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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작품 <낮은 곳>

oil on canvas｜91 × 117cm｜2015 

커버 스토리

2016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1997년 덕성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99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과 내밀한 심정들에 관

심의 시선을 두고 섬세하고 세밀한 필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형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9년 관훈갤

러리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4년 대안공간 풀 <소리 없는 방>, 

2010년 담 갤러리 <난처한 모양>, 2015년 스페이스비엠 <반투

명>, 2016년 이목 갤러리 <검은 밤> 등 현재까지 11회의 개인전

을 열었고 다수의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스튜디오 화이트블럭 레지던시(파주)에 참여했다.  

표영실         
이달의 표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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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는 일은 다른 형태의 창작 활동과 다름없이 외

부로부터 들어온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내 안의 필터를 거

쳐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거친다. 그중에서도 나는 찰나

이지만 끈질기게 주변에서 부유하는 인간의 섬약하고 예

민한 감정들과 형태 없는 사념들을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구체적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화면의 형

태는 색채와 윤곽선의 뉘앙스가 그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사용하는 색들 또한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

적 효과에 의해 선택된다. 상처받은 분홍, 불안한 노랑, 빈 

마당 같은 얼굴, 난처한 모양 등의 문학적 은유로 선택된 

색들과 형상은 섬세한 붓질로 배경과의 경계 면에서 흔들

리거나, 떠오르거나, 젖어 있으며, 혹은 날카로움과 부드러

움 등의 다양한 느낌을 드러낸다. 즉 경계 면의 붓질 처리

로 그 형상이 무기력한지, 불안한지, 닫혀 있는지, 열려 있

는지 등의 성격이 결정된다. 

이처럼 화면의 이야기는 감정적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창

작의 태도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다. 예를 들면 <장막>에

서 세필의 붓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만들어진 방사의 형태

는 연약함이 한없이 쌓여 단단해진 것이며, 하찮게 인식하

던 사소한 것들이 반복되어 어느 순간 눈앞을 가로막는 무

거운 것이 되기도 함을 대변하는 식이다. 

표지 작품 <낮은 곳>은 소외되고 외면된 어떤 존재의 끝으

로 몰린 절망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는 신체의 일부분, 무

릎을 꿇고 주저앉은 모습으로 은유되어 화면에 젖어 있는 

듯 가라앉거나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 내면의 섬약한 감

정들은 한두 가지의 단어들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경

우가 대부분이며 감정은 매우 미묘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발현된다. 정서의 시작에서 기인된 시각 

언어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또렷하고 쓰라린, 실감나는 마음의 난해함을 전달한다. 움

직이는 법을 잊은 몸뚱이거나 눈동자의 존재 여부가 사라

진 둥근 원처럼, 텅 비었지만 가볍지 않은 이 그리기가 무

수히 많은 감정의 덩어리를 품고 있는 짧은 호흡처럼, 섬세

하고 미묘한 정서의 파편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1	 <좀비> pencil and watercolor on paper｜38 × 28cm｜2012  

2	 	<없는 얼굴> oil on canvas｜145 × 112cm｜2015 

3	 <경계> oil on canvas｜194 × 130cm｜2015

4	 	<장막> oil on canvas｜130 × 97cm｜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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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들은 창조도시, 문화도시 만들기를 넘어서 

시민에 집중된 도시문화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11월 

‘테마 토크’에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 최초

로 서울에서 열리는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

회를 소개한다.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

서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를 

통해 세계도시의 문화정책 의제들을 살펴보고, ‘문화

시민도시’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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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무용센터	

청년무용담(靑年舞踊談)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는 토크 콘서트 청년무용

담(靑年舞踊談)을 개최했다. 청년무용담은 기존의 소

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모임이나 학교 중심의 네트

워크에서 벗어나 청년 무용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

여 무용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년 무용예술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창작환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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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			

제1회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이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문래예술공장에

서 열린다. 그동안 워크숍과 공연, 전시 등 제각각 진행

되었던 사운드아트 관련 행사들이 이번 ‘페스티벌’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사운드아트계의 현재를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마련된다. 

사람과	사람			

사진작가	강운구		

강운구 작가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계에서 지난 30

여 년간 우뚝한 보루 구실을 해온 노장이다. 1962년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이래 사진기자와 출판사진가 

등으로 활동하며 1970~90년대 신라의 불국토 경주 

남산과 산업화 시대 사라져간 나라 안 곳곳의 농촌, 산

촌 풍광과 서민들의 삶을 앵글에 다져 넣었던 그는 시

대와 현실의 냉정한 기록자로서 성가를 쌓았다. 전위

와 파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 말하듯 ‘새로운 시도’

가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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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말

화장품업계 최초로 모델에 발탁될 만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원

로배우 김보애 씨는 별칭이 ‘한국의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분이 지

난 10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1960년대 ‘은막의 여왕’이 별세했

다고 신문들은 전했습니다. 배우였던 따님(김진아)을 3년 전 저세

상으로 보낸 후 오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에서 모녀는 공동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보애 씨는 제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

께 두 번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양 걸그룹 모란봉악단> 

이라는 책(오기현 지음)에 SN21엔터프라이즈라는 기획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대표가 바로 김보애 씨였습니다. 여기서 SN은 

남북(South, North)이라는 뜻입니다.

부음을 접하고 낡은 앨범을 뒤져보니 그분과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김보애 씨는 배우라기보다 남북 문화교

류 사업의 선구자였습니다. 직접 MBC에 찾아와서 남북 합동 공연

(민족통일음악회)을 준비 중인데 연출은 주철환 PD가 맡으면 좋겠

다고 콕 집어서 요청한 분입니다. 그 덕에 ‘내 인생의 10대 뉴스’에는 

항상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북쪽(함경남

도 북청)인지라 저의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평양의 젊은이들과 대

화를 나누며 통일의 희망이 살아 있음도 느꼈습니다.

평양의 추억은 사진으로만 남은 게 아닙니다. 신문에도 기고하여 세

기말 평양의 단면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부활시

키는 힘이 있습니다. <민족통일음악회>는 1999년 12월 20일 오후 평

양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고 당일 저녁 전국에 방송되었습니

다. 고인을 추모하며 그날의 기록을 다시 꺼내어 읽어봅니다.

월요일 새벽. 잠을 깨자마자 고려호텔 2층에 있는 CD 판매점으로 

달려갔다. 전날 밤까지 가수와 노래 제목만 알려주었지 가사가 담

긴 악보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중 두 노래의 제목이 영 마

협력이 경쟁력이다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네 번째 

음에 걸렸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는 누구를 하늘처럼 믿고 산

다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조선아 너를 빛내리>도 혹시 정치색이 

있는 노래 아닌가요?”라고 몇 번을 물어도 협상 파트너인 조선아시

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정철 참사(북한의 직위 명칭)와 공연 연출가

인 박진후 PD는 말을 빙빙 돌릴 뿐 제대로 대꾸해주지 않았다. 한 

장에 북한 돈 30원(약 15달러)인 CD 두 장을 사서 부랴부랴 가사를 

확인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는 김정일 

장군을 영원토록 믿고 산다는 내용이었고 <조선아 너를 빛내리> 역

시 김일성 수령의 유지를 받들어 주체사상을 만방에 떨치자는 가사

의 노래였다. 처음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일체 정치색을 띤 노래는 부

르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당일 방송에서 두 노

래는 전파를 타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합동 리허설이 열렸다. 내가 강력히 주장한 대로 처

음과 끝은 남과 북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처음의 <반갑습니다>와 마지막의 <다시 만납시다>를 몇 차

례 연습했다. 우리가 원했던 출연자들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북측

의 성의가 느껴지는 섭외였다. 인민배우, 공훈배우(그들은 가수도 

광의의 배우로 부른다.)가 여럿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수준급이었다.

북측에는 공연 연출가와 TV 연출가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다. 온

화한 인상의 TV 연출가 이름은 김일남이었고 1945년생이었다. 대

학에서 건축공학과 조선음악을 전공한 그는 당에서도 인정을 받

은 공훈연출가였다. 그는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내게 북측

의 연출용어를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우리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는 “왜 이렇게 격하게 부르는가. 부드럽게 부르면 좀 좋은가”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50년 헤어져 살았는데 똑같을 순 

없죠.”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되었다. 관객은 질서정연하게 들어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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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앉았다. 평균연령이 40대쯤 되어 보였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표

정과 태도가 교양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다. 북측의 사회자는 백승

란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처음과 마지막만 남측의 차인태 씨와 함께

했을 뿐 역할이 북측 가수의 공연만 소개하는 데 그쳐서 아쉬웠다.

오후 6시 ‘역사적’인 공연이 끝났다. 녹화된 내용물을 서울에 전송

해야 하므로 나는 저녁식사도 거른 채 방준식 기술부장과 함께 조

선중앙방송위원회로 향했다. 공연단 일행은 고려호텔에서의 마지

막 만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졌

다. 도착한 방송사 건물에 완전히 어두운 정적만 흐르고 있었던 것

이다. 순간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린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

이 몰려왔다. 마중 나온 구면의 리광철 부장은 민망하다는 표정으

로 “하필 이럴 때 정전이 될 게 뭡네까” 하는 거였다. 정전, 그것도 

방송사가 정전이라니… 라이터 불에 의지한 채 위성실로 걸음을 옮

겼다. 그때까지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은 채였다. 잠시 후 불이 들어

왔다. PTS 방식으로 직접 평양과 서울의 음성교신도 이루어졌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예,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남 선

배가 나의 손을 꽉 거머쥐며 한마디를 던졌다. “주 선생, 무슨 걱정

이 그렇게 많습네까.”

감격의 밤이었다. 나는 졸지에 평양의 조선중앙TV에서 북측 방송

인들과 최초로 밤을 샌(자정을 넘긴) 남측 PD가 된 것이다. 송수신

이 벌어지는 동안 남과 북의 방송인들은 고려호텔에서 배달된 용성

맥주를 들이켜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 역시 이산가족

(삼촌들이 아직 북에 있다.)이며 통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속내

를 털어놓았다. 술을 따라주는 김일남 연출가를 ‘선배님’이라고 부

르며 서울에 오면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있던 김성혜라는 

이름의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직원은 신문, 잡지에 기고한 나의 

글들을 모조리 읽었다고 고백(?)했다. 송출이 끝나고 방송사를 걸어 

나오는데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달밤에 수도 없이 사진을 

찍고(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한없이 아쉬운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

었다. 김일남 연출가는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하자”고까지 했지

만 그 아름다운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

미 통일이 되고 난 후였다. 

5

통일이 되면 국가경쟁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들 말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

다. 협력(協力)이라는 한자에는 힘(力)이 무려 4개나 포함되어 있습

니다. 힘 하나로는 어림없다는 겁니다. 평양에 처음 발을 딛던 날

(1999년 11월 23일) 만찬에서 조광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북한의 ‘신세대 리더’다운 외모

의 소유자인 그는 좀 말라 보였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김일

성 주석이 생전에 했다는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

식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조국 통일을 위해 특색 있는 기여를 

하자”는 교시를 적절히 인용하며 사업의 성격을 규정짓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는 융통성이 보였습니다. 융통성은 

융화와 소통의 능력을 함께 가진 자의 덕목입니다.

천사의 3형제가 감사, 찬사, 봉사라면 문화의 3형제는 대화, 변화, 

평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나아

가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문화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평양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다면 저는 ‘통 큰 협력’을 한 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정치, 경제로는 어려운 길을 문화로 연결해보자는 기획

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봉화예술극장에서 제가 우울한 

표정을 지을 때 북측의 김정철 참사가 들려주던 위로의 말을 기억

합니다. “주 선생, 일은 일그러져도 정은 얼그러집시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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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지예

지난해 가을부터 올봄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인의 이

목을 집중시켰다. 축제 현장을 연상케 하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촛불혁명은 세계인에게 광장민주주의와 시민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대한민국의 시민과 문화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시

민들의 자발적 움직임과 예술가들의 예술행동의 만남은 문화정책 및 예술

의 공공성을 돌아보게끔 한다. 세계도시들은 이전의 창조도시, 문화도시 만

들기를 넘어서 시민에 집중된 도시문화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의 경제

적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던 문화를,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문화정책으로 바꾸어나가겠다는 것이다. 

11월 ‘테마 토크’에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

리는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World Cities Culture Summit 

Seoul 2017)를 소개한다.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

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를 통해 세계도시의 문화정책 의

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문화시민도시’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논의한다. 세계는 지금,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꿈꾼다. 

시 민 이 
주 인 공 인 
문 화 정 책 을 
논 하 다

2 0 1 7  세 계 도 시

문 화 포 럼  서 울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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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를 넘어서

급격한 세계화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가 상품이 되는 시대 속에서 

20세기 말부터 이어진 제조업 쇠퇴는 산업 공동화 현상, 기업 도산, 

실업자 증대를 가져왔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창조도시 전략은 침

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1990

년대부터 유럽도시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는 

R.플로리다가 주장한 창조계급에 대한 도시발전모형으로 주목받아 

여러 도시정부에서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 지식, 정보, 문

화를 바탕에 둔 산업과 낙후도심 개발 등 좋은 문화적 환경 만들기

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창조적 인재 확보를 우선했다. 

그러나 창조도시 전략 시행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위기를 겪으며 경

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이 함께 드러났다. 도시 낙후지역 개발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지가 

상승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켜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예

술가와 창작자들을 내몰았다. 또한 공간 동질화(homogenization) 

현상은 지역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창조적 환

경을 구성하는 주체로 제시된 창조계급은 소비자와 생산자, 전문가

와 아마추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오세훈 시정에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를 

기치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서울디자인올림픽,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등 대규모 행사와 건축을 기본으로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서울 역시 서구 

도시들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삶의 질, 개인의 행복에 집중한 문화정책의 필요성

GDP로 대변되는 한 국가의 경제지표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막대한 

힘을 발휘하며, 도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소셜미디어와 공유경

제 등 기술 발전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GDP는 점점 측

정이 어려워지는 한계를 띤다. 문제는 GDP가 단순 경제통계라기보

다 국가와 도시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어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방식이 된다는 점이다. 곧 GDP의 상승이 개인의 삶과 복

지에 좋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성장 만능주의가 상식처럼 통용되어 

모든 부분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후 폐허가 된 국가의 재건과 가난을 탈출하기 

그동안 세계도시(World City)들은 문화예술의 힘

을 경제적 성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유럽과 

미주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정책의 의제

는 도시 마케팅 중심의 창조도시 전략과 인프라 중

심의 문화도시 만들기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결과

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신자유주의 물결의 격랑 속

에서 구성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드러내며 

한계에 직면했다. 

도 시 문 화 정 책 

패 러 다 임 의  변 화

창 조 도 시 를 
넘 어 
문 화 시 민 
도 시 로

테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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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시민 참여가 바탕이 되는 문화민

주주의가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시는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을 발표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화도시를 넘어선 ‘문화시민도시’를 새롭게 제안한다. 시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는 정책 기조를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꾀한다. 

세계도시에서 문화는 기존의 도시정책이 함의하지 못한 도시의 경

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

했다. 최근에는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이슈에 등장하며 시

민에 집중된 역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시민의 행복을 우

선으로 해야 한다. 문화로 성장한 도시에서, 시민이 주인공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글 성승환_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그림 최지예

위해 효율성과 경쟁을 앞세운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GDP 총량

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일 때가 있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세

계 12위의 경제대국(2017년 GDP 기준)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OECD의 ‘보다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28위(총 38개 국 

대상)를 차지했으며, OECD 가입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약 1,700

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0시간이 넘는다. 자살률 또한 200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22.6명, 2003년 수치) 이래 2017년(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26.5명, 2015년 수치)까지 1위를 기록 중이다. 

서울시도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도시 경쟁력 

순위(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2016·2017년 6위(총 44개 도

시 대상)를 기록한 반면, 뉴욕 글로벌 컨설팅 회사 머셔의 삶의 질 

평가에서는 11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이 시민의 행

복과 연관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문화정책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도전과

제를 부여받는다.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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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대한민국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서울의 광장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평화롭고 축제 같은 분

위기로 펼쳐진 촛불혁명은 세계가 한국의 시민과 문화를 다시 한 

번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의 광장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

들의 문화적 움직임과 예술가들의 예술행동이 만나 문화정책의 공

공성과 예술의 공공성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의 주제는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Beyond the Creative City: 

New Civic Agendas for Citizens and by Citizens)이다. 서울은 문

화를 통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행복, 시민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3년간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해 

완성한 중장기 문화플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2016년 

그동안 세계의 문화정책 논의는 서구 중심의 정치·

사회 구조에 바탕을 둔 문화정책 사례들을 중심으

로 이야기되어온 측면이 크다. 11월 1일부터 3일까

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2017 세계도시

문화포럼 서울총회(World Cities Culture Summit 

Seoul 2017)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아시아를 포함

한 세계도시들의 맥락을 아우르는 문화정책 의제들

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2 0 1 7 

세 계 도 시 문 화 포 럼 

서 울 총 회

세 계 도 시 
문 화 정 책 의 
현재와 미래

6월에 발표하였다. 비전 2030 문화계획이 발표된 지 1주년을 막 지

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서울총회는 기존의 창조도시나 문화도시 

만들기 중심으로 논의되던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의제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정책으로 전환한 서울의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이다.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이하 WCCF)은 세

계 주요도시들의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류를 목적으로 2012년에 

공식 발족한 도시 간 정책 네트워크이다. 회원도시는 세계경제에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며 국제적인 문화정책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도시들로 2017년 현재 뉴욕, 도쿄, 런던, 모스크바, 

상하이, 암스테르담, 파리 등 35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도시문화리포트>(World Cities Culture Report, WCCR) 등 정

책보고서 발간과 공동연구, 각 도시의 통계 데이터 및 정보 교환 등

을 통해 국제적인 문화정책 정보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각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정기총회(Summit)는 올해 6회

째로, 회원도시 간의 밀도 있는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류를 목적

으로 매년 11월 초에 3일간 개최된다. 각 도시의 문화담당 부시장, 

국장급 관료 및 산하 문화기관 전문가 등 각 도시별 2명씩 초청된 

대표단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정기총회는 매년 문화정

책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정책 세미나, 분과토의, 사례공유 워크숍 

테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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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세계도시문화포럼 모스크바총회에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 대해 발표했다.  

2  2014 세계도시문화포럼 암스테르담총회.  

3  2015 세계도시문화포럼 런던총회. 

등을 통해 심화한 후, 마지막 날 일반인도 참여하는 공개 정책 세미

나에서 종합발표 시간을 가진다. 

서울은 2013년부터 WCCF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문

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이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

터 매년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서울의 문화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정책보고서 발간 및 공동 연구에 참여해온 서울은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자 2016년 유치 신청을 했고, 2017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제6차 

WCCF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최근 북핵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감도 세계도시들의 서울에 대한 관심을 

축소시키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올해 열리는 제6차 정기총회에는 

작년 모스크바총회보다 7개 도시가 늘어나 25개 국 총 30개 도시가 

참여한다.

일자 시간 장소 프로그램

11월 1일

(수, 

1일차)

오전

DDP

(디자인

나눔관)

개회식

기조강연: 시민이 주인인 문화도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시 

문화정책의 현황과 성과

리더십 교류 프로그램

오후

WCCF 워크숍

1.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와 창조산업 

(Climate Change: Tackling Causes and 

Consequence)

2.  세계도시들의 도전과제에 대응한 문화공간 

만들기

     (Making Space for Culture: Meeting the 

Challenge)

11월 2일

(목, 

2일차)

오전
돈화문

국악당

정책 세미나

시민들의 문화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화시민도시의 새로운 의제들 

(Understanding World Citizens: What Does 

the Public Want Today?)

오후

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로비

② 낙원상가

③ 세운상가  

   세운베이스먼트

    

분과토의

①  문화와 정치, 광장에서 만나다 

      (Culture Meets Politics in the Public 

Square)

②  표현하는 일상–삶 속의 문화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Expressive Lives-Does Culture really 

Make People happy?)

③  미래로의 귀환: 작은 규모의 창조적 생산이 

세계도시들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Back to the Future: Can Small Scale 

Creative Production Survive in World 

Cities?)

11월 3일

(금, 

3일차)

오전

시민청 태평홀

공개 정책 세미나

세계도시의 문화는 이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시민정신을 촉발할 수 있는가 

(Can World Cities Ignite a New Global Civic 

Spirit?)

※일반인 참여, 온라인 중계

오후

폐회식

공동 선언문 발표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선언’ (World Cities Culture Forum: Seoul 

Declaration)

   

2017 WCCF 서울총회 일차별 프로그램 들여다보기

2017 WCCF 서울총회의 프로그램은 기존 정기총회의 구조는 유지

하되 2017년 총회 주제와 분과토의 세부 내용의 맥락을 살려 장소

를 선정했다. 세계도시 대표단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서울의 문화

정책을 경험하고 논의를 심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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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시 문화국장 톰 핀클펄(Tom Finkelpearl)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

여 각 도시별 시민들의 문화향유 현황과 문화정책을 발표한다. 이

를 통해 서울 및 세계도시에서 시민들이 문화에 참여하는 경향은 

어떠한지, 각 도시들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참여를 어떻게 이해

하고 지원하는지 등을 비교해보고 도시의 문화정책 입안자들이 정

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 진행되는 분과토의는 세부 주제별 세 군데의 장소에서 진

행된다. ‘문화와 정치, 광장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한 <분과토의 1>

은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

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으로, LA의 문화부장인 다니엘 브라질

(Danielle Brazell)이 좌장을 맡는다. 광장민주주의와 시민문화를 함

께 논의하는 <분과토의 1>은 최근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광장극장 ‘블랙텐트’의 주요 무

대였던 광화문광장이 한눈에 조망되는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로

비에서 진행된다. 광장극장 ‘블랙텐트’의 극장장인 이해성 극단 고

래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예술가들이 도시의 광장을 시민 참

여와 정치적 참여의 장소로 활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

민 문화의 격동의 순간들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등을 토론

하는 <분과토의 1>에는 대만문화재단 부대표인 앤 양(Ann Yang),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국장인 토마스 툰-야노프스키(Tomasz 

Thun-Janowski), 벨기에 브뤼셀시 문화기획관인 드니 로랑(Denis 

Laurent)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표현하는 일상–삶 속의 문화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 날, 세계도시가 직면한 공통된 현실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다

첫째 날 DDP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에서는 ‘시민이 주인인 문화도시’

를 주제로 황석영 작가가 기조강연을 한다. 올해의 기조강연은 매

년 총회 주제와 관련해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삶과 작품세계를 

펼쳐온 예술인이 해왔던 전통을 따라 <강남몽>, <장길산>, <삼포 

가는 길>, <객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수인> 등 수

많은 작품을 통해 민중적 차원에서의 현실 파악과 우리 사회와 역

사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 황석영 작가가 맡았다. 

첫날 오후의 WCCF 워크숍에서는 세계도시가 지속적으로 고민하

는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세계 각 도시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

구하고 논의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와 창조산업’을 주제

로 한 <워크숍 1>은 영국 런던에서 환경친화적 문화운동을 주도하

고 있는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의 루시 라탐(Lucy Latham)

이 진행한다. 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액션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공공미술을 통해 물 문제 인식을 제고한 LA의 사

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계도시들의 도전과제에 대응한 문화공

간 만들기’를 주제로 한 <워크숍 2>는 캐나다 아트스케이프 토론토

(Artscape Toronto)의 CEO인 팀 존스(Tim Jones)가 진행한다. 창

조산업을 지원하는 시드니의 공간혁신전략, 문화소외지역에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조성한 비엔나의 사례 

등이 다루어진다.

둘째 날, 2017 총회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다

둘째 날에는 2017년 총회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책 세미나

와 분과토의가 종일 진행된다. 오전에 돈화문국악당에서 진행되

는 정책 세미나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화시민도시

의 새로운 의제들’을 주제로 진행되며 WCCF 사무국장인 폴 오웬

(Paul Owens)이 좌장을 맡는다. 서울연구원의 변미리 박사는 서울

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및 연령대·가구특성별 서울시민 그룹을 대

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현실에 대

해 논의한다.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자본

이 도시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된 현재, 시민의 행복 

관점에서 시민의 문화생활의 의미를 도시정책 입안자가 다시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청두시 부시장인 장젱홍(Zhang 

Zhenghong), 로마시 부시장인 루카 베르가모(Luca Bergamo), 뉴

테마 토크



13

1    지난 9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1000인의 오케스트라’ 공연. 

2  광화문광장의 ‘블랙텐트’.  

3  한국의 1세대 장인과 예술가, 기술인, 도심제조업과 메이커문화가 공존하는 세운상가. 

등을 토론한다. 중국 선전대 문화산업연구원 디렉터인 웬 웬(Wen 

Wen), 타이페이시의 문화창조개발국 부부장인 지앙 멩 치앙(Jiang 

Meng Chiang)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셋째 날, 미래의 문화를 위한 세계도시의 역할과 향후 협력을 약속하다

셋째 날 오전에 진행되는 ‘세계도시의 문화는 이 시대에 필요한 글

로벌 시민정신을 촉발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공개 정책 세미나

는 3일간의 총회 중 유일하게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온라인에서도 

생중계된다. 런던 문화부시장이자 WCCF 의장인 저스틴 사이먼스

(Justine Simons)가 좌장을 맡는 공개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창현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이 ‘문화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3일간

의 논의를 종합하여 발표하며, 리스본시 문화국장인 마누엘 베가

(Manuel Veiga), 모스크바시 문화개발부국장인 블라디미르 필리

포브(Vladimir Filippov)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문화정책이 경제적 

성과보다 사람과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문화 중심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도시정부의 역할

은 무엇인지, 새로운 글로벌 시민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계도

시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등을 일반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3

일간의 세미나를 마무리한다.

셋째 날 오후에 있을 폐회식에서는 총회에 참여한 세계도시들의 목

소리를 모아 공동 선언문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세미나와 토론에 주로 집중했던 이전까지의 정기총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WCCF 회원도시 간의 약속 및 서

울총회에서 다루어진 의제를 반영하여 미래의 문화를 위한 세계도

시의 역할과 향후 공동 협력 사항을 공식화하고 세계의 다른 도시

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글 남미진_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를 주제로 한 <분과토의 2>에서는 문화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지, 도시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집중 토론

하며 샌프란시스코의 문화국장인 톰 드 캐니(Tom de Caigny)가 좌

장을 맡는다. 문화민주주의와 생활문화를 함께 논의하는 <분과토

의 2>는 300여 개의 악기상이 밀집한 세계 최대 악기상가로 ‘반려악

기 캠페인’을 통해 민간 주도의 생활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낙원상

가에서 진행된다. 세계도시에서 일상의 문화와 생활예술의 역할은 

무엇인지, 일상의 문화에 중점을 두면 시민 참여와 행복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등을 토론하며, 스톡홀름시 문화부국장인 패트릭 

릴예그렌(Patrik Liljegren), 홍콩 아트카운슬의 예술개발국장인 퀴

니 라우(Queenie Lau),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장인 박승현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미래로의 귀환: 작은 규모의 창조적 생산이 세계도시들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분과토의 3>에서는 문화와 창조기업이 세

계도시의 발전에 좀 더 인간 중심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집중 토론하며 영국 브리스톨 워터쉐드의 디렉터인 클레어 레딩턴

(Claire Reddington)이 좌장을 맡는다. 미래도시의 문화예술에 대

해 논의하는 <분과토의 3>은 한국의 1세대 장인과 예술가, 기술인, 

도심제조업과 메이커문화가 공존하는 세운상가의 세운베이스먼트

에서 진행된다. 새로운 창의적인 기술과 도구로부터 얻는 혜택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보장하기 위해 세계도시가 할 수 있는 일

은 무엇인지, 과거의 인적 자산과 물리적 자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화예술과 창

조산업은 업무, 생활, 생산의 새로운 방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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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보(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참여   이창현(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변미리(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이해성(광화문 블랙텐트 극장장, 극단 고래 대표)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 오후 12시 

장소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세 계 도 시 문 화 포 럼 

서 울 총 회  발 표 자 

특 별  대 담

김 해 보

이 창 현

변 미 리

시민 중심의 
문 화 도 시 를 
꿈 꾸 며

올해의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이하 WCCF) 서울총회 주제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

화와 민주주의’는 서울을 중심으로 세계도시

들의 공통된 관심사와 고민을 다룬다. WCCF 

서울총회의 정책 세미나 및 분과토의에 참여

하는 서울의 발표자들은 세계도시의 문화정

책 전문가들과 어떤 내용으로 만날 것인지, 

좌담회를 통해 미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테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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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서울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이슈에 집

중하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광화문 블랙텐트와 

더불어 낙원상가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새롭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

니다. ‘문화시민도시’라는 큰 개념과 함께 반려악기라는 새로운 콘

셉트,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예술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운상가는 압축 성장을 한 한국 근대 개발 지상주의의 표본

이기도 하지만, 재생을 통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공유지, 메이커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만합니다.

이창현  서울은 지난해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시민도시라는 독특한 개념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다른 도시에도 나

름대로 유효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성  저는 블랙텐트를 통해서 시민과 예술이 만나게 된 접점에 

대해 풀어내려 합니다. 시민과 예술이 만나 예술의 역할이 확장되

고, 극대화된 경험 말이죠. 그것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지

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안하려 합니다. 

김해보  WCCF의 주된 멤버가 정책가로 이루어져 정책 입장에서

만 논의되지 않을지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 공공 정책 입장에

서는 좋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쁘게 얘기하면 동원해야 

하고, 좋게 말하면 진흥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술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극장장님처럼 예

술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철한 사회 변화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

는가, 그것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토론에서 중요하

다는 말씀이지요. 

이해성  관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블랙텐트 운영위원회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든, 공간이든 나왔으면 하거든요. 예술은 자체적으로 관객 

수입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개인이나 자발적인 모금만으로 진행

될 수 없거든요. 블랙텐트는 3개월의 단기간으로 진행되어 가능했

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의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어찌됐든 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김해보  이번 WCCF 서울총회의 주제가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

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인데요. 문화시민도시는 서울시 

문화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국제적인 문화정책에서 새로 부상한 관심사와 

고민, 어젠다에 대해 서울은 어떻게 고민하고 대응해왔는지를 세계

도시의 문화정책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으

로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정책 세미나와 분과토의에서 발표하실 분

들을 모시고 발표 내용과 포럼 주제의 연결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창현  WCCF는 새로운 개념을 선도하거나 지역성에 집중해왔고, 

올해 서울총회 주제의 핵심은 과거 성과 중심의 경쟁력을 강조했던 

창조도시(Creative City) 담론에서 이제는 문화시민도시(Creative-

Civic City)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서울은 어떠한 어젠다

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난해 촛불광장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 문화는 광장에 촛

불시민이 등장하면서 가능성의 단초를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 주도의 촛불이 문화예술과 결합한 내용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해 성 각각의 시민이 다양성 그 자체이고, 소통하는 것이 공유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하여, 시민이 주인공인 민주주의, citizen, 

civic이 이번 총회에서 강조될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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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리  ‘창조도시를 넘어서’라는 포럼의 주제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문화는 도시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제 발표 주제는 ‘Beyond GDP, Beyond Creative City Plus’입니다. 

‘Beyond GDP’라는 게 경제 발전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GDP의 역

할은 사람들의 삶에서 토대로 작용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나 세계도

시와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토대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

화의 역할, 시민 도시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이창현  그러니까 ‘not A but B’가 아니라는 거죠. ‘not GDP, but 

GNH’도 아니고. ‘창조도시’가 아니라 ‘시민도시’라는 뜻도 아닙니

다. ‘창조도시를 넘어서’인데 창조도시의 논의에 있어 시민이 추가

됐을 때 부가되는 요소와 범위도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해성  블랙텐트를 통해 가장 크게 이룬 성과도 사실은 예술만이 

아니라, 행복인 것 같아요. 이 활동에서 예술가든 시민이든 사회적 

약자든 위안부 할머니든 종국적으로 행복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계속 정치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

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정치라기보다는 소통인 듯해요. 예술가와 

시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한 공간에서 소통되는 순간, 그것을 민주

주의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은 노동자나 사회

적 약자들을 시민과 이어주는 윤활유가 되는 거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미학적 진실에 갇혀서 소수

만 향유했는데, 광장에 모여 사회적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미학적 가치가 추가되니 소통이 됐단 말이죠. 예술이 아픔을 미학

적으로 다듬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시간을 내서 

상대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광화문광장 위 블랙텐트의 작은 공간이 

넓은 광장으로 확장된 느낌이었어요.   

김해보  일본의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블랙텐트와 이름이 똑같

아요. 민간에서 블랙텐트를 가지고 투어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

는 도시와 받아주지 않는 도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주는 곳은 공공

성을 띤 관이라고 리스트를 올리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제대로 된 

공공성을 띠지 못했다고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죠. 재미있지 

않나요? 시민 사회의 공적인 가치를 받아내지 못하는 관료, 이게 공

공적인가. 공공성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해야 할 듯해요.

이해성  웨일스 국립극장의 ‘빅 데모크라시 프로젝트’(Big Democracy 

Project)의 경우는 정확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

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

요.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해 작품을 만들죠. 미국의 ‘빵과 인형극단’

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관객과 빵을 나눠 먹으

면서 공연을 해요.

김해보  유네스코나 WCCF에서 문화정책의 다음 의제를 고민할 때 

크게 보면 지속 가능성, 사회적 통합, 기후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대

한 문화예술의 책임 있는 대응,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술가들의 사

회적 기반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서울총회도 이와 조응

하거나 기여해야겠지요.

변미리  지금 국제적 어젠다의 큰 흐름을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 포

용적 성장 혹은 포용도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개

념들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사회를 만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문화시민도시라는 것이 세

계적 흐름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민도시가 지향하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다양성과 공유라는 

개념이 중요할 텐데요. 하나는 시민 문화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

문에 그 자체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술 발전이 

사람들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공유라는 가치를 확산시켜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측면에서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 문화는 광장에 촛불시민이 

등장하면서 가능성의 단초를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 주도의 촛불이 문화예술과 

결합한 내용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현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블랙텐트를 통해서 시민과 예술이 만나게 된 접점에 

대해 풀어내려 합니다. 시민과 예술이 만나 예술의 

역할이 확장되고, 극대화된 경험 말이죠. 그것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해성 광화문 블랙텐트 극장장, 극단 고래 대표

테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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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  각각의 시민이 다양성 그 자체이고, 소통하는 것이 공유이

기 때문에 문화정책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

다. 이에 더해서 시민이 주인공인 민주주의, citizen, civic이 이번 

총회에서 강조될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촛불의 주체는 결국 시민

이었으니까요. 

이해성  예술가든 사회적 약자든 정책 결정자든 다 시민이니까요. 

예술가 입장에서 공유는 좀 먼 느낌이에요. 산업적인 느낌이고. 공

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블랙텐트에서 

저희가 이뤄낸 게 소통과 공감인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문화민

주주의를 체험했다고 해야 하나. 문화가 민주주의 개념에 접목되어 

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계적인 구조에 예술의 위치가 

항상 상층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래로 연결되면서 민주적

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로서 경험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민주주의라는 말과 소통, 공감을 짧은 시간에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공감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해주었으면 하고 제안하는 

거죠. 

이창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공유지에는 소통과 공

감이 필요한데, 블랙텐트는 소통과 공감의 공유지였던 거죠. 곧 시

민 문화를 위한 공간이었죠. 그 공간에서는 소통과 공감이 가능했기

에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이 된 거죠. 문화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

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의 민주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한 공유지

로서의 문화,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성  정량적인 의미의 문화민주주의는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역

할과 개념 속에서, 저희는 그것을 실제로 체현해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양적인 확장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서 예술 본

래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민주적으로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

합니다.

정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현재 한국사회나 세계도시와 국가에서는 

경제적 토대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 시민 도시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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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에 세

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스틴 사이먼스(Justine Simons) OBE 세

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이하 WCCF) 의장이 이번 

WCCF 서울총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아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 

저 스 틴  사 이 먼 스 

W C C F  의 장 

특 별  기 고 

문 화 로 
행 복 한 
세 계 도 시 를 
위 하 여

Seoul is currently in the global spotlight, thrust into the 

midst of  a tense geopolitical situation. Meanwhil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a concerted 

effort to position Seoul as a leader among world cities: 

sharing its ‘smart city’ credentials and showcasing its 

technical sophistication. Seoul is much more than 

an exemplar smart city. Since before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 it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exploring how a World City can develop for the 

benefit of  all its citizens, as an administration imbued 

with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We’re delighted that 

culture is taking its rightful place alongside other concerns 

in pursuit of  this goal.

What brings the WCCF to Seoul is an invitation to learn 

about the city’s exciting new Cultural Strategy. It’s a turn 

away from purely economic concerns in relation to culture, 

and an attempt to shape the city so that all its citizens can 

enjoy the many benefits that come from engagement with 

culture and creativity.

서울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는 도시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의 세

계적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선도적인 

스마트 도시 그 이상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

전부터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서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

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

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문화를 중요

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러한 ‘문화시민도시’ 전략을 함께 배우고 살펴보기 위해 

올해의 WCCF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장

기 문화계획은 지금까지의 경제 중심적 논리를 넘어서 모든 시민이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테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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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도시 네트워크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총회는 세계도시의 삶 속에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세계가 세계화와 자유로운 생각의 교류를 받

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

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

할을 합니다. 문화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

도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WCCF 서울총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연구에 관한 워크숍도 

진행됩니다. ‘문화공간 만들기’ 워크숍에서는 창작공간 조성에 있

어 도시 정부가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합니

다. ‘기후 변화에 대한 문화의 대응’ 워크숍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이해하고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 

예술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The Summit will be reflecting on the ways in which 

culture and creativity can play a civic role in the life of  a 

World City. We are all concerned about the divisions that 

are emerging in our societies, as the world threatens to 

take a turn away from globalisation and free exchange of  

ideas and people. Culture has the means to bring people 

together: to act as a stage upon which to debate, discuss 

and deliberate on what kind of  future we want for our 

cities. It can be a way for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to make their voices heard and to persuade others that 

another world is always possible.

The World Cities Culture Summit in Seoul will be 

informed by two important pieces of  research: both of  

which have proven invaluable in London as they have 

in Seoul. Making Space for Culture highlights the need 

for city authorities to step in and play a role in securing 

creative spaces. Culture and Climate Change shows how 

the technological and social aspects to climate change will 

need artists to help interpret and design our responses.

 샌프란시스코 
 몬트리올 

 토론토 

 LA 
 뉴욕 

 파리  바르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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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타 

 리오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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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들은 회원도시들의 경험과 각각의 도시가 처해 있는 상

황과 특별한 맥락을 바탕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도시에서 온 총회 참여자들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도시의 

지도자들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나라 간의 간극을 넘

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기술은 세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언론은 세계의 다양한 소식

을 전합니다. 이제 세계도시들은 나라 간의 장벽을 넘어 세계의 모

든 시민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계시민은 창의적이

고 문화적인 도전정신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이 경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

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는 단순한 부차적인 요

소가 아닌, 각각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WCCF 

서울총회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글 저스틴 사이먼스 OBE_ WCCF 의장, 런던 문화부시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All these themes will be informed by our member cities’ 

own experiences, and the unique contexts that are shaping 

each of  our situations. Through open dialogue between 

continents and across languages city leaders will be able 

to bridge our national divides to unite around shared 

responsibilities to our citizens.

As technology eliminates distance, and global media 

make us ever-more aware of  each other’s lives, so there 

is a role for a global coalition of  World Cities who can 

stand together across national divides and speak for all 

citizens of  the world. Citizens of  the world are creative 

and culturally adventurous, they recognise that art does 

not respect boundaries. They see that cities may offer the 

best chance we have to shape a global future. Culture isn’t 

just some indulgent add-on, but a vital ingredient to such 

a project. It starts with the WCCF Summit in Seoul. Who 

knows where it will take us?
Writer Justine Simons OBE_ Chair World Cities Culture Forum

“�서울의 중장기 문화계획은 지금까지의 

경제 중심적 논리를 넘어서 모든 시민이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It’s a turn away from purely economic 

concerns in relation to culture, and 

an attempt to shape the city so that 

all its citizens can enjoy the many 

benefits that come from engagement 

with culture and creativity.”

테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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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강운구 작가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계에서 지난 30여 년간 우뚝한 보루 구실을 해온 노장이다. 

1962년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이래 사진기자와 출판사진가 등으로 활동하며 1970~90년대 

신라의 불국토 경주 남산과 산업화 시대 사라져간 나라 안 곳곳의 농촌, 산촌 풍광과 서민들의 

삶을 앵글에 다져 넣었던 그는 시대와 현실의 냉정한 기록자로서 성가를 쌓았다. 연출하지 않고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스트레이트 사진의 본령을 지키며 지금껏 수도승처럼 현장을 천착해온 

작가의 작업들은 후배 사진가들에게 범접하기 어려운 전범이기도 했다. 찍는 것을 적는 것으로 보고 

기록자의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사진 세계에는 세간의 예술가들이 내뱉는 전위와 파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 말하듯 ‘새로운 시도’가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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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장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된다

사진작가 강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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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로 ‘주워 담은’ 신작들 

11월 25일까지 서울 방이동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그의 7번째 

개인전 <네모 그림자>는 강운구 사진의 ‘새로운 시도’가 어떤 의미

와 성격을 지녔는지를 되새김질하게 된다. 2008년 같은 곳에서 열

린 개인전 <저녁에> 이후 9년 만의 신작전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돌아다닌 세상 곳곳의 풍경 속에 깃든 다기한 네모꼴과 그의 그림

자, 발을 비롯한 그의 몸을 “주워 담았다”고 말한 신작들 속에서 풀

어냈다. 특유의 집요한 관찰과 엄격하고 치밀한 구성의 미학이 소

재와 촬영 방식의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경

지로 관철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땅의 시간, 디지털 경배, 고 디지털, 방황일기, 여러 네모, 네모 

그림자의 6개 섹션으로 나뉘어 내걸린 출품작은 120점에 달한다. 

네모꼴의 프레임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세계 각지의 자연, 문명의 

풍광을 배경으로 그의 그림자와 발끝이 도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삐어져 나오는 작품들이다. 서울의 보리밭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의 포스터 붙은 거리에서, 유럽의 미술관 외벽과 터키 아나톨리아 

언덕에서, 러시아 흑토의 풀밭 위에서, 절친했던 지인 한창기의 전

남 보성 무덤가 뒤편에서 그의 그림자는 출몰한다. 이렇게 찍은 작

업들의 80%가 이른바 ‘폰카’로 불리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

들이다. 필름 촬영, 막장 같은 현상실 작업을 고집해온 왕년의 강운

구를 떠올리는 이들에겐 이런 신작들이 파격으로 비칠 만하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존 작업들을 통해서 확고한 개성으로 각인

됐던 몇 가지 작업 스타일에서 벗어났다. 일부 필름 작업들이 있고, 

표면적으로도 아날로그 필름 작업과 거의 구분되지 않지만, 출품작

의 대부분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뿐만 아니라 1987년 출간된 

그의 명작 중 하나인 <경주 남산> 외에는 거의 작업하지 않았던 컬

러 사진들을 다수 내놓았다. 작품의 배경에도 그간 선보여온 국내

의 산하와 문화유산, 사람들의 풍정을 넘어 세계 곳곳의 다채로운 

자연과 인간, 문명의 자취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네

모와 그림자를 흑백, 컬러, 아날로그, 디지털 사진들로 보여주려 한 

노년의 변화한 시각적 욕망을 담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9층 전시장 첫 방 들머리부터 그의 작품은 ‘새로운 시도’들의 일면

을 드러낸다. 첫 작품인 2017년 서울 연작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

면서 보리가 패어 여물기까지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는 작가의 길쭉

한 그림자를 컬러로 담아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포스터 앞을 지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속 장면으로 촬영한 폰카 작업들, 국내 

사람과 사람 

1

2

1  달성, 대구, 2012 ⓒ강운구. 

2  포르부, 스페인, 2013 ⓒ강운구.

3 서울, 2012 ⓒ강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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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국내와 세계 곳곳을 마음 편하게 유랑하면

서 폰카로 찍어보니 사진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 했다. “디지

털과 아날로그 사진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다만 ‘무엇

을 주워 담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게 그의 말이다.

폰카 작업은 강운구 작가가 진작부터 해온 작업이다. 이번 전시도

록 사진집 서문에 직접 쓴 글을 보면, 2013년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렸던 제리 율스만과 매기 테일러, 주명덕 작가와의 4인전 <넷이

서 하나>가 계기가 됐다. 디지털의 가능성을 유심히 관찰해왔던 그

는 당시 전시에서 폰카로 작업을 해 출품하곤 그 매력에 빠지게 됐

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그는 “큰일 났다. 폰카에 빠졌다”라고 말하

면서 다음과 같이 통찰했다. 

“이젠 나와 대상 사이에는 기계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 

주워 담아야만 할 어떤 이삭과 조우했을 때, 그냥 그것에 맡기면 된

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배할 때 맨손을 모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러는 두 손 사이에 디지털이 있다.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사진은 오

마주이며 경배이다.” (<넷이서 하나> 전시도록 중)

네모와 그림자에 주목하다

작가는 그 전시 뒤로 지금까지 본인 사진의 6~7할은 폰카로 이 세

상에 경배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폰카의 작업을 

더욱 확장해 국내의 풍경과 풍속은 물론 세계 곳곳의 사람 사는 모

습과 도시, 촌락의 시설물, 땅바닥까지 두루 포착한 작업들을 선보

인다.

그렇게 촬영한 출품작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네모와 그림

자다. 세상에서 가장 지배적인 형태인 네모꼴의 윤곽에 주목하며 

그 윤곽에 들어선 작가 자신의 그림자를 담은 작업들이 수두룩하

다. 작가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곳곳의 산야와 농촌의 집, 이란

과 터키, 에티오피아의 랄리벨라 암굴성당, 서울과 벨기에, 러시아

의 땅바닥, 풀밭, 도로의 진행로 표지 등에서 눈에 불을 켜고 네모진 

이미지들만을 찾았고, 이를 방랑자의 발길 앞에 부각시켰다. 심지

어 사랑하고 아꼈던 후배 사진가 고(故) 권태균의 49재 마지막 기일

에 홀연히 연기 속에 태워진 영정사진을 보곤 진짜 중의 진짜 프레

임을 찾았다며 연신 셔터를 눌렀던 결과물도 다른 풍경사진과 함께 

나와 있다. 네모는 뷰파인더에서 피사체를 포착할 때 가장 기본적

인 틀이다(사진기 자체도 네모진 기계가 아닌가.). 그림자는 카메라

를 이용해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 된다. 그런데 왜 새삼 네모와 그림

3

각지의 산야와 집들의 네모진 공간 탐색 작업들이 뒤를 잇는다. 더 

안쪽의 여러 방들에는 유럽과 이란, 터키, 그루지아 등의 문화유산

과 자연을 기행한 작품들이 들어서 있다. 과거 국내로 공간을 한정

하고 엄정한 필름 촬영으로 일관했던 그의 작업과는 결이나 소재 

등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다큐 사진에서의 엄정한 작가주의

를 강조했던 과거 지론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

계 곳곳의 풍경을 관조한 작업들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주제로, 편하게 나아가고 싶었어요. 폰카가 

주는 굉장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

터 폰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믿고 쓰기 시작했지요. 거리를 맞추

고 조리개를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를 바꾸는 것조차 조작으로 느껴

질 정도로 간편했어요. 누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폰카

를 실험하면서 느낀 건 너무나 간편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함몰되면 

아무런 작품이 안 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제재를 해야겠다

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콘셉트가 있어야 한다, 그 콘셉트에 맞는 

것을 제안해 찍어야겠다는 거였지요.”

1970년대 이래 수십여 차례의 전시를 치렀고, 10여 권의 사진집, 산

문집을 펴낸 작가는 몇 해 전부터 사진가로서의 의무 복무가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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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주목하게 되었을까. 

“네모는 우리말로는 틀이고 영어로 하면 프레임이지요. 모두 사진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카메라의 프레임이고, 어떤 카

메라도 삼각형이나 원형 프레임은 없어요. 전부 네모 틀로 세상을 

포착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네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모 아닌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고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틀을 한 번 포착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자동 발생적으

로 세상에 흩어진 프레임들을 내 프레임 안에 잡아넣자, 이게 가장 

큰 콘셉트였지요.”

그렇다고 너무나 빤한 네모를 잡으면 작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무

엇인가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야 하고 생각과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

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작가는 세상을 규정하기 전에 이미 세상 

자체는 사각의 틀 안에 있는 운명임을 직시한다. 그래서 그는 신작

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의 굉장히 많은 틀 

가운데서 내 사진 틀의 프레임에 알맞게 주워 담은 것들”이라고 소

개했다. 

이런 흐름에서 네모와 그림자라는 형식에 이어 주목하게 되는 부분

은 바로 디지털 경배라는 내용상의 화두다. 이 전시의 두 번째 장 자

체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자연과 예술을 숭배하고 이미지를 전유하

는 디지털 경배의 양상들을 부각시킨 내용들로 이어져 있다. 네팔 

포카라에서 히말라야 산록의 푸른 아침 하늘을 보며 손을 들어 경

배하듯 찍는 사람들의 손과 거기에 들려진 폰카들, 암스테르담 릭

스 뮤지엄에서 렘브란트의 대작 <야경꾼>을 폰카로 찍는 관객들의 

손들, 르네 마그리트의 유명한 중절모 쓴 남자의 그림을 윤곽채로 

본뜬 벨기에 브뤼셀 마그리트 뮤지엄 숍 거울 앞에서 디지털을 숭

배하는 자신의 손과 몸을 내비친 작가의 모습 등이 보인다. 모두 폰

카 특유의 정교한 화질과 해상도가 돋보이는 작품들인데, 작가나 

미술관 쪽의 설명이 없다면 그냥 아날로그 사진이나 디지털 카메라

의 결과물로 봐도 진배없을 정도다. 

이 연속되는 경배 사진들의 세부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된

다. 그는 2011년 레이너 소피아 미술관의 피카소 대작 <게르니카> 

앞에서 폰카 촬영에 열을 올리는 관객들을 라이카의 디지털 카메라

로 찍었다. 그런데 작품의 세부를 보면, <게르니카>에만 초점을 맞

춰 디지털 경배를 하는 관객들의 뒷모습은 흐릿하고 손의 윤곽만 

비교적 또렷해 보일 뿐이다. 반면 그로부터 2년 뒤 폰카로 찍은 암

스테르담 릭스 뮤지엄의 렘브란트 대작 <야경꾼> 앞에서 폰카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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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는 이들의 모습은 그림과 함께 모두 해상도가 생생하다. 작가

는 이런 일련의 연작들을 통해 폰카가 지닌 생동감과 이미지적 장

점들을 교묘한 편집으로 드러내 보여주려 했다.

전시 후반부 4~6장은 찍힌 배경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독일의 

문예비평가 발터 벤야민이 나치의 마수를 피해 도망쳤다가 입국이 

좌절되자 자살한 비운의 장소인 프랑스 접경의 스페인 마을 포르부

에서 작가는 2013년 사진을 찍었다. 그곳에 자리한 대니 카라반의 

<파사주>란 설치 작품에서 작가가 그림자를 남기며 찍은 <포르부, 

스페인, 2013>은 매우 인상적이다. 급경사 절벽에 설치된 위태로운 

계단 설치 작품의 입구에 선 작가의 그림자는 죽음의 공포에 절망

했던 벤야민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다. 

물러남의 완곡한 암시

여러모로 서사와 서정, 산문과 운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오가며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작가의 사진에 불러

일으키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그가 견결하게 지켰던 스트레

이트 사진의 원칙을 고수한다. 새롭게 변모하되 자신이 고수해온 

금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신작들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전혀 가공하지 않는다. 아날로그 사진을 찍

고 현상할 때의 눈썰미와 작업의 긴장감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폰카

와 디카를 작동시키며 의도적으로 찍을 거리를 만들지 않고 기다리

는 자세를 지킨다. 이를 두고, 작가는 전시도록 서문에서 이렇게 말

하고 있다. “디지털 사진이 경박해 보인 것은 사람들이(작가들이) 

경박하게 해서 그런 거였고 알맞게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막장’

에서 몇 십 년 동안 단련된 눈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제하고 조절해

서 마침내 내 눈에 맞는 톤의 사진이 나오게 할 수 있었다.”

자세히 보면 전시에 나온 사진의 규격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8

×10, 11×14, 20×24in가 그것이다. 카메라도 35mm 필름 카메라

와 6×7판 필름 카메라 그리고 35mm 디지털 카메라와 폰카로 종

류를 정하고선 여기저기 많이 널린 묘한 네모 틀을 주워 담았다고 

한다. 폰카, 디카로 찍은 것은 후배와 함께 작업하되 후보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크기만 조정했다. 디지털 시대라고 사진 크기를 휑

하니 키우고(작가는 ‘디지털 뻥튀기’라고 부른다.) 가볍고 경박한 이

미지를 담아내는 것을 싫어하기에 그럴 소지를 줄 연출을 하지 않

았다.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심지어는 3~4년을 기다려 같은 

장소에 가서 찍고 또 찍었다. 아날로그의 마인드로 디지털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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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번 전시에서 그 시점을 내 스스로가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

려 했습니다. 완곡한 암시로서 말이지요. 출품작들 풍경 곳곳에 내 

그림자가 비치지요? 옛적엔 무심코 지나치고 아무런 감회가 없었는

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아 여기는 마지막이다, 내가 언제 다시 오

겠느냐, 이 장면하고 영원히 하직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흔적

을 남기고 싶어져요. 적어도 내가 여기 왔었다는. 그게 좀 슬프지만, 

나이에 따라서 묻어오는 생각이니까요. 다행히도 그걸 내가 알고, 

스스로가 내려가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하고 싶었죠. 사실 그걸 모르

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자기가 노인인 줄 모르는 이들도 많고요. 

하하.” 

나이 70을 예로부터 종심(從心)이라고 한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  

<논어> ‘위정’ 편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70 나이를 마음 내키는 대

로 하는 바를 좇더라도 결코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는 종심소욕불유

구(七十而從心所欲不踰矩)라고 일컬었다. 어떠한 욕망을 부려놓

아도 도덕과 법도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자유인의 세계다. 칠순의 

나이를 넘긴 이 원로작가는 이제 그 종심의 허허로운 경지 속으로 

성큼 발을 내딛었다. 

글 노형석_ 한겨레 기자  사진 최성열  사진 제공 한미사진미술관  

해낸 것이다. 그는 “한 작가가 과거 스타일과 결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신작들을 내놓았지만, 과거와 결별하지 못해 미적미적하는 

저의 태도도 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폰카와 디지털, 네모와 그림자, 컬러 등의 형식적 틀이 전시의 특성

을 표출하는 전부는 아니다. 전시의 여러 의미망들 중에서 마지막으

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다. 사진은 과거의 시간을 고

정해주는 매체이기에 언제나 죽음과 사라짐의 잔상을 간직한다. 그

러나 강운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이 시간성을 강조된 네모꼴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원으로 부각시킨다. 어느덧 노령

에 접어든 자기 자신의 물러남에 관한 정직한 고백을 털어놓는 것이

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사례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12컷 연작 

<2015-2016년 서울>이다. 서울의 어느 숲에 있는 컨테이너판 같은 

금속판 위에 계절의 변화와 함께 나무숲의 그림자가 스쳐간다. 그것

이 컷 시퀀스가 되어 흘러가는데, 정작 작가의 그림자는 10번째와 11

번째 사진에 나타났다가 마지막 12번째 사진에서 사라진다. 

“사진집 서문에 실린 글 제목이 ‘내려가면서’입니다. 완곡하지만, 어

떤 의미에선 퇴장하면서거든요. 마지막 12컷 사진들도 그런 의미를 

담지요. 그렇게 내려가는 시점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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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가상현실 속 
또 다른 나를 
만난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참여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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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예술공장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은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의 등용문이자,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다. 2015년에 이어 본 전시에 2회 연속 

참여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성은의 이력은 특별하다. 

디지털 기술과 DIY를 접목해 ‘만드는 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메이커스 운동(makers movement)에 

매료되었다가 미디어 아티스트로 전향한 탓일까? 

그는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창작을 하면서도 지난한 

수작업을 거쳐 작품을 완성한다. 

미디어 아트를 하기 전에는 메이커스 운동에 뜻을 두었다고 들었는

데 계기가 있었나요?

대학생 때 <메이크>(Make)라는 잡지를 접했는데, 이 잡지를 만든 

사람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메이커(maker)라

고, 어렸을 때 만드는 걸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제가 어

렸을 때 블록 장난감이랑 과학상자로 밤새 뭔가 만들고 그랬거든

요. 전공을 기계공학과로 선택하면서, 여기 가면 뭔가 만들 수 있

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늘 갈증이 있었어요. 우연한 계

기에 메이커스 운동을 알게 돼서 나도 뭔가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한 

거죠. 

오큘러스 고글로 보여주는 가상현실은 ‘남처럼 느껴지는 나’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바라보는 나’에 가까운 듯해요. 

처음 만든 작품은 어떤 것인지요.

2012년 ‘킥스타터’ 1)에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VR 헤드셋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시판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봤죠. VR 헤

드셋과 실시간 영상을 결합하면 유체이탈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재미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영화를 좋아하

는데, 이걸 쓰면 영화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렸을 때부터 나 하나의 모습으로만 사는 게 답답했거든요. 잘나

가는 친구로도 살아보고 싶고,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보고 싶

고. 그래서 첫 작품 제목도 <존 메이커비치 되기>로 정했어요. 

 

이 작품을 발전시켜 국내 메이커들의 축제인 <메이커 페어 서울 2013>

에 참여하셨죠. ‘디지털 히피’라는 예명도 그때부터 썼는데 창작 그룹

인가요?

사실 디지털 히피는 즉흥적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메이커 페어에 

나갈 때 친구와 이름을 어떻게 적어낼까 고민하다 “히피인데 디지

털로 작업하니까 ‘디지털 히피’라고 하자” 그랬어요. 메이커 페어에 

걸맞은, 긱(geek)한 이름을 써야겠다 싶어서. 그 뒤로 계속 디지털 

히피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고정 멤버가 있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히피처럼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히피를 동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친구랑 음악을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휴학했는데 그때 뭔가 탁 풀리는 느낌

이 들었어요. 외면뿐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그랬고요. 그때까지

만 해도 정해진 선을 벗어난 삶이 두려웠는데, 그 선을 넘은 결정적

1)   2009년 시작된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www.kicksta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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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생을 살아보는 게임기’였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1인칭 슈팅 게임은 화면이 주인공 시야대로 보이지만, 3인칭은 등 

뒤에서 자기 캐릭터를 보잖아요. 현실의 나는 1인칭으로 살지만, 

GTA 게임처럼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조종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작품은 관람자의 동작에 따라 로봇 손도 움직이는 게 특이하네

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가요?

관객이 앉아서 VR 헤드셋을 쓰면, 등 뒤에 있는 로봇의 눈높이로 

사물이 보여요. 높이 3m의 로봇이라 처음에는 ‘어, 뭐지? 되게 높

아 보이는데’ 하고 놀라죠. VR 헤드셋에 360°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주는데, 컴퓨터에 연결된 게임 엔진에서 내가 

보는 방향의 영상을 틀어줘요. 로봇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래

를 내려다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그걸 잡으려 손을 뻗으면 로봇 손

인 계기가 2013년 떠난 해외여행이었어요.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서 횡단열차로 유럽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3개월을 

돌다 왔는데, 카우치 서핑이나 히치하이킹도 많이 하고 길에서도 

잤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학 중에는 ‘팹랩서울’에서도 일하셨죠? 그곳에서 국내 메이커스 운

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디어 아트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창업해서 새

로운 걸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죠. ‘킥스타터’를 자주 들여

다본 것도 그래서였고요. 마침 2011년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설립

한 고산 대표님이 저희 학교에 수업하러 오셨다가 팹랩(FAB LAB: 

Fabrication Laboratory)을 만들 거라고 하셔서 나중에 찾아갔죠. 

팹랩서울에서는 CNC, 라우터,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 방식을 많이 썼어요. 거기선 1년 조금 못 되게 일하고 그만뒀

어요. 남이 만드는 걸 도와주는 사람보다 내가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2015년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공모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초기에 VR 헤드셋을 영상과 연결하는 실험을 해보고 나서 영화가 

너무 찍고 싶었어요. VR 영화를 촬영해줄 사람을 간신히 섭외했는

데 장비가 비싸더라고요. 고프로(소형 액션캠)가 최소 6대는 필요

해서 장비 값만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창업지원만 생각했지 예술 공모 쪽은 생각을 못했어요. 

팹랩서울에서 일할 때 예술가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팀보

이드 작가 분들도 만나고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공모도 알게 되어서 

지원했죠. 이때 완성한 영화 내용이 <가상현실에서의 죽음>인데요. 

병실처럼 꾸민 방의 침대에 관객이 누워 VR 헤드셋을 쓰면 스토리

가 있는 영화가 상영돼요. 가족들이 와서 안부도 묻고, 과거 회상도 

해요. 그러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울죠. 러닝타임 6분의 짧은 

영화예요. 

  

2회 연속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작가로 선정되셨는데 올해 작품은 어

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요. 

2015년 상반기에 MIT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팹아카데미 과정

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파이널 프로젝트로 만든 것이 ‘3인칭

2

사람과 사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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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 손의 움직임을 따라 나를 만지게 됩니다. 모션 트래킹을 하는 

‘립 모션’(leap motion) 센서가 있는데, 손가락의 움직임을 포착해

서 내가 손을 오므릴 때 로봇 손도 따라 오므리죠.

로봇이 너무 커서 위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익살스러운 풍선 인

형 같기도 해요. 

딱딱하고 무시무시한 산업용 로봇이 등 뒤에 서 있으면 등을 내주

고 앉기가 불편하잖아요. 뭔가가 나를 만진다는 건 다양한 뜻을 담

고 있어요. 가능하면 토닥토닥하는 부드러운 느낌이어야 해서 소프

트 로봇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디즈니 영화 <빅 히어로>처럼, 로

봇을 보았을 때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형태였으면 했어요. 정확

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산업용 로봇은 딱딱한 느낌이지만, 이 로봇

은 모터가 아니라 공기로 움직여서 동작이 부드러워요. 안아줘도 

될 것 같고, 몸을 내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작품 제목인 <에테리얼: 지극히 가볍고 여린>(Ethereal: Too 

Perfect for This World)은 소프트 로봇을 뜻하나요?

아뇨, ‘가볍고 여린’은 관객 자신이에요.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이 “너 보여, 유령 아니야” 하고 말해주는 방

법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어야만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건 무척 의존적이고 나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작

품은 그런 시선을 약간 비틀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어

서 나를 보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만져보면서 확인하

는 거죠.

공동 창작자인 이승민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이승민 작가는 UCLA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고 있어요. 학기 중

이라 아쉽게도 인터뷰 자리엔 나오지 못했어요. 애니메이션과 디지

털 작업을 주로 하는데 이 친구가 합류하면서 로봇의 외모가 많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 작품을 기획할 때는 온전히 저 혼자서 해요. 누

가 개입하는 걸 안 좋아해서요. 하지만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발전

시킬까 하는 단계에서는 협업하는 게 좋아요. 이번 작품만 해도 처

음엔 로봇 재질이 가죽이었는데, 가죽옷을 입은 사람보다 부드러운 

니트 옷을 입은 ‘훈남’이 뒤에 서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겠느

냐는 의견이 있어서 바꿨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 고경원_ 자유기고가  사진 오계옥  사진 제공 이성은

1, 2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5에 

출품한 <가상현실에서의 

죽음>. 관람자가 오큘러스 

고글을 쓰고 침대에 누우면, 

임종을 앞둔 환자의 병실 

풍경이 가상현실로 펼쳐진다.

3   2016 다빈치 아이디어 마켓에 

참여한 <거대 외로움 로봇> 

프로토타입. 관람자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의 손도 

따라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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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는 그동안의 틀에 박힌 토론 방식에서 탈피해 청년 무용예술가들이 직접 터놓고 얘

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무용담(靑年舞踊談)을 개최했다. 청년무용담은 기존의 소셜미디어

를 통한 온라인 모임이나 학교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청년 무용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용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년 무용예술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창작

환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춤추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2017 서울무용센터 청년무용담(靑年舞踊談)

사회  차진엽(안무가, 콜렉티브에이 예술감독)

토론 김승록(안무가, 쌍방 공동 대표), 김보경(공연기획자, 언프레임스튜디오 대표)

 한정미, 강수빈 외 다수 참가자

일시 2017년 9월 22일 오후 6시

장소 서울무용센터 야외 잔디마당

진실 혹은 대담32



대놓고 돌직구, 이런 짓까지 하다니

차 진 엽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대놓고 돌직구, 이런 짓까지 하다니’

입니다. 무용을 하면서, 아니면 각자의 분야에서 내가 정말 생존과 

작업을 위해 이런 짓까지 해보았다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김

승록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승 록  우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쌍방’에 대해 얘기하면서 같

이 참여했던 ‘먼쓸리 퍼포먼스’(Monthly Performance)라는 월례움

직임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쌍방’은 제가 올해로 

5년째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갓 졸업한 대학생이었고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막막했던 상황이었어요. 같이 고민하던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만든 단체예요. 처음 모였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몰랐어요. 다짜고짜 스터디를 하면서 움직임 수업을 공유하고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지’라고 했던 것들이 착실히 쌓이다 보

니 어느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으로 발전되었고요. ‘쌍

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공연도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좋은 작업과 나쁜 작업들은 항상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안무가와의 의견 조율, 선후배 관계, 타 장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

이션 문제 등을 애매하게 겪으면서 ‘쌍방’에서 내렸던 결론은 ‘조금 

더 길게, 느슨하게’였어요. 우리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서 

살고 있는데 단기간에 모인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까

요? 협업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해본 건 ‘또 봐요 프로젝트’

였어요. 작업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되어

서예요. 열띤 토론을 하고 작업을 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실패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던 협업이 너무 이상적이

었거든요. 척하면 알아듣는 이상적인 것들을 시도하다 보니 실패했

던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쁜 작업이 되었죠. 그렇다면 좋은 

작업은 어떤 걸까요? 대안으로 한 것이 ‘먼쓸리 퍼포먼스’입니다. 이 

작업은 개인 작가들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초반에 하고 싶었던 아

이디어들을 조금 더 느슨하게 실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느슨한 연

대를 통해 작가들이 자기 작업을 발표하고 피드백도 하면서 느슨한 

협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협업을 통해 창작자들이 서로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 보 경  말씀하신 내용은 이상적일 수도 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저

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

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무용 일을 할 때 힘들었던 것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기획자의 역할을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

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소모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졌

어요. 새로운 안무가와 작업할 때 처음에 항상 저는 어떤 역할이라

고 얘기하면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조금만 더 들

어가보면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2시간 넘게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어요. 논쟁을 벌이고 난 뒤로

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다

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작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 진 엽  저도 한국에서 작업할 때 좋은 기획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창작, 안무, 공연을 다 하다 보니 어떨 때는 기획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어디 가서는 영업사원 마인드를 가져야 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누가 

내 작품을 사거나 초청하지 않으면 공연을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 

괴리감이 생겨요. 이 주제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참 가 자  저는 댄스프로젝트 ‘점, 선, 면’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상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치

는 일도 10년 정도 했는데 그 길로만 빠지는 것 같아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심각하게 돈을 못 벌어

서 지금은 카페를 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작업에 

모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

어요. 사실 인맥이 좁고 기획자분들을 만날 일도 거의 없어요. 기획

사나 기획자를 찾아서 전화했는데 아무도 저를 기획해주지 않더라

고요. 저 역시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차 진 엽  사실 이게 모든 예술가들의 고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진엽
안무가, 콜렉티브에이 예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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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업으로 삼을 것인지, 생계를 위해 업을 바꿔야 하는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진로 고민을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의 앞가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장르 분들도 이런 고민

을 할 것 같아요.

참 가 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즘 지원사업이 많은데 예술하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모르거나 

기획서 쓰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획서가 부실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원사업을 아는 분들보다 모

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차 진 엽  저는 지원서를 항상 제가 썼어요. 뭔가 부족해도 무용수가 

솔직하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을 새가면서 썼는데

요. 지금은 전문 기획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기획자와 얘기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역할이 아닌 다른 부분도 알게 되면 

조금 더 소통하기 쉬울 듯해요. 

김 보 경  저는 기획자이기 때문에 기획서를 많이 쓰지만, 무용 공연 

기획서는 정말 쓰기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작업을 만났을 때 안

무가, 무용하는 분들의 언어가 외계어로 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저

는 안무가나 무용수들이 지원사업의 존재는 알고 있되, 기획서 쓰

는 법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분리해서 기획

하는 분들은 기획하고, 작업하는 분들은 작업을 하되 안무가와 기

획자들의 표현 방식이 다른 지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참 가 자  저는 올해 초까지 무용 잡지 기자로 일했고, 기자를 하기 

전에는 무용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있고

요. 안무가와 기획자가 협업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하는 것이 서로에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보통 어려운 이야기를 많

이 하지만 이를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하고 설득시키는 과정, 기획

자는 그 작업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중요하고 그런 작

업들이 이후에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로망 VS 현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차 진 엽  두 번째 주제는 ‘로망 VS 현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

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이 지금 나이에서 그 방

향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실과 로망의 간극을 줄이면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승 록  무용가들이 보통 생각하는 로망이 ‘공연으로 생활이 가능

할까?’, ‘유명해질 수 있을까?’, ‘해외공연도 하면서 명예와 부를 얻

을 수 있을까?’일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자

를 만나지 못한 젊은 창작자들은 스스로 맨땅에 헤딩하듯 지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이 좋게 선정되어서 통장에 2,000만 원

이 모여도 또 금방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획자

와 이야기할 때 충격을 받은 부분은 소규모 극장에라도 공연을 올

리려면 무대 준비, 스태프 비용, 무용수들의 노동량 등을 가늠했을 

때 4,000~5,0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사업 중

에 5,000만 원짜리는 없죠.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적은 금액에 맞

춰 기획서를 씁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 예술가들이 감내해야 할 열정페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나 좀 도와줘, 다음에 도와줄게’

라는 인맥팔이를 할 때도 있고, 스스로가 1인 다역이 되어야 할 때

도 있습니다. 춤만 추고 싶은데 기획자 일도 해야 하고 무대감독과

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식도 쌓아야 하죠. 공연을 올리기 위해 어

쩌면 우리는 많은 소모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비

용은 안중에도 없이 작업에만 몰두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작업=

돈’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예술가는 없겠지만,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는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꿈을 너무 높게 잡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획을 하는 것에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김 보 경  저는 아티스트로서의 작업도 해보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한 달에 한 편씩 1년을 하면 열두 작품을 찍어

진실 혹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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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식의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결국

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찾은 열쇠는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찾아야 하는 균형감이었습니다. 아직도 열심

히 찾고 있기는 한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

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예술을 하면서 먹고살 거라는 생각으

로 다른 일들을 엄청 벌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치기하면서 방

향을 넓히다 보니 지금 와서는 현실적으로 연결시키면 좋을 지점들

이 보이더라고요. 돈이 안 되더라도 재밌고 열정이 넘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했던 작업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작업들 안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즐거움도 있어요. 

차 진 엽  예전에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이 이런 인터뷰를 했

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3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 7을 해야 

한다.” 발레는 오전에 1시간 30분 정도 기본 클래스를 하지 않으면, 

공연 때 부상을 당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기 쉬운데요. 그 클래스는 

건너뛰고 싶은 재미없는 과정이거든요. 몇 십 년 동안 똑같은 것을 

매일 해야 하니 그게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만 

리허설을 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고 

싶은 로망이 있지만, 하기 싫은 것, 꼭 해야만 하는 것, 아니면 돈 

때문에 해야 하는 것 등 저도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즐거워지더라고요. 나중에 뭔가를 배우고 얻

기도 하고요. 사실 하기 싫은 것은 내가 못하고 자신이 없어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 

가능성이나 밖으로 꺼내지지 않은 숨겨진 재능 등을 경험하게 되더

라고요.

참 가 자  저는 현재 가림다현대무용단 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

금 5살 딸아이가 있는데요. 정말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무용을 포기할까 했는데 안 

되겠어서 다시 무용단에 왔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

연하고 춤추면서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무용을 계속하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들고요. 오늘 제 안에서 균형을 잡고 생계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차 진 엽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여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결혼

과 출산, 육아, 특히 몸을 쓰는 무용수에게는 어찌 보면 치명적인 과

정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참 가 자  저는 작곡을 전공해서 우연찮게 방송국에 입사하게 되었어

요. 14년째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 몸이 상했

는데요. 몸을 좀 써보자고 해서 알아본 것이 무용학교여서 이렇게 

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려고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 전혀 다른 분야로 가보고 

싶어서 지금은 무용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공부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무용을 접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치유되는 순간

이 많더라고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생각되면서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나아졌고요. 버스

를 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시무룩했

던 인상이 밝게 바뀌었어요. 솔직히 무용가에게 레슨을 받아야 하

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지나가는 역할이라

도 좋으니 배경이라도 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차 진 엽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30년 넘게 춤을 춰서 그

런지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용기는 없고 내가 잘하

는 건 이것이라는 착각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이런 도전을 해보고, 미련 없이 새로운 것에 몸담을 수 있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참 가 자  저는 배우 겸 안무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작

업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연극이나 뮤지컬 안무가는 극을 위한 안

무를 짜야 하니 제 의견보다는 콘셉트에 맞는 춤을 만들어낼 수밖

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고, 

내 작업을 하자니 돈이 없고 추진력도 없다 보니 고민이 늘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무대 위에서 대사하고 춤추거나 안무 창작하는 것 

밖에 없고요. 서류 작업에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대학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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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위에 다 연기하고 춤

추는 사람밖에 없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어느 

순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티스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결

국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게 지금 

느끼는 현실 같아요. 개인 작업을 위해 사람을 모으려면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이 없으면 결국 혼자인 거죠. 어느 순간 혼자

서 할 수 있는 춤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서지 않으

면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을 만나는 것을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

어요. 

차 진 엽  사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혼

자 춤을 추다가 이번에는 무용수들이랑 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일

을 벌여서 작품을 했는데요. 협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면 이번 공연

이 끝나면 솔로 공연을 해야지 하다가 고독해지고 또 누군가와 작

업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획자 분들도 항상 무용가들

과 작업하지만 홀로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김 보 경  많은 아티스트들이 기획자를 못 찾는다고 생각하고 저희 

또한 아티스트를 찾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양한 

장르의 기획자들끼리 길드를 만들었어요. 매니지먼트도 의뢰받곤 

하는데 저는 매니지먼트에 취약하거든요. 누군가를 직접 소개해줄 

수도 있고, 이런 성향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전

달하는 식으로 인력풀을 만들고 있어요. 

참 가 자  저는 춤과 관계없이 30년 가까이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무

용을 시작하게 되었고 춤에 빠져서 본업과 취미가 전도되다 보니 

취미가 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용단에 들어가 기획자로 일하

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업이 되고 나니 춤을 출 수 없더

라고요. 저는 춤추는 3시간으로 나머지 21시간을 살던 사람이었거

든요. 사무실에만 있어야 하고 춤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어 무용

단을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여행을 했어요. 다시 오니 할 수 있는 게 

원래 일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음악 기획사에서 일하면서 무용단

에서 제작 PD로도 일하고 무용 칼럼을 쓰면서 추고 싶던 춤을 3시

간 동안 추고 있습니다. 저는 남이 보건 말건 혼자 춤을 춰도 되고

요. 속으로는 무용이 본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20

대 때 거의 클럽에서 살았거든요. 30줄에 들어 한국무용을 시작하

면서 어느 순간부터 클럽에서 춤추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도시에는 

학원이나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서는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공

간이 없어요. 아직까지 남들 앞에서 춤을 추기는 쑥스럽지만 예전

에 친구들하고 팀을 꾸려서 서강대교 밑에서 춤추는 모임을 만들기

도 했는데요.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도심공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차 진 엽  갑자기 승록 씨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물어봐도 될까

요? 원래부터 무용을 하셨나요?

김 승 록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무용하는 사람 맞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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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배우 아니냐?”고요. “일반인 같은데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셨어

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했고, 예

고와 예대를 나왔어요. 제 로망 안에 있는 몸은 제 앞에 계신 무용가

들일 수 있어요. 저는 남성이고 무용을 늦게 시작했지만, 저와 동급

의 여성 무용수들은 이미 많은 무용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이잖아

요. 그런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사실 저

는 별거 아닌 무용가지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무대감독, 드라마

터그(dramaturg), 배우, 커피 심부름도 하고요. 실제로 느꼈던 로

망과 현실 안에서의 타협은 제 작업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이었어

요. 누군가에게는 ‘매년 1년 열두 달 공연을 해야지’가 계획이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1년에 한 편을 열심히 만들겠어’도 계획이겠죠. 작

가들이 자기 작업을 표현하는 데는 한두 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작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어떤 

작업을 만들 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일 수

도 있어요. 해답은 여러분 각자 찾아야겠지만, 가능성이 보일 때마

다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어요. 자신의 템포가 있

다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

어요. 

늦은 걸까, 아직일까, 내 인생의 전성기 

차 진 엽  마지막 주제는 ‘늦은 걸까, 아직일까, 내 인생의 전성기’예

요. 이번에는 참가자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참 가 자  저는 어렸을 때 발레를 먼저 시작했고 그 이후 뮤지컬 연

기, 현대무용, 학원무용 등 손댄 것이 많은데요. 춤을 너무 좋아하

는 저도 마찬가지로 겪는 일 같아요. 저도 연기를 하다 중간에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10년 정도 쉬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거든요. 

막상 와보니 저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거나 무대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힘들어요. 중간중간 아르바이

트도 해야 하고 원치 않는 배역도 해야 하고요.

참 가 자  저는 처음으로 공연한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이

후 계속하다 보니 군대도 가고 학교도 가게 되면서 ‘이대로 졸업하

면 좋은 자리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춤추는 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 다르더라고요. 팀 내 규율이라든가, 

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팀을 

나오고 개인 작업을 하면서 인도에 3개월 정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녀와서 느꼈던 점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는 무용이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아직 나에

게 한 방이 오지 않았구나,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기회를 봐야겠구

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늦은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김 승 록  저는 ‘전성기가 올까’보다는 ‘전성기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

각해봤어요. 전성기는 뒤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지나간 것

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기 작업에 대해 좀 더 느끼고 이제

부터 시작이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전성기일 것 같아요. 현재 선

진국 기준으로 보면 국가에서 예술계에 지원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야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거

든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건너온 무용들을 답습하고 자기 안에서 

소화해서 뱉어내는 공연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세대들은 훨씬 더 다양성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뿐만 아

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직업

을 전환해서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

는 것 자체가, 기존의 무용 교육을 받고 공연을 하고 전문가가 되어

서 교수가 되는 수순이 아닌 내 작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여

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공연계의 전성기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들어요. 

김 보 경  전성기의 기준은 다들 다르겠지만, 저는 만족감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립단체에서 공연을 준비하다가 나와서 제 

이름을 걸고 새롭게 만든 단체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지

원서를 정말 못 썼어요. 몇 천만 원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정도 되는 내용으로 썼더라고요. 당연히 지원을 못 받았고요. 그래

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

님이 주신 보증금을 제 작업에 보탰고요. 그랬을 때 그 작업을 하기 

전과 후를 제 전성기인가 아닌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스스로가 만

족감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순간이 전성기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확고해요.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감에 의해서 많

은 것들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느끼면서 전성기를 이

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_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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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실습 모델이 되어준 포르투갈 타투 강사. 

2   타투를 처음 연습할 때 돼지껍데기를 사용했다.  

3, 4  최근의 작업물들. 

5   포르투갈에서 타투 과정을 이수한 후 받은 타투이스트 자격증. 위생 교육에 대한 

필기시험에서 70% 이상 득점하고, 실기 실습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역마살 낀 회사원의 타투 정착기

진부한 시작일 수 있지만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더 정확히 말

하자면 약 2년간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었다. 서

울시의 문화예술 홍보가 업이었지만 정작 내가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예술가로서의 삶에 교집합 따윈 전혀 없던 

내가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여행이었다. 

퇴사 당시 서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계속되었던 천직에 관한 고민은 

자연스레 다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잠시 쉬었다 오려고 했

던 여정은 2년이 넘게 이어졌다. 가까운 동남아시아부터 인도, 조금 

거리가 있는 유럽의 끝 포르투갈까지 역마살을 풀어내며 떠돌아 다

녔다. 한창 유행인 ‘욜로’(You Only Live Once, YOLO)까지는 아니더

라도 쉬는 김에 이왕이면 여기저기 마음껏 다녀보자는 심산이었다.

타투이스트로서의 시발점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의 3개월 여행

이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던 중 특별한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타투이스트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

과 달리 타투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하지만 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나에게 맞는 조건의 스튜디오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여행 비자로 유럽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개월인데, 보통 포르투갈의 타투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었다. 당시 머물던 곳은 포르투갈의 제2의 도시 포르투였다. 인

터넷으로 포르투의 모든 타투 스튜디오를 검색해 무작정 찾아가기 

예술가의 밥그릇 

1

2

타투 전성시대라 할 만큼 요즘 타투가 젊은이들을 중심으

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타투를 예술의 한 장르로 인

정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 홍보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타투이스트로 변신, 타인에

게 ‘영원’을 선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타투이스트 

이서하. 그가 소개하는 타투 예술의 세계를 만나보자.

타투, 영원으로 
남는 예술

타투이스트 이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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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울시내에서 타투를 한 사람들을 보면 거리감

을 느꼈다. 이처럼 좁아진 시야로 계속 지냈다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절대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단 과거의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투를 젊은이들의 전유

물로 여긴다. 

포르투갈에서 타투 수강을 시작하며 느꼈던 건 예술로서의 타투에 

대한, 그리고 타투이스트에 대한 존중이었다. 타투이스트는 사람

의 몸에 작품을 남기는 예술가로서 온전한 존중을 받는다. 내가 불

량한 것이라 여기고 일탈로 시작했던 타투가 그들에게는 예술의 한 

장르였다. 그것은 남녀노소, 인종에 구애받지 않았다. 내가 타투를 

배우던 스튜디오에 어르신들이 찾아와 자신의 상처나 삶의 흔적을 

보여주며 타투로 보완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일이 흔했다.

어쩌면 한국에서 타투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쯤 와 있을지 모른

다. 그 성장통은 제법 강렬하다. 그 안에서 타투를 선호하거나 혐오

하거나, 그 중간의 어디쯤 존재하는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여

기서 감히 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다.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만난 타투와 연관된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생

각했던 ‘불량’이나 ‘조폭’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

들은 타지에서 타투를 익힌 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서슴없이 

정보를 공유해줬다. 그리고 타투이스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술’

이라는 단어보다는 ‘작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다. 타투이스트

는 시술이 아닌 예술을 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타투이스트로 살아간다는 것

타투는 매 순간이 모험이다. 같은 크기와 모양을 그린다 하더라도 

사람의 피부는 성별과 인종 그리고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내

가 다루는 대상은 스케치북이나 죽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

는 사람이라는 걸 늘 잊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영원으로 남을 수 있

는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이 늘 영광스럽다. 

오늘도 나는 무언가를 끄적거리며 기시감을 느낀다. 회사원 시절 

나의 직업과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홍보할 때는 무언가를 글

로 남기려 끄적거렸듯이, 이제는 그림을 끄적거리고 있다. 타투이

스트로 살되 카피이스트(copyist)가 되지 않기 위해, 또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삶이란 여정에서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글·사진 이서하_ 타투이스트. INKBURN 소속이며 SNS에서는 타투이스트 ‘ROZY’ 혹은 ‘lil P’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져 있다. 인스타그램 lil_p__tatts. 

시작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6개월 과정의 수업을 하루도 빼먹지 않

고 하루 5시간씩 수강했다. 교육이라기보다 사사에 가까웠다. 아직

도 나의 어깨에 남아 있는 스승이자 친구였던 강사의 타투를 보며, 

나의 시작점과 초심을 되새긴다. 필연적으로 망각의 동물인 인간에

게, 그리고 또 나에게 타투는 여행의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매

개체였다. 타인에게 ‘영원’을, 혹은 ‘영원에 가까운’ 무언가를 남기는 

직업, 매혹적이지 않은가? 

예술과 시술 사이, 그 미묘한 어딘가에서 정당성을 외치다

타투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만 불법이다. 그로 인해 포르투갈에서 

취득한 타투이스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얼마 전 BBC에서 

한국의 타투이스트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다. 외국인의 눈에도 이제

는 선진국 반열에 드는 한국에서 타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꽤 흥

미로웠나 보다. 

내가 조명하고 싶은 부분은 타투가 합법이 아닌 이유와 그로 인한 

인과 관계가 아니다. 한국에 정착하여 접하는 타투의 환경은 다른 

곳과 제법 온도차가 있다. 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타투에 대한 인

식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여행을 떠나기 전 회사원이었던 과거의 나는 타투 ‘알못’(알지도 못

하는)이었다. 외국의 유명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타투를 보면 멋지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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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찰나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 <무아레> 

 사진 조현우

40



나는 하늘에 서 있는 걸까 땅 위에 서 있는 걸까
촘촘한 시간 속을 날아다니는

영혼들은 몸이 아니라 정체성이 투명하다
권민경의 시 <플라잉 월렌다스>(Flying Wallendas)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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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

쟁점 1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등 전 세계적으로 유

서 깊은 미술전들이 회의적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미술

전들이 열리고 있다. 각각의 미술전들이 장르만 다를 

뿐 전시 내용과 운영 조직 및 지역성 등에 있어서 차별

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미

술전들, 이대로 좋은 것일까? 

철 지난 유행가는 
이제 그만

지자체의 비엔날레 난립 ‘난파선에서 건진 보물’(Treasures from the Wreck of the Unbelievable)

이라는 주제로 열린 데미안 허스트의 개인전은 올해 세계 미술계를 달군 

‘핫 이슈’였다. 단 한 명의 작가, 무려 750억 원을 쏟아 부은 개인전으로 100

명이 넘는 작가들이 만드는 국제 미술전과 한날한시에 ‘맞짱’을 뜬 것이다. 

허스트의 개인전은 베니스 비엔날레보다도 더 이슈가 됐다.  

이 전시를 본 많은 한국 작가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는 무력감

을 느꼈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엄청난 크기의 작품을 제

작하고 대대적인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전시를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조 

때문이었단다.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

까. 이러한 측면에서 허스트의 야심만만한 전시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한 

‘모욕’으로 읽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비엔날레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격년제 형식의 ‘비엔날레’

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위적, 급진적, 실험적인 미술언어를 추구해왔

지만, 더 이상 전후 냉전시대 당시와 같은 에너지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면서 현실 세계와 괴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술만세’(Viva Arte Viva)라는 주제를 내세운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

런 면에서 한없이 밋밋했으면서도 차라리 솔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늘

날의 비엔날레는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같은 미술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작품들을 근사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전초 기지’ 역할로 전락했음을 적나

라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다. 겉으로는 ‘예술만세’를 통해 예술의 순수성

을 외치지만, 실은 돈과 권력, 정치에 의해 작동되고 있을 뿐인 비엔날레의 

원조국의 ‘비엔날레 회의론’ 

2017년 이탈리아 베니스는 세계 현대미술계에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다. 한

쪽에서는 유서 깊은 국제 현대미술전인 베니스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동시

에 또 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명품기업 회장의 후원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

입된 유명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프랑수와 피노 PPR그룹 회장의 현대미

술 컬렉션 미술관인 베니스섬 ‘푼타델라도가나’와 ‘팔라초그라시’ 2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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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말이다. 

경제 효과 측면에서도 비엔날레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9

월 막을 내린 5년제 국제 현대미술전 ‘카셀도큐멘타14’의 재정 악화로 행사

를 주최했던 독일 헤세주와 카셀시가 700만 유로(약 93억 원)의 비상지원

에 합의했고, ‘적자 비엔날레’를 두고 주최 측과 총감독 간 ‘네 탓 공방’이 펼

쳐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발 늦은 대한민국의 비엔날레 열풍

이탈리아, 독일 등 비엔날레 ‘원조국’에서는 이미 비엔날레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진 지 오래다. 그런데 시야를 한국으로 좁혀보면 그야말로 ‘비엔날레 

천국’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비엔날레

를 만들었고 또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난 9월에만 해도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제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제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청주공예비

엔날레’, 부산 ‘바다미술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격년제 형식의 미술전이 

개막했다. 각각의 비엔날레는 미술, 디자인, 공예, 공공미술 등 장르를 달리

하지만, 운영 조직 및 지역성의 문제를 비롯해 전시 내용에 있어서도 장르

를 제대로 특화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먼저 공예나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인데 정작 현대미술 작가들을 

대거 동원해 볼거리를 채우는 건 여타 미술전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있

다. 또 일부 지역 비엔날레의 경우에는 특정 인사가 조직 운영부터 작가 선

정, 예산 운용까지 ‘전횡’에 가까운 전권을 휘두르면서 비엔날레를 ‘사유화’

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한 비엔날레가 지역작가들 혹은 지역의 정치 세력이나 토호 자본과 

깊숙이 결탁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작가들의 ‘이기주의’ 역시 비엔

날레의 성장을 발목 잡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구조적으로는 지역 비엔날레가 국비나 도비, 시비 등 정부·지자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비엔날레가 각 미술 장르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하나쯤은 갖고 있어

야 ‘구색’이 갖춰지는 지자체 사업의 성격이 강한 데다, 정부·지자체 예산

을 따오기에 가장 명분 좋은 ‘구실’로 작동하는 것이다. 여기에 ‘뜨내기’ 전시 

기획자나 비엔날레 ‘꾼’들까지 가세한다. 이들은 비엔날레의 지속 가능성은 

안중에도 없는 일회성 사업을 만들어 정부·지자체의 이른바 ‘눈먼 돈’을 소

진하고 떠난다. 

비엔날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비엔날레 원조 국가들조차 

‘철 지난 유행가’쯤으로 취급하는 비엔날레를 그나마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

면서 폐단만 반복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각 지자체는 비엔날레의 사업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비엔날레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글·사진 김아미_ 뉴스1 기자  

1    바다미술제.  

2, 3     제주비엔날레. 

4     청주공예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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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

쟁점 2

“창작준비금을 받는 데 컴퓨터 사양이 중요한 판단 기

준이 되나요?” “서버가 다운된 건 재단의 책임인데, 피

해는 왜 예술인들이 봅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는 예술인들의 성난 목

소리가 가득했다. 지난 9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관

련해서다. 예술인들은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재단 측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억울함, 

분노, 열패감까지. 예술인들은 화가 나 있었다.

예술인들이 
분노하는 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관련 논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선착순이라니…

표면적인 문제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단 측의 준비 미흡

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면서 시작됐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들의 예

술 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지난 9월 11일 창작준비금 3차 사

업 공고를 내면서 69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 날짜는 9월 15

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으므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에 가까웠다. 접수 당일 오전 10시부터 접수처인 ‘예술인경력정

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결국 서버가 다운됐고, 

다수의 예술인들은 로그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단 측은 당일 접수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렸으나 여전히 접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단은 9월 16일 공지사항 게시판에 해당 시간 안에 접수를 완료하거나 2

단계 실명 인증까지 마친 예술인들을 포함해 1,139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절차를 밟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황당했던 예술인들은 재단에 전화를 걸거

나 재단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 들어가 의견을 냈다. 결국 재단은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재단 측은 “이번 창작준비금 지

원사업 3차를 염두에 두고 서버를 단독 분리 운영하고 기존의 2배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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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뜨지 못하고 조마조마하며 접수를 시도했던 시간들이 일방적으로 무

시되면서 예술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운이 좋게’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에 성공한 예술인들도 “다른 예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고 말한다. 재단 측도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도 없다. 예술인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답답함을 느꼈고 “언로가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의사를 

표현할 공간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 적절한 피드백이 없었

다는 말이기도 했다. 또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과만 있을 뿐 실제적

인 문제 해결은 없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은 정부지원사업에 응할 때마

다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며 좌절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한다. 까다

로운 서류 증빙과 복잡한 인터넷 시스템 등으로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술인들에게 무엇이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

는지 재단은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재단은 “내년 창작준비금 신청 때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제도 

등을 개선해 두 번 다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글 김향미_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1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처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wfartist.kr)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9월 16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창작준비금 3차 

지원사업’ 접수 마감에 관한 공고. 이 게시물 밑에 예술인들의 항의글 수십여 건이 

달렸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사과문. 3

2

로 증설했으나 동시 접속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원활치 못한 시

스템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서버를 제때 확충하지 못한 재단의 준비 미흡보다 근본

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재단 측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 진행 행태

에 대한 불만이다.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본인과 가족의 소득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공고 이후 접수까지는 나

흘간의 여유밖에 없었다. 한 예술인은 “일단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복

지재단이 보여주는 대처 수준은 너무 형편없었다”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

조차 띄우지 않았고 관련 공고는 단 한 번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둘째는 과연 ‘선착순식’ 지원사업이 복지사업의 적절한 방식인가 하는 문제

의식이다. 또 다른 예술인은 “복지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원한 모

든 사람들의 서류를 받아서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예술가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컴퓨터를 켜놓았

지만, 결국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로그인조차 못한 지원자도 있었고 접

수 진행 절차의 중간까지만 겨우 마친 지원자도 있었다. 이들의 차이라면,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속도일 것이다. 이것이 과연 복지사업의 선발 기준

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시간을 쪼개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시간들, 컴퓨터 앞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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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이 10

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문래예술공장에서 열

린다. 그동안 워크숍과 공연, 전시 등 제각각 진행되었

던 사운드아트 관련 행사들이 이번 ‘페스티벌’로 한자리

에 모이면서, 사운드아트계의 현재를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마련된다. 

2주간의 풍성한 
‘소리’들의 잔치 

2017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 

올해로 7회를 맞는 문래예술공장의 국제사운드아트창작워크숍 <문래공진> 

(Mullae Resonance)이 연관 사운드아트 프로그램들과 함께 ‘페스티벌’로 

확장, 2017년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로 거듭난다. 기존의 사운드아

트창작워크숍 <문래공진 7>을 비롯해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후원

으로 열리는 도자기와 소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전시 <메이드 인 코

리아>(Made in Korea), 실험·즉흥음악 전문공간인 ‘닻올림’과 연계해 국내

외 34명의 사운드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공연 <닻올림픽> 등 3개의 개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확대 진

행된다. 국내외 사운드아트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경험해보는 2주간의 특

별한 소리 여행이 될 것이다. 

사운드아트와 문래예술공장

‘사운드아트’란 소리에 대한 모든 예술, 혹은 연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느 장르와 달리 그 해석과 접근에 있어 명확한 담론 형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험음악이나 아방가르드음악부터 전자음악, 노이즈음악, 소닉 

아트(sonic art), 혹은 책장 넘기는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물며 개

미 발자국 소리까지, 사운드아트가 표현하는 범위는 실로 방대하고 그 방법

의 스펙트럼 또한 넓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음악을 소재로 제작한 미술작

품을 사운드아트라 하고 다원예술 분야에서는 사운드의 매체 실험을 사운

1 2017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 메인 포스터. 

2 필 민턴 <야생 합창단> 공연 장면. 

3 2013년 <닻올림픽>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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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아트라 부르지만 소리를 주요 매체와 재료로 삼으면서 전통적 패러다임

을 벗어난 모든 장르의 예술 작업을 ‘사운드아트’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래예술공장은 소규모 철공소와 다양한 층위의 사회가 맞물린 문래동이

라는 장소적 특수성 속에서 소리의 측면에 접근, 2011년부터 <문래공진>

이라는 이름의 사운드아트창작워크숍을 진행해왔다. 문래동만의 특수한 

소리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이를 통한 창조적 시도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

이었다. 그동안 지식의 이해보다 감각적 경험으로서의 소리를 찾는 데 주력

하여 ‘숨어 있는 일상 속의 소리 찾기’, ‘자신의 소리를 내는 방법’, ‘음향을 이

용하는 즉흥 연주’, ‘소리가 지닌 미적 맥락 탐구’, ‘음악적인 것에 대한 탐구’, 

‘딥 리스닝을 바탕으로 능동적 소리 듣기’ 등 다양한 주제로 연속성 있는 워

크숍과 공연을 이끌어왔다.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작되었지만, 

비단 사운드아티스트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관심 있는 일반인 등

에게도 자극이 되어 사운드아트 체험과 교류 프로그램으로서 꾸준히 성장

해왔다. 

국제사운드아트창작워크숍 <문래공진 7> 

‘소리 나는 몸/증폭의 몸’(Sounding/Amplifying Bodies) 

이번 페스티벌은 창작워크숍 <문래공진 7>으로 시작한다. 올해의 주제는 

‘소리 나는 몸/증폭의 몸’으로, 스스로 소리를 내거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

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몸’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작업에 대한 워

크숍이다. 홍철기 예술감독은 이번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존 케이지(John Cage)가 완벽한 침묵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 소리를 차

단한 ‘무잔향실’(anechoic room)에 들어갔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완전한 

무음 상태가 아닌 바로 자신의 ‘소리를 내는 몸’이었다고 한다. 숨소리, 목

소리, 꼬르륵 대는 소리, 관절의 소리, 심장박동 소리, 혈관을 흐르는 혈액

의 소리, 신경 물질과 전기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리에 이르기까

지.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 또 다른 작곡가 앨빈 루시에(Alvin 

Lucier)는 어린 시절 조개껍질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를 듣던 경험과 공연

장에서 음악가가 연주를 시작하기 직전에 귀로 집중되는 순간, 손을 모아 

귀에 가까이 댔을 때의 청취 경험들이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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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민턴이 1980년대부터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온 즉흥 합창 워크숍

과 공연으로,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별도로 발성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음악적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악기 삼아 자기 목소리의 한계와 범위를 실험하고 즐기면서 

공연한다. 

사운드아트와 도예 간의 대화, <메이드 인 코리아> 

소리와 도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전시와 영상, 공연을 통해 보여주

는 자리도 마련된다. 영국의 도예가 캐이 애플린(Kay Aplin)과 사운드아티

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은 국가나 역사, 지역,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

하고 물질에 열을 가해 물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띠는 도예라

는 예술 형식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소리라

는 주제를 통해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공통 감각이 무엇인지, 또 상호 호환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조개껍질과 공연장, 덮개 모양으로 모은 손은 모두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지

만, 그 안에서 소리를 반사해 더 잘 들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

다는 것이다.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혹은 속삭일 때 손을 입 주위에 모으는 

것이 바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몸’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리 내는 몸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두 아티스트가 초청되었다. 먼저 첫 워크숍을 진행할 

리에 나카지마(Rie Nakajima)는 설치 작가이자 즉흥음악가로, 다양한 사물

들의 생명력 없는 몸들에서 소리를 이끌어내고 증폭시키는 예술가로 알려

져 있다. 주로 건전지로 움직이는 모터 장치들과 사물들을 사용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와 설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영국 아츠파운

데이션상 실험음악 부문 수상자이다. 

이어 진행되는 재즈 보컬리스트와 즉흥음악가인 필 민턴(Phil Minton)의  

<야생 합창단>(Feral Choir)은 우리 자신의 몸과 성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의 한계를 함께 실험하는 공동체적 경험의 장이다. <야생 합창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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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는 한국과 영국의 현대 도예가들 간의 전시와 워크숍

을 통한 교류와 ‘청자’(靑瓷)와 ‘소리’의 합성어 ‘셀라도나포닉Celadona-

phonic’(Celadon+Phonic)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두 나라 사운드아티스

트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도자기 비엔날레 현장에서 이미 진행한 

바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도예 작품 전시와 더불어 위치 확인 증강현

실 앱 ‘Echoes’(www.echoes.xyz)를 통해 ‘셀라도나포닉’에 참여한 두 나라 

사운드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문래동 일대 특정 위치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4일 전시 오프닝에는 사운드아티스트 조셉 영, 류한길, 최세희 3

인의 공연과 도큐먼트 상영 등이 진행된다. 

사운드아티스트들의 즉흥·실험음악 올림픽, 2017 <닻올림픽> 

이번 페스티벌의 피날레는 즉흥·실험음악 공간 ‘닻올림’에서 주관하는 즉흥

음악과 실험음악 중심의 <닻올림픽>이 장식한다.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바 있는데, 올해는 34명의 국

내외 사운드아티스트들이 참여, 평소에 접하기 힘든 대규모의 사운드아트 

축제가 될 전망이다. <문래공진> 워크숍의 결과물인 필 민턴과 <야생 합창

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 영국, 대만, 일본, 칠레 출신의 사운드아티스

트들의 공연이 11월 10일부터 3일간 문래예술공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글 한정희_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3

4

1, 4 사운드아트 워크숍 모습.

2  리에 나카지마의 워크숍 모습. 

3 <메이드 인 코리아> 전시(캐이 애플린의 청자 도자기). 

2017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 

 기간  2017년 10월 31일(화)~11월 12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스튜디오 M30, 포켓갤러리 

 프로그램  (예술감독 홍철기) 

1. 워크숍+공연 <문래공진 7> 10월 31일(화)~11월 9일(목) 

·1차(리에 나카지마): 

    워크숍 10월 31일(화)~11월 2일(목), 공연 11월 3일(수)  

·2차(필 민턴의 <야생 합창단>): 

    워크숍 11월 7일(화)~9일(목), 공연 11월 10일(금) 

2. 전시 <메이드 인 코리아> 11월 4일(토)~12일(일), 포켓갤러리 

·참여 작가: 조셉 영, 캐이 애플린, 류한길 외 

·�오프닝 공연: 11월 4일(토), 공연(조셉 영, 류한길, 최세희), 도큐먼트 

영상 상영 

3. 공연 <닻올림픽> 11월 10일(금)~12일(일) 

·기획 진상태 , 국내외 아티스트 34명 참여

 문의  www.mullae-resonance.com(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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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깜짝 보너스를 받았다.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일상의 여백을 

거리예술로 물들인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이었다. 나
흘간 시민 132만 명이 

찾은 이번 축제는 서울 도심 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과 체험 행사를 

선보였다. 거
리예술가와 관람객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나날 동안, 반
복되는 일상의 

공간에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폐
막 공연이 

열리던 날, 불
꽃이 수놓은 밤하늘 아래 모인 

시민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했다.

유쾌한 

위로를 안고 

다시 

일상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이 

준 선물

2

1

건국 이래 가장 긴 추석 연휴였다. 잠시 멈춘 시간 위에 사람들은 어

떤 쉼표를 찍었을까? 공항은 해외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전

국의 고속도로도 귀성 행렬로 몸살을 앓았다. 천만 인구가 모여 사

는 서울이 텅 빈 듯했다. 정말 그랬을까? 명절을 맞아 한산해진 도

시에 거리예술의 향기가 피어 올랐다. 지루한 일상에 갇힌 이에게 

건네는 비타민 같은 위로였다. 지난 10월 8일 황금연휴가 끝나가는 

주말 오후, 서울광장은 축제 막바지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

거렸다. 도심 거리를 무대로 펼쳐진 서커스, 연극, 인형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가 휴일 나들이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리에 펼쳐진 축제, 예술로 즐거운 시민 

2003년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시작된 서울 대표 축제는 지난해 ‘서

울거리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거리예술’ 콘텐츠를 앞세워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올해는 영국, 스페인, 아르헨

티나 등 총 8개 국의 수준 높은 거리예술 작품 47편을 150차례에 걸

쳐 무료로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축제 장소를 광장 일대에서 활용 

가능한 도심 재생공간으로 확대하고, 국내외에서 참가한 예술단체

의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였다. 그

중 공중 퍼포먼스 <무아레>(보알라, 뒤샹 파일럿)와 이승환 밴드가 

함께했던 첫날과 불꽃 타악기 연주 퍼포먼스, 대형 설치 공연과 록

밴드의 음악 릴레이로 이어진 폐막 공연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그저 보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었다. 1,000여 명의 시민이 대로에서 움

직이는 <끝. 장. 대. 로> 퍼레이드와 <춤추는 버스>, <유쾌한 학교>, 

<싸프 로라장>, <속마음 버스>, <서커스 예술놀이터> 등 가족을 위

한 특별한 놀이 코너도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서울거리예술창작센

터의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와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의 <예술

후원캠페인 우리 내기할까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축제 손님을 반

겼다.

해가 저물 무렵 서울도서관 앞 무대에 거대한 그물망이 등장했다. 4

명의 거리예술가는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바닥에 넘어지

는 순간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이번 축제에 공식 초청된 국내 거리 

예술 단체 ‘프로젝트 날다’가 연기한 <스파이더스>였다. 지상 높이 

드리운 밧줄에 곡예사가 몸을 감은 채 공중제비를 돌았다. 땅 위를 

걷듯이 상공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이들의 묘기는 놀라움의 연속이

었다. 특히 빌딩 숲을 배경으로 허공에서 펼치는 퍼포먼스는 압권

이었다. 그들의 몸짓을 바라보며 감탄과 동시에 가슴 가득히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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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눈앞에 나타났다. 불의 아름다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초월해 온몸으로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섬세한 바이올린 음

색과 너울거리는 불의 춤, 꿈속 같은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면서 축

제의 밤이 깊어갔다.

마지막 무대는 신예 인디 록밴드 ‘아시안 체어샷’의 열정적인 라이

브가 장식했다. KBS 프로그램 <TOP밴드3> 우승팀(2015년)으로 유

명한 이들은 같은 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악상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음악인이다. 젊은 밴드의 록 연주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사운드로 심장을 두드리는 동시에 우리만의 색

채가 깃든 음악으로 청중의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사랑이 모여서/ 사랑을 모아서/ 사랑을 품고서/ 사랑해 말한다/ 사

는 현실에 꿈도 잊은 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뭔지 잊고/ 말

조차 잊었던/ 잠에서 깨어나리…”

예정된 시간이 다해갈 무렵, ‘아시안 체어샷’의 감성을 적시는 노래

가 광장에 모인 이들을 소소한 기쁨이 보석처럼 반짝이던 시절로 

데려갔다. 이들의 음악은 잊고 있던 가치를 떠올리게 했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그 순수의 순간을 되찾을 때 삶이 다시 빛난다

는 사실 말이다. 축제의 막은 내렸으나 무대와 객석은 경계 없는 즐

거움으로 춤을 추었다. 꺼지기 직전 더욱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

처럼 관객들은 마지막 남은 흥을 한껏 몸짓에 실었다. 

불 꺼진 광장을 돌아 나오며 해단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길동이

들을 만났다. 지난 7월 리더 자원활동가 발대식 현장에서 축제송과 

축제댄스를 준비하며 그들의 이마에 배었던 땀이 떠올랐다. 젊고 

발랄한 축제의 길잡이들은 ‘길동이랑 놀자’, ‘길동이 유랑단’, ‘길동이

네 여행사’, ‘길동이 별동대’에서 활약하며 축제를 찾은 이들에게 신

선한 기쁨을 선물했다. 광장의 대형 스크린에 거리예술로 행복했던 

시간이 다시 지나갔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

다. 다 함께 웃고 춤추며 당당하게 즐겼던 축제의 기억은 삶의 중심

으로 돌아온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글·사진 변경랑_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 

1   축제 체험 행사.

2   목말을 탄 어린이 관람객.

3  ‘프로젝트 날다’의 서커스 공연 <스파이더스>.

4  스페인 ‘데부르 벨자크’의 이동형 퍼포먼스 <불꽃을 따라>.

4

3

던 해방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차가 사라진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즐거운 소동이 벌어지는 장소를 

기웃거렸다. 특히 서커스 공연은 어른, 아이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

었다. 구경꾼들이 겹겹이 에워싼 틈으로 접시나 곤봉을 다루듯 커

다란 철제 큐브를 돌리는 기예가 한창이었다. 아빠 어깨에 올라앉

은 꼬마 관객들은 활짝 웃었다.

불꽃처럼 달아오른 축제의 밤  

차츰 어둠이 내린 거리에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폐막 공연 첫 순서

인 <불꽃을 따라>(SU A FEU)가 시작되었다. 스페인의 불꽃 타악기 

단체 ‘데부르 벨자크’(Deabru Beltzak)가 세종대로에서 서울광장으

로 행진하며 야광 드럼 연주와 불꽃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악기를 

두드리는 손이 현란하게 움직이고, 연주자의 등 뒤로 화염이 솟아오

를 때마다 런웨이를 둘러싼 무리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조금이라

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인파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역

부족이었다. 목말을 탄 어린 친구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다음으로 ‘예술불꽃 화(花,火)랑’의 <트랜스포밍 서울>이 서울광장

에서 이어졌다. 주 무대에 설치된 거대한 불기둥으로 다양한 리듬

에 맞춰 높낮이가 다른 퍼포먼스를 벌이자 평소와 다른 환상적인 



노원구 공릉동 중랑천변 작은 공원 입구의 ‘작은 건축’

이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작은도서관과 지

역아동센터, 주민 자치 카페가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

터 ‘한내 지혜의 숲’이다. 지난 3월 27일 개관한 한내 지

혜의 숲은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 제12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거리마당상(문체부장관상) 등 각종 건축

상을 수상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를 바꾸는 
작은 건축

공간, 공감

공간 1 

한내 지혜의 숲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건축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시작하

게 되었다고 전했다. 공공 건축은 보통 예산이 빠듯하고 제약이 많

지만, 노원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의 열린 생각과 건축가들의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 “설계비와 관계없이 이건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건축가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가가 

참여하면 조금 다른 공공 건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어린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작은 건축이 지역사회를 바꾸

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장윤규 대표의 설명이다.

누구보다 이 공간의 탄생을 반긴 사람들은 지역주민이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는 많았지만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었기 

고장 난 분수대가 지혜의 숲으로

원래 이곳에는 고장 난 분수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주민

들에게 버림받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지역

주민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멀리서 일부러 이곳을 찾아오는 사

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은 운생동

(韻生同)건축사사무소의 장윤규, 신창훈 공동 대표다. 두 건축가는 

2014년 9월 완공한 ‘초안산숲속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 한내 지혜

의 숲에 이어 월계동 노인정, 상계동 지역커뮤니티센터까지 노원구

와 4개의 공공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창훈 대표는 “노

원구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면서 현상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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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처음에는 도서관과 작은 휴게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

도에서 출발했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도서관은 작아지고 카페와 지

역아동센터는 커졌어요. 방과 후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수

요가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운영할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죠.”(신창훈)

안팎으로 열려 있는 공간

한내 지혜의 숲은 전체 109평(359.37㎡)으로 크지 않은 공간 안에 3

개 시설이 오밀조밀 배치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 이

곳저곳을 미로처럼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다. 유리창 밖으로는 나무

가 보이고 중정에서 올려다보면 하늘이 보인다. 공원 밖에서도 내

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동네에서 슬리퍼 끌고 나왔다가, 공원에

서 운동하다가 쓱 들어오기에도 부담이 없다. 전체 운영을 맡고 있

는 김혜숙 지역아동센터장은 “중랑천 자전거길을 지나가다가 잠시 

들러서 커피 마시고 책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건축가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진 셈이다. “여기가 공원의 일부이기도 하잖아

요.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 기관에 들어가면 무슨 일로 왔는지부터 물

어보는데, 여기는 운영하는 사람들도 왜 들어왔느냐는 표정을 짓지 

않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장윤규)

공공이 짓고 주민이 운영 

공공에서 지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인 ‘노

원구 마을행복공동체’는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커뮤니티·북카페

의 3개 분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두 달

에 한 번 열린다. 자원봉사자만 해도 80명이 넘는다. 대부분 이 지

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활동해온 주민들이다. 공원 건너편 월계3동 

주민센터 2층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자원봉

사자들도 같이 옮겨왔다. 월계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도 찾아와 지

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과학, 미술 등을 가르친다. 카페 운영은 바

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일주일에 1번 4시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카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뜨개

질, 퀼트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인기다. 강좌들도 주민들의 관심 

분야를 반영해 개설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원구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공 도

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 안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밖으로 나가 공원에

서 뛰어놀 수 있어 좋다.

두 건축가는 이곳을 짓고 난 후 주민들 스스로 공간을 운영하고 활

성화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전했다. “이 공간이 시발점이 되

어서 건물 내부와 외부 구분 없이 공원 전체가 커뮤니티센터 개념

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공원에 야외 공연장이 생길 수도 있고 

체육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거고요.”(장윤규) 마지

막으로 서울을 위한 제안도 잊지 않았다. “서울의 공원은 천편일률

적이에요. 여기에 커뮤니티가 결합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슬럼

화된 공원들을 찾아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넣으면 좀 더 재미있는 

서울이 되지 않을까요.”(신창훈) 

글 전민정_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운생동

4

1 한내 지혜의 숲 외관. 

2, 3, 4  한내 지혜의 숲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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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연극을 포함한 예술 장르와는 거리가 조금 멀

어 보이는 신촌에, 극장 하나가 들어섰다. 이름하여 ‘신

촌극장’. 극장이라고는 하나 딱히 연극만을 공연하는 공

간은 아니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전시도 하며, 궁극적으

로는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관객이 교류하고 소통

하는 ‘살롱’을 표방한다. 극장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살짝 비틀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촌극장을 소개한다.

극장, 격을 파하다

공간, 공감

공간 2

살롱을 지향하는 ‘신촌극장’ 의외의 장소에서 마주하는 즐거움

신촌 기찻길 옆,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낯선 간판 하나와 마주

하게 된다. 간판에는 ‘신촌극장’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지

만 일반 가정집과 다름없는 철제 대문을 바라보면 이곳이 과연 극

장 입구가 맞나 싶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도 마찬가지. 

계단을 올라가며 스쳐가는, 현관 앞에 쌓여 있는 우편물과 잡다한 

물건들이 극장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의심

하게 한다. 옥탑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느라 거친 숨을 몰아 쉴 

때쯤 검정색 미닫이문을 발견했다면,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온 것 

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장의 이미지와

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대학로의 여느 소극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진짜 ‘소’극장 규모에, 무대와 객석의 구분도 없고, 공

연이 없을 때면 정적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극장 안에 열차 지나가는 

소리가 시시때때로 울려 퍼진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햇

살도 어두컴컴한 블랙박스로 연상되는 극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

른 풍경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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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박힌 극장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로가 아닌 

신촌을 택했고, 신촌에서도 번화가보다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소박한 골목을 찾았고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의외의 공간을 발

견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열차 소리 같은 것도 일반적인 극장이

라면 공연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지만, 이곳에서 공연을 한 

연극인이나 이곳을 찾은 관람객의 경우 공간성의 일부로 받아들이

고 재미있어하죠.” 신촌극장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전진모 연출

의 설명이다.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는 살롱 같은 공간

신촌극장은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는 전진모와 신촌 인근에서 술집

을 운영하는 원부연,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문을 열었다. 연세대 사

회과학대학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 겨울, 연

극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극장 운영을 실현하기로 마음

먹고 크라우드펀딩의 문을 두드렸다. 목표 모금액은 4,000만 원. 

모금을 진행했던 회사조차도 높은 목표 금액을 걱정했지만, 2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두 달 만에 4,000만 원 모금에 성공했다. “대

학로가 아닌 신촌에 극장이 생긴다는 점을 신선하게 바라봐주신 것 

같아요. 동아리와 연극계 선배들의 지원도 컸고요. 크라우드펀딩으

로 문을 연 극장이다 보니 누군가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담

감도 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난 9월 이연주 연출의 연극 <아무도 아닌>으로 첫 무대를 올린 신

촌극장은 10월에 음향·음악감독이자 사운드아티스트인 목소와 공

연예술 관련 독립출판사 ‘1도씨’를 운영하고 있는 허영균의 <정원연

구: 응시>전을 열었고, 11월에는 최윤석 작가의 전시와 장현준 안무

가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신촌극장은 대관이나 공간 임대를 진행

하기보다 극장의 공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살릴 수 있

는 예술가들과 작업하거나 직접 공연을 기획하며 일반적인 소극장

과는 다른 접점에서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소극장들이 대학로

에 모여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학로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대학로 소극장이 100~300석 규모라면, 신촌극장은 20~40석 규모

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진짜 소극장이죠. 배우와 관객이 가까이에

서 긴밀하게 만나다 보니 서로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이러한 만남과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살롱 같은 공간을 만

들고 싶습니다.”

현재 연극의 메카라고 하면 자연스레 대학로를 떠올리지만, 1990년

대까지만 해도 신촌에는 9개의 소극장이 자리했다고 한다. 신촌은 

한때 청춘이 사랑했던 문화와 예술의 거리였지만 현재는 특유의 에

너지를 잃어버리고 홍대와 연남동 등에 밀려 재미없는 동네가 되고 

말았다. 신촌극장은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모여 신촌다움을 되살

리는 공간이 되기를 꿈꾸며 문을 열었다.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

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형성한 관계를 바탕으로 긍

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신촌 지역과 동네 주민들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싶은 바람이다. 신촌의 기찻길 옆 골목을 지나가다 우연

히 신촌극장의 간판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보자. 

신촌극장은 예술을 통한 담론과 공론을 언제나 환영하는 열린 공간

이니까.

글 윤현영  사진 제공 신촌극장

3

2

1 연극 무대, 전시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되는 극장 내부.  

2  신촌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신촌극장의 간판. 

3  <정원연구: 응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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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그리워지는 목소리가 있

다. 한국 가요계의 ‘불멸의 신화’이자 ‘영원한 가객’으로 

불리는 고(故) 김광석(1964~1996)이 그 주인공이다. 

가을만큼 김광석의 노래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 또 있을

까. 최근 뉴스에서는 김광석과 그의 딸의 죽음을 둘러싼 

어지러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실과 관계없이 

그가 남긴 노래는 여전히 아름답기만 하다. 김광석의 음

악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서른즈음에>와 <그 여름, 동

물원>이 올가을 나란히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마음을 

적신다. 

가을, 김광석의 
목소리가 그리운 계절

공간, 공감

공감 1 

뮤지컬 <서른즈음에>와 <그 여름, 동물원>

1   뮤지컬 <서른즈음에>. 

2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전 국민의 애창곡, 뮤지컬로 듣는다 

<서른즈음에> 10. 20~12. 2, 이화여대 삼성홀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담담한 목

소리 안에 진한 감성이 묻어나는 <서른 즈음에>는 김광석의 노래 

중 가장 사랑받는 전 국민의 애창곡이다.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강승원의 대표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 <서른즈음에>라는 제

목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극은 대기업 만년 차장 49세 ‘현식’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며 오직 

승진을 위해 하루하루 견디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그에

게 돌아오는 건 화장실 앞에 놓인 책상과 동료들의 비웃음, 아내의 

잔소리뿐이다. “인생 참 힘들다, 내 삶 별 볼 일 없다”라고 좌절하는 

순간, 현식은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시절인 1997년 대학 캠퍼스에 

서 있음을 느낀다. 서른 즈음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현식 앞에는 용

기가 없어 고백 한 번 못하고 떠나보낸 ‘첫사랑’과 엄마의 반대 때문

에 포기해버린 진짜 꿈 ‘음악’이 놓여 있다.

2017년과 1997년 사이를 오가며 진행되는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

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고 어

디로 향해 가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2017년 팍팍한 삶의 무

게를 견디는 ‘중년 현식’ 역에 실력파 베테랑 배우 이정열과 조순창, 

1997년 꿈과 사랑을 찾는 ‘청년 현식’ 역에는 아이돌 그룹 B1A4의 산

들과 뮤지컬계 루키 백형훈이 출연해 객석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작사·작곡가뿐만 아니라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

터>,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국내 대표 음악 프로그램의 음악감독

으로 활동 중인 강승원과 최근 <히든싱어>, <팬텀싱어> 등 인기 음

악 예능을 이끌고 있는 조승욱 연출이 의기투합해 ‘노래’가 주인공

이 되는 뮤지컬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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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녀석’의 숨결이 담긴 노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그 여름, 동물원> 11. 7~2018. 1. 7, 한전아트센터

<혜화동>, <거리에서>, <사랑했지만>, <변해가네> 등 1980~1990

년대 가요계를 뒤흔들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리메이크되는 명곡들

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광석과 그가 몸담았던 그룹 동물원

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을 통해서다. 2015

년 초연 이후 새로운 캐스트와 함께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작품은 1988년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뭉친 다섯 친구가 처음 만나 

포크그룹 ‘동물원’을 만든 시점부터 국내 최고의 뮤지션으로 성장하

는 과정을 담아냈다. 수많은 가수들의 ‘워너비’로 불리며 동경의 대

상이 되지만, 음악적 견해가 달랐던 멤버들은 점차 각자의 음악 인

생을 걸어간다. 동물원의 실제 이야기와 그들의 음악이 조화롭게 

구성된 뮤지컬은 지난 두 시즌 동안 관객들에게 ‘추억 여행’을 선사

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극에는 김창기, 박기영, 유준열, 박경찬 등 실제 동물원 멤버들의 

2

이름이 그대로 나오지만, 김광석만큼은 ‘그 친구’ 혹은 ‘그 녀석’으로 

등장한다. 이는 김광석의 이름과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이 아내 서해순 씨 소유인데, 저작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은 탓이다. 극 중 등장하는 노래들도 김광석이 직접 작

사·작곡한 것은 전부 빠졌고, 다른 뮤지션이 만들고 김광석이 부른 

곡들만 삽입됐다.

그룹 탈퇴 후 홀로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다 생을 마감한 ‘그 친구’ 

역에는 뮤지션이자 배우인 홍경민과 <히든싱어> 김광석 편의 준우

승자 최승열이 돌아왔으며, 영화배우 조복래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외에도 유리상자의 이세준, 그룹 파란 출신의 최성욱, 틴탑 출신

의 병헌 등 후배 가수들과 윤희석, 임진웅, 최신권, 유제윤 등 실력

파 배우들이 동물원 멤버로 무대에 선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드

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등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더욱 생생하고 

아련하게 8090 감성을 전할 예정이다.

글 양승희_ 뉴스컬처 기자  사진 제공 에그플랜트, 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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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하나. 이보다 절박할 수는 없다. 그물에 뒤엉킨 두 

남녀가 서로에게 다가가려 버둥거린다. 허우적거릴수

록 혼돈의 감정에 치감길 뿐인데. 장면 둘. 이보다 절절

할 순 없다. 라면으로 만든 뗏목이 갈라지는 위급상황. 

뗏목에는 달걀 반쪽씩이 타고 있다. 간격은 벌어지고 둘

은 팔을 뻗으며 절규한다. 

사랑, 묘약으로 
취할 건가 
음식으로 채울 건가

공간, 공감

공감 2

1

전시 <사랑의 묘약: 열 개의 방, 세 개의 마음>과 

<테리 보더: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1   밥 캐리 <페임>(Fame), 2016.

2  테리 보더 <시리얼 킬러>(Cereal Killer). 

‘장면 하나’는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 펼쳐놓은 광경이다. <사랑

의 묘약: 열 개의 방, 세 개의 마음>이란 주제로 꾸민 기획전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동명 오페라 <사랑의 묘약> 

(1832)을 모티프 삼아 10가지 사랑을 열어놨다. ‘장면 둘’은 서울 안

국동 사비나미술관에 벌어진 난장판. <테리 보더: 먹고, 즐기고, 사

랑하라>란 테마로 펼쳤다. 미국의 사진작가로, 메이커아티스트로

도 활약하는 테리 보더는 시리얼, 식빵, 감자칩, 달걀 등으로 만든 

‘대리인간’이 겪는 아픈 사랑을 유쾌하게 포착했다.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닿았다고 해도 닿은 것이 아닌, 이것은 사랑이다. 그

러니 어쩌겠는가. 묘약을 찾고 음식으로 채울 밖에. ‘한 번쯤 던져야 

할 사랑’을 찾는다면 서울미술관으로 향하면 된다. ‘사랑 뭐 별거 있

어?’라면 사비나미술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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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리 없지 않나. 그런데 있었다. 묘약의 실체는 용기였던 것. 발

레복 튀튀를 입은 미국남자 캐리가 나섰다. 아내가 유방암 투병을 

시작하자 핑크색의 발레복 차림으로 포즈를 취한 거다. 전시는 캐

리가 세계 곳곳에서 감동을 선사한 사진작품 여러 점을 걸었다. 

“남 몰래 흘린 눈물이 두 뺨에 흐르네. 나 홀로 갈구하는 바로 그 사

랑일세.”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는 기가 막힌 선율의 아리아가 있

다.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이다.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사랑

은 혼자 꺼이꺼이 쏟아내는 눈물이었다. 전시는 내년 3월 4일까지 

계속된다. 

이별이 싫은 달걀 반쪽… 웃기는 사랑

<테리 보더: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사비나미술관, 10. 13∼12. 30

도대체 답이 없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 왕왕 예상치 못한 비극이 빚

어지기도 한다. 시리얼 살인사건 같은. 사랑에 눈먼 시리얼이 정적

인 시리얼을 우유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죽은 시리

얼 앞에서 다른 시리얼이 무릎을 꿇은 채 절망한다. 

작가 테리 보더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특별한 캐릭터를 창조한다. 

철사로 팔다리를 붙여 만든 ‘벤트 아트’다. 그러곤 이들에게 희로애락

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뒤 정교한 사진 촬영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충

격적인 ‘살인사건’을 보면서도 실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은 기발한 

상상력 덕분이다. 숨은 이야깃거리를 듬뿍 얹은 블랙유머다. 

샌드위치 쿠키의 사랑 방식을 한 번 보자. 두 개로 쪼개진 쿠키 중 한

쪽이 팔을 벌려 “내게로 와”를 외친다. 배에 크림을 잔뜩 바른 그는 합

체된 쿠키를 간절히 원하는 듯하다(<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  

쿠키뿐인가. 보더의 작품 세계를 위해 노란 꽃을 사이에 둔 딸기

잼·땅콩잼 식빵 커플(<꽃을 건네는 마음>), 라면 뗏목 위 달걀 반

쪽들(<슬픈 안녕>)도 나섰다. 

굳이 사랑 이야기만도 아니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도 그가 즐기는 

테마. 쭈글쭈글한 대추에 마스크 팩을 씌우기도 하고(<매끄러운 피

부 관리>), 누가 베어 먹은 날씬한 사과를 거울 앞에 세우기도 한다

(<사과 다이어트>). 

이번 전시는 보더의 첫 한국 개인전이다. 속마음을 들킨 듯 화들짝

하게 하는 사진, 그 실제 모델이 된 입체 작품 등 90여 점을 내놓고 

그는 이렇게 외친다. “사람아! 사랑이, 세상살이가 너희만 어려운 

건 아니다.” 전시는 12월 30일까지다. 

글�오현주_�이데일리�선임기자  사진 제공 서울미술관, 사비나미술관

2

그대와 난 이뤄질 수 없나… 고뇌하는 사랑 

<사랑의 묘약: 열 개의 방, 세 개의 마음> 서울미술관, 9. 26∼2018. 3. 4

격렬하게 끌어안은 것도 모자라 투명 랩으로 싸매기까지 했다. 두 

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듯하다. 무엇이 이들의 사랑

을 가르고 있나. 대만 출신 사진작가 신왕이 답을 내놨다. 집착이었

다. 고통스러운 사랑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디 셀핑>(2014) 시리즈

는 작가의 경험에서 나왔다. 사랑에는 버려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집착이더라는 것. 

기획전 <사랑의 묘약>에는 10가지 주제어가 등장한다. 일상, 방황, 

욕망, 공허, 집착, 신뢰, 고독, 용기, 희생, 기쁨. 신왕을 비롯해 이

르마 그루넨홀츠, 안민정, 신단비이석예술, 밥 캐리 등 10개 팀이 

나서 주제어에 맞춘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100여 점을 걸고 세

웠다. 

전시는 오페라의 두 주인공이 겪는 감정의 변화를 따른다. 이들 사

랑의 시작은 스페인 3D 일러스트레이터 그루넨홀츠가 잡았다. 클

레이 점토로 만든 모형을 촬영한 <커넥션>(2015), <허그>(2015) 등

으로 그물에 엉켜버린 두 남녀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후 욕

망과 공허, 집착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이들은 결국 신뢰란 열쇠를 

찾는다. 이때의 작품은 커플 아티스트인 신단비이석예술의 <만남> 

(2015), <만짐>(2015) 등.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와 서울의 덕수궁 돌

담길 등에서 동시에 촬영한 사진을 교묘히 연결했다. 

오페라의 반전은 상대의 마음을 얻게 한다는 ‘묘약’. 하지만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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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다른 예술 장르의 결합은 때로 강렬하고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피아노 콩쿠르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을 각각 다룬 두 소설 <꿀벌과 천둥>, <빛 혹은 그림자>

는 읽는 재미는 물론 음악과 미술의 매력을 함께 맛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소설로 만난 
음악 VS 그림

공간, 공감

공감 3

책 <꿀벌과 천둥>과 <빛 혹은 그림자>

장편 <꿀벌과 천둥>은 가상의 일본 도시 요시가에에서 3년마다 열리

는 ‘요시가에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책을 펼

치자마자 순식간에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든다. <빛 혹

은 그림자>는 스티븐 킹, 조이스 캐럴 오츠, 마이클 코널리 등 17명

의 작가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17점에서 영감을 받아 쓴 단편소설

들을 엮었다. 호퍼는 현대 미국인의 고독, 상실감을 탁월하게 그려

낸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 우리나라의 한 유통 대기업은 호퍼의 그

림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TV 광고를 만들어 주목받기도 했다. 

활자로 듣는 음악 

<꿀벌과 천둥> 온다 리쿠 지음, 김선영 옮김, 현대문학

<꿀벌과 천둥>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콩쿠르에 참가하는 이들

이 등장한다. 양봉가의 아들로 자유분방하고 매혹적이면서도 도발

적인 연주를 하는 가자마 진, 어머니를 잃은 후 연주회장에서 갑자

기 사라졌던 천재 소녀 에이덴 아야, 뛰어난 실력과 빼어난 외모로 

줄리아드음악원을 대표하는 마사루 카를로스 레비 아나톨, 피아니

스트의 꿈을 접고 대형 악기점에서 일하는 다카시마 아카시…. 

이들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빗방울이 지붕에 세차게 떨어지는 소

리를 듣고, 숲속의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는가 하면 광활한 우주까지 

만난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수차례 경연이 진행되며 점점 좁아지는 

문을 통과하는 이들의 팽팽한 여정은 긴장을 고조시킨다. 탄탄하고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작가의 솜씨는 일품이다.          

가자마 진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짜릿함을 더한다. 

진은 제자를 별로 두지 않았던 전설적인 음악가 유지 폰 호프만이 

숨지기 직전까지 찾아가 가르친 천재 소년. 천진난만하고 바람 같

은 진은 아야와 마사루는 물론 심사위원들에게까지 강한 파장을 불

러일으킨다. 이들은 호프만이 진을 통해 의도한 바를 더듬으며 음

악이 자신에게 지닌 의미를 곱씹는다. 진 역시 처음 참가한 콩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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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 점에 담긴 소설 한 편

<빛 혹은 그림자> 로런스 블록 엮음, 이진 옮김, 문학동네

<빛 혹은 그림자>는 좋아하는 작가나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아 자

유롭게 즐기면 된다. 컬러 도판으로 수록된 호퍼의 유명 작품을 감

상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호퍼의 그림을 보고 글을 쓰는 프

로젝트는 로런스 블록의 주도로 진행됐고, 그 결과 스릴러, 범죄, 

미스터리 등 다양한 유형의 소설이 모였다.

마이클 코널리는 늦은 밤 식당에 홀로 온 남성,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은 남녀 등이 그려진 <밤을 새우는 사람들>을 이야기 속에 직접 

등장시켰다. 사설탐정이 된 전직 경찰이 영화계 거물 프로듀서의 

의뢰를 받아 한 여성의 신원 확인에 나선다. 의뢰인은 여성이 자취

를 감춘 딸이라고 여기고 있다. 작가 지망생인 여성은 미술관에서 

호퍼의 <밤을 새우는 사람들>을 보며 글을 쓴다. 사설탐정과 여성

이 그림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면 작품 속 인물들을 더 유심

히 살펴보게 된다.  

소파에 앉아 책 읽는 여성과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피우는 남성

이 있는 <선로 옆 호텔>을 보고 제프리 디버가 풀어낸 상상력은 무

릎을 칠 만하다. 러시아 대령이 감시하던 유명 독일 과학자의 미국 

망명을 막지 못한 사유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과학자가 

미국에 있는 가족과 엽서를 주고받으며 그 속에 있는 그림을 통해 

암호처럼 의사를 전달하는데, 특히 <선로 옆 호텔> 그림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동판매기 식당>, <호텔 로비>를 통해서는 반전을 선사하는 이야

기를 들려주고, <오전 열한시>에서는 밀애를 나누는 여성의 복잡한 

심리를 세밀하게 짚어낸다. 그림 한 점에서도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다니! 그림은 적어도 두 번은 보게 된다. 글

을 읽기 전과 후. 같은 그림이지만 느낌은 사뭇 달라진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긴 호흡으로 책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다

면 <꿀벌과 천둥>을 권한다. 그림을 보며 머리도 식히고 가벼운 마

음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즐기길 원하는 이에게는 <빛 혹은 그림

자>가 제격이다.   

글 손효림_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동아일보 

        

에서 다양한 연주를 듣고 아야, 마사루와 교감하며 성장한다.

저자는 일본 하마마쓰시에서 3년마다 열리는 ‘하마마쓰 국제 피아

노 콩쿠르’를 2006년부터 4번 지켜보며 꼼꼼하게 취재했다. 덕분

에 콩쿠르 현장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조율사와 무대 매니저 등

이 흘리는 땀방울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듯하다. 두 번째 참관

한 2009년 대회의 우승자는 조성진이었다. 책 후반부에는 조성진

을 연상케 하는 참가자가 등장한다. 쇼팽, 리스트, 베토벤, 브람스 

등 거장의 음악이 활자로 쉼 없이 흘러나오기에 직접 들어보고 싶

어진다. 일본에서는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책에 등장한 음악을 모

은 CD가 큰 사랑을 받았다. 올해 일본 나오키상, 서점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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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상담소

은퇴한 60대 남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올해 12월이면 30년 넘게 일한 직

장에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몇 십 년을 출퇴근하며 규칙

적으로 바쁘게 지내셨는데, 퇴직 후 갑자기 시간 여유가 

생기면 우울하고 쓸쓸해하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평소 

산책이나 신문과 책 읽기를 좋아하시지만 딱히 특별한 취

미는 없으세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면 좀 더 즐겁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은퇴 후 여유롭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6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있을까요?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

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채

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

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

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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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커뮤니티가 230여 개가 넘고, 취미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의 경험들을 나누고 전환하여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다양한 활동

들을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고민을 나누고 격려받다 보

면 생활에 활기도 생기고 보다 적극적으로 취미를 즐기실 수 있을 거

예요.           

“우리나라 아저씨들에게 마음껏 놀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놀아야 하

는지를 모른다. 등산하고 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것이 너무 안타깝

다”며 잘 노는 인간 ‘호모 루덴스’에 관심이 많은 한 분은 춤을 좋아하

는 동년배들과 루덴스협동조합을 만들어 다양한 공연과 활동으로 

새로운 50+ 문화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사진을 배우는 분들은 취미

를 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활동도 합

니다. 그동안은 밥벌이를 위해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새로 만나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과거의 이

야기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한다며 꿈꾸듯 

눈을 반짝입니다. 50플러스캠퍼스에서 만나는 지금 서울의 50+세

대들의 모습입니다. 

아버님 혼자 조용히 사색하며 산책하고 책을 보며 여유 있게 즐기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지만, 그동안 찾지 못한(?) 또는 잊고 있던 내 안

의 꿈과 열정을 다시금 되살리는 중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 있는 한 늙지 않는다.” 우리나라 모든 아버지들의 두근두근한 

삶을 응원합니다.   

답변 이민정_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인생 전환기의 꿈꾸

는 젊은 어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50+,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옆도 뒤도,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

보지 못하고 살아오신 아버님께 먼저 “그동안 너무나 애

쓰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례자분의 질문을 읽으며, 일을 안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다며 여전히 쉬시지 못하는 친정어머니가 생

각나 많이 공감됩니다. 이제 좀 즐기며 사시라고 그럴 자격 충분하다

고 말씀드리지만,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으신가 봐요. 

예전에는 60세쯤 되면 적당한 취미생활과 소일거리로 노후를 보내

도 되었지만, 지금의 50+세대(만 50~64세)는 소위 ‘100세 혁명’이라

는 인류 최초의 새로운 인생주기를 맞는 분들입니다. 축구 경기로 치

면 이제 전반전을 뛰었고 동일한 시간의 후반전을 다시 준비해야 하

는 거죠.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50+세대를 위한 지원

기관이다 보니, 아버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

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고,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젊은데 일

거리는 마땅치 않고, 무엇보다 마음 편히 갈 곳이 없다는 공통된 고

민을 토로합니다. 은평구와 마포구에 위치한 50플러스캠퍼스 프로

그램 중 <50+인생학교>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도 이런 어른들의 고

민이 묻어난 것이겠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거운 책임감 속에 미처 

돌보지 못한 스스로를 챙기고 온전히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즈

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달라진 일상을 만나는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신을 내려

놓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비

서나 부하직원들이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해야 환영받는 존재가 되

겠죠. 익숙했던 삶의 패턴을 바꾸거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한다는 것

은 어쩌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서글프기도 하고 외롭기

도 한 복잡한 마음들이 교차하는데, 이 시기를 동년배와 나누는 것만

으로 크게 위로가 된다고 해요. 

어제와 달라진 삶, 그래서 더 재미있다 

취미활동도 혼자보다는 함께 돕고 격려하는 환경 속에서 관심 있는 

활동들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 위에

서 말씀드린 50플러스캠퍼스에 오시면 동년배 친구의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습니다. 50+세대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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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of Seoul

‘뺑뺑이’ 무시험 추첨제 

중·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추첨으로 배정받아 입학한 세대를 ‘뺑뺑

이 세대’라고 합니다. 정부는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

를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2월 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배정을 

위한 추첨이 실시됐고, 197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어 

1974년에는 고등학교 입시도 폐지됐죠.

요즘은 컴퓨터로 학교를 자동 배정하지만 당시 무시험 추첨은 <사

진 1>에서처럼 물레 모양의 8각형 추첨기를 돌리면 중학교 고유번

호가 적힌 은행알이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뺑

뺑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각 학군별로 지급된 추첨기 안에는 관

내 중학교 고유번호가 쓰인 추첨알 2,000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 학생이 통을 돌려 추첨알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초에서 

1분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무시험 추첨에 대해 어린이들을 입시지옥

에서 해방시켰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자녀가 원치 않는 학

한국의 교육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학제(學

制)의 기원은 갑오개혁 이듬해에 발표한 고종의 교육조서(敎育詔

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는 일제가 식민통치

를 위해 조선교육령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돼 미국의 단선형 학제 중 가장 널리 활용

되던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 학제를 도입했

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제도로 완성됐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의

무교육으로 했다가 2002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 의무교

육을 시작해 2004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진 1> 중학교 배정을 위한 추첨 모습.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

시대의 변화와 함께한 한국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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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의 항의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방 학생들이 무시험 진학을 노리고 서울로 대거 전입하여 파동

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서울시교육감

이 2,400명이 넘는 지방 전입 희망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발

표하며 파동이 과열됐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들을 지방으로 되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파동이 일자 부모가 직장을 옮겨 서울로 

온 200여 명의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전입 사무 중지로 개

학 후에도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잠

정적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 온 학생에 한해 전입 업무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제정된 제1차 교과과정

1955년 8월 문교부(현 교육부)령으로 초·중·고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

정이 정식으로 제정, 공포됐습니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1953년 3월

부터 시작된 이 교과과정 제정 사업은 2년간 500여 명의 인원이 참

<사진 2> 1950년대 말 남학생들의 재봉 실습 장면. 

여해 완성했습니다. 이 신문에는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가일층 전

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1차 교과과정’으로 구분되는 이 과정은 산업 발전을 위해 실업교

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학교 교과과정에는 남녀 구분 없이 

가사, 재봉, 수예 등을 포함한 실업가정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토록 했습니다. <사진 2>는 1950년대 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재봉 실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앳된 얼굴의 학생들

이 진지한 표정으로 재봉질을 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입니다. 

하지만 문교 당국의 계획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실업교육 강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나 봅니다. 경비 부족 등으로 시설 확충이 빠

르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실업학교에서도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인문계학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진 김천길_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

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_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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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of Seoul
서울 단상

사진학을 전공한 후 사진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

고 있는 최연하는 최근 강가에서 산기슭으로 거

처를 옮겼다. 내 집이 있는 동네지만 집 같지 않은 

낯설음과 친숙함에 익숙해지며, 숨어 있는 텍스

트들을 찾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동네를 즐겁게 

헤매는 중이다.

강에서 숲으로
독립큐레이터 최연하의 서울 산책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어떤 가능성을 안겨준다. 

한강변에 살 때는 한강에서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길이 주 산책로였

는데, 비밀로 가득한 강물을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일이 

특히 좋았다. 아득히 흘러가버린 시간들과 만나고, 기념사진처럼 각

인되어 층층이 쌓인 기억과도 마주한다. 돌연 이상하고 연관성이 없

는 이미지들이 보존되어 있었던 망각들처럼, 흔들리고 나부끼며 맥

락 없이 출현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 강가를 걸으며 육감적으로 떠오

르는 기억의 처소를 들여다보는 일은 ‘낯선 나’를 계속 발견하는 일이

기도 했다. 고정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다만 흐를 뿐인 강물과 함

께 나도 서른에서 마흔의 중반으로 흘러왔다. 

새로 이사 온 동네의 낯선 친밀감

그 사이 생활의 반경도 넓어졌다. 내가 살고 일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지 못하다가 점차 서울의 서쪽과 남쪽 경계 지역으로 나아가더니, 서

북쪽과 북북쪽까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분주함은 더해가고, 

강가를 산책하는 횟수도 적어질 즈음, 장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일주일에 나흘은 200여 명 앞에서 사진학을 강의하는 내

게 녹색 방이 절실해진 것이다. 침묵 속에서 홀로 고요히 머무는 시

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 말들의 정처가 가여워질 것이기에. 삶의 스

산함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깃들 때, 그래서 자신의 주변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한 시간이 자주 출몰하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배회하며 풍경의 세목을 들여다

본다. 어두운 방과 광장,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 음습함과 밝음, 달빛

과 햇빛, 작은 풀과 키 큰 나무, 그림자와 검은 강물 등. 그 즈음에 발

견한 집, 높은 언덕 위 빨간 벽돌집은 인왕산과 북악산, 북한산을 품

고 있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햇빛과 햇살과 햇볕이 종일 친밀하게 

드나든다. 여명의 시간에는 숲의 청량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강가에서 산기슭으로 이사한 지 20여 일이 되어간다. 산기슭의 산책

은 경사진 언덕들을 오르내리는 것이기에 강가의 부드러움이나 여

유로움과는 호흡과 걸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살피다가, 지금은 꽤 높은 곳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몸에 

익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산이 나를 데려가는 곳은 마을의 공간과 

내 삶의 매체, 사진과 걷기

내 생의 8할은 온통 사진이었다. 사진학을 전공한 후 사진은 내게 일

과 공부와 밥과 휴식을 제공했다. 사진 전시를 기획하면서부터 사진

가들이 친구와 선생, 후배와 선배로 등장했다. 사진의 근원이 궁금해

서 작가가 촬영한 곳을 쫓으며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은 큰 기

쁨으로 자리한다. 사진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인사동과 삼청동, 옥인

동과 효자동을 걷는 일은 내 발에 꼭 맞춤인 노선이 되었다. 삶의 이

력이 사진이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력(履歷)의 한자어 ‘이’(履)에

는 ‘밟다, 신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다. ‘신발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 

곧 이력서인 샘인데, 사진과 함께 걷고, 사진으로 행해온 내 사진 이

력도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물리적인 눈의 초점거리는 멀어졌지만, 

풍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밝아진 듯하다. 사진이 내게 준 큰 선

물이다. 풍경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많이 걷는 일을 즐기게 

하였고, 풍경의 그늘과 밝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촉수를 심어주었

다. 풍경의 행간을 읽으려는 욕망도 강해졌다. 사진 이미지로 넘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未知)’들을 가시화하는 것은 작은 윤리

가 되었다. 

사진하는 사람의 육체가 행위의 매체가 된, 즉 ‘사진과 걷기’가 삶의 

매체(media)인 내게 길은 매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길 위에서의 

시각도 단일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길을 따라 계속 움직인다. 내가 

길을 보는 관점은 길을 따라 다만 움직이는 과정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걷기. 그렇기에 구체적 경험 및 일상성은 사진의 감각

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이고,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사

진 작품의 처소처럼, 내 의도로부터 자유롭게 전개되는 산책길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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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에 몰두해야 하는 지점, 풍경, 소리, 움직임, 사람들, 바람, 감촉 

등의 특수한 실체로, 그것들은 아직 현상되지 않은 오래된 필름을 태

운 빛줄기처럼 희미하게 맺혀 있기도 하지만, 깨진 유리거울처럼 날

카롭게 풍경을 내뿜기도 한다. 내 집이 있는 마을인데, ‘집 같지 않은’

(Unheimlich) 낯선 친밀감도 익숙해간다. 내가 읽어야 할 이 마을의 

숨은 텍스트들, 쓰여지지 않은 행간을 더듬으며 기꺼이 헤매는 시간

도 누리게 된다. 

도시를 느리고 길게 산책하며 기억의 창고를 짓는 수집가의 역할에 

자신의 위치를 상정했던 발터 벤야민은 <베를린의 유년시절>에서 

“한 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마치 숲에서 길을 잃듯이 헤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헤매는 사람에게 거리의 이름들이 마치 

잔가지들이 뚝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오고, 움푹 팬 산의 분지처럼 

시내의 골목들이 하루의 시간 변화를 분명히 알려줄 정도가 되어야 

도시를 헤맨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거리는 역사의 묘

지이며, 걷기는 그 역사를 읽는 방법이고 산책은 나의 역사와 이 도

시의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곤 한다”고 했다. 현대의 벤야민이라

면 서울을 어떻게 표상했을까. 삶-사진-산책이 함께 배회 중인 내게 

이 동네 역시 계속 나를 헤매게 할 것 같다. 사진을 찍는 일이 각자의 

바람에 이르는 역동적인 운동이듯, 머무르지 않는 강물처럼 숲은 더

욱 산만하게 배회할 것을 주문한다. 

글 최연하_ 도래할 징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되도록 많은 시간을 미술현장에서 비평

과  전시기획, 강의에 할애하고 있다. 

그림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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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나는 록 

음악에 푹 빠져 있었다. 틈나는 대로 동네 음반가

게에 들러 뭐가 새로 나왔나 살피는 게 중요한 일

과였다. 평소처럼 음반가게에 갔는데 한 앨범 재

킷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낡아빠진 구두 위에 마술

사들이나 쓸 법한 ‘톱 햇’(top hat) 모자, 그리고 

역시 마술사들이나 휘두를 법한 스틱이 놓여 있

었다. 오른쪽 귀퉁이에 커다랗게 적힌 글자는 미

스터 빅(MR. BIG).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밴드 이

름이었다.

그래, 우리 함께

미스터 빅(MR. BIG)과의 시간을 추억하다

Soul of Seoul
서정민의 썰(說) 

1

2

왜 그랬는지 나는 이 앨범을 평소 즐겨 사던 카세트테이프가 아닌 

LP로 샀다. 이름처럼 커다란 실체를 가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집

에 와서 들어보니 신나는 하드록이었다. 알고 보니 이전부터 왕성하

게 활동하던 실력자들이 모인 밴드였다. 에릭 마틴(보컬)의 쇳소리 

같은 음색은 매력적이었으며, 폴 길버트(기타)와 빌리 시언(베이스)

의 연주는 정상급이었다. 팻 토피(드럼)의 연주 또한 힘이 넘쳤다. 좋

은 밴드 하나 알게 됐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밴드는 생각만큼 크게 

뜨지는 못했다. 

아쉬움은 꼭 2년 뒤 완벽하게 해소됐다. 미스터 빅이 1991년 발표한 

2집 <Lean Into It>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앨범을 사서 첫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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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dy, Brother, Lover, Little Boy>부터 마지막 곡 <To Be With 

You>까지 통째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듣고 또 들었다. 빌보드 싱

글 차트 1위까지 올라간 이들의 대표곡 <To Be With You>는 각별

하다. 재수생 시절, 쉬는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

소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내가 이어폰을 끼고 메인 보컬을 

소화하면 옆에서 이어폰을 나눠 낀 친구가 코러스를 넣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제법인데” 하며 박수를 쳐주었다. 그런 소소한 즐거움 덕

에 팍팍할 수 있는 재수생 시절을 잘 버텼다.

그러고는 미스터 빅을 잊었다. 새 앨범을 내도 더 이상 사지 않았다. 

내한공연도 했지만 관심 밖이었다. 그러는 사이 밴드는 2002년 해

체를 했고, 이후 팬들의 요청으로 2009년 재결성했다. 오랜만에 미

스터 빅의 이름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건 2014년이었다. 내한공연

을 앞두고 있었는데, 드러머 팻 토피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

식을 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공연에 참여한다고 했다. 무조건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고 

말았다. 두고두고 아쉬웠다.

미스터 빅이 선사한 마법 같은 시간

그 아쉬움을 달랠 기회가 3년 만에 왔다. 미스터 빅이 지난 10월 8일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내한공연을 펼친 것이다. 파킨슨

병으로 몸이 불편한 팻 토피가 이번에도 동참한다는 얘기를 듣고 만

사 제치고 공연장으로 달려갔다. 1996년 이후 벌써 5번째 내한인 데

다 추석 황금연휴 도중이어서 관객이 얼마나 올까 걱정했는데, 거의 

만석이었다. 이번이 아니면 팻 토피를 언제 또 보겠나 하는 생각을 

나만 한 건 아니었으리라.

외모에서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지만, 연주 실력만은 건재했다. 

무대를 여는 첫 곡 <Daddy, Brother, Lover, Little Boy>부터 관객들

은 ‘떼창’을 하며 공연장을 달궜다.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따라 불렀

다. 드러머 자리에는 생소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객원 멤버로 참여

한 맷 스타다. 몇 곡을 마친 뒤 팻 토피가 등장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메인 드럼 옆에 마련된 작은 드럼 세트 앞에 선 그

는 탬버린을 치며 코러스를 했다. 간혹 스틱으로 드럼을 두드리기도 

했다. 힘겨운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큰 울림을 자아내는 듯했다. 

그러던 팻 토피가 갑자기 메인 드러머 자리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환

호성을 질렀다. 밴드가 연주를 시작한 곡은 <Just Take My Heart>. 

2집에 수록된 아름다운 발라드다. 팻 토피는 느리지만 간결하고 정

확하게 드럼을 쳤다. 관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떼창을 했다. 노래를 

따라 부르던 나는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

다. 연주를 마친 팻 토피는 일어서서 손을 번쩍 들었다. 사람들의 뜨

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다시 아래의 작은 드럼 세트 앞으로 내려

왔다. 그러고는 공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했다.

마침내 고대하던 <To Be With You>의 시간. 노래를 따라 부르며 나

는 25년 전 재수생 시절 그 교실로 돌아갔다. 공연장에 있던 모든 관

객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각자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4

반세기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났어도 원년 멤버 그대로 찾아와 우리들

에게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해준 미스터 빅. 그들과 함께 나이 먹어

감에 감사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공연의 여운을 느끼려

고 스마트폰으로 미스터 빅 2집 앨범을 플레이했다. 하지만 내가 이용

하는 음원 서비스에서 해당 앨범은 스트리밍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

날로그 시대의 밴드다웠다. ‘그렇지. 이런 앨범은 CD로 들어야지.’ 집

에 가서 CD장을 뒤적여봐야겠다고 생각하다 문득 25년 전 옆에서 코

러스를 넣던 그 친구 생각이 났다. ‘잘살고 있으려나?’ 올해가 가기 전 

그 친구 얼굴을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글 서정민_ 씨네플레이 대표  사진 제공 파파스  

1, 2, 3    지난 10월 8일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친 미스터 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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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환상적인 사

운드로 첫 내한공연을 연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

스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

한 오케스트라다. 일정 기간 모였다가 흩어지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존재하지만 이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다르다. 처음 시작은 대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제2차 세계대전

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38년, 스위스 루체른의 

바그너 집 앞에서 유대인 음악가들을 모아 나치

의 유대인 탄압에 반대하면서 연 연주회였다. 이

후 1943년부터 1993년까지 스위스 출신의 연주

자들로 운영되다가 1999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낸 아이디어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클래식 음악계의 
어벤저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Soul of Seoul
장일범의 음악 정원으로

최고의 연주자들이 한데 모이다 

2000년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로 몸담았던 시기에 위암으로 쓰러졌던 아바도

는 1999년 와병 직전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루체른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인 미하엘 헤플리거를 만났다. 그는 어떤 규칙도 제약도 없는 오케스트라, 아바

도 자신이 손수 선발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헤

플리거에게 내비쳤다. 유럽을 대표하는 하겐 현악 4중주단, 알반 베르크 4중주

단,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 같은 저명한 독주자, 세계적인 트럼페터 라인홀드 

프리드리히, 세계 클라리넷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자비네 마이어와 그녀가 이끄

는 목관 앙상블, 플루티스트 엠마누엘 파위,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 호르

니스트 슈테판 도어 같은 베를린 필의 수석들, 더블베이시스트 알로이스 포쉬를 

포함한 빈 필의 수석 주자들, 아바도 시대 베를린 필의 악장이었던 바이올리니스

트 콜랴 블라허와 비올라 수석이던 볼프람 크리스트 등 최고의 연주자들이 아바

도의 연락을 받고 모여들었다. 때문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훌륭한 와

인을 만들 때 포도알을 한 알 한 알 고르듯 손으로 고른 오케스트라(hand-picked 

orchestra)라고 불린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중심 앙상블은 아바도가 동구권의 젊은 연주자들

을 중심으로 만든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이며 여기에 서유럽 출신 젊은 연주자들

인 유러피언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들도 합세한다. 매년 8월 초부터 3주 동안 함

께 지내며 10번의 리허설을 갖고, 8월에 루체른 페스티벌의 오프닝 콘서트 무대

에 선다. 아바도는 대편성 오케스트라이지만 마치 실내악을 연주하듯 서로가 서

로의 소리를 섬세하게 들으면서 연주하는 것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이상향으로 삼았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여름휴가를 기꺼이 반납하고 

모여들어 2003년부터 잊지 못할 음악을 만들어냈다. 2006년에는 도쿄 산토리홀

에서 최초의 해외 공연을 갖기도 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말러 교향곡 전곡 완주를 목표로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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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씩 연주해왔다. 하지만 결국 대곡인 말러 교향곡 8번 <천인 교향곡>만큼은 부

담을 느껴서인지 연주하지 못했고, 2012년에는 모차르트의 <레퀴엠>으로 연주

곡목을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말러의 8번 교향곡만 남겨놓은 채 2014년 1

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014년 루체른 페스티벌에서는 30대의 라트비아 출신 

지휘자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했으며 2015년 8월의 루체른 페스티벌은 이탈리

아 밀라노 출신의 리카르도 샤이를 음악감독으로 선정, 2016년부터 5년간 계약

했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미래

올해의 서울을 포함한 동북아 투어는 지휘자 샤이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

라가 루체른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연주하는 공연이었다. 특히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 지역을 위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공연장을 구상했다. 2013년 일본의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와 영국의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가 함께 만든 ‘아크 노바’

(Ark Nova)는 텐트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지만 공연장의 어쿠스틱이 담긴 공간

이다. 금년에는 아크 노바를 ‘롯폰기 아트 나이트’라는 주제로 도쿄 도심에 설치해 

10월 1~4일 1시간 정도의 짧은 공연을 하루에 여러 차례 열었다. 이후 일본 투어

를 거쳐 10월 1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한 후 10월 14일과 15일에는 베이

징에서 공연을 치르면서 동북아 3국 콘서트를 완주했다. 이어 10월 21일에는 클

래식계 초미의 관심사인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24일에는 필하모니 에센, 26일

에는 스위스 베른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가지면서 금년 가을 투어를 마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선을 보인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앞으로 ‘아바도 세대’

의 후예인 64세의 리카르도 샤이와 얼마나 놀랍고 흥미진진한 교향악의 예술세

계를 보여줄지, 또 어떤 단원들이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참가하면서 이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전통을 이어나갈지 궁금하다. 

글 장일범_ 음악평론가,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과 

MBC <TV예술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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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of Seoul
서울 건축 읽기

벽돌 건물의 
존재감

은행나무 출판사 사옥

벽돌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된 건축 재료이다. 우

리 일상에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재료가 바로 벽돌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단독주

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대부분이 벽돌로 이

루어져 있다. 너무나 평범해서 싼 재료로 취급되

었던 벽돌이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합정역 근처의 은행나무 출판사 사옥은 메

세나폴리스라는 39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인해 

존재감을 잃어버린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은은

한 향기와 함께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낸다.

1

2 3

벽돌이라는 재료

과거의 은행나무 출판사 사옥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색 벽돌의 2층 단

독주택이었다. 건축주는 ‘존재감’ 있는 건축물을 요구했고, 건축사사무소 루연의 

임도균 건축가는 여러 번의 제안을 통하여 6층의 고벽돌(짧게는 100년, 길게는 

수백 년 전 사용되었던 오래된 벽돌)로 이루어진 사옥을 디자인했다. 

최근 벽돌은 구조재가 아닌 치장재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색깔과 독특

한 쌓기 방식으로 건물의 외벽에서 개성을 만들어낸다. 벽돌은 건축 기술의 발달

과 함께 건물의 힘을 받는 구조체로부터 독립하여 외장재로 자유로워졌다. 다양

한 쌓기 방법과 철물의 개발로 높이 쌓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고층 건물의 외부를 

벽돌로 장식하여 얻어지는 시각적 흥미로움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한 벽돌은 점토로 만드는 자연 재료로 외단열에 적합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다른 재료에 비해 자유로워 친환경적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여름의 에너지 문제나 냉난방 같은 단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외단열에 더 많

은 지원을 하기 시작해 커튼월이나 노출 콘크리트 건물 대신 벽돌을 사용한 개성 

넘치는 건물들이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메세나폴리스와 같은 유리로 만들어진 커튼월 건물의 투명성에 

매혹되고, 가볍고 날렵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은행

나무 출판사 사옥의 청고벽돌은 짙은 회색의 무게감을 통하여 시간의 흔적이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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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정체성을 풍긴다. 붉은색을 띠는 벽돌은 고벽돌, 회색빛과 푸

른빛이 도는 벽돌은 청고벽돌이라고 한다. 사옥 파사드 벽돌의 가지

런한 줄눈은 안정감을 주며, 무엇보다 벽돌 자체의 자연스럽고 친숙

한 이미지가 주변 환경과 어울려 편안함을 선사한다. 

벽돌 외피와 내부 매스의 관계

은행나무 출판사 사옥은 동서남북 4면 모두 벽돌로 일관되게 둘러싸

여 있는 건물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두 다른 

재질감을 표현하며 사각형의 매스를 형성한다. 벽돌은 적층을 통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재료이다. 한 장씩 보면 작은 크기로 세밀

해 보이지만 뭉치면서 큰 무게감을 만들어낸다. 단순해 보이지만 굉

장히 정밀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하는 재료이다. 은행나무 출판사 

사옥은 치장쌓기, 띄어쌓기, 들여쌓기, 매달아쌓기 등 다양한 조적 공

법과 함께 같은 재료이지만 서로 다른 디테일을 통하여 하나의 조형

물을 만들어냈다. 일일이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는 조적

공의 땀과 함께 단단함과 세심함이 녹아 있다.

외부 표면을 벽돌로 감싸면서 내부 돌음계단 대신에 벽돌 외피와 내

부 매스 사이에 직통계단을 배치하여 1층부터 옥상정원까지 연결되

는 동선을 반외부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직통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벽돌 외피 사이사이에 액자와 같은 창을 통하여 외부의 풍경이 

보인다. 각 층의 공간은 단단한 외부와 달리 답답하지 않은 내부를 

만들기 위해 수평창을 두고 벽돌은 매달아쌓기를 하여 조망과 채광

이 잘되도록 설계했다. 사옥은 ‘밖’과 ‘안’을 오가며 6층 높이로 쌓은 

벽돌을 끊임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

어진 내부 매스와 벽돌로 이루어진 외부 스킨은 주변 환경과 유기적

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존재감을 형성한다. 

글·사진 이훈길_ 천산건축 대표. 건축사이자 도시공학박사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 일러스트, 칼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도시를 걷다_사

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건축, 소통과 행복을 꿈꾸다>가 있다.

1   은행나무 출판사 사옥은 벽돌 자체가 주는 친근함으로 주변 환경과 편안하게 

어울린다.

2   내부의 돌음계단 대신에 벽돌 외피와 내부 매스 사이에 직통계단을 배치했다.

3   벽돌 외피에 액자와 같은 창이 있어 외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4   ‘밖’과 ‘안’을 오가며 6층 높이로 쌓은 벽돌을 끊임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4

73



예술가의 삶과 
사랑의 도식 

영화 <시인의 사랑>과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

김양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 <시인의 사랑>과 토마스 만의 소설 <베니

스에서의 죽음>은 모두 소년과 사랑에 빠진 예술가를 소재로 한 작품

들이다. 전자가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술가

와 세계의 충돌을 그린다면, 후자는 예술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성

과 감성의 분투에 주목한다.  

Soul of Seoul
영화의 틈 

안온한 일상과 처절한 사랑의 기로에 서다 

“예쁘기만 한 꽃, 그게 무슨 힘이 있나요.” 시인이 시인에게 말한다. 

당신의 시어는 아름답지만 삶이 담겨 있지 않다고. 언젠가 삶의 아름

다움과 비애를 담은 시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때, 당신의 예술세계는 

더 깊어질 거라고. 동료 시인의 말은 곧 이루어진다. 예쁜 시를 쓰던 

시인은 사랑에 빠진다. 그건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

류의 사랑이다.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

랑이라 하더라도, 기어코 이루고 싶은 사랑이다. 시인의 사랑이 그의 

시를 변하게 한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지난 9월 14일 개봉한 영화 <시인의 사랑> 이야기다. 김양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이 영화는 제주도에서 안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시

인 택기(양익준 분)에게 찾아온 감정의 격랑을 조명한다. 그의 삶은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연속이다. 동네를 산책하고, 친구를 만나고,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밤이 되면 귀가해 아내

(전혜진 분)와 밥을 먹는다. 어쩌면 마흔 살이 될 때까지 택기는 늘 이

래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욕망이 

없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택기의 말에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한다. “처절하지 않

으면 사랑이 아니야.” 

그런 그에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생긴다. 마을 도넛가게

에서 일하는 소년(정가람 분)이다. 소년은 함부로 아름답다. 소년은 

외롭고 가난하다. 택기는 소년의 낡고 허름한 집에 찾아가 그를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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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소년과 가까워진다. 그러던 도중 그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존재

하지 않았던 어떤 감정이 생겨난다. 하지만 택기에게는 오랫동안 함

께해온 아내가 있다. 소년과 그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도 부담스럽

다. 시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호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처절한 사랑과 안온한 일상. 시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시인의 사랑>이 흥미로워지는 건 바로 이 순간부터다. 시인은 사랑

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 머무는 쪽을 택한다. 그에게 사랑이란 에로스

의 동의어가 아니라 보호한다는 감정에 가깝다. 사랑하는 사람이 편

안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걸 다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 평생 아내에

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받으며 살아온 택기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다. 소년이 택기의 바람대로 육지로 떠난 뒤, 집에 홀로 남은 택기는 

<희망>(실제로는 기형도 시인이 쓴 작품이다.)이라는 시를 쓴다. 

이젠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으리라/ 언제부턴가 너를 생각할 때

마다 눈물이 흐른다/ 이젠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무 때나 나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함부로 아름다웠던 감정들은 시 속에 

머물 뿐이다. 

예술가의 삶과 사랑이 주고받는 관계를 성찰하다 

영화 <시인의 사랑>을 보며 생각나는 또 다른 작품이 있다. 독일 작

가 토마스 만의 단편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다. 이 

작품은 1971년 이탈리아 감독 루키노 비스콘티가 연출

한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한데, 당시 세계적인 미남배우 

비요른 안데르센이 예술가가 사랑에 빠지는 완벽한 미

모의 소년을 연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설 <베니스

에서의 죽음>의 주인공은 구스타프 폰 아센바흐라 불리

는 시인이다. 존경받는 시인인 그는 베니스를 여행하던 도중 아름다

운 소년 타지오를 만난다. “가장 고귀했던 시대의 그리스 조각상”을 

연상케 하는 그의 미모에 시인은 매혹되고, 소년의 주변을 맴돌며 그

를 관찰하기 시작한다. 

토마스 만의 단편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받는 <베니스에서의 죽음> 

은 한 소년을 동경하고 사랑하게 된 시인의 변화를 통해 예술가의 삶

과 사랑이 주고받는 관계를 예리하게 성찰한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소년을 사랑하지만 결코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데, 

그건 그가 노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단련해온 이성이 아

름다운 존재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시인의 사랑>이 세계와 예술가의 충돌을 그리고 있다면,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예술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성과 감성

의 분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 토마스 만은 노년

의 예술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격렬한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세상 사람들이 작품의 원천이나 작품의 생성 조건들

은 모르고 단지 아름다운 작품만을 접하게 되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

이다. 왜냐하면 예술가에게 영감이 떠오르게 된 원천을 알게 되면 그

들은 자주 혼란에 빠지거나 깜짝 놀라 훌륭한 작품의 효과가 없어지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시간들!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소모

하는 노력!” 하지만 토마스 만이 언급한 그 ‘이상한 시간들’에 대해 우

리는 자꾸만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술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해. 열정에 사로잡히는 그 이상한 시간들에 대해. 

글 장영엽_ 씨네21 기자

1 영화 <시인의 사랑>의 한 장면.  

2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3 토마스 만 단편선.

ⓒ
민

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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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2017 Calendar

11 MOn TUe Wed 
  1 

6 7 8

13 14 15

20 21 22

27 28 29

�  전시 <어디서 오셨나요>(~11.12) 

�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 

(World Cities Culture Summit Seoul 2017)

     (~11.3)

�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11.5)

�  2017 예술의전당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11.8)

�  뮤지컬 <서른즈음에>(~12.2) 

�  연극 <파란나라>(~11.12)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국악실내악축제>(~11.3)

�  전시 <A to A'>(~11.11) 

�  <10분희곡 페스티벌>(~11.3)

�  G-10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Pride of Korea>(~11.5)

�  연극 〈Night and Day, 밤과 낮 사이〉 

(~11.12)

�  2017 서울빛초롱축제(~11.19) 

�  음악극 <적로>(~11.24) 

�  전시 <다빈치 얼라이브: 천재의 공간> 

(~2018.3.4)

�  무용극 <모던 홍길동>(~11.5)

�  연극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11.12)

�  뮤지컬 <배니싱>(~12.10)

�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2018.1.14)

�  <영화와 음악과 카로스>

�  뮤지컬 <헤드윅>(~11.5)

�  연극 <리어왕>(~11.26)

    

�  전시 <소소하지만 小小하지 않은 

소小소愫한 발견 展>(~11.19)

�  연극 <로미오와 춘향이>(~11.6)

�  오페라 <청>(~11.8)

�  2017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11.14)

�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12.3)

�  연극 <에덴미용실>(~12.31)

�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2018.1.7)

�  <사물이야기>(~11.18)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_최챈주 <가짜세상>(~11.15)

�  서울시민예술대학 신설 기획프로그램 

<음악작당 Rubato>(~12.6, 매주 수) 

�  연극 <고흐+이상, 나쁜피>(~11.26)

�  전시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긋, 

돌아보다>(~2018.3.4) 

�  잠실창작스튜디오 10주년 기념 

<잠실스웨-그>(~11.11)

�  창작무용극 〈로미오와 줄리엣〉(~11.10)

�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11.12)

�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11.12)

�  2017 정동극장 창작ing 창작탈춤극 

<동동>(~11.26)

�  오페라 <파우스트>(~11.11)

�  국립무용단 <묵향>(~11.12)

�  국립현대무용단 픽업스테이지 

<슈팅스타>(~11.12)

�  뮤지컬 <칠서>(~11.17)

�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 

     <나는 살인자입니다>(~11.27)

�  뮤지컬 <팬레터>(~2018.2.4)

�  뮤지컬 <타이타닉>(~2018.2.11)

�  서울무용센터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상영회(~11.12)

�  전시 <착착착>(~11.11) 

�  한마음살림장(~11.12)

�  전시 <20세기 한국화의 역사>(~11.11) 

�  가곡 및 합창음악회 

     <교과서에 나오는 명시-일제저항시편> 

�  2017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11.12)

�  <엉뚱한 사진관> 결과전시 

      <6470展>(~11.12) 

�  전시 <사유 창작 공간 노트>(~11.12)

�  전시 <역사풍경 : 서소문동37번지> 

(~11.12)

�  이차크 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  소극장 혜화당 <제2회 단단페스티벌> 

(~11.12) 

"

    

�  특별기획전 <청년의 초상>(~11.13) �  2017 문래-호주 파트너스 

공동창작워크숍(~11.26)

�  전시 <월경일화>(~11.21)

�  전시 <HIGH TIDE>(~11.21)

�  <아마데우스 라이브>

�  <서울메세나지원사업-무역센터 Special 

트랙> 선정 작품 연희단거리패   

<길 떠나는 가족>(~11.17) 

�  영국 극단 1927 <골렘>(~11.19)

�  <Make Up Dash> (~11.28) 

�  <Light Mullae> (~11.30)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_김태연, 이창숙, 송승림 그룹전 

(~11.25)

�  <이야기 듣는 길> 청년예술가 노인 구술 

워크숍+전시(~12.10)

�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  청소년극 <말들의 집>(~12.3) 

�  뮤지컬 <레베카>(~11.18) �  연극 <1984>(~11.19)

�  전시 <강익중 : 내가 아는 것>(~11.19)

�  전시 <도그 in 강남>(~11.19)

�  2017 K-Ballet World(~11.25) 

   

�  디아나 담라우 첫 내한공연

�  서울시오페라단 

     <여자는 다 그래(코지 판 투테)>     

     (~11.25)

�  전시 <양아치 : When Two Galaxies 

Merge>(~11.22)

�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12.3)

�  뮤지컬 <17세>(~12.17)

�  연극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다>(~12.3)

�  <2017 러시 아워 콘서트 3-고상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카페’

�  뮤지컬 <햄릿:얼라이브>(~2018.1.28)

�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11.26)

�  이탈리아 토레델라고 푸치니페스티벌 

공동제작 <투란도트>(~11.26)

�  한마음살림장(~11.26)

�  <강운구: 네모 그림자>전(~11.25)

�  <양방언 유토피아 2017>

�  뮤지컬 <시스터 액트> 내한(~2018.1.21)

�  2017 서울사진축제(~11.26)

�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 

빛·소리·풍경>전 (~11.26)

�  전시 <쇠,철,강 - 철의 문화사>(~11.26)

�  연극 <오펀스>(~11.26)

�  뮤지컬 <빨래>(~11.26)  

 

�  월요상설 전통공연 

      <가무악, 소극장에서 다시 

태어나다>(~11.27)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_오화진 작가 

     <개인의 문화>(~12.5)

�  연희문학창작촌 

2017아시아문학창작워크숍(~12.1)

�  <월드매직스타>(WORLD MAGIC 

STAR in Seoul)(~11.30)

�  <베어 더 뮤지컬>(~2018.2.25)

�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2018.5.7)

� 국립국악원 <수요춤전>(~11.29)

� <흔들리는 그림자> (~12.13) 

�  국립국악원 <목요풍류>(~11.30)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  

세계도시문화포럼은 세계 30여 개 주

요도시들의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

류를 위한 도시 간 문화정책 네트워크

로, 이번 서울총회는 ‘창조도시를 넘

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

주주의’를 주제로 한다.  

일시  11월 1일(수)~3일(금) 

장소   DDP, 세빛섬, 돈화문국악당, 시민청 등

대상   WCCF 회원도시에서 초청된 대표단 

및 국내외 문화정책 전문가 

문의  02-329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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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어디서 오셨나요>(~11.12) 

�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 

(World Cities Culture Summit Seoul 2017)

     (~11.3)

�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11.5)

�  2017 예술의전당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11.8)

�  뮤지컬 <서른즈음에>(~12.2) 

�  연극 <파란나라>(~11.12)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국악실내악축제>(~11.3)

�  전시 <A to A'>(~11.11) 

�  <10분희곡 페스티벌>(~11.3)

�  G-10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Pride of Korea>(~11.5)

�  연극 〈Night and Day, 밤과 낮 사이〉 

(~11.12)

�  2017 서울빛초롱축제(~11.19) 

�  음악극 <적로>(~11.24) 

�  전시 <다빈치 얼라이브: 천재의 공간> 

(~2018.3.4)

�  무용극 <모던 홍길동>(~11.5)

�  연극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11.12)

�  뮤지컬 <배니싱>(~12.10)

�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2018.1.14)

�  <영화와 음악과 카로스>

�  뮤지컬 <헤드윅>(~11.5)

�  연극 <리어왕>(~11.26)

    

�  전시 <소소하지만 小小하지 않은 

소小소愫한 발견 展>(~11.19)

�  연극 <로미오와 춘향이>(~11.6)

�  오페라 <청>(~11.8)

�  2017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11.14)

�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12.3)

�  연극 <에덴미용실>(~12.31)

�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2018.1.7)

�  <사물이야기>(~11.18)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_최챈주 <가짜세상>(~11.15)

�  서울시민예술대학 신설 기획프로그램 

<음악작당 Rubato>(~12.6, 매주 수) 

�  연극 <고흐+이상, 나쁜피>(~11.26)

�  전시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긋, 

돌아보다>(~2018.3.4) 

�  잠실창작스튜디오 10주년 기념 

<잠실스웨-그>(~11.11)

�  창작무용극 〈로미오와 줄리엣〉(~11.10)

�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11.12)

�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11.12)

�  2017 정동극장 창작ing 창작탈춤극 

<동동>(~11.26)

�  오페라 <파우스트>(~11.11)

�  국립무용단 <묵향>(~11.12)

�  국립현대무용단 픽업스테이지 

<슈팅스타>(~11.12)

�  뮤지컬 <칠서>(~11.17)

�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 

     <나는 살인자입니다>(~11.27)

�  뮤지컬 <팬레터>(~2018.2.4)

�  뮤지컬 <타이타닉>(~2018.2.11)

�  서울무용센터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상영회(~11.12)

�  전시 <착착착>(~11.11) 

�  한마음살림장(~11.12)

�  전시 <20세기 한국화의 역사>(~11.11) 

�  가곡 및 합창음악회 

     <교과서에 나오는 명시-일제저항시편> 

�  2017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11.12)

�  <엉뚱한 사진관> 결과전시 

      <6470展>(~11.12) 

�  전시 <사유 창작 공간 노트>(~11.12)

�  전시 <역사풍경 : 서소문동37번지> 

(~11.12)

�  이차크 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  소극장 혜화당 <제2회 단단페스티벌> 

(~11.12) 

"

    

�  특별기획전 <청년의 초상>(~11.13) �  2017 문래-호주 파트너스 

공동창작워크숍(~11.26)

�  전시 <월경일화>(~11.21)

�  전시 <HIGH TIDE>(~11.21)

�  <아마데우스 라이브>

�  <서울메세나지원사업-무역센터 Special 

트랙> 선정 작품 연희단거리패   

<길 떠나는 가족>(~11.17) 

�  영국 극단 1927 <골렘>(~11.19)

�  <Make Up Dash> (~11.28) 

�  <Light Mullae> (~11.30)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_김태연, 이창숙, 송승림 그룹전 

(~11.25)

�  <이야기 듣는 길> 청년예술가 노인 구술 

워크숍+전시(~12.10)

�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  청소년극 <말들의 집>(~12.3) 

�  뮤지컬 <레베카>(~11.18) �  연극 <1984>(~11.19)

�  전시 <강익중 : 내가 아는 것>(~11.19)

�  전시 <도그 in 강남>(~11.19)

�  2017 K-Ballet World(~11.25) 

   

�  디아나 담라우 첫 내한공연

�  서울시오페라단 

     <여자는 다 그래(코지 판 투테)>     

     (~11.25)

�  전시 <양아치 : When Two Galaxies 

Merge>(~11.22)

�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12.3)

�  뮤지컬 <17세>(~12.17)

�  연극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다>(~12.3)

�  <2017 러시 아워 콘서트 3-고상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카페’

�  뮤지컬 <햄릿:얼라이브>(~2018.1.28)

�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11.26)

�  이탈리아 토레델라고 푸치니페스티벌 

공동제작 <투란도트>(~11.26)

�  한마음살림장(~11.26)

�  <강운구: 네모 그림자>전(~11.25)

�  <양방언 유토피아 2017>

�  뮤지컬 <시스터 액트> 내한(~2018.1.21)

�  2017 서울사진축제(~11.26)

�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 

빛·소리·풍경>전 (~11.26)

�  전시 <쇠,철,강 - 철의 문화사>(~11.26)

�  연극 <오펀스>(~11.26)

�  뮤지컬 <빨래>(~11.26)  

 

�  월요상설 전통공연 

      <가무악, 소극장에서 다시 

태어나다>(~11.27)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_오화진 작가 

     <개인의 문화>(~12.5)

�  연희문학창작촌 

2017아시아문학창작워크숍(~12.1)

�  <월드매직스타>(WORLD MAGIC 

STAR in Seoul)(~11.30)

�  <베어 더 뮤지컬>(~2018.2.25)

�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2018.5.7)

� 국립국악원 <수요춤전>(~11.29)

� <흔들리는 그림자> (~12.13) 

�  국립국악원 <목요풍류>(~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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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

세계도시문화포럼은 세계 30여 개 주요도시들

의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도시 간 

문화정책 네트워크로, 이번 서울총회는 ‘창조

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

주주의’를 주제로 한다. 

일시  11월 1일(수)~3일(금) 

장소  DDP, 세빛섬, 돈화문국악당, 시민청 등

대상   WCCF 회원도시에서 초청된 대표단 및 국내

외 문화정책 전문가

문의  02-3290-7133

※공개세션 개최: 11월 3일(금) 오전 10시 시민청 태평

홀,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강수진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이 올해 가장 힘

을 쏟은 작품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가 스위스 취리히발레단 예술

감독 크리스티안 슈푹의 안무로 무대에 오른다. 

일시    11월 1일(수)~5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2시·7시, 일 오후 2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1층석 5만 원, 1층 Box석 3만 원, 2층석  

3만 원, 3층석 5천 원

문의    02-587-6181

연극 <파란나라>

2016년 남산예술센터가 공동 제작한 <파란나

라>는 배우들의 꼼꼼한 학교현장 취재를 바탕

으로 일반 학생들이 출연해 권력관계가 판치는 

한국사회의 축소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

품이다. 올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공고를 통

해 모집한 일반 시민들도 공연 제작 과정에 주

체적으로 참여한다. 

일시    11월 2일(목)~12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50

<10분희곡 페스티벌>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10분희곡 페스티벌>

은 웹진 <연극in>에 게재되었던 젊은 극작가들

의 단편 희곡을 무대에서 발표하는 자리이다. 

무대화된 희곡은 희곡집과 네이버 오디오클립

(서울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연극센터 1층 

관람료    무료(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  

(www.e-stc.or.kr)에서 신청) 

문의    02-743-9350

2017 서울빛초롱축제 

올해 서울빛초롱축제는 ‘서울에서 빛으로 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의 감동

과 빛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청

계광장에서 수표교 일대까지 약 1.2km의 청계

천 물길 위에 다양한 이야기를 빛으로 표현하

여 아름답고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일시    11월 3일(금)~19일(일) 

장소    청계천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33-0932 

음악극 <적로> 

<적로>는 ‘한 소리’를 찾아 평생을 떠돈 사람

들, 필멸의 소리와 불멸을 붙잡으려 헤매며 한 

생을 지낸 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제강점

기의 대금 명인 박종기와 김계선, 뛰어난 재주

를 타고난 기생 산월, 그들의 불꽃 같은 삶과 예

술혼이 음악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일시    11월 3일(금)~24일(금) 화·목·금 오후 7시 30

분, 수 오후 2시·7시 30분, 토 오후 2시·6시, 

일 오후 3시(4일 오후 6시 공연 없음)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프리뷰공연(11월 3일~5일) 전석 1만 원)

문의    02-3210-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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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 

일본 극단 신주쿠양산박의 대표 겸 연출가 김

수진을 비롯한 주요 스태프들이 내한하여 극공

작소 마방진과 이색 컬래버레이션 작품을 선보

인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들의 미국에 대한 동경과 반발을 옴니버스 형

식으로 보여준다.  

일시    11월 4일(토)~12일(일) 수~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월·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3676-7849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970년대 근대화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던 

‘파독간호사’를 둘러싼 편견과 잘못된 이미지

들을 버리고, 그들 개개인의 목소리에 집중한

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떠난 간호여

성들을 당당한 신여성으로 재조명한다. 

일시    11월 7일(화)~12월 3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6시, 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정면석 5만 5천 원, 측면석 3만 원,  

3층석 1만 5천 원 

문의    02-580-1300 

서울시민예술대학 신설 기획프로그램 

<음악작당 Rubato>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 없이 오감으로 음악과 

놀아보고 창작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하다.   

일시   11월 8일(수)~12월 6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10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및 일신홀

수강료  무료

문의  02-758-2013   

전시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긋, 

돌아보다> 

아방가르드 실험영화의 거장 요나스 메카스의 

작품(60여 편의 필름과 40여 편의 비디오 작품

들, 2000년대 이후의 설치 작품들) 중에서 엄

선한 작품들과 그가 창간했던 <필름 컬처>를 

비롯한 영화잡지, 각종 서적, 사진 등의 자료들

까지 총망라한다. 시적 운율로 출렁이는 일회

적 순간 이미지들이 모자이크되는 전시공간은 

언더그라운드 문화운동의 혁명적 시기, 리투아

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메카스 개인의 역

사적 궤적 등을 담아낸다. 

일시    11월 8일(수)~2018년 3월 4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료    4천 원 

문의    02-3701-9500 

 

창작무용극 〈로미오와 줄리엣> 

서울시무용단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질적인 서양 고전을 ‘우리화’하는 난제를 극복

하기 위해 모방성과 창작성을 택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등장인물의 이름은 그대로 쓰

되, 한국의 색과 선을 담은 의상은 고전과 현대

의 융합이라는 신전통의 양식을 보여줄 예정이

다. 또한 동양 최대 규모인 세종문화회관의 파

이프오르간과 북의 대합주를 통해 음악적 긴장

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다. 

일시    11월 9일(목)~1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 1만 원

문의    02-3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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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묵향>

2013년 초연해 국립극장 대표 레퍼토리로 자

리매김한 <묵향>은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작품으

로, 간결하게 정제된 한국춤의 멋을 현대적 감

각으로 해석했다. 

일시    11월 10일(금)~12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 

<나는 살인자입니다>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 시리즈 13번째 작품. 

사회적 메시지와 연극적 재미를 모두 놓치지 

않는 전인철 연출이 일본 SF소설의 대가 호시 

신이치의 주요작품들을 옴니버스 형식의 극으

로 무대에 올린다. 

일시    11월 10일(금)~11월 27일(월)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30분(화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단 소극장 판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44-2003, www.ntck.or.kr

뮤지컬 <타이타닉> 

세계 최대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5일간의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과 마주하게 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리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 희

생과 용기를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11월 10일(금)~2018년 2월 1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 

(월 공연 없음) 

장소  샤롯데씨어터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88-5212

2017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 

<문래공진>(Mullae Resonance) 

국제사운드창작워크숍(리에 나카지마, 필 민튼 

작가), 사운드+도예 전시 <메이드 인 코리아>, 

즉흥 실험음악 공연 <닻올림픽>으로 이루어지

는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에서는 다양

한 사운드아트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12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박스씨어터,  

포캣갤러리

문의    02-2676-4333

<엉뚱한 사진관> 결과전시 

<6470展>  

서울문화재단과 올림푸스한국의 협력 프로젝

트인 <엉뚱한 사진관>은 사진으로 동시대 청

년들과 소통하는 아트 프로젝트이다. 2017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6,470원은 어떤 의미일

까? 아티스트 105호는 최저시급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이

야기를 사진 화보와 인터뷰로 선보인다.

일시    ~11월 12일(일)

장소    서울연극센터 1층

관람료    무료

문의    02-743-9336

전시 <사유 창작 공간 노트> 

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사유와 교감, 작품에 투

영된 아티스트의 생각, 그리고 예술가의 숨겨

진 창작의도 등을 모두 펼쳐놓으며 관람객에게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다.  

일시    ~11월 1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월 휴관) 

장소    환기미술관 

관람료    성인 8천 원, 단체·경로 6천 원, 학생 4천 원 

문의    02-391-7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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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전 <청년의 초상>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온 청년의 모습들을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다. 작

가와 작품이 속한 시대에 따라 독특한 시대성

을 드러내는 만큼, 작품들을 통해 시대별 청년

의 모습들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다.  

일시    ~11월 13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 오후 9시까지 야간 개관)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703-9200

 

<서울메세나지원사업-무역센터 Special 

트랙> 선정 작품 <길 떠나는 가족>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무역협회가 지원하는  

<서울메세나지원사업-무역센터 Special 트랙> 

선정 작품으로, 이중섭 화가의 인생과 예술 세

계를 그린 창작극이다. 2017년 부산국제연극

제 개막작으로 무대에 올랐다. 

일시   11월 16일(목)~17일(금) 오후 8시

장소    코엑스 오디토리움

관람료    VIP 7만 원,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763-1268 

영국 극단 1927 <골렘> 

서양에서 전해오는 ‘골렘’(영혼 없이 움직이는 

인형) 전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

기에 길들여진 현대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았다. 총천연색 애니메이션 위에 펼쳐지는 

배우들의 사랑스러운 연기, 단단한 전개와 독

특한 유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묵직한 메시

지까지, 1927의 스타일이 총집합된 작품이다. 

일시    11월 16일(목)~1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02-2005-0114 

2017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

<이야기 듣는 길> 청년예술가 노인 구술 

워크숍+전시 

지역과 세대에 관심을 가진 ‘이야기청(聽)(이야

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들)’은 청년 예술가들

이 모인 창작집단이다. 이 프로젝트는 급변하

는 도시 환경 속에서 청년과 노인 세대가 느끼

는 무력감과 관계의 단절, 상실에 주목한다. 노

인들의 구술을 예술 작업으로 표현하고 이를 

워크숍과 전시로 선보인다. 

일시    11월 17일(금)~12월 10일(일)

장소    선잠52(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12-6, 2층)

관람료    무료(누구나)

문의    02-743-9226, memory.talk.house@gmail.com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다양한 음악적 기반을 가

진 5명의 작곡가와 함께 선보이는 무대이다. 1

인 예술 판소리가 합주 형태의 국악관현악으로 

재탄생한다. 

일시    11월 17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연극 <1984> 

조지 오웰의 원작을 각색한 로버트 아이크, 던

컨 맥밀런은 미래에서 바라본 1984년의 이야

기를 풀어낸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감시 

시스템 빅 브라더가 철저하게 자유를 통제하는 

세상. 조작된 기억을 벗어나 그저 일기를 쓸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을 꿈꾸었던 주인공 윈스턴의 

아슬아슬한 일탈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일시    ~11월 19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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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란,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7

반려동물과 함께 보는 전시 

<도그 in 강남>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이 신개념 문화전시에는 반려동물

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익한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회화, 설치, 조형 등 총 

50여 점이 전시된다. 

일시  ~11월 19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9시 30분 

장소  강남미술관 

관람료  5천 원 

문의  02-535-5033    

서울시오페라단 

<여자는 다 그래(코지 판 투테)>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이탈리아 최고의 극작

가 다 폰테의 합작으로 유명한 작품. 서울시오

페라단의 <여자는 다 그래>는 원작의 배경인 

18세기 이탈리아 나폴리를 오늘날의 도시로 옮

겨와 현대적이고 사실적인 무대로 선보인다.  

일시   11월 21일(화)~25(토)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399-1000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착각한 거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인 트로이가 

그리스-스파르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연출가 옹켕센은 ‘미니멀

리즘’을 콘셉트로, 음악적으로 불필요한 요소

를 걷어내고 판소리의 정통 기법에 집중하며, 

무대미술 역시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꾸몄다. 

일시   11월 22일(수)~12월 3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2017 서울사진축제 

2017 서울사진축제는 ‘성찰의 공동체 : 국가, 

개인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한

민국의 역사에서 변화되어온 ‘국가’의 의미, ‘국

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고 성찰한다. 본전시와 특별전 외

에 ‘레드라인 영화제’, 학술 심포지엄과 시민포

럼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일시  ~11월 26일(일) 

장소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플랫폼창동 61, 아트나인, 광화문 광장 

관람료  무료  

문의  www.seoulphotofestival.com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 빛·소리·풍경>

대한제국시기를 모티프로 현대미술 작가들이 

덕수궁이라는 역사적 공간에 조형적인 접근을 

시도한 전시이다. 9명의 참여 작가들은 수개월

간 덕수궁을 출입하며 이곳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공간의 특성을 받아들여 

본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일시  ~11월 26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관람료  무료(덕수궁 입장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02-2022-0600

<베어 더 뮤지컬> 

청춘들의 엇갈린 사랑과 우정, 그 속에 숨겨진 

비밀스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려낸 <베어 더 

뮤지컬>이 초연, 재연을 거쳐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른다. 브로드웨이 원작에 충실한 공연을 위해 

소극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몰입도를 높였다. 

일시   11월 28일(화)~2018년 2월 25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장소  백암아트홀 

관람료  R석 7만 7천 원, S석 5만 5천 원 

문의  1588-5212

 T U e __ 21

 T U e __ 28
 W e d __ 22

S U n __ 26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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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님(경기도 부천시)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대학로 예술자료원(처음 가본 곳에서 [문화+서울]을 만나니 

반가웠어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미대 오빠’ 김충재 씨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 제품 

디자이너시군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매주 토요일 서울광장이나 종로 쪽 집회 일정을 알 수 없나요? 교통 통제 때문에 불편하더군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정기구독 신청이 안 되는 게 제일 아쉽지만… 매월 만나려고 노력해야겠죠?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고 서울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서울에 있습니다. 점점 (발전)좋아지는 

서울의 모습에 흐뭇합니다. 

독 자 엽 서

4 인 용  식 탁

편 집  후 기

여기가 끝이 아니길….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이다.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계절을 살고 싶다.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 차장 

10일부터 시작한 10월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버렸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11월호 마감은 ‘그 친구’의 노래와 함께.  

윤선희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

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

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

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

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

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

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

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

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절대 동안의 비밀! 즐겁게 일할수록 점점 

젊어질 수 있음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대표님과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정예 멤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이와 가족 모두 

예술을 통해 더 즐겁고,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를 가꾸어나가겠습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김수현, 이은미, 오영재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더 즐겁고 

다 행복한 

.
. 주 요  배 포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