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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세계읽기 2] 영상으로 만나는 그동안의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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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연계 프로그램 「팔로우스팟 Followspot」이 

     이번엔 프로젝트아일랜드 와 연출가 서지혜, 

             그리고 <LOVE SONG> 을 비춰봅니다.

연출가 서지혜

"인간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안다면 우린 이 감방에 있지도 않았어!" 

프로젝트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대사를 극단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2012년 <아일랜드>라는 작품으로 단체를 결성했고, 

이름도 프로젝트아일랜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통해 시대의 정의를 물었던 <현장검증>

철학적인 주제와 발칙한 이야기 전개로 그들의 이름을 각인시킨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많은 직장인들이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평했던 <BULL>까지 

그 간의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남명렬, 남기애, 안병찬, 김나연 배우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LOVE SONG>을 통해

프로젝트아일랜드와 서지혜 연출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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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세계 읽기 1

연민과 채무,
가슴과 가슴을 잇는

공감의 미학

갇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채무, 

가슴과 가슴을 잇는 공감의 미학

어둑어둑한 무대에 뉴욕의 팝 듀오 ‘어 그레이트 빅 월드’(A Great Big 

World)의 ‘세이 섬씽(Say Something)’이 희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안개처럼 깔린다. 의자에 앉아 절정에 오르는 이르지 부부를 응시하던 

뻬뜨르(남동진 扮)는 필스너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켜 마신다. 그에게 

찾아온 텅 빈 공허와 갈증, 고독의 아련한 통증이 객석 마디마디에 저미어 

온다.

 

서지혜 연출의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 중 하나다. 이 작품은 2017년 선돌극장 초연 이후 평단의 호평이 

잇따르며 제39회 서울연극제 대상 등 4관왕, 제55회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신인연기상, 연극 평론가 그룹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작품상’ 등 연극계의 권위 있는 상을 휩쓸었다. 

“관객의 공감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표현방식과 흥미로운 동선으로 

현대인의 체질이 되어버린 자기중심성과 고독감을 잘 담아낸 작품” 

서울연극제의 심사평이다. 2018년 10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초청작으로, 2019년 9월 아르코 파트너 선정작으로 연이어 객석을 가득 

채우며 연출가 서지혜와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존재감을 대학로에 

각인시켰다.

글 이교준 
(YTN 기자 /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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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작가 뻬뜨르 젤렌카의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뻬뜨르는 주위 사람들의 고통과 감성, 광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연출가 서지혜와 닮은 부분이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 나아가 타인의 고통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남다르다. 그 힘의 저변에는 극단 창단의 초심이 있다. 첫 작품명을 따 극단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연극 

<아일랜드>(2012년, 혜화동1번지 초연)는 서지혜 연출과 극단의 정신적 뿌리다. ‘인간은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 연극의 메시지는 프로젝트 아일랜드 작품들을 관통하는 중심 코드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현재, 예술이 결국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려 합니다.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인간을 대상화시키거나 타자화시키는 야만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들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서로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아일랜드>의 존처럼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타자에 대한 책임감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장기수 존과 윈스톤은 물론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의 채혈에 중독된 뻬뜨르 어머니, <고독한 

목욕>의 송 씨 아들, <BULL>의 정리해고 대상자 토마스... 그녀가 무대에 올린 일련의 작품 속 인물은 폭압, 혐오, 

차별, 불통 등으로 타자화된, 소외된 존재들이다. 시대적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파편화되어가는 타인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로 다가온다. 희곡의 인물이 연출가 서지혜의 가슴을 휘감는 순간이다.

 

“아무래도 몸이나 정신이 어딘가에 제한을 받는 인물들은 반대적으로 터져 나오는 갈망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인물은 그만큼 극적일 수 밖에 없죠. 그 지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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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등장인물 14명도 하나같이 비정상적 

일상을 살고 있다. 어둠 속에서 전구를 꾸역꾸역 입에 넣는 아버지와 

아들, 체첸 주민을 위해 틈만 나면 채혈 하는 어머니, 성도착증에 빠진 

이르지 부부, 마네킹을 사랑하는 친구 모우카... 소통의 단절 속에서 

광기를 드러내는 극중 인물들의 ‘일탈’은 조금씩 관객과의 공감대를 

넓히며 짜릿한 일상의 ‘전복’을 체험하게 한다. 금발의 마네킹 얼굴에 

생기가 돌고, 노인이 읽는 딱딱한 국정뉴스(일종의 대한뉴스)는 한 

편의 시가 된다. 서지혜 연출은 맥을 살펴 경혈에 정확히 침을 놓는 

한의사처럼 무대와 객석의 최대 접점을 절묘하게 짚어낸다. 여기에 

미학적 미장센을 더하고, 대사의 톤과 속도를 미세하게 조율해 

등장인물의 체온과 맥박이 165분 공연 내내 객석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게 한다. 때로는 알코올 솜으로 가슴의 상처를 씻어내고, 

때로는 보습제처럼 말라버린 정서를 촉촉이 적신다. 어느덧 폭염이 

가고 선선한 가을비가 오듯 시나브로 객석을 감염시키는 공감의 

무대예술이다.

 

여기에는 동유럽의 혼이 담긴 희곡을 찾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점을 찾은 발품, 1년 가까이 배역에 맞는 배우들과 스태프를 찾고 

끌어 모은 고행의 눈물이 숨겨져 있다. 또 배우, 스태프들과 밀착 

소통을 거쳐 대본을 각색해 캐릭터의 채도를 높이는 정성이 녹아 

있다. 30개의 장면을 유기적으로 잇고 역동적으로 재구성해 무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려 끝까지 매달리는 집착과 광기가 서려 있다. ‘사법 

살인’ 인혁당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고독한 목욕>(2019년, 안정민 

작)에서도 이 같은 솜씨가 빛을 발했다.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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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목욕> 커튼콜

"저는 제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 <고독한 목욕> 송 씨 아들

주인공 송 씨 아들(남동진 扮)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끌려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어있었던 

자괴감, 나이 들어선 아버지 얼굴마저 잊을까 무서워 욕조 속에 자신을 은폐한 사내다. 서지혜 

연출은 정치적 사건이 남긴 상처를 아들의 관념 속으로 내재화한다. 그를 짓누르는 폭압의 기억과 

망각의 고통, 아버지와의 추억을 시적 운율과 감성적 이미지로 하나하나 치환해 무대의 가슴과 

객석의 가슴을 잇는다. 역사의 피해자는 어느덧 관객 속에서 기억되고 치유된다.

 

“대본에서 뭔가 아련한 감성이 느껴졌어요. 그 인물의 기억과 감정을 관객이 같이 느끼고 상상할 

수 있어야 작품이 좀 더 선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방법들을 찾는데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해 이상우 평론가는 “자칫하면 도식화되기 쉬운 정치 소재를 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한 단계 승화시킨 연출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연극평론 2019 여름호)고 평가했다. 송 씨의 

아들이 스스로 욕조에 가두었다면 마이크 바틀렛의 연극 <BULL>(2019년)의 주인공 토마스는 

무한경쟁의 직장에 갇힌 존재다.

서지혜 연출은 현대 경쟁사회의 잔혹한 민낯과 자본주의 

프레임에 속박당한 타자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앞두고 벌어지는 동료 간 갈등과 집단 

괴롭힘을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투우의 리듬으로 

풀어낸다. 토마스가 동료와 치열한 경쟁 끝에 처절하게 

내동댕이쳐져 난간을 들이받는 순간,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객석의 연민과 분노는 무대로 폭포처럼 

쏟아진다.

“투우장에서 황소가 환호하는 군중을 뚫고 나갈 수 

없듯이 토마스도 직장 동료들의 시선, 그를 둘러싼 

견고한 시스템에서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극한 지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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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현장검증>, <황금밥식당>,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진흙>, 

<BULL>, <난폭과 대기> 등 동서양의 다양한 작품을 넘나들며 인간 실존의 문제를 깊숙이 파고들고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며 조심스럽게 예술적 보편성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제 타자를 향한 시선은 고령화 사회 속 가족 돌봄과 

노인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내년 무대에서 일본 작가 시노다 세츠코의 <장녀들>을 통해 가족의 그림자에 갇힌 

여성들의 절절한 육성을 들려줄 계획이다.

 

무대표현 기법에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지혜 연출은 그동안 무대 장치와 음향과 조명 등 전통적 시청각 

디자인에 집중해 작품의 빈 공간을 채워왔다. <BULL>에서 사각의 링 무대를 통해 직장 내 긴장을 끌어올리려 했고,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의 ‘세이 섬씽’, ‘아베 마리아’, <고독한 목욕>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등 선곡으로 

극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아일랜드>(2013, 게릴라극장)의 경우 로벤섬 감방에 쏟아지는 모래비를 통해 억눌린 

장기수들의 해방감을 표현했고, <고독한 목욕>(2019,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선 객석을 등진 배우를 향해 조명을 쏘아 

아들의 기억 속 어렴풋이 남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선명하게 부각하려 했다.

 

이런 미장센의 성취에 비해 영상 활용은 아직 실험 단계다. <BULL>에서 무대 사방에 4개의 LED TV 모니터를 달고 

3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직장 내 암투의 현장을 권투경기처럼 생생하게 전하려 했지만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피와 씨앗>, <죄와 벌> 등에서 정병목 감독과 호흡을 맞춰 비디오 라이브 퍼포먼스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전인철 연출이나 <스프레이>,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 배윤경 감독과 함께 입체적 영상으로 무대표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박정의 연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공과 경험이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뮤지컬 

무대예술 등 미디어 융합의 흐름을 고려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는 제가 가장 취약한 영상 부문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미디어가 주는 의미나 기능들을 

활용하는 표현 방법을 좀 더 발전시켜 보고 싶어요.”

 

<BUL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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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극단 단원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제작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고, 초단편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나리오, 

콘티, 촬영, 편집 등 전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무대 메카니즘의 감을 익히고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다. 

이 점에서 <LOVE SONG>은 중요한 분수령이다. 감성적 희곡에 무대예술과 영상 미학의 콜라보를 입혀 공감각적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다.

영국 작가 아비 모건(Abi Morgan)의 <LOVE SONG(러브송)>은 노부부 매기와 빌리의 사랑과 기억을 다룬 

작품이다. <아일랜드>, <BULL> 등 전작들과 결이 무척 다르다.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전작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다소 

밋밋하게 여겨질 수 있는 감정선이다. 이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다. 그동안 작품들을 통해 갇힌 공간 속 실존적 문제와 

밀착하며 축적해온 연민의 정서를 보편적 본능으로 확장하는 실험이기 때문이다. 서지혜 연출이 3년 전 번역해 잠시 

접어두었던 희곡을 다시 꺼내 읽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19의 ‘광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맞게 되면서 그냥 넘어갔던 일상이 이제는 ‘특별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과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상을 함께 뛰어넘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 생각들이 오가며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일랜드 창단 10주년 작품으로 올려지는 <LOVE SONG>에는 이 시대를 향한 희망과 위로의 책임감이 

실려 있다. 팬데믹의 긴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한편의 서정시가 되길 염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길 갈망하는 인류의 본능에 주목한다. 사랑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흔적이 후대에 계승되길 

바라는 본능. “우리의 삶은 실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노부부의 대화 속에 나오는 라스코동굴 벽화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숱한 벽화들이 끊임없이 던져온 인류학적 물음표에 관객들이 느낌표로 화답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리의 대사가 무대를 비추는 조명처럼 고통의 시대를 함께 견딘 누군가를 비추는 환한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뛰어넘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야.

함께 뛰어넘자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렇게 해줬어.”

- <LOVE SONG> 남편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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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2014

<현장검증> 2015

작업세계 읽기 2

영상으로 만나는
그동안의 작품들

<아일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 아돌 후가드(Athol Fugard)의 

작품이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 체포된 죄수들인 

윈 스 톤 과  존 은  남 태 평 양 의  로 빈 섬 에  갇 혀  있 다 .  불 평 등 하 게 

포박당한 그들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극한상황 속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프로젝트아일랜드는 본 공연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이 작품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장검증>은 살인사건의 현장검증 

현 장 에 서  부 딪 히 는  다 양 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시대의 정의를 묻는다. 

외 진  어 느  마 을 의  살 인 사 건 을 

현장검증하는 과정에서 검 사 와 

형사, 변호사와 감식반, 피해자와 

피의자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 

작품이다.

영상바로가기

영상바로가기

목차

들어가기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연민과 채무,
가슴과 가슴을 잇는

#2 #3

영상으로 만나는 Interview
그동안의 작품들 함께 부르는 사랑 노래

공감의 미학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81348F9099DAE958B04C5CAA732847BA922E&outKey=V124d5e0ed7d4157471806915e4c10ec720002be4c4bc26264cb56915e4c10ec72000&width=544&height=306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F50B1EB1C7559D3C5317F6CFF91B91F7AAEC&outKey=V124f790e43541801a97bb9822d7ae024021cad23dce46d67e8aab9822d7ae024021c&width=544&height=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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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2019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2019

<BULL>은 악덕한 사무실 정치를 다루고 있는 영국 작가 마이크 

바틀렛Mike Bartlett 작품이다. 정리해고를 앞둔 직장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개인과 집단, 비인간적인 행태를 작동시키는 경쟁사회라는 

프레임을 폭넓게 그렸다.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구도 안에서 인간의 

도덕성은 무감각해진다. 비인간적인 행태를 실행하는 인물들을 통해 

야생의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사각 링 위에서 보여주었다.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는 2018년을 휩쓴 화제의 작품이다. 2018 

서울연극제 대상과 연출상, 연기상과 관객평가단 인기상을,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작품상을 수상했다. 2019 아르코 

파트너를 통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재공연됐다. 연기력과 개성을 

겸비한 14명의 배우, 철학적인 주제와 발칙한 이야기 전개, 30개의 

장면을 속도감 있게 구현한 무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 모든 영상의 저작권은 프로젝트아일랜드에 있으며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영상바로가기

영상바로가기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F0A092414B1328C46321C6C8BCBD22996D1D&outKey=V123770f11fce2e2c73f2b915120ecaa4c9cf40015ef1ec52b96bb915120ecaa4c9cf&width=544&height=306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481DE5733EB517BEA6C7216FDDAA4E7CE478&outKey=V129360062b009025947e73847e3588bdd760b03c06a7324ee2ac73847e3588bdd760&width=544&height=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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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세계 읽기 3

Interview
함께 부르는 사랑 노래

인터뷰 | 정재은(극장운영부)

사진 및 영상 | 김은혜(ZIGSIVIDEO)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Interview

디지털 시대, 언택트 시대, 정보화 시대... 시대를 일컫는 말들도 다양하다. 

이런 첨단화되고 급변하는 시간을 함께 살면서 '연극'이라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연극에는 어떤 매력이 있기에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2012년 

창단되어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단원을 맞고, 

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작품을 준비한다.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13명의 단원들과 뜨겁게 함께 하고 있다. 길음동에 

위치한 프로젝트 아일랜드 연습실에서 단원들을 만났다. 단원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묻어 있는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뜨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프로젝트 아일랜드와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 창단 10주년을 맞은 

소감이 어땠는지를 물었다. 인터뷰에는 참여하지 못한 강우혁, 이승우, 

지남혁, 차준규 단원들의 마음도 함께 담는다.

목차

들어가기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연민과 채무,
가슴과 가슴을 잇는

#2 #3

영상으로 만나는 Interview
그동안의 작품들 함께 부르는 사랑 노래

공감의 미학

프로젝트 아일랜드 단원들이 연습실 방음 공사를 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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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로젝트 아일랜드 신입 단원 이정현입니다. 올해 1월에 

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통해서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신작 <LOVE SONG>에서 소품 스태프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극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들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배우로서도 이 극단에서 열심히 연기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일랜드 신입 단원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연극은 무대 위에서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과 몸으로,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어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아일랜드만의 매력이 담겨져 

있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정현

이예진

이정현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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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아일랜드는 2012년에 창단을 했고요. 연극 <아일랜드>를 계기로 저, 최무인, 

남동진, 세 명에서 시작된 그룹입니다. 13명의 단원이 10주년을 같이 맞게 됐어요. 10년을 

맞이해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달려왔는 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기조가 있습니다. 연극 <아일랜드>의 메시지였는데 '인간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저희 극단의 기조인데요. 제가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타인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을 가지고, 연극인으로서 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주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저희 단체가 또 다른 

어떤 장르나 어떤 새로운 시도들도 해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생각과 

또는 방법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서지혜 연출

<진흙X비듬> 무대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단원들. 왼쪽부터 차준규, 서지혜, 정선미, 남동진

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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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아일랜드에 있는 단원들은 모두 1인 다역을 맡고 있습니다. 

연출님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다섯 개 정도는 포지션을 맡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래도 주된 역할은 그래도 기획하고 배우 하고 소품도 

하고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이 프로젝트 아일랜드에서 유부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곱 살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20대 초에 극단 생활 이후에 거의 10년 정도 연기 

생활을 못 했고 다시금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프로젝트 아일랜드에 

들어왔어요.

동진 선배님과 그 전에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하면서 정말 귀감이 되셨었거든요. 

새벽까지도 같이 후배들이랑 남아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도 내 주시면서 많이 끌어주셨던, 

정말 존경하던 선배님이셔서 선배님 몰래 원서를 냈죠.

여기 우리 극단 티셔츠를 자세히 보시면 'Project Is l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즈 랜드.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Project Is land
정선미

2019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무대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단원들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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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우 최민영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아일랜드에서 배우와 기획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공연 작업밖에 없습니다. 눈 뜨면 연습실 나오고 눈 감기 전에 연습실에 있고 그냥 

일상이 늘 연극입니다.

프로젝트아일랜드에 입단한 제일 큰 계기는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공연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단원들의 치열함이 보였어요. 뭔가 

전투적으로 작품에 임하는구나를 보고 들어왔는데 훨씬 더 전투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작품 하나를 해내기 위해서인데, 작게 보면 단원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들을 끝까지 해내려고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전투적입니다.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조명오퍼를 맡았었어요. “오퍼는 항상 배우와 

같이 호흡해야 된다.”를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같이 호흡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큐를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 조마조마 하다가 점점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니 마지막 

그 장면에서 확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죠. 그때는 진짜 제가 뻬뜨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뻬뜨르처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그게 이래서 한 번쯤 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구나. 

많이 느꼈죠. 극단에서 오퍼를 맡은 덕분에 또 배우로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최민영

<진흙X비듬> 무대를 셋업중인 단원들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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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아일랜드 조명디자인을 맡아서 하고 있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아일랜드 단원이라는 걸 인증 받지 못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단원이 

되어진 케이스랄까요? 그간에 약간 방랑객 같았다면 지금은 제 집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이 작업하는 식구들의 편안함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 간에 굉장히 많은 다툼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식구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단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인 욕심’인 것 같아요.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지도 지켜봤어요. 제가 연기를 전공했지만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누군가는 그걸 해야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헌신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 이런 얘기들이 결국 관계를 흐트러뜨리거나 

사람 간의 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프로젝트 아일랜드도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웃음) 그런데 여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위한 싸움을 해요. 합리적 욕심과 합리적인 이익과 작품만을 바라보는 

다툼들이 신선했어요.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프로답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에 광기에 대한 이야기> 때 서지혜 연출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게 자기의 마지막 작품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서지혜 연출이 연출 소감에서 아마 조금 더 이어 

가보라고 이 큰 상을 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조금 다른 건 목숨을 걸고 합리적인 

고집을 부리면서 작품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극단이라는 체계가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어지기도 힘들고 

그곳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데, 작품을 통해서 삶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연극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게 프로젝트 아일랜드가 가야 될 길이고, 저도 

끝까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김성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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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로젝트 아일랜드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극단 최고참, 남동진 배우보다 삼 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최고참을 맡게 된 최무인입니다.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2012년도에 

<아일랜드>란 작품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는 각자 다 다른 극단에 있었는데 

아일랜드를 하면서 서로 잘 맞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고자 하는 연기에 대한 연극에 대한 

방향성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각자의 극단을 배신하고 '우리끼리 우리의 역사를 한 번 

만들어볼까.'해서 만들게 됐죠.

<아일랜드> 성과가 참 좋았어요. 밀양에서도 연기상을 다 같이 받고 일본 삿포로에 가서도 

여러 개의 상들을 받고. 결과가 좋다 보니까 뭔가 욕심이 꾸물꾸물 생기길래 그러면 다른 

작품들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갖고 십시일반 서로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품도 관객들에게 또 평단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아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됐어요, 프로젝트 아일랜드가. 좋아하니까. 가고 싶으니까. 계속 이 일을 해야만 

하니까. 갈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희도 30년 40년 되는 그런 극단이 돼 있겠죠. 물론 

우리가 좋아서만 하는 연극이 아니라 관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가려운 데가 

뭔지를 잘 긁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극단으로 끝까지 남고 싶습니다.

최무인

<아일랜드> 일본 공연 관객과의 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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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에서 연출부를 맡고 있는 

곡수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전역을 했고요, 바로  

<LOVE SONG>의 조연출이자 번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작품이 2018년도에 

극단 정기 공연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연출님 

포함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 연습하시는 거에 참여하고 그 

공연의 호흡을 함께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연습실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도 없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청소밖에 없었으니까 청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단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프하고 조연출하고 얼마 전에는 연출로 데뷔도 

하게 되고 작품의 번역도 맡게 되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해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서 핸드폰 받으면 

대표님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작품 이야기하고 틈날 때마다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면서 연극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프로젝트아일랜드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기만 했던 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줬던 

극단이고 항상 가족같이 품어주시는 곳이라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곡수인

곡수인

프로젝트 아일랜드 배우 남동진입니다. 프로젝트아일랜드에서 배우 장을 맡고 있고요 

서지혜 대표를 어시스트해서 여러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겨울에 서지혜 

연출하고 최무인 형하고 이렇게 셋이서 <아일랜드>라는 작품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죠. 공연을 해오면서 그때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아일랜드>를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직접 답사를 다녀왔어요. 9박 10일 정도 

됐는데 가서 느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의 감동적이고 고마웠던 기억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극단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사랑입니다.

남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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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진

우리가 프로젝트 아일랜드를 만들고 한 명씩 단원들이 늘어가면서, 사랑 아니었으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우리 극단에서 같이 식구로 고생하고 있는데, 저 

또한 단원들한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그들이 다른 

사람한테 또 사랑을 주는 좋은 배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극이라는 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한 작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작품의 완성이 

사랑의 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업하면서 많이 싸우고 힘들고 상처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공연 마지막 날 고생했다 뜨겁게 포옹하는 걸 보면 연극은 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작업은 사랑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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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단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라는 말에, 서지혜 연출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동진 선배님, 무인 선배님.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창단해서 지금까지 힘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같이 쌓아왔던 저희 단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항상 미안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더 보낼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우리 함께 힘내고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같이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원들 모두 사랑해요.”

사랑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가끔 지치지만 또 다시 사랑하는 것이 삶이 

아닐까. 그래서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치열한 다툼과 힘듦으로 또 하나의 작품  <LOVE SONG>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터뷰 내용은 동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야기 중 <아일랜드> 이야기를 따로 모았습니다!

영상바로가기

영상바로가기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99BEDF32812DC2B4A70ED2A3D7B674EE2E40&outKey=V124882048d2fe67520b13e18cecaae499f65cc46f32d83222d2f3e18cecaae499f65&width=544&height=306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E7FD2B70863BE820407AA138C997517B84EE&outKey=V1234d043dfc2ad993f91539917a6a68d38094d7601f8e59cb1ea539917a6a68d3809&width=544&height=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