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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독의 글

2010년, 앞만 보고 달려온 지 어느덧 15년이란 시간.
한해도 쉬지 않고 일년에 두 번 정기공연을 하고 나면 벌써 1년이 지나갔나하는 생각을 반복하기를
벌써 15년째. 꼬멩이였던 남매는 중학생이고,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린 단원들은 아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커가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곳,
극단<서울>이라 자부하며 15년을 지켜왔습니다.
극단<서울> 10주년 세계화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첫 해외공연인 뉴욕에서의 성공으로 5년이 지난 지금 극단서울 세계화는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에딘버러 페스티발 3회,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미국 LA까지
경이적이고 놀랍다는 칭송을 들으며 비록 어리지만 단원들은 넓은 세상을 맛보며
스스로 자기 계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연제작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매작품 마다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왔습니다.
기업의 후원도 정부의 지원도 없이 묵묵히 홀로 지켜온 극단서울 15년.
작년 폭설에 이어 폭우를 맞으며 합숙 첫날을

맞이했던 극단서울 굵
. 은 빗방울들이

우리 모두를 반기는 듯

,

.우<정 을> 주제로 하는

이천 자연나라로 향하는 내내 세차게

버스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공연이니만큼 이번 합숙에서는 한마음

.

시까지 무용연습도 해보고

3

한뜻이 되는 법을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는 미니 올림픽으로

1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으니까요

학년 친구들이 많았던 합숙이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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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난히 어린

그 꿈을 이루는 날, 또 한번 극단서울의 멋진 파티를 기대합니다.

아픈 친구들 우
, 는 친구들 없이 씩씩하게 합숙을

이제 극단서울의 전용극장 건립이라는 최종 꿈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끝마쳤어요 각
. 조마다 있는 짝궁 언니 오
, 빠들이

15년 동안 극단서울에서 참 많은 꿈을 꾸었고, 많은 꿈들을 이루었습니다.

챙겨주고 동생들도 잘 따라왔기 때문이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번 오즈의 마법사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종일 연습으로만 가득했던 일정이었음에도 합숙 내내

그리고 극단서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극단서울 친구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스텝 선생님들과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극단에서 함께 보낸 동의, 동우, 예빈이,

그게 바로 우정의 힘이 아닐까요

경제적인 힘이 미약함에 많이 슬프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의리를 지키며 고생을 함께 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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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쟁쟁한 네 개의 조가 오즈의 마법사를 빛내주고 있는데요.
이재욱 형(오빠)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Always’조
무대 위를 꽉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오즈의 마법사’조
작지만 한다면 한다는 열정을 보여준 Expert조
큰 언니, 오빠들과 작은 꼬꼬마 동생들로 이루어진
마지막으로 극단서울 대표하는 정단원팀까지

‘Olds& Kids’조

30기 새로운 오즈의 마법사가 곧 탄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정이란,

김연주 )))) ) 친구들간의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것 같다. 그 우정.

김다연-사자 )))) 친근감이 있고, 끊어지지

끈끈한 관계의 예는 친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않는 마음, 거짓말도 못할만큼 질경이처럼

걱정해주는 것. 친구의 잘못을 자신으로 인해 덮어주는 것. 친구와

단단한 것, 무서우면 손잡고 다니고 항상 함께

싸워도 가볍게 넘기거나 나 자신이 먼저 사과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하는 것. 한 명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예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한 명이 울면 같이 슬퍼해주는 사이.

생각하는 것은 친구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인 것 같다.

물건도 빌려주고 아주 친한 관계의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윤혜빈 )))) ) 우정이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돈독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 같다. 우정을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김준근-토끼2 )))) ) 친근감이 넘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정이 깊다는 것은

토끼2의 배역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

그만큼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우정이 도와준다. 우정이란 친구와의 사이.

얻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결국 우정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다.

친구와 같이 우정은 친구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정은 중요하며

이재욱 )))) ) 우정은 사이 좋게 지내는 것,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

나와 토끼2의 사이를 엮어준다.

김승혜 )))) )))) ) 우정이란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면서
배려하는 것 같다.

최민서-허수아비 )))))))) ) 나와의 우정이란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고 슬픔과

조석희 )))) ) 우정이란 사이 좋게 지내고 도와주는 관계,
아니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게 우정인 것 같다.

행복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친구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친구가

고나영 )))) ) 서로를 믿고 도와주며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우정이란 이 세상에

친구가 위험할 때도 도와주고, 언제나 맑은 마음으로 친구를

없으면 안 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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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My name is Michael Kotlarek
I h a v e BA i n Th e a te r Ar ts, a n d a fe w ye a rs of
e x p e ri e n c e w o rk i n g i n C h i l d re n s Th e a t re . I w a s i n
th e We s t Vi rgi n i a We sl ya n Col l e ge Th e a tre p rod u c ti on
of “ Wi n n i e Th e Pooh”, a s Ra bbi t, I a l so p l a ye d th e Bi g
Ba d Wol f i n th e s tu d e n t p rod u c ti on of “Good , Ev i l , a n d
Un d e rp a n ts”.
I’ve also been teaching English kindergarten and grade school
in Korea for three years now. It has been such a joy to work with
the kids on “The Wizard of Oz”, I have seen them learn and
grow so much over this summer. They’ve all worked very hard
and I’m very proud of their hard work. I just hope they enjoyed
working with me as much as I enjoyed working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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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

가르칠 수 있었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한번에 100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팀이
이재욱, 6학년

지금까지 극단활동하면서 가장 큰 도움과 영향
을 주신 김명규 선생님. 이유는 나를 위해 노래
도 다운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충고도 해주셨다.
해외공연 갔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춘향전을 할 때 ‘사령’ 역을 맡았는데 어려
워서 고민하니 "단순하게 뛰라" 그러셨다. 그래서
그냥 뛰었는데 아직 그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공연 앞두고 연습할 때 저쪽 창문에서 이
쪽 창문까지 왕복으로 계속 달리기를 한다. 그렇
게 계속 뛰었다. 뛰며 또 뛰는데 힘들지 않을 때
는 노래 부르고 그 힘을 더 빨리 빼서 대사를 쳤
는데, 진짜로 그때 연기가 나왔다. 이것을 알려준
선생님 생각은 공연에 큰 도움이 되었고, 관객에
게 관심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버나(접시돌리기)’를 돌렸는데 이것을 안
했더라면 이번 인도공연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
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A팀 조장
으로 팀을 위해 30분! 동안이나 ‘토끼 춤’을 추고

대사를 크게 안하니까 마이너스 점수는 점점 쌓이고 아침저녁으로 청소해서 70점씩
플러스 해도 하루에 마이너스 100점은 기본으로 받으니 청소하는 의미가 없다.
ㅠ,ㅠ~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명규 선생님 안계시면
음향과 다양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김동의 선생님은 아직 대학생인데 우리 팀을 위해 연기지도를 많이 해주신다.
특히 그 마녀 연기는 최고~ DVD를 봤는데 그 웃음소리는 정~말 캡!이였다~
이번 마지막 공연에 한번쯤 마녀로 등장하면 좋겠다.
김동우 선생님은 춤을 기준으로 하는데 알고 보면 암기력이 엄~~청 뛰어난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무용을 외우고 가르쳐주니 암기력이 뛰어나신 거다.
그에 비해 나는 무용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중간에 실수도 있고. 흑흑 하지만
실수 한번정도야 괜찮을 수 있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해본다는 실수~ 공연 때는
안했으면 좋겠다.
김예빈 선생님?은 그야말로 만능이다. 대사면~ 대사,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정말 부럽다. 자신감도 넘치고 무용도 잘하고 난 언제쯤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쁜데도 극단활동에
열심이다. 앞으로 집중해서 줄 잘 서겠습니다~
천창훈 선생님은 정말 무용을 재밌게 잘 짜신다. 다 배우고 나면 재밌고 좋지만 사실
배울 때 쬐~~끔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지만 무용이 좋아서 다 배우고 나면 춤들이
간편하고 노래 부르기도 편하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선생님*, 마??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알고 보면 중앙
대 연극영화과 출신이라서 연기를 잘하실 거라 믿는다. 하지만 아직 연기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번 모든 공연이 끝나고 잠깐 그 당시 입시 때 하셨던 것을 보여주셨으
면 좋겠다. 어쨌든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A팀으로 인해 화가 나신 거 죄송합니다. 다
음엔 절대적으로 대사를 크게 하겠습니다. 딱히 글주제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서 그
냥 한번 써봤어요 역시 어려워요~

 SEOUL Theater, 2010

2010, SEOUL Theater



To, 토토 안녕, 반가워, 잘해보자

대본속의 Dorthy
도로시야, 안녕? 나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도로시 너를
맡게 된 ‘김연주’야. 처음에 도로시 역을 맡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거짓말~이라고 하고는 장난인줄 알고
무시했어. 그런데 내가 직접 열어보니까 내가 1지망하던
토토 그룹엔 없고, 서둘러 둘러봤더니 도로시 그룹에 있는거야.
그걸 보곤 난 거품 물고 쓰러질뻔 했어. 이 말은 니가 싫다는게
아니야. 단지 토토가 하고 싶었는데 주인공인 도로시 바로
너가 된 것뿐이야. 귀찮겠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봐도 되겠니? 첫번째는
니가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집에 가는 것을 버렸는데 그때 심정이 아리끼리 해. 두번째는 너의 대한
성격이야. 넌 활발하고, 생각이 깊은 소녀지만 더 깊숙이는 모르겠어. 그리고 너에 대한 충고는
너무 남에게 의지하지 말았으면 해. 대본 속의 너는 착한 마녀에게도 오즈에게도 부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 하지만 낯선 세계에 왔다는 건 알지만 이때라도 스스로 해나가면 더 큰 너로
성장할 수 있을거야. 도로시! 최선을 다해보자. Fighting! 널 맡게 된 김연주

나무꾼에게
안녕? 나는 나무꾼 역을 맡은 이재욱이라고 해. 나는 어떻게 그런 무뚝뚝한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무뚝뚝하게 해야 하는게 어려워. 연기가 안 나오고 힘들어. 그래서 지금도 고민중이야.

토끼3에게
토끼3아, 안녕. 나는 The wizard of OZ 중 니 배역을 맡은 윤희원이라고 해. 너는 말을 더듬으니까
말하기 쉬워서 참 좋아. 그런데 니는 왜 말을 더듬니? 그리고 어떻게 마녀의 부하가 되었고
가족은 부자니, 가난하니? 내 생각에 니는 약간 악당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7장에서
니가 감시하고 있던 도로시 일행들을 놓쳐 버려서 아쉬웠어. 근데 또 왜 9장에서 마녀가
니들 흉을 봤을 때 good이라고 대답했니? 사실 니는 성격을 보아 정의 편에 어울려.
나는 니가 더 건방지게 굴었으면 좋겠어. 안녕. - 2010년 7월 9일 윤희원

다른 것은 너는 왜 감정이 없니?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이제 이것으로 마칠게. - 이재욱

친애하는 허수아비에게
안녕! 나는 이번 영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역을 맡은 최민서라고 해. 처음에는
그냥 해 본거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니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고?
뭐~ 너의 용기를 보나 너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나 아님 총명함을 보나 탐나는 인물이
아니겠어? 대사가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후회는 안한단다. 그런데 왜 너는 뇌가 마음보다
중요하다 생각했니? 내 말은 너는 똑똑하잖아!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 막 똑똑한게
다인것처럼 말이야. 정말 너의 용기가 부럽다. 나는 무대에 서는 것조차 두려운 걸. 극단서울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혼날까 봐도 무섭고. 나도 알아. 선생님들이 혼내시는 이유는 다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 꼭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거야! 너처럼 말이지.
그만 줄일게. 안녕! 아참! 꼭 답장 줘~!-2010년 7월 10일 너를 좋아하는 친구, 최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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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역 토토에게
안녕 토토야. 나는 네 배역을 맡게 된 이수정이라고 해.
나는 네가 양철나무꾼의 노래를 듣고 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 나도 너처럼 엄마를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얼마나 슬펐는지 이해가 된다.
근데 2번 곡 춤에서 처음에는 안췄잖아. 두 번째 때는
왜 추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돼.
꼭 답장에 대답을 써줘. 공연을 할 때 꼭 잘할게.
다음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 또 꼭 답장 부탁해.
- 2010년 7월 8일 이수정

예스맨에게

허수아비에게

예스맨아, 너의 역할을 맡게 된 애정이라고 해.

허수아비야~ 안녕? 난 너의 역할을 맡게 된 ‘백

너는 왜 계속 예스라고 말하니. 그게 제일 궁금해서

서희’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그건 그렇고 다 너

너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 너가 이 편지를 보고

때문인 줄 알아! 왜냐고?? 너 때문에 내가 매를

꼭 말해줬으면 해. 나는 너가 정말 좋아. 그런데

총 17번?이나 맞았거든. 너 때문에 내가 희생해

너의 단짝 친구 NO맨이라면 왜 NO라고만 하는지도

야 되니? 넌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말한 거야?

물어봐줄래? 나는 A조야. 그리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뇌도 없으면서 입만 살았다니까. 나빴지만 뭐 착

나는 정말 좋다. 너는 왜 NO맨을 좋아해?

한 내가 봐줄 수밖에~ 그런데 너의 대사 하나

너의 단짝이야? 알려줄래? 나는 너에 대해 궁금한게

하나 느낌과 표정으로 연기해도 난 완벽한 허수

많아. 정말로 널 사랑해!- 서애정

아비, 너가 아니라서 어렵더라. 그래도 널 포기하
지 않고 연기 할거야! 비록 너 때문에 내가 맞고

나쁜마녀에게

바보취급 받아도 널 공연 다 할 때까지 포기하

안녕? 난 네 배역을 하게 된

지 않을거야. 너의 완벽한 모습을 내가 따라 잡

‘나영’이라고 해. 내가 네 배역을 재미있게 하지

을 테니. 그런데 노래 음이 꽤 헷갈려. 어떡하면

못해서 말이야. 잘 좀 해보자고 자기 전에

좋겠니? 내가 음치여서 그런가? 그래도 노력할게

대본을 꼭 읽거든, 근데 이렇게 안되네.......

^^ 난 너고 니가 나니깐! 공연 때까지만 바꿔줄

특히 마녀 웃음소리 말이야. 여러 사람 앞에서

수 없겠니? 니가 자랑스러웠던 게 도로시, 토토,

못해. 집에서 뻔히 하면서 배우가 나쁜 마녀가

사자, 나무꾼에게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희망

이러면 안된다는 것도 다 알아. 난 네가 서

을 심어줬던 부분이야.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

있을 때도 어떻게 서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었달까? 너가 불을 끈다고 나쁜마녀에게 물을

넌 왜 ‘오즈’의 여왕이 되고 싶었니? 나라가

부은 게 참 지혜스러웠다고 생각해! 뇌가 없어도

욕심이 나서? 아니면 ‘오즈’에 사는 사람들을

눈치 빠른 녀석 ~ 너에게 멋진 모습도 있었다니

괴롭히려고? 같은 나쁜 마녀인데 이런 것

감동?먹었다니까~ 어쨌든 답장 기다릴게! 그럼

좀 알려주라. 응? 난 가르쳐 준다고 믿을 거야!

안녕. - 백서희

그럼 그만 쓸게. Good Bye!
- 2010.7.5(월) 나쁜 마녀 진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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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 o p e you w i l l e n j o y t h e boo k

이수정 :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는 이미 뇌, 마음,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나는 원래 뇌가 없어, 나는 마음
이 없어, 나는 용기가 없어.” 먼저 부정적인 생각한 것 같다. 그
래서 먼저 자기가 진짜로 없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는 이것을

김수민 : 도로시의 고향은 캔사스주에요.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있을 거야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친구 토토도 있어요.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도

이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신감. 즉 자신을 믿으라는 소리

로시와 토토를 OZ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다. 만약 김연아가 자신감이 없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집 아래 마녀가 깔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은빛 구두를 도로시가 가졌더니 도로시는 지치거나 힘든
일은 없었어요. 내 생각에 진짜 은빛 구두가 있으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데 먼 곳이어서 못 걸어가는 곳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행복한 상황(금메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 생각에는 이미 포기 해 버릴
것 같다. 연기할 때도 똑같이 자신을 믿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려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C팀(Expert)도 모두 모두 열심
히 연습해서 좋은 공연을 올렸으면 좋겠다. 우리 조 아자아자 파이팅!

왜냐하면 힘들지 않으니까요. 도로시는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를 만나 결국 에메랄드시로 가 마녀를 물리친 후 은빛구두와 황금모자의

김승혜 :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와 토토가 사는 캔자스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오즈로

힘을 합쳐서 도로시를 고향으로 보내주었어요.

왔는데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친구들과 도로시의 소원을 빌려고 에메랄드시로 가는 모험을

도로시처럼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서로 서로 도와주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나타낸 이야기이다. 도로시가 토토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재미있다. 왜냐하면, 캔자스에 있을 때

헤어질 때는 슬프지만 친구를 만들면 더 좋고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환상의 나라 오즈 안녕~

친구처럼 지내던 강아지인데 못 알아보는 게 조금 웃기기 때문이다. 나도 도로시처럼 용감하고
씩씩하면 좋겠고, 가끔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도 했지만 나도 이런 흥미진진한 모험을 해보고 싶다.

윤사무엘 :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오즈의 나라가 정말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오늘 밤 꿈나라에서
나도 꼭 한번 가보아야겠다. 꿈나라에서 꼭 사자를 보았으면 좋겠다. 겁쟁이 사자~ 생각만 해도 재미있다.
꼭 가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혹시 있다면 깡패토끼도 보고 싶다. 왠지 귀여울 것 같다. 양철나무꾼은
아이언맨 같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다. 허수아비는 처음 보기 때문에 보고 싶고 공부 잘하는 법을

김은비 : I w a n t t o re c o m m e n d y o u t o re a d t h e b o o k t i t l e d T h e Wi z a rd o f OZ .
T h e m a i n c h a ra c t e r o f t h i s b o o k i s D o ro t h y w h o l i v e d w i t h h e r g ra n d p a re n t s .

물어보아야겠다. 하지만 마녀는 왠지 너무 무서울 것 같다. 하지만 착한 마녀는 예쁘고 젊을 것 같다.

O n e d a y a l l o f a su d d e n a h u r ri c a n e a p p e a re d a n d se p a ra t e d D o ro t h y

오즈는 그냥 서커스단 할아버지 같을 것 같다. 끝이 아니라 오늘은 꼭 오즈의 나라에 가보고 싶다.

f ro m h e r g ra n d p a re n t s . A f t e r t h a t s h e l a n d e d o n a c o u n t r y n a m e d OZ .
T h e re s h e m e t m a n y f ri e n d s w h o h a d t h e i r o w n h a n d i c a p a l o n g t h e w a y t o OZ .

박민서 : 도로시, 토토, 나무꾼, 허수아비, 사자가 모두 협동하여 다 같이 서쪽마녀를 물리치는데

T h e y w e re sc a re c ro w , Ti n m a n , a n d L i o n . Sc a re c ro w w a n t e d t o h a v e a b ra i n .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지혜가 아닌 단지 협동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Ti n m a n w a n t e d t o h a v e a h e a r t a n d L i o n a l so w a n t e d t o h a v e c o u ra g e .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협동심을 우리 B팀도 길러 나아가길 바랍니다.

So t h e y w e n t t o m e e t t h e g re a t w i z a rd OZ . F i n a l l y, OZ g a v e t h e m w h a t t h e y

우리는 벌써 협동심에 한 발, 한 발씩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걸어 나가 서로를

re a l l y w a n t e d t o h a v e . T h a t i s t h e b ri e f s t o r y o f t h i s b o o k .

믿고 또 실패해도 격려해 줄줄 아는 한 명의 극단 단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끼들,
Yes/No맨들은 원래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연을 도와주기

I l i k e t h e e n d i n g p a r t o f t h i s b o o k b e c a u se t h e b o o k h e l p e d u s t o re a l i z e

도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주연과 조연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의 공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t w e a l re a d y h a v e w h a t re a l l y w a n t t o h a v e . I e s p e c i a l l y l i k e t h i s l i n e .

저는 이 외의 생각을 많이 했다만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B,C팀 파이팅!

" T h e re i s n o p l a c e l i k e h o m e ." I a g re e a b o u t t h a t a n d I w a n t t o re c o m m e n d y o u
a l l w h o k e e p t h i s l i n e i n m i n d . I h o p e y o u w i l l e n j o y t h e b o o k . ' Wi z a rd o f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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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시절 극단활동은 아주 큰 추억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퍼스널 트레이너 Henry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부럽습니다.
극단활동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그 꿈을 위하여 매순간 노력하는

헬스클럽에서 살을 빼고 근육 만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한마디로 몸짱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향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탁은

항상 어른들만 지도하다가 티없이 해맑고 밝은 학생들을

우리주변에는 좋은 공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나게 되어 지루할 수 있는 직장생활에 활력소가

소극장이던 대극장이던 가리지 않고 많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었습니다.

항상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한 번씩 여덟 시간 중 제가 맡은 시간은 4시간.
처음에는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운동을 시작.
그리고 재키스피닝이라는 새로운 인도어 사이클링을
시작하고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1대1 비율로
진행했습니다. 근력운동 할 때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라
힘들어 했지만 애초에 목적이 학생들 체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체력은 중요하기에 약간
힘들어 할 정도의 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도조절이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혼합되어서 무게를 약간씩 조절하여

음향 엔지니어 김우람 입니다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재키스피닝을 상당히 좋아하기에
근력운동을 열심히 잘하면 재키스피닝을 하겠다고 말하니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언제 부터 극단과 함께 작업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면 될 듯 하네요.

중고등학생들은 재밌게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2010년 1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춘향>부터 극단서울과 함께 작

좋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바이크의 크기가 커서 따라하기

업했던 음향엔지니어 김우람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가장 최근에 합류하게 되었죠.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들

곧바로 29회 정기공연 <평강과 온달> 함께 작업하면서 극단서울의 작품에 대한 깊은 매

해맑게 따라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력을 느끼게 되고 배우들의 순수한 열정에 반하여 팬이 되었답니다.

체력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지도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은

음향은 음악분야죠?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요? 음향은 음악적인 부분과 중요한 연관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재밌는 경험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분야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학에 더욱 가깝습니다. 음향

설명했던 운동원칙에 맞게 꾸준히 운동하여 모두 몸짱이

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중에의 확성입니다. 공공에게 청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PA=Public Address). 그렇다보니 엔지니어에 의해 소리가 전문적으로 가공되는 시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정희 선생님과 김명규 선생님께

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시스템 구조와 단계들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렇

감사드립니다.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음향엔지니어의 역할은 자

좋겠습니다.

팜스짐스마트대학로 cafe.daum.net/POPGYMSMART

Congratulations~
15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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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된 장비에 대체 될 수 없는 매우 인간적인 것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소리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최대다수가 객관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부드러운 소
리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단하고 꽉찬 소리와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때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에 대한 머리와 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0, SEOUL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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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에 했던 연습 가운데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음악을 들으며 동시에 여러
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두세가지 소리밖에 동시에 듣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컬 목소리와 피아노 반주를 유심히 듣다보면 베이스나 드럼소리가 잘 안들리는 것이죠. 동시

치어리딩의 생명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입니다

에 많은 악기 소스들을 듣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했
습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감흥을 훨씬 풍부하게 해주는 분야 중 하나가 음향입니다.

김보라 선생님

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또는 계발하기 위해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요? 많은 음향 엔지니어

우선 치어리딩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들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서 음향일을 시작하게 되죠. 다양한

치어리딩하면 대부분 야구장이나 농구장에서 보게 되는 치어리더를 떠올리게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이 음향엔지니어로서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겠죠. 앞서 말했듯이 점점 편하
고 좋은 기능이 들어간 새로운 장비가 쏟아져서 나오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음향엔

되는데 그것은 치어리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성을 상품화하면서 잘못

지니어의 감성적인 부분 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하여 많은 경험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전파된 것이다. 치어리딩은 댄스치어리딩과 스턴트치어리딩으로 나뉘는데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얻는 간접적인 경험도 있겠고 다양한 일을 해보며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

극단서울 단원들과 함께 한 것은 댄스치어리딩 중 흔히 수술이라 알고 있는 팜을

를 하는 직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경험중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혼자 떠나

들고 하는 팜치어였다. 댄스치어리딩과 일반적인 무용은 관객에게

는 여행입니다. 약 3개월간 혼자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추억해보면 감정이 풍부해
져서 정말 웃고 싶을때 맘껏 웃을 수 있고 울고 싶을때 맘껏 울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 경험과 느꼈던 감정이 지금 하는 일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치어리딩의 생명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인데, 그런 면에서 단원들은

작품에 효과적인 색을 입히듯이 음향을 불어넣으면서 관객이 그 노력에 반응이 확 왔을때 기분

치어리딩을 잘 소화했다. 수업시작하기 전에 2분이 좀 넘는 한 작품을

이 어떻습니까, 그 작품은 어떤 공연인지 궁금합니다.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라는 도시에 관광객

끝내야 하고 한 달에 한번 있는 수업이라 진도부터 걱정되었다. 기본기를

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대형 레스토랑에 시스템 튜닝과 오퍼레이팅을 하러 간적이 있었습니
다. 한국 타악그룹이 아리랑을 편곡하여 연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

가르치기도 전에 1시간씩, 4번으로 한 작품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화려해

자가 된다고 하죠. 외국인들은 한국 전통 멜로디와 리듬을 들으며 아름답다고 극찬하고 한국인

보일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된 작품에 필요한 기본기만 가르치고

관광객들은 타지에서 듣는 아리랑 감동에 빠져 눈물을 짓고는 하는데 저도 매번 울컥하여 혼났

다른 수업처럼 재미있게 해주지 못하고 타이트한 수업을 하느라 어린단원들이

던 기억이 있습니다. 뮤지컬 작품 할때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배우와 스텝들의 노력이 결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따라와 준 단원들은 최고였다.

실을 맺어 관객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매우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음향을 담당하시면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가

그동안 타이트한 수업을 받느라 힘들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분야를
아이들에게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나아가 앞으로 아이들 신체활동과

지고 싶은 장비나, 기술을 소개해 주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업시간이기를 바란다.

많은 음향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훌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극단서울 대표님과

륭한 장비가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건 훌륭

대한치어리딩협회 이사장님,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따라와 준

한 소스라는 것입니다. 극단서울의 배우 친구
들에게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여 연기를 하

단원들과 함께 수업을 도와준 심현경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고 노래를 하는것이 해당되겠죠. 음향엔지니어
로서 배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뢰관
계입니다. 관객에게 전달되는 소리는 음향엔지
니어에 맡기고 무대에서 집중하여 연기와 노래
를 하는 신뢰가 있다면 저절로 좋은 공연이 만
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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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p e th a t be fore too l on g,

Fly to india

2010

t h a t d re a m w i l l be re a l i se d
Rathi Jafer, INKO Centre Director

InKo Centre was delighted to present Theatre Seoul's Choon Hyang on two separate
occasions in India. First, in October 2008 at Ranga Shankara, Bangalore and more
recently in June 2010 at the Museum Theatre in Chennai. On both occasions it was
an opportunity to present this high-quality Korean musical at Festivals that were
specifically conceptualised for children and family audiences.
In Bangalore, Choon Hyang was presented at the AHA! Ranga Shankara's Theatre
for Children programme presented in association with Britannia Industries.
AHA! is a sustained programme that reaches out to over 1500 children from all
backgrounds every month. In Chennai, Choon Hyang was presented at Chennai's
first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for Children presented by the Little Theatre,
Chennai's most popular theatre for children. On both occasions, Choon Hyang was
hugely successful, drawing in large, appreciative audiences and wide, positive press
across print, online and broadcast media.
The wonderful combination of the traditional with the contemporary, the graceful
fan dance with the pulsating B-boy routines, the charming but simple storyline, the
compelling visual effects, the lilting music and most of all, the exquisite costumes
made of silk and hanji paper, kep the audience engaged throughout the show.
There was never a dull moment and not once did the actors miss a beat or lose a step.
We at InKo Centre, were delighted that the performance was so warmly accepted
by Indian audiences. To us, it wa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of an intercultural
dialogue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for the Korean performing arts
in India. We are eager to explore with Theatre Seoul, the possibility of building on
this experience to engage more closely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ndian and
Korean children and artists working together on a joint production.
We hope that before too long, that dream will be realised!

20 SEOUL Thea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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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o much
			
Singapore Airline ^ SQ

듯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사에서 늘 여러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공연 갈 때 단원
개인 짐부터 많은 극단 짐까지 패킹할 때마다 고민했는데 싱가포르 항공에서 항상 극단 짐
무게를 배려해주어 걱정 없습니다! 또 매번 극단 인원수에 맞게 컵라면도 준비해 주신답니다.

김예빈, 고2

비행기 안에서 먹는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 ^_^ 이번 인도공연 때는 케이크도

벌써 극단서울이 해외공연을 다닌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가면서 대한항공,

주셔서 다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인도공연도 성공적으로 올릴

캐나다 항공, 아시아나 항공, 싱가포르 항공 등 여러 항공사를 이용했는데요. 장시간 비행을 하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해외가실 때 싱가포르 항공으로 가보시는 것 어떠

때문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해외에 도착했을 때 덜 피곤하고 시차적응

세요?

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극단서울이 체험한 결과! 여러 항공사 중 가장 편안하고 서비스 최고였
던 항공은 바로 싱가포르 항공(SQ)입니다.
우선 SQ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Kris world’ !! ‘Kris world'는 각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음
악, 게임,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OP, K-POP, J-POP, R&B,
JAZZ, CLASSIC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Comedy, Family, Action, Drama 등
각 나라의 흥행했던 다양한 영화도 볼 수 있답니다. 체스, 오목, 오델로와 같은 여러 게임도 있는
데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항공에도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만 SQ의 'Kris world'와 맞먹을 만한 항공은 없었습니다. 6시간 비행은 다른 해외 공연에 비
해 짧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승객들이 좀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SQ
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인도 공연 때도 SQ를 타고 갔는데 다들 영화 보거나, 게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_^ 또한 승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해외공연 초창기 때 대한항공
을 이용했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어린 승객들이 뭔가 부탁하면
무관심하게 대하고, 두세 번 말해야 들어주고, 외국인이나 어른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바로바
로 부탁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작년 캐나다 공연을 갔을 때 캐나다 항공인 AC를 이
용했는데 정말 이름 그대로 ‘에이씨~’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승무원들이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SQ 승무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외국인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승무원들도 너무 친절
해서 ‘역시 1등 항공사는 다르구나’라
고 생각했습니다. 시종일관 미소를 잃
지 않고, 영어를 잘못하는 승객들에게
천천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
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극단서울은 2008년도 부터 쭉~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해외공연을 다
니고 있습니다. 해외 갈 때마다 세계
1등 항공사를 타고 가는 것이 참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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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빈이와 춘향이의 3년간 여행
2005년~ 2007년 에딘버러까지 춘향이를
맡은 김예빈입니다. 영어뮤지컬 ‘춘향’을
2002년 때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춘향,
이도령, 향단, 방자로 무대에 서봤는데요,
그 중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재밌기도 한
역할은 바로 춘향입니다. 춘향이를 처음 맡았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컸어요. 코믹하고, 익살스럽게
개성 넘치는 역할이 좋고, 또 그런 역할만 해오던
저에게 춘향이는 너무 과분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었죠.
또 작품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할까 정말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1년 정도는 선생님께 많이 혼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연습이 가장 힘들었고, 많이 고생했지만 무대에
올라가 관객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은 건 춘향이에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 받을 때
밀려오는 그 감정들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떤 배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춘향이 할 때가 가장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관객들이 힘들었던 걸 알기라도 하듯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춘향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점점 춘향이 매력을 알아가게 되었죠. 춘향이를
맡은 동안 저의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저 혼자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
이제야 춘향이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막붙었을 때 짤려서(?) 좀 아쉽긴 해요.
다시 한 번 춘향이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보고 싶어요. 단원들 중에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춘향이에 도전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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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우정은 이렇게 자라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이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좋은 경치들도 많이 봤다.
빌딩숲은 우주로 날아간 것 같고, 광활한 풀밭은 잊을 수 없다. 맨날 달리기하고
아침에 가서 놀고 연습하고. 상상하면 또 가고 싶다. 그곳으로.

김은비, 중2

그런데 캐나다 하면 왜 에딘버러 생각이 비집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절친들과 함께 해서

2010년 1월, 인천 공연. 그때 춘향 마지막

더 재밌고, 힘들었다. 에딘버러는 극장이 집에서 멀었고 촉박했지만 좋았다. 5~10분 안에 모든

공연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했다.

준비 끝마치고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짐 다챙겨서 나와야했던 그 기분. 극장 밖을 나올 때면

정말 마지막 공연이 되어 버린인천공연.

뿌듯했다. 하지만 첫날 공연은 조금 아니 많이 못해서 엄청 걱정했는데 비님이 와주셔서

마지막이라는 부담없이 편하게 했다. 하하호호

우리의 죄를 고이 씻겨주셨다. 모두 비를 흠뻑 맞고 와서 선생님께서 별다른 말씀 없이 그날은

웃으면서 했고 공연하면서 눈도 많이 마주쳤다.

넘어갔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춘향이 노래가 생긴

머릿속에는 할 말이 많고 이 세상에 있는 종이 절반을 다 채워버릴 것 같지만

것이다. 에딘버러 때는 서로 도와주면서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다

금방 족두리를 했는데, 캐나다 때는 내가 거의
다했다. 민주가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내 것도 못할 뻔했다. 마음 졸이면서
딱맞춰서 부채를 들고 나갔다. 물론 민주가 잘해주겠지만 혹시 못하고 나갈까봐 걱정반. 어쨌든

웃고 실망하고 울고 기뻐하며, 지낸 소중한 경험

인천 때는 춘향이가 노래를 불러주는 씬이 있어서 정말 여유로웠다. 분장실 못찾아서 해매기도 했지만,

김경원, 중2

공연은 정말정말 좋았다. 캐나다보다 잘했고 전체적으로 여유도 생겼다.

처음 극단 뮤지컬 공연을 접하게 된 것은 2006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즈의 마법사>였다. 엄마

그런데 우리나라 관객에게 서운했다. 인도공연에서는 박수나 호응이 열렬했는데 우리나라는

와 동생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과 함께 대학로 라는 곳도 처음 오게 되고 어른들이 아닌 나와 비슷

참 인색했다. 이번에 느낀 것은 다른 공연을 보러 가면 혼자라도 열렬한 환호성을 꼭 질러야겠다.

하거나 약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의 공연을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것으로 기억한다. 그

마지막 춘향공연을 이렇게 끝내서 행복하다. 이번에도 가고 싶었지만 기말고사가 바로 다음이어서

런데 막상 공연을 보고 나온 뒤 엄마께서 나도 공연에 참가하고 싶음 할 수 있다면서 극단서울 가

아쉽게 못가게 되었고, 그래도 극단과 함께해서 참좋다. 만약 극단이 없다면 삭막한 삶을 살고

입을 권유하셨다. 물론 처음엔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는 자신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극단에게 또 선생님께 그리고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넘치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나름 초등시절 계속해서 반장이였고 공부도 꽤 하는 편이다) 사실 그

뜬금없지만 2009년 춘향 팀이 참 좋았다. 언니들도 너무 잘해줬고 기생이었던 나영이, 민주(채),

때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 읽는 조금 심하게 뒤처진 4학년이였다. 만약 그때 동생 채원이가 부모님

민주(오), 승현이, 지원이, 해든이 그리고 지우까지! 우리끼리 놀고, 먹고 할 건 다했다. 기생 얘기

께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극단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하니까 인천공연에 앞서 캐나다 공연을 말하고 싶다. 원래 친하지 않았던 애들이고, 그 중에서

나는 동생을 챙겨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극단에 보내졌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부담도 있었다. 친구들이 거의 그만두고 나서 하려니까 막막하기도 했고.

첫번째 공연은 <춘향전>. 나의 극단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 배역으로 ‘마을사람’이 된

그런데 막상 연습을 하다보니 애들이 착했다. 내 말도 잘 따라주고 연습도 성실하게 해오고 좋았다.

다. 그런데 정말 대본을 받고 나서는 눈이 깜깜했다. 아니 무슨 영어가 이렇게 어려워? 나보다 어

하지만 캐나다 가서 문제들이 있었다. 지원이 분장사건, 해든이 의상사건 등, 작은 일, 큰 일

린아이들도 영어를 엄청 쉽게 술술 읽어가는 데. 정말 저학년 때 영어학원을 보내지 않았던 부모님

많이 겪었다. 특히 해든이가 의상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을 때, 사실 내가 조금 미안했다.

이 처음으로 미워지는 순간이였다. 나름 오기를 부려서 혼자 읽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결국은 항복.

그 전날 의상 연습하다가 빨리 자라고 하셔서 다른 아이들 것은 다 검은 봉투에 넣었는데 해든이 것은

친구에게 리딩을 부탁한뒤 대본 밑에 한글로 적은뒤 대사를 외웠다. 대사량도 별로 없었는데 외우

그 옆에 걸어 놓았다. 만약 내가 그때 봉투 안에 넣어 놓았더라면 해든이는 아마 의상을 가져 왔겠지?

기 엄청 힘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확인하지 않았던 해든이 잘못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 한 것도 있었다.ㅠㅠ 그때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드디어 첫 리허설.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든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암전 상태이다. 암전 상황에서 무대 뒤로 통하는 문으로 가야하는 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사

해든이는 아마 내가 넣은 줄 알았을 텐데.... (해든아 미안 ㅠㅜ)

람들을 따라가니까 어느 새 무대 뒤. 그래서 나름 암전 때는 가장 연기를 잘하고 그 시절엔 가장

또 한번 당황 무대가 왜 이리 어둡냐고요. 그 상황이 무대 용어로

키가 큰 동의 언니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그렇게 극단생활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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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세번째로 공연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이다. 사실 이전까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강과 온달은 가장 후회가 되는 작품이다. 하지만 나도

지는 배역을 선택할 때 딱히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공

부모님도 설마 극단을 4년이나 다니게 될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

연 때는 왠지 모르게 사제 역할이 강력히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역할 배정 오디션 결과가 발표되는 날 긴

극단서울에 다니면서 뿌듯했던 점은 극단을 다니지 않는 일반 아이들이 방학 때 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장하다가 역할 배정을 받고 뒤로 넘어지기까지 하고, 이러는 나를 비웃는 채원이를 보며 화냈던 기억이

있지만, 그들과 다르게 나는 극단 다니면서 공부 외의 다른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있다. 이런 걸 기억하는 난 소심한건가? 이 공연은 배역, 내용 모두 흥미로워서 나름 열정을 가지고 참

다른 단원들처럼 해외공연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극

여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 과연 솔로 파트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공연 바로 전까지 노래 선생님에

단 모든 선생님께 매우 감사하다) 게다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높게 나왔을 때의 성취감은

게 혼날 정도 였으니, 그런데 실전 공연에서는 평소 연습시 항상 음이 올라가지 않았던 4번 노래가 음이

앞으로도 힘들 때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또 하나

제대로 불러줘서 나름 선방했다. 공연 끝나고 노래 선생님도 ‘기대 이상’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뿌듯했다.

는 ‘자신감’이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
되었다. 지금 비록 극단생활을 못하지만 4년여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였다. 그래서 극단단원 친구들과 관

다섯 번째 공연 <천사들의 합창>.

팀원들 중 가장 기억남는 아이는 서희. 공연 시작 전에 싱가

폴 영어로 파이팅을 해야한다!면서 팀원 전체가 다 같이 ‘화이팅!’하고 들어가서 키득키득 거렸다. 그리

계를 유지하고 있고 커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공연 기대하고 또 보러갈게.

극단서울 화이팅!

고 이 작품 부터 처음으로 정단원 팀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정단원 팀에서 공연하는 것은 교육단원 팀에
서 공연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하지만 합숙 때 갑자기 밤에 불러서 배틀 춤을 배우라고 하셨을 때
는 춤도 어렵고 졸리기도 해서 힘들었다. 그래도 한 번 배우고 나니까 우리 팀 얘들 가르쳐 주기도 쉬워

드디어, 정단원 공연에서 스텝이 되다

서 좋았다.

여섯 번째 공연 <흥부놀부>. 놀부 역을 맡았다.

극중에 놀부가 흥부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부분

이 있는데, 흥부 아이가 채원이였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감정이 실린 것인지 세게 때렸다. 공연 끝

이원진, 중1

나고 부모님께서 도대체 동생을 얼마나 싫어하면 그렇게 세게 때리냐고 하셨다. 사실 그 때는 잘 몰랐는

29기 평강과 온달 정단원팀 스탭을 했다. 4년간 극단활동 중 처음으로 스텝 임무를 맡게 되었다.

데, 나중에 DVD를 보니 조금 심하게 때리기는 했더라. 놀부가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혼자

정단원은 5일 동안 하루 한번 공연 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가장 정신없다. 주말공연은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굉장히 뻘쭘했다. 흥부놀부 노래 중 좋아하는 노래이

평일보다 관람객이 많기도 하다. 게다가 내 팀 공연까지 신경써야 하니 스텝은 바쁘다. 하지만 즐겁다.

기도 했지만 그래도 뻘쭘한 것은 뻘쭘한 거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우리 팀 공연이 아니라 정단원 팀 마

나는 스텝이 배우의 시종 같은 것인 줄 알았다. 막상 해보니, 정말 의미있고 즐거운 일이다.

지막 공연이였는데, 놀부 집이 무너지는 부분에서 마지막 공연이니까 제대로 부수자!하면서 뒤에 있던

이제는 스텝이 또 다른 배우라는 생각을 한다. 가끔은 스텝은 지배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든 스텝들이 총 출동해서 집을 흔들어댔다.

왜냐면 예를 들어 스탭이 꽃집에 꽃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 소품 꽃을 안갔다 놓으면 배우는
꽃이 없는 상황에 맞추어 연기를 해야한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거나, 빵집에 빵이 없을 수도 있다.ㅋㅋ

흥부놀부 다음 공연은 <한여름밤의 꿈>. 우리 팀이 모든 팀 중에 가장 어렸다. 게다가 어찌하다

물론 공연이 끝나면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하고 무지하게 야단도 맞을 것이다.

보니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팀원이 나였고 기수가 가장 높은 사람도 나였다. 조장이 되어서 팀을 이

스탭은 3명이었다. 나와 한명은 무대 설치물을 옮기는 것을 맡고 다른 한명은 소품을 담당했다.

끌다 보니 여태껏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았다. 데미티리우스 역이였는데, 상대배역인 헬

스탭끼리도 마음이 잘 맞아야 한다. 우리는 싸우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평화협상 했다.

레나가 친동생인 채원이여서 연습할 때든 무대 위에서 웃음이 터질 때도 엄청 많았다. 그리고 라이샌더

정단원 공연이라 더 긴장했다. 아무리 잘하는 스텝이라도 처음에는 실수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와 오베론 역을 맡은 팀원이 신입 단원이였다. 가장 당황했던 것은 오베론 역을 맡은 팀원이 숲을 잠재

잘하는 스텝은 아니였지만... 나도 실수를 했다. 풀숲 설치물로 책장을 가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는 부분에서 한국어로 ‘어, 이게 아니지’라고 말했던 부분.(심지어 마이크도 커져있는 데!) 정말 웃음

어리버리하다가 무대에 불이 켜졌고 나는 얼른 풀숲 뒤에 검은 도둑고양이처럼 숨었다(내가 워낙

밖에 안나오더라. 그래도 아이들이 어려서인지 귀엽다고 얘기해주셔서 부모님께 매우 고마웠다. 정단원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검은 고양이라고 생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무대 뒤로 슬금슬금

팀 라이샌더를 맡았는데, 나보다 머리 하나 더 높게 있는 동우오빠를 보려니까 목이 아팠다.

기어 들어왔다. 고양이가 개한테 쫓기듯 말이다. 다행이 혼나지는 않았다. 형, 누나들이 도와주어서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 되버린 <평강과 온달>. 왕 역을 맡았는데, 도저히 톤이 낮게 내려가지 않

어렵지 않게 해냈다. 하지만 꿈에서는 나혼자 풀숲을 들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아서 애먹었다. 사실 마지막 공연이 될 거라는 것은 공연 시작하기 전까지도 몰랐다. 마지막 공연인 줄

꿈~아, 끔찍해~. 빨랑 잠에서 깨어나자, 그렇게 스탭이 끝났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애들아, 억수루 재미 있었데이~니들도 꼬옥 해보길 바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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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돌아온 O

Z

김경욱, 고1

아룽구지 극장에서 했던 2006 오즈의 마법사.
2010 여름, 또다시 오즈의 마법사가 돌아온다.
오즈의 마법사 공연을 한다는 것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오즈의 마법사 공연이 나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다. 2006 오즈의 마법사는 가장 여유롭고 편하게 준비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던 공연이다. 내 별명이었던 “김고딩”은 공연하면서 현아 누나가
지어준 별명이고, 내 동생 경민이 별명은 “곰내미”. 극장 옆 식당 이름이 곰내미였다.
민아 누나가 경민이와 손잡고 식당에 가다가 식당 이름을 보고 재미있어 하며
갑자기 “곰내미”라는 별명을 하사하셨다고 한다. 또, 노래, 무용, 무대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연이다.

테마가 “꿈★은 이루어진다”였던 오즈의 마법사는 영화 사운드트랙과

달리 신나고 경쾌한 음악들로 이루어져 있고 음악마다 각자 특색이 있어서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OST 녹음에 참여했다. 마지막에 나오는
커튼 콜 음악을 제일 좋아했다. 무용도 마찬가지로 노래 특색에 맞춰 분위기가 전부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많이 연습 했는데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무용 선생님이 각 노래에 대한 무용 분석을 해오라는 숙제를 받고 열심히 집에 있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던게 기억난다. 그 결과 1등을 해서 우리 팀이 점수를 받았다. 이런 기억들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 무용은 시간은 지금도 거의 잊혀지지 않는다. 무대 구성도 굉장히
좋았다. 리허설 하러 극장에 들어갔는데 에메랄드 성이 그려져 있는 막 뒤에 2층 무대가 있는
것이다! 정말 신기했고 그곳을 자주 애용하게 되었다. 정단원 팀에서 맡았던 역할이
오즈여서 연기하는 씬이 전부 2층 무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서면 높은 곳에 서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당시 키가 작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 또한, 오즈의 마법사는 연기했던
배역들 중에도 특별히 애착가는 작품이다.
영화나 소설에서 오즈는 위대한 사람처럼 묘사되지만 알고 보면 서커스 단장일 뿐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작은 이미지가 오즈 역할을 맡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라에서 가장 큰 마법사가 알고 보니 키도 작은 서커스 단장이었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다. 어쨌든 정단원 팀에서 오즈 연기는 처음으로
부담 갖지 않고 재미있게 연기했던 배역이다. 또한 원래 역할 토토는 도로시의 충실한 강아지이다.
도로시 일행과 같이 다니므로 비중도 매우 높았고 대사도 많아서 해보고 싶었던 배역이었다.
토토를 하면서 자신감이 가장 많이 향상될 수 있었다. 이렇게 추억도 많고 재미있었다.

2006 오즈의 마법사가 이제 어떻게 돌아올지 궁금하다. 내용상 무엇이
바뀌었을지, 무용이 어떻게 바뀔까 모두 궁금하다. 공연하지 못하게 된 후,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 단원들이 어떻게 오즈의 세계를 설명해나갈지 기대된다. 공연을 볼 준비는 끝났다.
내가 공연했던 작품을 관객의 관점에서 볼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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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더운 여름, 멋진 공연을 위해 수고 많았어요, 쫑파티에서 친구들과 이곳을 꾸며 보세요,

서로 하고 싶은 말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고 추억을 기록해 보아요.

Congratulations~
15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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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yeun:인연因緣, 연극演劇,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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