2005년 9월 24일 뉴욕공연. 얼굴이 작게 나온 사진이지만 김명규 선생님과 이정희 선생님의 풋풋한 모습을 찾아 보세요.

그리고 뉴욕으로 출발하는 날 인천국

지금은 내신과 입시 때문에 극단을 떠났지만 아직도

제공항에 서 있는 우리모두는 들떠있었다. 13시간 동안

추억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극단이 나에게 자

자지도 않고 돌아다니며 카드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

신감을 길러주었고, 연기실력도 늘려 주었고, 마지막으로

고 그러다 뉴욕에 도착. 시차적응 안되서 밤새 잠못 이룬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입단하기전 꿈은 막연히

사건이 생각난다.

의사가 되고 싶다였다. 뮤지컬을 하면서 연기예술 쪽으로

공연은 성공이었다. 박수갈채를 받고 뿌듯했다. 쫑파티

기울게 되었다. 앞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는 한 PD를 목

는 한국식당에서 했는데 불고기 맛이 기가 막혔다. 그리

표로 달릴 것이다. 극단에서 만난 친구들은 아직도 연락

고 남은 건 뉴욕 관광. 관광버스 타고 가다 우리는 바비

을 주고받는다. 커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좋겠다.

큐를 먹었다. 빈 속에 콜라와 바비큐를 넣어서 그런지 배

몸은 떠났지만 마음만은 극단서울에 남아있다. 극단서울

가 쿡쿡 쑤셨다. 결국 버스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는데 밖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열심히 노력했다.

이다원
이지원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음

뮤지컬을 시작한 뒤, 많은 추억들이 있

중암중학교 : 12회 흥부놀부 ~

2008 에딘버러 춘향전, 26회 코러스 오브 엔젤

었다. 영어도 많이 배우고, 춤도 추고,

어렸을 적부터 함께 해 온 극단서울. 그곳에서 정말 많

노래하며 재밌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도

은 것을 배웠다. 또래 친구와 동생들, 오빠, 언니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함께 웃고 울고 지낸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천준성

었지만 짧게 느껴진다.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춤추고, 노

18회 흥부놀부 ~ 24회 그리스로마신화

래하는 게 마냥 즐거웠지만, 점점 커가면서 뮤지컬 배우라

극단서울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는 꿈으로 변하게 되었다. 공연 끝내며 매번 울었지만 매
번 온몸에 전율이 쫙 퍼졌다. 공연 올리려고 고생한게 잊

중암중학교 3학년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곳이다.

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극단을 오래 다녀서 그런지 그곳

가능하다면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은 나의 집이고 그 사람들은 가족 같은 존재였다. 비록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그곳을 떠났지만 7년 동안 이지원은 아직 거기서 춤

언젠가 다시 한 번 친구들과

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다. 극단서울♥나랑 나이 똑같다!
사랑해요!

사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미국에 유학 와야 했던 나
는 영어가 제일 중요했다. 그런 나에게 영어뮤지컬은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극단에서 가졌던 시간을
고마워하며, 재밌게 생활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도 내뿜을 수 있었다.

i miss you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싶다.

이 창 익 상명대학교 영화영상학과 :
12회 흥부놀부 ~ 16회 사운드 오브 뮤직

어릴 때 들어와서 참 좋은 것들
배우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것과
다르게 남들보다 색다른 경험을 했다.

양우진

포항공대 1학년 : 12회 흥부놀부 ~ 2002년 국립극장 춘향전

극단서울 일원으로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떠난지 7년 된 지금도 좋은 추억을

강다영

공연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호원고등학교 : 17회 흥부놀부 ~ 19회 매직스쿨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날 위해 엄마께서 적극적으로 권해주

여러 사람 만나며 같이 호흡 맞추며

셨다.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공연해서 너무 좋았다.

겼다’라는 생각으로 들떠서 이전 공연보다 더욱 열심히 하려 노력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대사 외우고 장기간 동안 연습에 지쳐서 울기도 많이 울고 투

극단을 떠났을 땐 정말 슬펐다.

큰 행운 중 하나는 <Love story of 춘향>을 국립극장이라는 큰 무대에서 공연했던 것이다. 극

정부리기 바빴는데 막상 공연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무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이 제일

위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뻤다. 그 기

생각나고 뭐가 좋았냐’고

나,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6개월 연습하고 극장이라는

분 때문에 힘들다고 투정부리다가도 다시 하게 되었다. 사정

물어보면 어릴적 뮤지컬 했을때,

무대에 서서 그것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연한다는 것은 쉬

이 생겨서 그만뒀던게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고 그립다. 무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나를 향해

대 경험은 나에게 특별했고, 내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

박수 칠 때가 제일 기억나고

좋은 기회였다.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자주 상기시킨다. 친구 따라 12회 <흥부놀부>로 낯설지만 설레는 첫 인연을 맺었다. 13회 <오
즈의 마법사>에서 선배가 뭔지, 후배가 뭔지 제대로 모르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도 후배가 생

단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큰 경험과 영광을 안겨주었다. 아직도 그 당시 기억들을 회상할 때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들뜨고 미소짓게 된다. 초등학생이 형, 누

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애틋한 감정을 느낀다. 공연이 끝난 후
에 떠난 친구들과 연락할 길이 없고, 워낙 각지에서 모인 친구
들이라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각 기수별로 정기적
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극단서울의 단원이었

말한다.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다는 것 하나만으로 추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2002년 국립극장 <춘향전> 공연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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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선

김현아

거창 대성고등학교 2학년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 7회 피터팬 ~ 2006년 에딘버러

17회 그리스로마신화 ~ 21회 오즈의 마법사

춘향전까지 8년 동안 다수 공연활동

거창에 내려왔을 때 자꾸 날짜를 보면

극단서울은 나에게 학교이자 집이었고, 놀이터였다. 9살 때 처음으로 극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지금

단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매주 연습하러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초

이 시간 쯤에는 열심히 연습하고

반에 극단서울은 지금처럼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공연을 한 것이 아니었다. 단원들 수가 적어 1인 다역을 많이 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와 끈끈한

있겠지’ ‘방학때 이제 뭐하지? 합숙도 안가고 공연도 안하는데

정은 잊을 수 없다. 어머니와 이정희 선생님 두 분을 다 엄마라고 느끼면서, 단원들은 가족만큼 아끼면서 방학내내 극단에서 살곤 했다. 편안하

뭘 하면서 지내야 할까’ 거창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뮤지컬 공연을
1년에 4번 정도 보러 다녔다. 공연들을 볼 때마다 자꾸
극단서울이 생각났다.

i miss you

고 즐거웠던 그때 연습실을 들어갔던 행복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매번 정기공연이 끝날 때, 다음 공연도 할 걸 알면서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쫑파티때 서로 껴안고 펑펑 울곤 했다. 마음이 뻥뚫린 듯한 느낌을 설명하지 못하고 어린마음에 집에 와서도 계속 울던 기억이 난다. 무대 뒤에
서 서로 손잡고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몰래 객석을 훔쳐보면서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파이팅을 외쳐봤다면, 무대 위 눈부신 조명 때문에 보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의상입고 분장도 하고 열심히

이지 않는 깜깜한 객석을 어느새 잊고 극중 상황에 흠뻑 빠져봤다면, 실수를 함께 덮어주고 새로운 호흡을 만들어내면서 공연을 완성했을 때 그

무대 위를 돌아다녔었는데… 하면서 뭔가 아쉬웠다.

짜릿한 박수를 받아봤다면, 단체로 혼나고 눈물콧물 쏙 뺀 후 이제 더 잘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연습하고 또 했다면, 무엇보다 극단서울의 단

다시 하고 싶어지고 그럴 때마다 공연했던 비디오를 보곤

원이였다면, 그렇다면 공연이 끝났을 때 시원섭섭 허전함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했다. 서울 올라가 극단서울 공연을 보면서 ‘난 더 이상

김민아

저곳에 설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다.

7회 피터팬 ~ 21회 오즈의 마법사 7년 동안 다수 공연활동

이정희 선생님!! 화도 잘 내시고 많이 혼내시지만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대본을 베끼고 해석하고
10번씩 읽기를 시키시고 직접 검사까지 해주실 때
정말 감사했다. 김명규 선생님! 주걱으로 때릴 땐 어휴…
생각만해도 무섭다. 하지만 언제나 멋진 무대 연출과 공연이
다가오면 잠도 못 주무시고 무대를 점검하시느라
언제나 고생이 많으셨다. 김은희 선생님! 제일 무서웠던
무용선생님이다. 그렇지만 놀 때는 무척 재미있으셨다.
춤하면 언제나 김은희 선생님이 떠오른다. 지금 생각하면
‘난 왜 이 정도 표현 밖에 못했을까,
춤은 왜 이 모양이람!’ 하는 후회도 되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 감사한다.

28

SEOUL Theater, 2009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임성욱

경복고등학교 1학년

10회 미녀와 야수 ~ 17회 그리스로마신화

뜻을 잘 몰라도 영어로 긴 대사나 노래를
외웠던 것들이 익숙해져서 영어 읽을 때나
공부할 때 진짜 여러가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서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도 오랫동안 쉽게 무시해 버리지
못하는 찐한 추억이 있는 곳이랄까?
그래서 공연한다고 하면 더 보고 싶다.

틀림없다. 극단서울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점은 소중한

친구의 제안에 극단서울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11살 초

인연을 만난 것이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 어

등학교 4학년 때였다. 몇 년 후 함께 영어연극이라는 것

떤 또래 친구들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하는 진짜

을 해보지 않겠냐며 손을 내밀었던 그 친구는 그만두었

친구들. 몇 년간을 주말, 휴일, 방학 때도 붙어 지냈던 우

지만 현아와 7년 동안 함께 성장했다. 생각해보면 중학

리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연습실에서 함께 한 것도 모자

교 시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한창 방황할 수 있었을때

라 연습을 핑계로 자주 서로의 집에서 밤을 새워가며 많은

극단서울 친구들과 함께 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순수

추억을 더 쌓았었다. 극단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한 열정과 맑은 영혼을 오랫동안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

좋은 경험과 행복한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함께 땀과 눈물을

런 것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그들과의 우정에 비하

흘렸던 것, 춤과 노래와 연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마

면 아무것도 아니다. 학창시절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게

음을 교류할 수 있었던 것, 무대에 오름으로써 값진 노력

울타리가 되어 준 극단서울,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

의 대가를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학창 시절 뿐만 아니라

억, 좋은 경험을 준 극단서울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

인생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임에

는 모습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09, SEOUL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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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ream

i n t e r v i e w 김동의, 연기선생님

김유경

수차례 공연하는 동안 자신의 잠재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백석고등학교 3학년 : 13회 오즈의 마법사~18회 홍부놀부

언제 극단에 들어왔나요? 2000년도에요. 5학년때 였죠.

면 이야기해 주세요. 악역을 할때 저도 모르게 깜짝 깜짝

벌써 극단에 들어온지 9년 됐네요.

놀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제가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

아이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였군요.

고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극 속에서는 어찌나 화

극단생활이 큰 부분을 차지했겠네요. 자신을 성장시켰던 부분

도 잘 내고 역정까지 내는지 아이들이 울어댈 정도라니

가 못하면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협동심, 책임감, 단원

은 무엇인가요? 절 가장 성장시켰던 부분은 단체생활이었

까요. 제 눈빛이 그렇게 매서운가봐요.

들 간의 우정 등 학교에서도 잘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극단생

어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책

극단에는 엄마가 권해서 왔나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앞에

임감과 언니들을 향한 믿음,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우리

나서는 것을 좋아했어요. 율동부부터 시작해서 댄스경연

끼리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자신감, 힘들 때 서로 밀고 당

대회, 공주선발대회 등 무대만 있다 하면 주저앉고 나갔

겨주었던 애정들. 극단이고 연극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

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것을 즐겨하는 제 모습을 보

2000년 어느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손잡고 극단에 들
온게 아직도 생생하다. 많이 두렵고 설레었다. 걱정했던 것
과 다르게 흥미진진한 곳이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내

활하면서 몸으로 배우며 성장했다. 나는 잘하지 못해서 울었

하정은

기 위한 전단계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던 적도 많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단 한번도 가기 싫단 생각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나는 소극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과 그만두고 싶단 생각은 안했다. 합숙, 무대 뒷수다, 오프닝

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주는

고 취미생활로 해보라고 하시며 보내주셨죠.

극단을 통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람들과

시작전 설레임, 나에게 비춰지는 조명, 무대 위에서 실수, 연

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거든요. 깊게 고민했던 것

많은 추억이 있을 텐데 이야기 해 주세요. 공연 자체가 준비

은 배우의 길을 갈 것인가였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

과정부터 힘든 연습을 거쳐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로 남을 것인가, 내 천직은 배우일까, 그래서 입시를 앞

통해 많은 추억을 남겨줘요. 단원들은 합숙 추억이 가장

두고도 잠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연기로 가야할지 인문

많지 않을까 싶네요.팀원들과도 많이 부딪치는 시간이니

어울리는 법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영어를 자신감

습실에서 흘린 땀과 눈물 등 모든 일들은 소중하고 평생 잊지

있게 쓰는 법을 배웠다. 외국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영어시간에 역할극이나 꽁트를

못할 추억이다. 가끔 내 마음 속에 극단서울이 꿈틀꿈틀 생

많이 한다. 그때 연극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각나고 그립다. 뮤지컬을 안하고 있지만 나는 극단서울을 항

계로 가서 선생님을 할지. 당연히 마지막 선택은 연기였

까요. 주걱에 대한 안 좋은 추억도 있을 거구요. 그러면

발성법이나 무대에 서는 법, 뭐 이런 것들...

상 응원하고 있다. 극단서울 파이팅! ★

지만요. 지금 배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연기 선생님을 하

서도 쫑파티 때는 다들 왜 그렇게 헤어지기 싫다고 부둥

덕분에 학교에서 인정도 받고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을 선사해 준 추억이 있는 극단이다.

i miss you

이정희 선생님, 김명규 선생님, 친구들도 그립다.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라 그런지 지금도
연락하며 지낸다.

2002년 <피터팬> 인디언 엑스트라 역할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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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해 낸 김동의(왼쪽에서 두번째).

22회 <춘향전>의 월매

3학년 김태윤가 그린 ‘동의샘 뿔났다’
2학년 문지후가 그린 김동의 선생님

켜안고 울어대는지. 저도 그때 기분 때문에 아직까지 극

동의 선생님이 키운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

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당신은 해낼 수 있다'며 선물과 함께 응원해 주는

단을 그만두지 못한게 아닐까 싶기고 합니다. 해외공연

은 무엇인가요? 저는 나중에 연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

뮤지컬은 총체적인 예술이죠. 동의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관

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관객들을 배웅하는데도

친구들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칠 뻔한 사건부터 펑펑

고 싶어요. 꼭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뿐 아니라 연극

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연기를 많이 해왔고 연극학

한 분 한 분 저를 안아주시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시

울면서 거리홍보 하던 기억까지 타지에서 우리끼리 똘똘

을 통해 자신감을 주고 변화를 가져다주는 친구 같은 선

과이다보니 연기에 가장 관심이 많죠. 평소에 춤추는 걸

더군요. 그때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거에요.

뭉쳤던 추억들이 선명히 남아있죠.

생님이요. 작은 역할이라도 무대 위에 선다는 것은 아이

즐겨하는 편이라 무용에도 관심이 많답니다.

선생님이 된 후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아이들과는 예

극단 선생님으로서 하고 싶은 말? 영어 또는 연기라는 것을

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거든요. 많은 관객들 앞에 선

공연 중 아찔한 실수담은? 정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아

전 극단친구들 만큼 부대끼고 지내지 못해서 아쉬워요. 물

배우지만 그보다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 어울리는 법을 배

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직도 선명해요. 정동극장에서 <흥부놀부> 특별공연 때

론 제 입장이 선생님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가르친다기보

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핵가족시대에 학교에서 만나

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섭고 사는게 의미 없던

마지막 공연이었죠. 놀부를 맡은 민아언니가 박이 망가지

다는 그들과 항상 동행한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실제로도

는 또래들과 달리 언니, 오빠, 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

아이들에게 사는게 즐거워지고 신난다는 것은 참 보람된

는 바람에 그걸 고친다고 나와야 되는데 등장을 안하는 거

아이들한테 배우는 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

울 수 있는 곳은 정말 드물잖아요. 꼭 배우가 되지 않더라

일이잖아요. 가장 열심히 하는 건 역시 학교생활이죠. 과

에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일

는 호칭 때문인지, 가끔 아이들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 때

도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목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도 틈틈이 듣고 연극

단 등장해서 놀부처지만, 놀부대사까지 제가 다 쳐버렸어요.

문에 그런지 벽이 생길 수밖에 없더군요. 전에는 하나부터

뒤처지는 이들을 밀어주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학과니까 연기수업도 열심히 들어요. 그와 함께 극단 선

흥부도 당황하는 기색없이 잘 받아주어서 잘 흘러갔죠. 다

열까지 친구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 두

되길 소망해요. 또,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끝까지 잃지 않

생님으로의 역할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행히 마지막 공연이어서 선생님도 웃음으로 넘기셨답니다.

개 알기도 벅찰 정도예요. 단원들이 저를 선생님보다는 극

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꿈을

감명 깊게 본 공연은? 아무래도 처음 봤던 공연이 기억에

무대 위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이 있다면 고3때 입시준

단생활 하는데 같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언니로 생각해줬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픈

남아요. 2002년 처음 커다란 극장에서 뮤지컬 <토요일 밤

비 하면서 에딘버러에서 공연했는데, 마지막 공연 때 동

면 좋겠어요. ★ 그동안의 공연한 자료를 보니 천의 얼굴 맞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먹기 위해 사는 거나 다름없

의 열기>을 봤어요. 심장을 울리는 음악소리와 현란한 조

생들이 이벤트를 준비

네요! ‘동의샘 뿔났다’ 그림까지.ㅎㅎㅎ 바쁜 일정인데 소식지

으니까요. 또각또각 계속 돌아가는 기계와도 같은 거죠.

명, 배우들의 열정적인 노래와 안무가 온몸으로 울려 퍼지

한거에요. 많은 관객들

자료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의, 동우는 남매이다. 선생님이 된 지금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2007년 <The Last Petal>

2005년 <Magic School> 사악한 다크니스(맨오른쪽)
이때부터
악역의 길에 들어섰죠~

2002년 <피터팬l>

<미녀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회
언제부터 극단에 계셨나요?
영
재능교육 테마캠프에서

습니다.
야수>를 준비하는 여름이었
되었어요. 아
치다가 극단서울을 알게
화캠프반 아이들을 가르
로 시작해서
에 이끌려 조명디자인으
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습니다.
>부터는 연출을 하게 되었
11회 <사운드 오브 뮤직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한

모습을 뽐
무대위에서 자랑스러운
힘든 연습일정을 거치면서
이닝을
아이들에게 항상 하드트레
요.
하지
행복
가장
낼 때가
아이들이 아
을 거쳐서 아이들이 그냥
강조합니다. 그러한 과정
하고 스스로도
관객들에게 기쁨을 전달
닌 무대 위에 배우로서
행복합니다.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을

까웠을 때가 있다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

제일 안타깝습
안하는 아이들을 볼 때
우선 재능을 믿고 연습
님들도 점점
지나면서 아이들도 부모
니다. 그리고 한해 한해
스스로 하지
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
아이들이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못하고 누군가 붙들고 하지
들면 더 못
부치면 ‘우리 아이는 주눅
몰아
만
조금
다.
집니
많아

습니다.

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매번 공연을 보셨을 텐데 기억
최선을 다

공연은 없습니다. 매 작품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가 있을
. 작품별로 많은 에피소드
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에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뿐이죠. 모든 작품이 기억
세상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극단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나쁜 추억,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는
모두 추억으로 이루어져
다하며 좋은
만듭니다. 항상 최선을
좋은 추억들이 모여 나를
사람입니
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
힘들 때마다
서울에서 쌓은 추억들을
극단
훗날
분도
여러
다.
니다. ‘인내
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
하나씩 열어보며 미소지으
은힘
’라는 말이 있죠. 연습과정
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니다. 항상 극
위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
들어도 힘든 만큼 무대
공연을 위
음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었
단원
,
임을
단원
울
단서
을 가지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해 했던 노력이라면 어떤
좋겠습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번 캐나다 공연도 춘향팀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 선물 꼭~ 사오세요.★
멋진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오실

춤바람난 지오선생님과 어쩔 줄 몰라하는 김예빈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한마음

2009년 1월 3일~6일 합숙

밤낮없
8월 캐나다 공연준비로
~
리긴 했나요? Of course
요. 파마머리가 잘 어울

오늘 같은 열정으로 멋진 공연 하자! 아싸~ 신난다~

드세요? ………… ^ ^
헌재가 그린 선생님 얼굴 맘에
는데 캐나다 가기 전에
선생님, 파마머리 잘 어울리시
파마하셔야죠.
네
이 지내다보니 정신이 없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파이어를 기다리는 극단 친구들

5학년 김헌재가 그린 김명규 선생님

니다. 연
아이’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
하고 칭찬 받아야 잘하는
다음부터 연
아이를 칭찬하게 되면 그
습을 성실히 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것이 반복되면서 아이들도
이런
.
니다
않습
지
습하
자유로움을
위에서 자신있게 연기하는
더 힘들어집니다. 무대
연습의 땀은
지 연습 또 연습 입니다.
경험하는 길은 오직 한가
서 최선을 다
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무대에서 드러납니
생활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극단
은
이것
감.
책임
하는
경제적
바램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공연에 참
으로 해외공연 및 다른
사정
다른
각자
또는
인 이유
함도 아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부족
가하기 어려운 아이들 보면
이 안타깝
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본인
는
레스
스트
모든
닌데

합숙 레크레이션의 꽃! 신나는 댄스타임

Heungbu, Nolbu

김명규, 상임 연출선생님

27th jan 2009

i nte r v iew

창간호 통권 1호

28기 단원들이 합숙을 마치며 작성한 설문지 내용 중에 뽑은 글이다.
처음 공연하는 단원은 <극.단.서.울>, 그외 친구들은 쫑파티 때
우리의 영양식이 되어주는 <삼.겹.살>로 재치있게 쓴 것, 성실하게 쓴 것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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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도 <대.학.로>로 삼행시를 지었다.

짧은 삼행시를 지어보니 그 안에 우리 이야기가 다 있네.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단원들이 많다. 서울의 최고 극단! 울엄마가 반한 곳 : 3학년 박민경
: 5학년 김헌재

단 사탕도 주고 서운하고 슬플땐 울기도 한다 : 3학년 이지인
극단에서 단점을 보여서는 안되고 서울에서 하든, 울릉도에서 하든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3학년 김태윤
극단서울에 가면

극장에서 공연한다. 단체로 공연한다. 서울에서 공연한다. 울친구들이 공연을 보러온다

: 3학년 김준근

극단서울 공연은 단지 내게 있는 자신감과 노력만 있으면 서울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울게 만들 수 있다

: 5학년 윤정윤

삼삼오오 연기 초보들이 몰려온 극단서울 겹겹이 연습과 연극 등을 접하자 살처럼 돼지살처럼 두텁고 물오른 연기초보들 : 5학년 김채원
삼백명의 배우들이 겹겹이 모이니 살기 죽기로 연습한다
삼삼오오 모두 모여 연습을 한다.

: 5학년 김성중

겹친 재흔이와 헌재도 살살 아프던 다리도 공연때까지만 수고하자 아자아자! : 6학년 김혜원

삼박사일 합숙의 꽃! 겹겹이 쌓인 삼겹살! 살찌는 걱정은 잠시 미루고 실컷 먹어요 : 고1 김예빈
삼겹살이 여행을 떠났다. 겹쳐져 있는 가스렌지로

살살 노릇노릇하게 구웠다 : 3학년 오민주

삼.겹.살
고기판에서 돼지가
지글지글
조금있으니 고기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166-1 영성빌딩 4층 TEL 02.747.0035 www. smusical .com

극단서울에서 단원들이 잘해도, 서쪽에서 해가 떠도 나는 울어도 끝까지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팔닥팔닥
입속으로 들어간다
먹고나니 배가
뽈록해진다 :

6학년 이원진

대담한을 갖는다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보다 사회경험을 쌓는 것과 더불어 노력하는 것이다 : 이재효어머니
대단한 자신감과

학구파로 변화되는 로얄티를 극단서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곳 : 유선홍어머니

대단한 극단, 극단서울에 입단했더니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던 많은 것을

노래, 율동, 영어도 배워요 : 문지후어머니

극단소식지 <연>이 나오기까지 정기공연을 마친 후 아이들은 썰물과 밀물처럼 그렇게 가고 옵니다. 모두 바쁜 일상을 삽니다. 아이들이 관계의 성
숙함과 책임감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보다 기쁜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연을 날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날리기 위해 뜁니다.
이쪽저쪽으로 바람방향도 살핍니다. 그래도 어려워 조금 날리다 여러번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다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신나죠. 그것도 잠시, 줄이 팽
팽해지면서 그 힘을 느끼며 따라가기 바쁘죠. 어느새 연 줄을 끊어야 할 때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안절부절 합니다. 그.리.곤. 줄.을. 끊.습.니.다. 날아
가는 연을 바.라.봅.니.다. 연이 보이지 않아도 그곳을 떠날 수 없어 그.냥. 서. 있.습.니.다. 또한 <연>은 만남, 인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간호 내용은 ‘왜 소식지가 나오게 되었지?’에 대한 대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품으로 200부 인쇄합니다. 설문지 작성도 감사합니다. 제한된
지면으로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식지 <연>은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식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번 제작비용은 식사비, 간식비 절약한
것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27회 회장 채민주어머니, 부회장 이재흔어머니 살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8회 회장 박지원어머니, 부회장 최지혜어머니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자료를 찾고, 인터뷰 모으고, 글도 쓴 김동의 선생님 덕분에 내용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