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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
수많은 길을 걸었지만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에
떨어진 감꽃을 보며 설레었던
그 담장 골목길을 잊을 수 없다.
어느 날 골목에 들어서니
담장 밑에 수북이 떨어진
한국영화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통통한 감꽃이

신재천

그리 탐스럽고 아쉬워
줍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순이에게 그 떨어진 감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후딱 건네주고
도망치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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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감꽃이 떨어지는
계절이 왔다.
어느 골목 담장 밑에서
그 떨어진 감꽃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
.
.
우리 영화인협회 회원님들도 누구나
이런 추억 하나쯤 갖고 있겠지요?
힘들고 지칠 때 꺼내어 미소 짓게 하는 기억들,
영화 같은 인생도 좋겠지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도 소중한 오늘입니다.
초하의 정취 마음껏 누리며 많은 추억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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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젊은 예술인

세상은 한 편의 판타지
동시작가 임수현
글|

김동원 |

시인

9

2000년대 이후 한국 동시문학은 소재주의로 급변한다. 맹목적 교육으로 인해
생긴 현대 아이들의 불안 의식과 슬픔, 영상을 보듯 명료한 이미지의 재조합, 스
마트폰, 게임, 로봇 등 시대의 다양한 풍경은, 동시의 새로운 재료로 등장한다. 신
춘문예와 일급의 아동문학잡지 등이 이런 젊은 시인들의 개성적인 세계를 이끌
고 있다. 기존의 토속적인, 서정적인 자연 풍경은 더 이상 도시 아이들에게 흥미
의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와 빌딩 문화로 통칭 대는 현대의 아동문학은, 무엇보
다 기존 시류에서 벗어나 놀랍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진화한다. 언어의 풋풋한 사
유, 새롭게 찾은 사물의 비유, 감각의 명증성은 근대 한국 동시의 사유체계를 훌
쩍 뛰어넘는다.
최근 동시 문단의 한 복판에 대구의 젊은 작가 임수현(1972~)이 서 있다. 경
북 예천에서 태어나, 계명대 문예창작과 석사를 졸업한 그녀는, 2016년《창비어린
이》 동시 부문 신인문학상, 2017년《시인동네》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해
성처럼 나타났다.「뭉게 뭉게 구름 토끼」외 당선작은,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
다. 모든 작품에서 우선 그 말의 부림은 낯설면서도 묘한 울림을 준다. 기성 동시
를 흉내 내거나 답습하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은 새로운 언어의 몸짓을 보인다. 한
마디로 신인다운 패기가 느껴진다. 특히, 일상의 슬픈 이야기들을 환상을 통해 극
대화시킨 점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특히, 제7회《문학동네》동시문학상 대상 수상
은 그녀의 동시 세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대상 수상작 「외톨이 왕」 외 49편은,
시인의 개성적 시선이 특출하다. 세계와 사물을 가로지르고 재해석한, 현실과 환
상의 경계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녀만의 독창적 동시를 낳았다. 지금까
지 어른들이 염원하고 꿈꾸던, 거기 꼭 있어야만 할, 어떤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로
아이들을 안내한다. 울림이 없는 이 시대에 자신만의 상상 문법으로 질문하고, 응
답하고, 달아나는, 마술적 동심 언어는 다분히 개성적이다. 시어의 섬세함과 적확
한 묘사, 이야기 구조의 탄탄한 전개 방식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더 깊게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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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시 행간 툭툭 던지는 대화의 시법은, 동시가 어
떻게 철학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실례
가 된다. 이야기시가 갖기 쉬운 상투적 서술의 위
험을 아슬아슬한 정도에서 조절해내는 자유롭고
도 능숙한 언어 구사와 일관된 주제 의식을 행간
속에 밀고 나가는 힘이 돋보인다. 하여, 그녀의 동
시는 다층적 은유로 평가된다.

그럼, 고양이를 소재로 이야기 형식을 빌어 독
창적으로 풀어낸, 임수현의 대표 동시 「고양이 뜨
개질」을 살펴보자.

고양이가
내 새끼발가락을 살살 잡아당기지 뭐야

올이 풀리더니 복숭아뼈가 풀리고 무릎이 풀리
고 배꼽이 풀리더니 까르르
웃음소리도 풀려 버렸어

고양이는
동그란 실뭉치를
돌돌 굴리며 다시 나를 뜨기 시작했어

학원 갔다 오니까
고양이가 소파에 누워 잠든 아빠도 풀고 있었어

근데 드르렁 드르렁 소리는 잘 안 풀리는가 봐
몸을 쭉 뻗더니 그만 잠들어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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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양이 꼬리를 살살 풀었어 고양이 잠도 술술 풀려나왔지
실뭉치에 돌돌 뭉친

늦은 밤 퇴근하는 엄마 무릎은 잘 풀리지 않아
나도 그만 엎드려 잠들고 말았어

― 임수현 「고양이 뜨개질」 전문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양이는 일찍부터 수많은 시인, 소설가, 화가들의 작품 속
에 조연 또는 주연으로 등장했다. 한국 현대시사 가운데 고양이를 주제로 한 유명
한 시는, 나쓰메 소세키에게 영향을 받은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를 들 수 있
다. 한 세기가 지났건만 여전히 감각적이고 참신한 표현으로 사랑받고 있다. 송찬
호의 「고양이」 또한 명작이다.

대구의 젊은 예술인

시작(詩作) 방법 중에 비유(比喩)란 시법이 있다. 드러내고자 하는 사물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갈래 중 하나가 은유(隱喩)이다. 임수현의 동시 「고양이 뜨개질」은 비유
이면서, 의인법(擬人法)과 은유로 잘 짜여진 시이다. 은유는 지금까지 항상 사용해오던 언어, 즉 기존관념들 속에
서 한 번도 맺어진 일이 없는 새로운 사물의 관계를 찾아 결합시킴으로써, 작품의 신선한 생명감을 불어넣는다.
우선 좋은 시는, 제목이 내용을 규정한다. ‘고양이’와 ‘뜨개질’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행간의 시어를
잡고 따라가다 보면, 그 까닭이 솔솔 풀려나온다. 독자들은 시를 읽기 전에 작품의 얼굴인 제목에서, 단번에 그
시의 기색(氣色)을 알아챈다. 제목의 눈빛이 매력적이면, 그 아래 시를 다 읽지 않아도 왠지 좋아 보인다. 첫 행의
착상 또한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아오던 사물이나 풍경을, 재미나고 엉뚱하게 뒤집어놓을 때, 전혀 다른 동시가
탄생한다. 늘 똑같은 질문과 생각으로는 관념의 틀 속에 갇혀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다. 하여, 동시 「고양이
뜨개질」의 첫 행은, 새로운 시도의 언어 발상으로 볼 수 있다.

“고양이가 / 내 새끼발가락을 살살 잡아당기지 뭐야”

화자는 ‘고양이’와 ‘나’를 비유를 통해 동일시했으며, 기존 동시적 기법에서 한 발짝 더 깊이 찔렀다. 고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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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발가락〉을 잡아당긴다는, 그 멋진 발상도 기막히지만, 〈올이 풀리더니 복숭아뼈가 풀리고 무릎이 풀리고 배꼽이 풀
리더니 까르르 / 웃음소리도 풀려〉버렸다는, 고도의 의인화된 은유적 상상력은, 발칙한 솜씨다. 물론, 시 행간을 ‘풀리다’
란 동사의 리듬으로 반복한 점 또한, 시어들을 모호하거나 신비롭게 한다. 일반적 동시는 정형적 율조를 가진 짧은 시인
데, 「고양이 뜨개질」은 자유시 중에서도 이야기 동시의 형태를 띤다. 자유시는 행이나 연 구분에 있어 특별한 법칙과 규
정이 없다. 시의 전체를 몇 개의 연으로 나눌지, 각 연은 몇 개의 행이 적합한지, 양행 걸침을 할 것인지, 종결형이나 명사
형으로 끝낼 것인지, 그것은 오로지 시인의 취향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진다. 「고양이 뜨개질」은 인간과 동물을 가족화한
생태 시의 일종이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가족과 동일시한 반려동물(가족)이란 개
념이 제안되었다. 물론 수백 년 전부터 고양이는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반려묘’이었다.

본질적으로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
한다. 신화나 옛이야기 책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또래들은 매일매일 자신
의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친구들의 새로
운 이야기를 듣길 원한다. 알고 보면 「고
양이 뜨개질」은, 이런 신화 이미지의 일
종인 셈이다. 고양이가 동그란 실뭉치를
돌돌 굴리며 ‘나’를 뜬다거나, 고양이가
소파에 누워 잠든 아빠를 풀고 있는 장
면 역시, 현실 속 판타지화 된 발상이다.
뭐니 뭐니 해도 「고양이 뜨개질」 속의 가
장 귀여운 반전은,
“나는 고양이 꼬리를 살살 풀었어 고
양이 잠도 술술 풀려나왔지 / 실뭉치에
돌돌 뭉친”

이 정겨운 시행이다. 이 시구야말로
무의식적 역설을 담고 있다. ‘고양이(동
물)’의 언어와 ‘나(인간)’의 언어가, 태초
엔 한 몸이었음을 증거 한다. 즉, ‘말들은

대구의 젊은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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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시로 돌아간다.’는, 옥타비오 파스(멕시코 1914~1998)가 말한 그 신비로운 ‘말’의 매력이, 고양이와 인간을 하
나로 묶었다. 임수현의 「고양이 뜨개질」 에서도 보이듯, 고양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인간 생태와 철학적 윤리적, 가족 문제
로까지, 시적 외연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시의 테제이다. 물론 좋은 시는, 대상과 언어 간의, 그 시인만의 독자적인 대응 방식
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그런 측면에서 임 시인은 현대적 감각의 이미지를 자신의 동시 속에서 독특한 시어로 형상화시킨다.
이미 유형화된 근대적 발상의 언어가 아니라, 발칙한 동시, 낯선 동시, 엉뚱한 신화적 상상력으로 버무린, 참신한 감각적 시
어를 사용한다. 2000년대 이전 시인들이 풍경 전체를 동시화했다면, 최근 젊은 시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미지를 취
해 말을 건다. 즉,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살면서도, 세대 간에 따라 현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시대를 둘러싼 환경
적 물리적 요인이 급변한 탓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미 세계를 지구촌으로 여긴다. 랩이나 힙합을 따라 부르는 그 애들
에게, 이전 동요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체험한 문화적 스크린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로봇과 우주 세계, 게임 같
은 희한한 이미지의 재구성은, 기존 동시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만다. 하여, 임수현은 한국 동시계(童詩界)에서 분명,
현대적 스타일로 자신의 독창적 세계를 그려가고 있는 시인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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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갤러리

청소년이여
무한 도전과 열정으로
페러다임을 바꾸자
글|

편집실

사진 |

최원도 이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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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갤러리

2019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이 5월 18일 대구코오롱야

인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회장을 비롯해 심사위원들은

외음악당에서 결선 및 폐막 무대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

“해를 거듭할수록 초중고등부의 기량 향상과 함께 참가자

을 마쳤다.

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땀흘려 준비한 경연 무대
이지만 경쟁보다는 함께 즐기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훌륭

총 238팀(초중고등부 133개 팀 대학부 105개 팀) 1,400여

했다”고 평했다.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
은 실용음악 부문의 대구지역 초중고등부연합팀인 ‘타악앙

특히 지난 11일 코오롱 야외 음악당에서의 개막식 및 개막

상블 신타카타카’가 차지했다.

축하 공연에는 시작 전부터 20,000여 명의 많은 관중이 몰
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

결선 및 폐막식이 열린 18일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팀 100여 팀 480여 명이 이틀간 대구음악창작소에서 치열

청소년들과 대구시민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에

한 경합을 벌인 뒤 14팀이 최종 결선 무대에 올랐다. 대구,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경북을 제외한 참가팀은 101팀으로 전국적인 청소년 경연
대회답게 전국에서 많은 지원자가 참가했으며 실용음악 부
문 참가자가 75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위원장

그 날의 열기들을 차곡차곡 포토 갤러리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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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갤러리

Award

2019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 경연 결과 공고
상 별

시 상

수상자

참가부문

부 상

대 상

대구광역시장상

신타카타카

실용음악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초·중·고등부]
상 별

시 상

수상자

참가부문

부 상

최우수상

대구시교육감상

스타온

뮤지컬

상장,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대구예총회장상

AAA

실용무용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대구예총회장상

청춘예찬

뮤지컬

박대기 크루

실용음악

인기상

대구예총회장상

신소예

실용음악

홍기범

실용음악

상패 및 상금 50만원

상패 및 상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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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상 별

시 상

수상자

참가부문

부 상

최우수상

대구광역시장상

디클레프

실용음악

상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대구예총회장상

퍼지퍼그

실용음악

상패 및 상금 200만원

메이즈

실용음악

장려상

대구예총회장상
임예린

뮤지컬

김민주

실용음악

송민섭 Brazilian Sextet

실용음악

One Chance

실용음악

인기상

대구예총회장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상패 및 상금 50만원

예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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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36회 대구연극제 리뷰
글|

김은성 |

극작가

대구연극제에 오다
처음 대구연극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곧바로 한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배우인 그는 종종 대구에서 연극하던 시절을 전설처럼 들려주곤 했는데 특히 대구연극제에서 신
인 연기상을 받았을 때의 감격을 그리워했다. 그에게 대구는 연극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언젠가 다
시 돌아가 연극을 하고픈 고향이다. 그의 영향으로 대구 연극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 연극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때에 전화를 받은 터라 별 망설임 없이 심사에 응했다. 대구의 연극들을
보며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었다. KTX에서 내려 일주일간 머물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차창 밖의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다. 벚꽃이 절정이었다. 새봄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생동감 넘치
는 무대가 기대되어 마음이 설레었다.

예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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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고도 <용을 잡는 사람들> 김규남 작, 이현진 연출
개막작 <용을 잡는 사람들>이 올라간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의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남녀노소 다양
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용을 잡는 사람들>은 희곡의 스토리가 투박하고 진부한 면이 있었
지만 완결된 구조를 갖춘 완성도 높은 우화극이었다. ‘용’이라는 세상에 없는 존재를 있다고 믿고 맞서 싸워나가
는 노인들의 슬픈 신화로 보였다. 연출적 리듬감이 좋았다. 극의 긴장과 이완을 조율하는 장면 배치가 인상적
이었다. 극의 템포를 밀고 당기며 관객의 몰입을 극 후반까지 유지시켰다. 또한 배우들의 앙상블이 돋보였다.
젊은 배우들이 노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감동을 만
들어냈다. 특히 ‘오리’ 역의 예병대의 연기가 빼어났다. 극 안에서의 리더로 머물지 않고 무대 전체의 호흡을 끌
어가는 노련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극의 전개에 어울리게 구축된 무대디자인도 연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했다.
특히 조명디자인이 빛났다. 인물의 내적 정서를 공간의 밝음과 어둠으로 적절하게 드러냈다. 다만 ‘용’이 영상
으로 표현되지 않고 보다 연극적으로 운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무대에서는 영상으로 만들어
내는 영화적 ‘스펙터클’이 사소한 연극적 장치 (이를테면 막 뒤의 그림자) 보다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29

극단 온누리 <외출> 김민수 작, 이국희 연출
어울아트센터 앞 도로변에 걸린 극단 온누리 팬클럽의 현수막이 인상적이었다. 연극을 좋아하는 관객들의 응원
을 지켜보는 일은 언제나 흐뭇하다. <외출>은 응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작품이었다.
우선 여성중심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희곡이 반가웠다. 동시대가 요구하는 현대적 이야기를 연극적으
로 잘 풀어낸 대본이었다. 할머니가 주인공인 연극, 그 할머니가 집을 떠나 남자 동창생과 세계여행을 떠나겠다
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플롯이 도발적이다. 재밌는 이야기가 세련된 연출을 만났다. 대본에 없는 인물을 등장시
킨 점이 흥미로웠다. 젊은 영애, 어린 영애, 두석의 마음이 각각의 인물로 등장해 아코디언, 탭댄스, 무용으로 잘
표현됐다. 이 인물들은 장면전환 때에도 효과적으로 배치됐다. 무엇보다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본에 없는 인물들을 만들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위 역할의 오재필의 연기가 기억에 남는다.
이완을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객석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않고 웃기는 법을 아는
배우다. 영애와 두석의 연기 방식이 상당히 다른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였다. 상징적인 장치와 오브제로 각
장면을 구축한 무대디자인은 대구연극이 결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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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처용 <툇마루가 있는 집> 김승철 작, 성석배 연출
<툇마루가 있는 집>은 창작산실 대본공모 우수작에 당선된 이력이 있는 검증된 희곡이다. 70-80년대 어느 가
족의 일상을 섬세하게 그려낸 수작이다. 중년에 접어든 가장이 과거로 돌아가 옛날을 지켜본다. 그 시선이 정서
적으로 큰 울림을 준다. 장점이 많은 작품이다. 다만 지금의 인물이 과거를 무대 위로 소환하는 이유가 애매하
다. 서울에서 초연을 봤을 때부터 들었던 의문이었다. 펼쳐지는 과거의 장면들 또한 각각의 에피소드는 재미있
지만 그 에피소드들이 묶여 결국 과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지점에 있어서는 질문이 생긴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소년의 상처와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결론의 파괴력이 약하다. ‘지금과 과거를 왜 잇고 있
는가?’ 답을 대구 공연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성석배 연출은 매우 노련한 연출가로 보였다. 대본을 무대로 잘
옮겼다. 사실주의적으로 쓰인 대본을 무대에 그대로 구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대에서 정서를 만들
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연출가다. 연기를 이끌어내는 공력이 보였다. 하지만 대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공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대본에 너무 기댄 공연이 되어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머니 역할의 최영주 배우의 호연이 돋보였다. 어린 진구 역할의 조용채는 진정성 넘치는 소년의 모습을 감동
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융희 배우는 정양을 설득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냈다. ‘보이지 않아야 좋은 조명’을 보여준
조명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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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레퍼토리 <전선 위에 걸린 달> 김행임 작, 이송희 연출
<전선 위에 걸린 달>은 희곡의 한계가 두드러진 작품이었다.
낡은 서사, 설득력이 없는 설정, 개연성이 떨어지는 산만한 전개는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대
본이 가진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연출도 아쉬웠다. 조명과 음향 운용의 잦은 실수는 ‘아직 덜 만들어진 공연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엉성하게 제작된 대도구 역시 극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이런저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광태 역의 이송희 배우의 연기를 보는 맛은 황홀했다.
힘을 뺀 좋은 연기가 어떤 것인지 목격했다. 감동적인 연기였다. 요란스럽게 표현하지 않아도 강하고 정확하
게 드러내는 노련한 연기의 에너지를 엄숙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노배우의 호흡과 발성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예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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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미르 <낙원> 이창호 작, 연출
낙원은 연극제 참가작 중에서 유일한 창작초연 작품이다. 기대가 컸다.
창작극을 처음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응원도 많이 받는다.
최대한 응원을 하려는 자세로 객석에 앉았지만 실망감이 컸다.
어떤 맥락에서 대본을 이해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요즘 관객들이 이렇게 헐거운 구조를 가진 어설픈 이야기에 넘어올 수 있을까?
대본을 직접 쓴 연출가가 대본의 한계에 갇혀 극을 연출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원장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무대는 식상한 느낌을 주었지만 조명과 음악 사용에 있어서는 젊은 감각을 뽐냈다. 젊은 연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였지만 과하기도 했다. 패러디 등 개인기에 의존하는 연기와 후반부 여왕의 독무대는 극
의 흐름과 동떨어져 관객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창작극을 실험한 극단 미르의 패기 넘치는 도전
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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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배우다
올해 대구연극제 대상은 극단 온누리의 <외출>에게 돌아갔다. <외출>은 6월 대한민국연극제에 대구 대표로 참
가하게 된다. 심사위원들은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이 대구연극제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되었다는 점’에 높은 점
수를 주었다. 공연 이력이 있지만 사실상 창작초연의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대한민국연극제에서 관객을 만날 것
이다. 대구에는 좋은 배우가 많다. 좋은 연출가도 있다. 다만 좋은 대본이 부족하다. 이번 연극제의 <외출>이 좋
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딘가에서 공연이 되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희곡들이 많다. 대구에 그런 희
곡들이 빛을 보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역으로 가는 길 위에서 떨어져 날리는 꽃잎을 보며 막을 내린 연
극과 그 무대에서 만났던 얼굴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젊은 극단 미르의 도전이 멈추지 않아야 할 텐데.’
‘이송희 선생님의 다음 작품이 정말 궁금하다.’
‘어린 진구를 연기한 조용채는 장차 어떤 배우가 될까?’
대구에서 연극을 보며 힘을 얻었다. 많이 배웠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다.

예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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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국무용제를 준비하며
글|

최두혁 |

계명대 무용학과 교수

1. 전국무용제 창설 목적
전국무용제는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무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1992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춤의 해’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무용협회
의 공동주최로 시작된 무용 축제이다.
우리나라 무용계에서는 1992년까지 전국적 규모의 춤 행사는 ‘서울무용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무용단 및 무용인들이 자유롭게 참가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
을 수밖에 없었고,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표현이 창출될 수 있는 무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 큰 장애요소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무용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무용계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창설된 것이 전국무용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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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무용제는 1992년을 기해 정부에서 춤의 해를 제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춤의 해
가 1년으로 끝나기보다는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전국무용제를 창설했다”
고 한다(조흥동 이사장 인터뷰, 2011.8.27., 한국무용협회, PM3시).
따라서 2019년 제28회를 맞이하는 전국무용제 시행 목적은 첫째,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
욕 고취와 무용 활동의 활성화, 둘째,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 도모, 셋째, 전국무용제의 브랜드
확립, 넷째, 무용예술 아래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한국무용
협회 홈페이지). 따라서 전국무용제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용의 상호교류는 물론 우리나라 무용 수준의 평준화와 함께 무용 예술의 대중화에
도 큰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 예술 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 전국무용제의 효과
전국무용제는 17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 및 무용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
무용경연대회임과 동시에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무용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앙과
지역 간의 양적, 질적 활동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는 우리 무용계에서 지역 무용의 활성
화를 위해 그 어떤 기관이나 행사보다도 주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나 전국무용
제의 개최 의미와 성과는 크게 지역 무용의 예술성 고양, 지역 동반성장 및 균형발전, 체계 구
축과 지원 확립, 무용예술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무용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간의 불균형한 무용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간의 참여적인 연대와 교류를 통한 지역 무용인들의
대거 등단과 신인 발굴 등 전문무용인을 배출하고 있다. 경연을 중심으로 하는 본 행사 이외에
도 개막식, 폐막식, 부대행사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민들에게는 무용의 예술성과
지역 예술의 향수를 누릴 수 있는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전국무용제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무용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이
에 대한 높은 기대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문제도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규제
와 규칙들을 신설하고, 수정·보완하며 제도적인 측면에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성장해왔다.

3. 전국무용제 개최·운영 및 성과
지방무용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표무용단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무
용 축제인 제1회 전국무용제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당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의 14개 시·도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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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1998년(개최지 전라북도-전주) 제7회 전국무용제는 15개
시·도가 참여하였고, 2017년(개최지 울산광역시) 제26회 전국무용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본 행사인 경연대회의 진행은 크게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예선은 16개 시·도 대표무용
단이 각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대회에 참가한다.
경연작품은 각각 40분 내외의 창작무용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고, 시상내용은 단체상과 개
인상으로 나누어진다. 단체상은 7회까지 최우수상 1개 단체, 우수상 2개 단체, 장려상 4개 단
체로 7개의 단체상이 있었고, 개인상은 안무상 1명, 연기상 4명, 미술상 1명씩을 선정하여 왔
다. 2000년(경상남도-창원) 제9회 전국무용제부터는 확대되어 단체상 명칭이 각각 대상, 금
상, 은상으로 변경되고 연기상은 2명이 추가되어 6명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무용제의 운영규정에 있어 아쉽게도 2008년 제17회 전국무용제부터는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남성무용수의 군면제 혜택이 없어지고, 운영 규정의 변화로 다소 위축된 경
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무용제의 치열한 유치 경쟁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 예
술의 발전 양상은 상당히 긍정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2019년 28회 전국무용제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95년 제4회 전국무용제
이후 24년 만이다(매일신문, 2018.5.24). 제28회 전국무용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
지 경연을 포함한 사전 축제, 국제학술포럼,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진행될 예정이다(한국무용
협회 홈페이지).

① 대구광역시의 공연문화 사업과 공연문화 시설 기반
대구광역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
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연산업 육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도시이다. 5년간 순차
적으로 △공연문화사업 기반과 네트워크 구축(2015)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2016)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2017) △문화창조계급 육성(2018)을 거쳐 2019년 문화도시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영남일보, 2015.10.9.)를 세우고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다.
공연문화 시설에 있어서도 대구는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공연장이 많고, 운영
방식의 차별화 및 시설이 우수하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
면, 대구광역시에 입지한 총 공연장 수는 57개이다. 대극장과 소극장, 복합공연장과 전용극장
이 고루 갖추어져 타 지역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높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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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연문화 소비 인프라
지역의 문화 예술적 이미지는 그 지역의 예술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대구는 예술소비 유입이 비교적 쉬운 주변 지역인 구미, 경산, 김천, 상주, 포항 등에서 오
는 잠재된 관객으로 높은 문화 소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장현희, 2017). 대구에서 개최되
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컬러풀대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대구국제뮤
지컬페스티벌(DIMF),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대구사진비엔날
레 등)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충성도 관객은 물론 폭넓은 소비자층에 이르기까지 공연 관객
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국악 등의 10개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협회들은 매년 다양한 경연과 심포지엄, 학술대회, 공연 등을 통해
지역의 예술발전을 도모하며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③ 활발한 공연 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7 문예연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문화예
술(시각예술·공연예술) 활동을 비교한 결과, 2016년 대구의 인구 10만 명 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87.1건으로 전국 평균 66.4건 보다 20.7건이 많았다.
공연예술 활동에 있어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장르의 공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표수준
을 보이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구
에서 선보인 6개 예술 분야의 총 활동건수는 2014년에 1천456건이었던 활동이 2015년에
는 1천924건, 2016년에는 2천165건으로 상승하며 대구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발전적 측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전국무용제 수상 실적
대구는 1992년 제1회 전국무용제부터 2018년 제27회 전국무용제까지 최우수상 1회,
우수상 2회, 장려상 2회, 대상 2회, 금상 2회, 은상 5회, 안무상 2회, 최우수연기상 4회, 연기
상 10회, 무대기술상 4회, 무대예술상 1회, 음악상 1회로 총 36회의 수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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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구광역시 전국무용제 수상 실적
년도(회)

참가단체명

수상 현황
작품명

1992년(1회)

주연희무용단

백두기둥

1993년(2회)
1995년(4회)

장유경무용단
백현순무용단

날개
공 - 우리는 무엇이고 싶다

1996년(5회)

박현옥&
대구컨템포러리무용단

그리고 아침이 오다
- 처용.1996

1997년(6회)
2000년(9회)

권정숙무용단
정찬비사현대무용단

태, 꽃, 하늘
올가미

2004년(13회)

장현희무용단

피할 수 없는…

2005년(14회)

배경진발레단

여자사냥의 역사

2007년(16회)

이화석댄스프로젝트

묵행

2009년(18회)

김병규댄스프로젝트

희생

2010년(19회)

정길무용단

민화

2011년(20회)

김선영현대무용단

불편한 진실

2012년(21회)

전효진발레단

슬픈달빛

2014년(23회)

장이숙댄스시어터

Don`t forget me

2016년(25회)

서상재아트팩토리

33人

2017년(26회)

SD Dance Company

공간자르기 part-1
은밀한 내면의 창고

2018년(27회)

노진환댄스프로젝트

모던타임즈

시상부분
최우수상
안무상
연기상
장려상
우수상
우수상
연기상
장려상
연기상
은상
최우수연기상
연기상
은상
연기상
무대기술상
은상
연기상
무대기술상
대상
연기상
무대기술상
은상
무대기술상
금상
최우수연기상
금상
최우수연기상
연기상
음악상
최우수연기상
무대예술상
은상
연기상
대상
안무상
연기상

수상자
주연희
주연희
주연희
장유경
백현순
박현옥
박현옥
권정숙
최두혁
장현희
이인수
이선민
이화석
김병규
김주호
김병규
김병규
김주호,박재민
김현태
최형준
최은석
김선영
조동현
전효진
김분선
장이숙
박정은
정진우
이영록
서상재
김철희
이승대
박종수
노진환
노진환
강주경

[출처: (사)한국무용협회 홈페이지]

⑤ 대구무용협회의 조직화된 운영
현대인의 삶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복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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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한 번 뿐인 인생을 의미하는 ‘욜로(YOLO), 소소하지만 확실
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현상이 나타나며 문화예술
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예술조직은 문화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는 곧 예술향유자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이고 발전
적인 창작 활동의 사회적 기회를 마련하여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대구무용협회의 활동을 보면...
첫째, 지역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용공연 홍보마케팅 작업으로 대구시내 구청 및 각
종 종교 시설, 사회 단체, 교육 단체를 방문하여 무용 전공자 외에 일반시민과 공연
문화 마니아 층을 공략.
둘째, 신
 진무용가를 비롯하여 무용교육기관의 교육자(교수, 교사, 강사), 무용단체장 등 젊
은 신진 이사진으로 조직화.
셋째, 이
 사들을 중심으로 사업별 행사를 전담하고, 기획·공모·추진하여 조직의 구조적
체계 확립.
넷째, 대
 구지역 문화예술극장과의 협업사업이다. 대구무용협회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
고 문화예술극장은 시설과 음향, 조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무용인들에게 무대공연
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용 공연 관람의 기회 마련.
다섯째, 지
 역 사회의 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주최하고, 소외지역, 소외계
층, 학교, 도서관, 재활센터 등 다양한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마련하여 무용의 저
변확대와 대중화에 노력.

4. 결론 및 제언
전국무용제는 1992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춤의 해’부터 지역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무용협회가 공동 주최
하고, 해마다 16개 시·도가 매년 번갈아가면서 공동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무용 축제이다.
대구는 1995년 제4회 전국무용제 이후 24년 만에 ‘제28회 전국무용제’ 개최지로 선정되
었다. 이는 대구가 지닌 공연문화 사업과 공연문화 시설 기반, 공연문화 소비 인프라, 활발한
공연 활동, 전국무용제 수상 실적, 대구무용협회의 조직화된 운영 등을 통해 이룬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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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도시 대구> 안에서의 대구 무용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대구를 통해 전국무용제라는 성대한 무용 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대구
무용의 국내는 물론 국제적 도약과 문화예술도시인 대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대구무용계는 가장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무용제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 예술계 그리고 대구광역시 관계자와 대구 시민의 적극
적 지원과 지지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성공적인 전국무용제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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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단편영화제 20년을 돌아보다
글|

서성희 |

제20회 대구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20세기 말 영화시장은 급속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1998년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 극장 ‘CGV 강변 11’의 개장을 시작으로 영화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영화 환경은 필름이라는 물리적 저장 도구보다는 제작과 배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환
경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디지털의 접근성, 활용성, 편의성에서 필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디
지털 영화의 도래는 지역 영화인에게 희소식이었다. 지역 영화인들에게 디지털 영상 시대는
서울에 가서 필름 현상과 녹음을 하지 않아도 촬영 직후 모니터와 스피커로 바로 자신이 만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기술적 진보였다.
21세기 기술적 진보를 토대로 새로운 영상시대의 도래를 예감한 대구 영화인들은 1999년
말 창립위원회를 발족하고 2000년 3월 17일 대백예술극장에서 ‘대구독립영화협회’ 창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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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개최한다. 대구독립영화협회는 영화제작, 유통배급, 정책연구, 영상교육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 16편과 당시 25회를 맞은 한
국독립단편영화제 수상작 9편을 초청해 창립영화제를 열었다. 독립영화는 영화 소비에 머물
러있던 대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젊은 영화인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스스로 표현
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제작방식이었다.
대구독립영화협회는 창립영화제, 대구영화포럼 등의 개최를 발판삼아 전국의 단편영화를
경쟁을 통해 우수한 영화를 선정해 소개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제작된 단편영화를 소개하며
전국적 교류를 꾀하고, 한 단계 성숙된 지역의 영상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00년에 전국
규모의 경쟁영화제인 ‘제1회 대구단편영화제’를 시작한다. 대구 청년영화인들이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를 선택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장편이 아닌 단편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주로 만
들던 영화 길이와 지역의 제작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2000 : ‘대구단편영화제’의 시작
‘제1회 대구단편영화제’는 한국독립단편영화제와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단편영화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11월 8일부터 11월 12
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신생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본선 경쟁부문과 대구지역 영상
제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애플시네마’ 부문에 모두 180여 편이 출품되었고, 선정된 16편
을 본선 경쟁부문과 애플시네마 부문으로 나누어 상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구단편영화제의 애플시네마 부문으로 지역영화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단편독립영화계에서 지역영화를 보호하는 스크린쿼터 장치를 둠으로써 영화제 본연
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대구지역의 영화 붐을 일으키려는 노력도 병행함으로써 단지 단
편영화 축제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영화의 불모지인 대구지역의 문화를 한 단계 올려놓기 위
한 시도였다.
또한 대구단편영화제는 첫 해부터 ‘단편영화의 밤’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영화인들
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대구지역 영화제작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당시 집행위원장은 손영득, 집행위원은 김형택, 송의헌, 황성원, 사무국장에는 남태우, 사무차
장은 김삼력, 이동환이었다.
제2회 대구단편영화제는 국내 영상제작의 활성화와 대구 영상산업 기반 마련의 계기를 마
련한다는 목표로 송죽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개최했다.
총 230여 편의 출품작 중 16편의 본선 상영작과 대구지역 감독이 출품한 애플시네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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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7편의 초청작, 2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시민들에게 단편영화를 알리기 위해 야
외상영회를 전야제 행사로 진행했다. 2회부터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본선 상영작은 온라인
영화관을 통해 상영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내 최초로 작가들의 수상작 선정과정을 온라인으
로 생중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려는 앞선 시도를 했다.
제3회를 맞이한 대구단편영화제는 서서히 국내단편경쟁영화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본편 출품작 212편, 애플 7편이 출품되며 지역에 기반한 진정한 작가영화제의 추구 및 국내
영상제작의 활성화와 대구 영상산업 기반마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대구에는 단편영화가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4회 대구단편영화제는 10월 17일에서
21일까지 대구디지털산업본관 대명동 계명대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본선경쟁작 16
편, 애플시네마 13편, 초청작 8편, 지역초청작 10여 편 등 50여 편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매
회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시간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초청작은 “Memorize the DIFF”라
는 주제로 지난 3년간 대구단편영화제 본선에 오른 감독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일반 초청
과 전주, 부산, 대전의 독립영화들을 소개하는 지역 초청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독립영화 다모여, ‘짧고 굵게’
제5회 대구단편영화제가 “독립영화 다모여”라는 슬로건으로 2004년 9월 14일에서 9월
19일까지 대구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다. 250여 편이 출
품되어 치열한 경합 속에 선정된 본선 경쟁작 19편과 대구지역 감독이 제작한 애플시네마 경
쟁작 5편을 비롯해 65편의 상영작을 프로그래밍해서 메인 상영관인 동성아트홀 외에도 삼덕
동 문화거리 일대에서 지역작가 초대전인 ‘아웃도어’전과 연계하여 지역 영화들을 상영했다.
‘짧은 영화’ 맛잔치이자 독립영화팬들의 축제로 알려진 제6회 대구단편영화제가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예술영화전용관인 동성아트홀에서 열렸다. “독립영화 날
다”라는 슬로건으로 260여 편의 치열한 경합 속에 선정된 40여 편의 단편 영화들을 선보였
다. 그해 부대행사는 더욱 다채로웠다. 대구 국채보상공원에 임시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초청작과 장편영화를 야외상영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1회부터 5회까지의 본선 수상작
들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온라인 상영했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네티즌 600명을 무료로 초대
하고 포츈쿠키 1만 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제7회 대구 단편영화제가 9월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
에서 열렸다. “짧고 굵게”라는 슬로건으로 28편의 영화를 선정했다. 영화제 개막식은 2.28기
념중앙공원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초청작을 야외 상영하며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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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을 이어나갔다.
제8회 대구단편영화제가 2007년 10월 24일에서 28일까지 CGV대구에서 5일간의 일
정으로 펼쳐졌다. 디지털 영화의 확장과 대구단편영화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출품수는
488편으로 늘어 치열한 경합 속에 선정된 본선 경쟁작, 대구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시네마, 국내 우수단편영화 초청작, 독일베를린국제단편영화제 우수작 등을 비롯해 총
38여 편의 상영작을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전국 관객을 만나기 위해 11월부터 서
울,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전국순회상영회도 가졌다. 제9회 대구단편영
화제는 504편의 출품작 중에서 선정된 35편의 상영작과 지난해 대상작을 프로그램으로 준
비해 2008년 11월 19일에서 23일까지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다.
제10회 대구단편영화제는 대구에서 꾸준히 단편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해왔고, 또 대
구단편영화제를 거쳐 장편영화로 새롭게 관객들과 만나는 감독과 제작자를 많이 배출하게 되
었다. 대구가 영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대구단편영화제는 지
역영화로서의 독립영화라는 화두를 만들어 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10년이었다. 여전히 가
야할 길이 멀지만 수많은 영화제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
고 영화인과 관객들과 함께 해 온 대구단편영화제는 새로운 10년을 기약하며 어김없이 10
회를 개최했다.
제10회 대구단편영화제는 초기의 16mm 필름이 다수이던 상황에서 디지털로 제작된 작
품이 다수가 되는 매체의 변화와 독립영화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성을 강조한 거대담론의
영화들에서 일상과 개인의 소통을 다루는 잔잔한 소품까지 영화적 색깔과 영역은 더욱 다양
하게 변모하고 확장되어 새로운 영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낳았고 한국영화라는 장강
을 풍성하게 하는 예쁜 강줄기가 되어 흐르게 되었다.

짧지만 다채로운 재미! 대구단편영화제
제11회 대구단편영화제는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창우)를 마련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시도
했다. 11회는 10회보다 100편이 더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고, 국제영화제로서의 길을 모색하
기 위해 일본영화 5편을 초청했다.
특히, 영화볼모지 대구에서 10년 이상 영화제를 개최하며 대구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
험의 기회를 제공해 온 대구단편영화제는 11회를 맞아 대구단편영화제 개최의 본연의 취지
에 맞게 애플시네마 부문 상금확대, ‘지역영화제로서의 대구단편영화제와 그 가능성’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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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새로운 시도로 대구단편영화제가 대구 최고의 문화축제로 자리매
김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배우 임지규를 영화제 홍보대사로 맞아 영화제를 더욱 빛나게 했
으며, 대구단편영화제 수상감독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시민대상 영화제작 워크샵 ‘거침없이
레디 액션!’을 시작했다.
대구단편영화제는 12회를 맞아 “알싸한 난기류”를 슬로건으로 걸고 8월 17일 김꽃비와 임
지규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과 야외상영을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5일간 스크린 씨눈에서
열렸다. 슬로건대로 관객들에게 단편영화의 맵고 세지만 동시에 불규칙적이며 종잡을 수 없
는 재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제 단편영화 소개 부문에 해외(일본)초청작 6편을 상영했다.
제13회 대구단편영화제는 총 620편이 접수되어, 국내 단편영화제 중 최고의 경쟁률을 자
랑했다. 이중 상영작으로 선정될 작품은 국내경쟁부문 22편과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제
작된 애플시네마 7편이다. 총 5편의 해외(일본)초청작도 상영되었다. “열세 번째 교신”이라는
슬로건으로 8월 24일 개막식과 야외상영을 시작으로 28일까지 5일간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스크린 씨눈에서 열렸다. 배우 박희본을 홍보대사로 소개하고, 대구단편영화제 참가감독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시민대상 영화제작워크샵 ‘겁도 없이 레디액션! 시즌3’를 이어나갔으며, 일
본초청작 포함 매 상영 후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제14회 대구단편영화제는 23편의 국내경쟁부문작과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
플시네마부문 7편, 와일드미션 -JP : 해외(일본)초청작 4편, 개막초청작 1편을 비롯한 국내
외 총 35편의 단편영화들로 수놓으며 14회를 맞아 “본격 최대개방 F/1.4”를 슬로건으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개회되었다. 카메라 최대 노출을 의미하는 F/1.4는 대중들이
독립영화를 조금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인기
의 무대 인사와 함께 ‘겁도 없이 레디액션! 시즌4’를 비롯해 다양한 관객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제15회 대구단편영화제는 “사춘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8월 26일 개막했다. 육체적, 정
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인 사춘기는 더욱 성숙한 대구단편영화제가 되자는 의미로 대구
시민들과 영화애호가들에게 찾아갔다. 경쟁부문(국내경쟁, 애플시네마)은 총 587편이 출품
되었으며, 2.28기념 중앙공원에서의 개막식 및 야외상영을 시작으로 27일부터는 주상영관
인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스크린 씨눈에서 진행되었고 배우 ‘이채은’이 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애플시네마’의 비약적 도약
제16회 대구단편영화제가 “서머리그(Summer League)”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8월 11일
시작했다. 뜨거운 도시, 대구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경쟁 리그라는 의미인 서머리그는 전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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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영화제라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대구시민들과 영화애호가들을 찾아갔다. 경쟁부문(국내경
쟁, 애플시네마)은 총 591편이 출품되었으며, 예심을 통해 총 36편과 4편의 해외(일본) 초청
작을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개막식 및 야외상영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주상영관인 오오극장
에서 진행했다. 16회 이전부터 서서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
플시네마의 수준이 전국 경쟁작과 나란히 놓아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제17회 뜨거운 도시, 대구에서 펼쳐지는 대구단편영화제 8월 10일에서 15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경쟁부문은 총 664편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34편의 작품이 예심을 통과하여 예
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주상영관인 독립영화
전용관 오오극장에서 상영되었다. 17회는 “잘나온 영화, 잘나올 영화”라는 주제의 프로그램
으로 “잘나온 영화”의 프로그램으로 이주승 ‘배우목격담’을 준비하여 초청배우와의 소통을 이
뤄내며, “잘나올 영화”의 프로그램으로 상금 400만 원의 ‘애플시네마 피칭포럼’은 대구에서
만들어질 단편영화에 관객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부산, 광주, 대전, 전주
로 구성된 지역단편영화 특별전 ‘R-콘택트’ 초청작들이 영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제18회 대구단편영화제 경쟁부문은 총 840편이 출품되어 국내영화제 중 높은 경쟁률로
그 명성과 권위를 쌓아가며 8월 9일 롯데시네마 동성로 2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을 시작으
로 8월 15일까지 주상영관인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은 “농익다”
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17회 영화제 피칭포럼에서 베스트피칭상을 수상한 권
진애 감독의 영화 <홈런>을 개막작으로 상영하고, 이상희 ‘배우목격담’ 그의 단편출연작 상영
과 함께 팬들과의 무비토크가 펼쳐졌다. 무엇보다 대구에서 만든 단편영화의 수준이 전국 경
쟁작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었다.
제19회 대구단편영화제 사업 방향은 지역경쟁영화제로서의 목적과 위상은 유지하되, 프로
그램 다변화를 통한 ‘지역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회 영화제는
“대구의 여름은 영화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늘어난 관객을 수용하기 위해 야외상영을 포함해
3개의 상영공간에서 동시에 영화제를 진행했다. 또한 영화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북성로 일대 10여 개의 상점들과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제20회 대구단편영화제는 그동안의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 영화인과 더불어 시민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더 풍성하고 알찬 영화제로 2019년 8월 22일 그 막을 연다.

2019 : 대구단편영화제 20주년이 되다
대구에서 영화제작은 1961년 영화사 통폐합 조치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어졌다. 지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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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제작된 영화를 일방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발전하
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고, 영화를 만들 수 있
는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꾸준히 인재를 양성하고 급
변하는 기술적 진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며 질적 양적 성장을 조화롭게 키워나가야 한다. 영
화는 창조적 영역이 다 그렇듯 인위적으로 인력풀을 늘리거나 기술적 인프라를 갑자기 구축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대구단편영화제는 지난 20년간 대구경북 유일의 전국경쟁영화제로 국내에서 제작되는 다
양한 단편영화를 초청하여 지역의 시민에게 소개하고, 제작자와 관객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나아가 대구경북지역의 영화 제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가 되고자 한다.

지상갤러리 I 건축

Das Haus : Loggia
Bakery Cafe Residential

박찬익 _
•베를린공과대학교 졸업
•2008-2014 포스터+파트너스, 런던
•2017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공모 당선
•현. 굳자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현.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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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갤러리 I 건축

뾰족한 집

예정우 _
•오사카대학 건축공학 석사
•일본 건축학회 정회원
•2015 젊은건축가상
•영남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현.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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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애의 손
김동원
복사꽃 그림자 두 손은 돌에 묶인 채
연못 속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꽂힌 칼끝에 고인 핏물이 번질 때
찢긴 꽃잎은 눈이 풀리어
물 밖 세상의 노을을 보고 있었지만,
간밤 물 속 잠긴 구름이 검은 머리카락을
건져 올리는 동안,
그 복사꽃 그림자 엄마는
물풀 속 거꾸로 목이 감긴 채
울컥울컥 분홍 피를 내뱉고 있었다

•1994년 『문학세계』로 등단.
•201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동시 당선.
•시집 『깍지』 등 출간. 동시집 『태양 셰프』 등 출간.
•평론집 『시에 미치다』 출간.
•대구예술상 수상. 대구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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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마음이 흐른다면
송진환
직선과 곡선 사이 마음이 흐른다면
직선은 곡선을 닮고
곡선은 또 직선을 닮아
끝자리 그 어디쯤에서 하나 되어 만난다

직선은 직선대로
곡선은 곡선대로
제 나름 지켜온 고집이 있다 해도
어딘가 채우지 못한 아쉬움은 있을 테니

•1978년 『현대시학』 등단
•200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
•시집 : 「바람의 行方」 「잡풀의 노래」 「조롱당하다」 「누드시집」 「못갖춘 마디」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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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아빠의 다리미
이재순
재활용센타에서
다리미 주워 온 아빠
가족들 핀잔에도
닦고 또 닦고
당장 버리라던 엄마
닦아놓은 다리미 보고
“어! 고장도 안 났고
새것 같네!”.
구겨진 우리 마음
쓱쓱 다리는
아빠의 다리미

•월간한국시 신인상 당선, 한국동시조 신인상
•한국아동문학작가상 수상, 김성도아동문학상 수상
•지은책 : 『별이 뜨는 교실』 『큰 일 날 뻔했다』
              『집으로 가는 길』 『귀가 밝은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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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아홉 고개 품앗이
김숙현

방해꾼이 없는 모처럼의 사흘 연휴다. 마음 맞는 사람이랑 여행을 떠나도 좋겠고,
잿빛 절복을 걸쳐 입고 조용한 산사로 들어가 사바세계를 곁눈질해도 좋을 듯한 여유
가 느껴진다.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 목욕이나 가자는 언니의 전화가 있
었다. 살아가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청이 몇 가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언니의 ‘목욕가
자’는 청이다. 군소리 없이 채비를 서둘렀다.
열기로 뿌옇게 흐려진 탕 저쪽에서 까르르 넘어갈 듯 들리는 웃음소리는 분명 딸
아이와 언니의 목소리다. 항상 그랬듯이 대중목욕탕에서만은 내가 아이의 이모이고
이모가 아이의 엄마이다. 이모와 엄마가 주객이 전도된 데는 딸이 열 살이 되도록 이
모 손에 자란 탓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들 둘만 둔 이모의 딸에 대한 미련이 더
큰 몫을 한 것 같다.
딸아이가 철이 들고부터 시작된 목욕탕 품앗이 셈이란 것이 도무지 아홉 번에서 진
도가 나가질 않는다. 아마 오늘도 아홉 번과 열 번 사이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 이모
의 넓적한 손에 아이는 솜털이 뽀샤시한 등짝을 한 대 맞았을 것이다. 그래놓고선 때
린 이모도 웃고 맞은 아이도 웃고 있겠지. 굳이 열 번을 넘기지 않으려는 이모의 속내
를 제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알 수가 있을까. 탕 밑바닥에서부터 뽀글거리며 올라
와 수면 위에서 공허하게 터져버리고 마는 기포같은 허무함이 저 웃음 뒤에 숨어 있
다는 걸 아이는 모른다. 그래서 제대로 계산하면 수백 번도 넘었을 품앗이 셈을 나도
굳이 밝히려 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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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십여 년 동안 치매와 씨름하신 시어머니를 꽃가마 태워 하늘로 시집보내 드리던
날이었다. 상복을 훌훌 벗어버리고 기나긴 인연의 끈을 묶은 때 벗기듯이 씻어버리고
자 가는 목욕길에도 언니는 학교 간 아이를 기다려 동행했다.
위층 욕실에서 “새댁이 누구간데 지애비 있는 아낙네의 옷을 이래 홀라당 벗기 놓
고 욕을 보이능교? 차라리 나를 죽이소!”하는 할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리고, 뼈만 앙
상하게 남은 손으로 며느리의 등짝을 칼날같이 내리치는 소리가 욕실 배관을 타고 아
래층으로 울려 퍼지던 날도 언니는 조카를 데리고 목욕탕을 찾았다. 그런 날에는 설
령 아이의 숙제가 산더미 같이 밀려 있어도 말릴 수가 없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
는 가슴속 피멍을 삭이는 방법이 조카랑 손잡은 목욕길이었음을 알았기에 그저 딸
아이에게 ‘이모에게 떼쓰지 말고 이모 등 잘 밀어주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갓
열 살을 넘긴 아이 손에 쥐어진 노란 이태리 때수건이 이모 등에서 그네를 타고 있
을 때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에 의지해 흘렸을 이모의 눈물을 아이는 볼 수 없
었을 것이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은 설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가 이승에서 마지막
보낸 설이 있었던 해였다. 자고 일어나니 벽지를 다 뜯어먹어서 한쪽 벽이 시멘트가
다 드러났다며 한숨을 쉬고 있을 무렵이었다. 언니가 혼자 시켜드리는 목욕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부른 시누이가 막 도착해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큰 소리가 났
다. 자신 없으면 병원으로 모시지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
렸다. 굽 높은 하이힐이 바닥을 치는 소리는 언니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이내 ‘쾅’
하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시누는 사라져 버렸다.
그 날 목욕길에는 나도 같이 동행을 했다. 동행이라기보다 언니 인생을 찾아 주
리라 마음을 먹은 다짐길이었다. 언니는 딸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씻기고 있었다. 그
날따라 더 깨끗이 정성을 들였다. 마치 낮에 목욕 중에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려서 제
대로 씻기지 못한 할머니를 마저 씻기는 듯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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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병원으로 모시자. 언니만 고생하지 말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더라. 그런다고
해서 아무도 언니 욕할 사람 없다. 누구 하나라도 언니 욕하면 내가 말할게. 언니만
큼 할 자신 있는 사람 나와 보라고 해라. 벌써 십 년이다. 이러다 언니가 먼저 죽겠
다. 누가 뭐래도 언니는 할 만큼 했다. 형부도 그러자고 하는데 왜 언니만 고집이고?”
동생으로서의 애원이었다. 아니 같은 여자로서의 동정이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가까웠다.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정신이 한 번씩 돌아오면 아
들, 며느리, 손주들 다 찾는다 아이가? 아들이 낼모레 오십인데도 늦게 오면 창 너머
보면서 걱정하고, 뉴스에 젊은 청년들 사고 친 기사라도 나면 우리 손주들은 착해서
다행이라며 며느리가 자식 잘 건사해서 그렇다고 칭찬하는 거 니도 들었잖아. 정신
을 놓으셔서 하는 행동인데 우째 탓하노? 안 된다. 내 편하자고 병원으로 모시면 내
자식한테는 또 뭐라고 말하노?”
말은 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다 진리이고 도덕에 맞는 말일지라도 날
마다 예고 없이 날아드는 할머니의 매운 손에 찍히는 효부 훈장인 듯한 피멍을 치료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뿐인가. 외식은커녕 따뜻한 밥 한술도 가족끼리 오순도순
먹을 수가 없었다. 멀쩡히 식사하다가도 며느리가 서방질을 해 외간남정네를 집까지
끌고 왔다고 국그릇을 뒤집어 씌운 적도 있었다. 옆에 앉은 당신의 아들은 외간남정
네가 되어 죄송하다고 줄행랑을 치는 시늉을 해야 했다. 캄캄한 밤중에 집에 갈 거라
며 거리를 배회하다 대로변에서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을 때도 병든 노모 간
병 잘하라는 타박은 언니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굴레였다. 어쩔 수 없이 방문 밖에다 잠
금장치를 해 놓고 손잡이를 부여잡고 통곡하던 그 모습도 간혹 들르던 시누들에겐 위
선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결정이라면 동생인 내가 매듭을 지어 주고 싶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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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어진 시궁창의 나락에서 건져내 오고 싶었다. 나 역시 내 핏줄이 먼저였기에 남의
집 며느리로서의 내 언니를 인정하지 않았다. 말 없는 한숨들이 오가고 비수 같은 말을 언
니는 꺼냈다.
“내가 네 형부한테도 일러뒀는데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늙어서 할머니처럼 되거든 내 밥
그릇에 쥐약 한 봉지만 타 줄래? 나는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 이래 고생시키기 싫다. 그래도
내가 고마 정신을 놔버리면 모른다 아이가? 혹 자식 며느리가 착해서 죽어도 부모라고 모
시겠다고 고집을 피워도 네가 그래 좀 해도. 내 아들이 병든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 앞에서
죄인처럼 비참해지는 꼴은 난 못 본다.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해래이.”
그 날 나는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질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나락을 경험했다. 핏줄의
줄기를 이어 준 뿌리가 명을 다해야만 가지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황당한 아이러니를 실감
하며 언니가 살고 있는 곳이 헤어날 수 없는 나락임을 알았다.
딸아이의 등을 문지르며 언니는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내가 니를 조카라고 키워 주고 씻겨 줬다 아이가? 그라이 이모가 만약에 할머니가 되
면 열 번만 씻겨 도고. 지금까지 아홉 번을 목욕시켜 줬으니 한번은 이자로 붙여가 꼭 열
번 만이다. 알겠제? 그 이상은 안 한대이. 이모는 나중에 며느리가 씻겨 주는 건 싫다. 그
렇다고 딸이 없으니 니가 그때 내 딸 노릇 열 번만 해도고. 지금 이모가 니 씻겨 주는 건 품
앗이다. 알겠나?”
그 말의 의미를 어린 조카가 다 일아 들었을까. 정으로 시작한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자
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올가미로 엮어질 줄 처음에는 몰랐단다. 단지 ‘아가야
아가야’ 해주시는 살가운 사랑이 좋았고, 무엇보다 내 남편의 부모였기에 자식 된 도리 말
고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는 길이라 여겼기에
당연하다고 마음을 먹었단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서 있는 자리는 답이 없는 문제를 끝
까지 풀어야 하는 검은 칠판 앞에 선 기분이었단다. 그래서 조카와의 정에서도 부담을 주
기 싫었으리라. 열 번을 넘기고 나면 숫자가 더해질수록 어린 조카에겐 이모의 사랑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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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한 것이리라.
딸은 “하여튼 이모는 늙으면 내가 같이 살거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해 봄, 할머니는 잠자는 듯이 며느리의 올가미를 풀어주셨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수십 번이 넘는 목욕길이 더 이어졌지만 아직도 이모와 조
카는 아홉 번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모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마
다 찾는 조카는 이모 인생의 황혼기를 대비한 보험 같은 존재가 되어 줄 뿐이다. 목욕
을 마치고 나서는 길, 조카는 이모에게 옵션을 요구한다.
“이모야. 지금 어묵이 하나에 오백 원 한다 아이가? 나중에 이모가 할머니가 되면
저게 적어도 천 원은 안 하겠나? 그래도 나중에 이모가 사달라고 하면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줄게. 그라이 지금 저거 하나만 사 도!”
이모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간 딸아이의 손에는 어묵과 함께 천 원에 두 개 하는 호
떡까지 들려져 있다. 그냥 웃음만 나온다. 호떡 속에 들어 있는 설탕같이 달콤한 이모
의 깊은 사랑을 딸이 하루빨리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예전에 비참하기까지 했던 이모와 조카의 목욕길에 비하면 지금 이 순간은 더없는
행복이 함께 하는 여행길이다. 먼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세속의
번뇌까지도 씻어 주니 지금 내가 나온 곳이 선녀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
저나 할머니도 안계신 지금 언니를 심란하게 만든 건 또 무엇이었을까.

•계간 <문장>수필 등단
•문장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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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팔공운무도」
사진작품기
글|

•팔공산 비로봉

백산 오동섭 |

대구미협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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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리던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그칠 듯 말 듯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만약 비가 그친다면 산에는 운무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다. 서둘러 카메라 장비를 준비하여 팔공산 인봉으로 향하였다.
숱하게 헛걸음 한 길이지만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대작을 꿈꾸며 바쁜 걸음으로 비를 맞
으며 인봉을 오른다. 산지라서 그런지 빗줄기는 굵게 내리고,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거기
다 우산까지 받쳐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숨이 턱에 찬다. 그렇지만 혹시나 대어를 낚으
리라는 기대가 있기에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진다. 힘들게 인봉 암괴를 올라 팔공산 능선
을 바라보니 구름 속에 가리어져 오늘도 헛걸음이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사방을 굽어본다.
그동안 산악 풍경이 좋아서 이 땅의 웬만한 산은 거의 다 섭렵한 처지이다. 설악산, 지리
산은 계절마다 찾았으며 덕유산은 수시로 다니면서 등산과 자연, 사진을 함께 하였다. 평
소 산을 좋아하여 무작정 등산을 하다가 가끔 산에서 만나는 특이한 풍경에 매료되어 계
속 산을 찾았지만 돌아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 한국 산악사진가 김근원 선생
의 작품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배낭에 카메라를 휴대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등산이 더
즐거워졌고, 산의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며, 순간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산경을 바
라보게 되었다.
나의 사진 활동을 알고 있던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일침을 가했다. “대구 사람이 팔공산
을 곁에 두고 어디를 다니느냐?”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는 저 팔공산을 그동안 지나쳐 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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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팔공운무도

것이다. 달구벌을 이루는 대구의 진산인데 대구 사람에게는 어찌 설악산, 지리산에 비할 것
인가. 대부분의 학교 교가 가사에는 ‘팔공산’을 언급하며 그 정기를 받고자 하지 않는가. 그
정기를 받은 달구벌은 이 나라 역사와 문화의 발원지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성산이 아니던
가. 이때부터 팔공산 구석구석을 탐방하다가 인봉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 인봉은 우선 팔공산 주능선과 조금 떨어져 있어 팔공산을 한눈에 조망하기에는 이
보다 더 좋은 명당은 없다. 인봉의 거대한 암봉 위에 서면 팔공산 전 능선이 파노라마를 이
루며 한눈에 들어오는데 동쪽으로 관봉과 환성산, 서쪽으로 도덕산과 기저산, 동북쪽으로
동봉, 비로봉, 서봉 등 팔공산 정상부가 우뚝 솟아 있어 팔공산의 기상과 정기가 이곳으로
모이는 형국이어서 팔공산의 강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소년대’라고
불렀고, 신라시대에는 김유신이 화랑시절에 팔공산에서 수도하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곳이 화랑들의 수련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처음 이 곳을 찾았을 때는 등산객은 거의 없었고 가끔 무당 강신굿하는 광경을 보게 되
었다. 여름 철 긴 장마가 지나면 바위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고 무너지는 바위도 있어 겁이
날 때도 있었다. 바위 위에는 제법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봄이
되니 고사하고 말았다. 지금 있는 소나무도 고고하게 서있어 ‘신선송’이라 부를만하지만 언
젠가 고사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근 십여 년을 오르내리며 팔공산을 감상하고 수많은 사진
을 실험작하였다.

67

•인봉신선송

오늘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며 우산을 받쳐 들고 인봉 바위 위에 서서 비로
봉과 약사여래불을 바라보며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잠시 후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뭔가 심상찮은 기미가 보인다. 하늘이 밝아지며 검은 구름이 흰 구름으로 바뀌
면서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팔공산 능선이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다. 갑
자기 흥분되어 우산을 팽개치고 서둘러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 본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팔공산 산신령이 나의 간절한 소망을 받아준 것인지 그토록 갈망하
던 운무(雲舞)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 저 팔공산을 무대로 하여 거대한 구름의 춤
이 시연되고 있는 것이다. 팔공산의 조화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할 수가 있을까. 천지자연
의 조화가 이렇게 신령스러울 수가 있을까. 팔공산의 氣가 출렁이고 팔공산의 혼령이 너울
거리고 있는 것이다. 내 평생 이러한 환희는 처음 느껴보며 아무리 자제해도 흥분을 가라앉
힐 수가 없고, 허둥대며 셔터를 눌러대지만 무아지경이다.
비로봉과 약사여래불이 구름 속에서 숨은 듯 나타날 듯 서로 숨바꼭질을 하며 좀처럼 함
께 나타나지 않는다. 순간순간 달라지는 구름의 춤사위가 드디어 이 둘을 동시에 보여주며
여기가 팔공산임을 잠깐 점지해 준다. 한 작품 잡았다고 안도하는 사이 빠르게 등천하는
구름은 잠시 후 팔공산만 남겨두고 모두 하늘로 사라져 버리고 나 역시 인봉 바위 위에 혼
자 휑하니 버려져 있지 않은가. 덧없는 한 순간의 꿈속을 노닐다가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
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화려한 팔공산 운무의 순간은 나의 사진 속에서 영원히 멈춘 채 「夢
遊八公雲舞圖」를 남겨 주었다. 이제 영산 팔공산의 기운이 집안에서도 흐르게 된 것이다.

지상갤러리 I 미술

Space and flowers

강석원 _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1991)
•개인전 및 단체전 다수
•제13회 대구미술대전 (93, 특선) 外 각종 공모전 14회 입상 (84~97)
•작가정신미술학원(회화전문) 운영(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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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보면-生

강외구 _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4회
•대구미술제, 대구아트페스티벌(대구)
•대한민국 남부국제현대미술제(부산), 한·중 국제미술교류전(대구)
•SKAF Art Fair(서울), 한국화 3인전, 기타 단체 및 기획초대전
•계명대학교, 대덕대학교 강사역임. 대구미술협회.
   계명한국화회 회원. 대구미술협회 한국화분과 이사

70

지상갤러리 I 미술

Scent of happiness

강정주 _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졸업 동대학원미술교육과졸업
•개인초대전 21회
•무석교류전(중국)
•여류작가초대전(공평아트)
•대구아트페어 서울아트쇼 아트부산 조형아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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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몽유영(花夢遊泳)_ 잎에 빛을 담다.19S7

김진영 _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7회
•아트페어 및 그룹전 다수 출강
•전. 부산교육대학ㆍ경북도립대학 출강
•현. 현대미술협회ㆍ미협ㆍ단묵회ㆍ대한민국현대한국화회ㆍ계명한국화회ㆍ오월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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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갤러리 I 미술

나태주님의 시 “아름다운 사람”

박경애 _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 우수상, 초대작가, 심사, 이사
•대구시서예·문인화대전 대상, 초대작가, 심사, 분과위원장, 정예작가상
•매일서예대전, 신사임당, 세종, 한글사랑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
•대한민국정수서예대전 초대작가상, 심사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이사, 개인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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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성기열 _
•대구원로 미술인회 운영위원
•2011 화집 발간
•생과사(43회 개인전) 등 다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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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갤러리 I 미술

수산(壽山)

이창수 _
•개인전 7회
•대구미술발전인상 수상
•현. 대구미술협회 부회장
•현. 한국미술협회 이사
•현. 일정서예, 전각연구실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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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기도

조승형 _
•포항불빛미술대상전 최우수상, 대구광역시미술대전 대상
•대구예술대학교 공로표창, 대구미술협회 정예작가상
•대구시 서예협회 우수상
•한국화 동질성전 16,17,18년(대전,전주,청주)
•대구 아트피아 부스전, 전주 세계서예비엔날레 초대부스전
•수성문화원 유지경성 희망展, 2016 대구경북미술혁신 프로젝트전
•2017 3월 대구미술제 협회전, 2017 재활용 유쾌한상상전 - 대구학생회관
•2018 대구미술 오늘전, 2018 환경미협 크리스마스 이색트리전
•현. ㈜월드로 대표이사, ㈜프린스 대표이사

연재 I 건축 이야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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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축인의 말, 말! (3)
글|

현택수 |

경일대학교 명예교수

이번 원고는 대구예술 2019 봄 호에 실린 ‘대구 건축인의 말, 말!(2)’의 후속편이다.
대구건축 아카이브 사업, ‘대구의 건축인’ 중 윤영도로부터 이중우까지의 어록을 다룬다.

산업발전의 한 축으로 건축이 양적 팽창에 전력하던 1980년대 대구의 개발 시기에, 대학의
강단에서는 건축 의장을 가르치고, 현장에서는 환경 조형으로의 건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이
가 김정재(1938~ )이다. 미술을 전공한 화가이며 건축을 전공한 건축가다.
“생각이 복이다.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버지 말씀과 “무슨 일이든 고민하지 말
고 덮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어머니 말씀이 삶의 지침인 독실
한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났다. 다수 교회건축을 설계한 바탕인 것이다.
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환경조형물 설치가 법제화된 이후, 김정재에
게 많은 작품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미술협회가 주도적으로 환경조형 분야를 담당하
였다. 김정재는 건축과 미술 영역의 합일점을 넘나들며 건축의 조형을 이해하고, 건축의 공간
구성에 걸맞은 조형물을 구현하려는 선도자였다.
“순수조각은 작가 자체의 작품이지만 건축물 앞에 놓일 조형물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나
아가서 도시 공간을 보다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하는 김정재는, 현재도 우암미술관에서 자신
만의 건축세계를 구축한 예술인으로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건축이란 조형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미술이론을 공부하고 실기를 접하여 조
형 형태를 창조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구상하려는 형태를 스케치나 모형을 만들어 보아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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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말! (3)

▲ 대구최초 국제설계협업으로 완공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윤영도 - 레오나드 파커)

로소 건축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공간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나아가
서 조경을 잘 이해하여야, 환경에 적합한 형태를 창출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는 도시 공간
을 창조하며 지역에 따라 경사지면 경사지에, 호수나 바다 주변이면 그 환경에, 도심이면 도
심지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형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구겐
하임 미술관, 롱샹 교회당, 파밀리아 성당과 같이 자연에서 유추하여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
이다. 신이 창조하신 능력에 감탄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형태를 구상할 때마다 기도하
면서 창조의 능력을 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다. 교회 장로가 되기 전부터 주로 교회 건축을
설계하였다. 처음에는 많은 교회를 설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다. 80세가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시간이 흘러간 후 가보면, 잘못 설계한 것도 후회가 되는 설계도 있다. 건축
가는 작품에 임할 때 독창력을 길러야 훌륭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건축
뿐만 아니라 조경, 주변 환경, 시대에 따른 경향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여 사용
자들에게 진정한 평가를 받을 때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도면에 임하기 전 건축가는
공간 창조 능력을 길러내어 많은 스터디를 습득하여야 훌륭한 작가가 될 것이다. 건축설계자
는 도면을 그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형 형태(전체 모형)를 디자인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모
방이나 카피를 지양하고 독창적 건축물을 설계하여야 도시미관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건축가로서 예술 속의 건축을 구현하고자 하였는지를 대변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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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집짓기(경산 남천 2001, 김정재-지미 카터)

◀ 환경조형물, 연자 방아

우리는 이른바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를 한껏 향유하면서도 테크놀로
지로부터 위기를 실감하기도 한다. 현대문명 위기의 징후는 자연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파괴
로부터 나타났다. 사태의 원인을 무모한 인공 환경 조성의 결과로 추적하기에 이르렀다. 인간
에 의한 절대적 자연정복, 대규모의 개발행위, 생산의 공업화, 상품의 대량소비 등이 인간 중
심적 개념에서 비롯되었고, 인간 편의적 목적성취를 위하여  자연환경을 도구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 반성의 몫인 것이다. 인공지능 또한 진정 스마트한 개발은 어떤 방향인가를 깊
이 고민할 때다.
인간을 위해, 자연을 향해 던진 부메랑이 급기야 인간을 괴멸하려는 듯 되돌아오지 않도록 자
연과 환경에 공존하는 건축을 늘 염두에 둘 일이다.

후당 김인호의 건축적인 성취에는 젊은 나이임에도 설계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권태식(1940~2018)이 있었다. 권태식을 주축으로 경북실내체육관의 성공적인 설계에 이
어 춘천실내체육관과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이 창출되었다. 국내 건축계에서 스포츠 건축물의
설계는 초창기였음에 이들 업적은 전국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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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대구) 실내체육관 구조시스템

권태식은 그야말로 대구건축 아카이브의 산증인이다. 당시, 그와 동년배인 이현동이 정식 직
원이었으며, 안원달, 이성, 김화자가 대학 4학년, 김수웅, 장영곤, 김성환이 3학년생으로 설계
경기에 동참하였다. 특별히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무권이 일을 도왔다 한다.
“전국 규모 설계경기에 참여하기에는 벅찬 인적 구성에서도 이들의 열정은 넘쳐나 설계경기
는 시작되었고, 김인호 건축가는 실내체육관에 관한 많은 서적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볼륨의
구상에 몰두하였다. 투구 모양의 체육관 형태가 나오고 평면과 입면의 구상이 반복되었고 마
침내 거북 형태의 평면이 구성되었다. 이 무렵에 일본의 동경올림픽 경기장이었던 요요기(代
代木) 수영장도  동선계획 측면에서 참고가 되었다.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의 작업 방
▲ 권태식 (2018년 11월 작고)

식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건축물이 대형이라 전지 크기(A0 규격)에서도 축척 1/200로 작성
되었다. 연필로 그린 다음 잉킹(烏口로 먹물을 입히는 것) 작업을 하였다. 실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 시기에 김인호가 그린 상세한 스케치가 남아 있
지 않은 점은 매운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국내의 건축설계 수준으로 경북실내체육관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련
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국내에서 참고가 될 만한 스포
츠 건축물로는 장충체육관과 전주체육관 정도였다. 국내에서 출판된 관련 서적은 개략적인 내
용만을 제시하였고 상세한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건축문화 잡지에 실렸던 수영장
겸 빙상경기장인 일본의 요요기(代代木) 경기장의 상세한 자료는 참고한 자료 중 하나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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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건축사옥

외여행은 1989년 1월 1일 이후에나 자유화가 이루어져 이전에는 해외 건축물을 답사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권태식은 이러한 서적들을
닳을 정도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여 세세한 부분을 해결하였다고 회고한다.
“경북실내체육관의 설계에는 거북 형태의 평면과 입면을 갖추고 4개의 일주문을 배치하여 비
상시 만여 명의 입장객이 단시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 방식을 채용하였다. 기본
설계도면을 구성하였으나 건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련이 따랐다. 당시 체육관
의 구조 해결을 위해서 건축구조를 전공한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
로 구조해석을 시도하였으나 재료 자중이나 철판의 크기 및 용접의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
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인호는 대나무 형태와 같이 속이 빈 콘크리트 박스를 구상
하여 구조 계산을 의뢰하였으나 철근을 과도하게 배치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
게 된다. 하지만 본인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친구 권영환과 함께 여러 차례의 구상과 연구
끝에 2개월 만에 대공간 아치의 단면 결정과 구조체의 전체 구상을 마치게 된다. 권영환의 수
학적 분석과 구조해석은 탁월했다.”
권태식은 디자인을 전공하였지만 구조에 관한 개념 없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
하였다. 그는 “구조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경북실내체육관의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결과적으로 대공간을 지탱하는 3-hinged Concrete Arch(3개의 부재를 맞댄 활
모양의 구조물)는 단면이 직사각형으로 대나무처럼 속이 비고 마디가 있는 구조 형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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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과학박물관 (캐나다 토론토)

▲ 토론토 시청사 (빌요 레벨, 1965)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사용된 대공간을 지탱하는 아치구조의 구상은 구조전문가가
아니라 건축가 김인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얼개
는 당연히 건축가의 일이다. 건축조형의 전체 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의 구현을 위한 기술
적 지원과 협의가 구조기술사의 몫이다.
대아건축사무소를 떠나 합동건축을 설립할 때, 그토록 전력투구하면서 기술개발과 창작활동
에 몸 바친 그에게 위로나 축하의 말 한마디가 없었던 아픔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러
나 그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다 한다. 오히려 김인호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책
임을 맡았고, 자신의 아픔을 후배들에게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다.
권태식은 80세를 눈앞에 두고 지난날을 돌아보며 작품 창작 과정에 얽힌 사연들을 회고할 때
마다 아련한 추억에 젖는다. 일평생 건축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노력한 원
로 건축가의 치열했던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 건축물과 그 기록은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유
산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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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학교 한학촌

지금 우리는 건축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는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건축을 어떤 관점에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오
늘의 건축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시대의 ‘건축’ 어원은 건축가 (Architekton)의  작업(Techne)이다. 이때
건축가는 으뜸(Archi)가는 전문직인職人이며, 건축가가 구사하는 테크네는 기술(technic)과
예술(Art)을 망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우리가 쓰는 용어 ‘건축’은 세울 건建 쌓을 축築, 즉 세우고 쌓는 다분히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공학적 기술(Engineering)이다. (서울대 김광현 교수는 한자를
세밀히 분석하여 인문학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삶의 틀을 제안하는 학문에서 삶은 빠지고 틀만 남게 된다. 기술을 강조하였음
에도 올바른 기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종합예술’이라 애써 외치지만 수준 미달임이 맹점이고
문제점이다. 기술이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예술이 기술에 튼튼히 기초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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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이다. 일반 시민들은 건축사를 그저 집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준공검사, 신축건물의 행정 절
차를 대신해 주는 기술자 정도로 여긴다. 기술과 예술이 통합된 총체로서의 건축에 대한 기본
인식이 미흡한 현실이다. 건축이 문화로서 시민생활에 합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니콜라스 펩스너는 건축과 건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차고는 건물이지만 대성당은 건축이다”
사람이나 사물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넓이를 갖춘 것은 모두 건물이지만 건축은 성능 발휘와
동시에 미적 감동을 목표로 설계된 건물에만 시용된다. 즉 건축은 사회적이고 유용한 창의적
산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전공 첫 강의시간에 건축학과장 정경운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로 건축가에 대해 자부심을 갖
게 했다고 한다. “사회의 대표적인 자영 직업인 변호사는 두 편으로 나누어 싸움(소송)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직업이고,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
박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인데 반하여, 건축가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매력이 넘치는 직업이다.” 이중우(1941~ )는 그 첫 강의를 수강
하고 건축가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으로 장래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한다.

1976년 10월 31일에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해산 총회에서, 합동사무소 청산위원회(위원
장 박해룡)가 설립되어 1976년 12월까지 청산하기로 하였다. 격변의 상황을 이중우가 말
해 준다.
“1977년 2월 23일 대구건축사공제회 정기총회(회장 윤옥)에서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의 해
산과 청산으로 건축설계 시장의 혼란을 걱정한 나머지, 뜻있는 건축사들이 대구건축사복지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고 구성준비위원으로 이중우, 권태식, 정현수가 선정되었다. 3명의 위원들
은 부산, 광주, 대전 등지의 복지회를 방문하여 대구건축사공제회의 대안으로 대구건축사복
지회 구성을 제안했다. 구성의 대원칙은 건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건축에 대한 시민계몽, 회원 간의 친목과 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설계비의 10%를 공제 예탁하고, 그 중 3%는 회원 연금과 퇴직금, 건축사 회관 건립기금,
학술세미나, 작품 전시회, 강연 강습회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대구건축사 전원의 동
의하에 대구건축사 복지회가 출범하기로 했다.”
이중우는 8개월간 대구건축사복지회 조직이 안정되는 것을 본 후, 1977년 12월 31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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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고, 1978년 3월 1일 계명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평소 도시계획이라는 채워지지 않는 학문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유럽 도시를 살펴보는 여
행을 하였지만, “도시 여행을 통해 학문적 식견이 넓어지기보다 시대에 따라 변용되고 있는
도시와 건축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한다. 캐나다 건축 여행에서는, 일본인 3세 건
축가인 리차드 모리야마가 설계한 스카보르 시청사, 토론토 과학관,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
으며 거기서 서양인이 설계한 토론토 시청사와 사뭇 다른 공간 경험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동
양인이 설계한 건물의 공간은 실제 삶을 위한 체험의 공간인 반면에, 서양인이 설계한 토론토
시청사는 단지 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안동 봉정사의 영선암에서 작지만, 인간적이고 유기적인 공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
적인 한국 건축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건축사상의 근간이 되는 원효
의 ‘체體·용用·상相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 공간 해석 학문을 완성하고자 노력했다. 이
렇듯 한국 전통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인 불교사상을 건축공간에 접목시킴으로써 이전까지 서
양 건축의 강强·용用·미美 개념으로 해석하던 시각을 바꾸어 전통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연구 결실이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내 한학촌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션스쿨에 한학촌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대를 무릅쓴 그는 한학촌 설립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계명대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인 한학촌의 의미는 지난 개교 50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되돌아보고, 한옥韓屋과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선조들의
모습을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추진하였지.”
이중우는 1991년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 대구지회장에 선출되었다. 당시 200만 호 주
택 건설정책에 힘입어 대구시 예산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들의 후원을 받아 당초 1억 3천만 원
이었던 예산을 10배가 넘는 16억 원으로 늘렸고 예술 활동에 풍성한 재정지원을 하였다. 자
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대구예술 30년사’ 발간은 역대에 가장 큰 업적이었다.
그는 지역의 현대도시 근착기에 활동한 건축과 도시설계의 중추적 건축인이자 교육자이다.
현재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쳐 보니 대학
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인성교육의 아쉬움이 생겨, 아직 여물지 않은 학생들의 인성 그릇을 제
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95년에 교육재단을 인수해서 퇴임 후를 준비했
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고자 기초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라고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삶의 가치관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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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의 건축은 스스로 학문적 영역을 확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공학영역에 둘지라도 인문학적 철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 중심으로 운용한다.
건축에 구사되는 모든 기술과 전문 지식은 어디까지나 설계의 구현을 위해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자체를 보람으로 여긴다. 르코르뷔지에도 “건축의 성공은 설계에 있다.”고 하였다.
어느 분야가, 어떤 기술이, 우월하다고 다투지 않는다. 건축은 총체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활
에 안전성을 보장하고 자산의 경제성을 담보하고 문화가치를 향상시키는 ‘공간조형’을 제공
하는 개념이다. 기술과 예술이 분리된 단편의 틀을 넘어선 차원으로 총합된 가치에 주목한다.
실용이 있고 구조를 형성하고 문화를 품는 공간, 그러한 공간이 만들고 이루는 모습의 결과물
이 공간조형으로서 건축인 것이다.   
대구건축인의 말, 말들에서 오늘의 지향점을 새겨 갈 일이며 짚어 볼 문제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건축을 무엇이라 인식하고 어떻게 건축해야 하겠는가? 나의 일이 무엇이
며 내가 맡은 건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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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책장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를 읽고
글|

김회원 |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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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도끼다>는 출간된 지 시간이 좀 지난 책이라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도 곱씹어가는 재미는 솔솔할 것이라 본다.
‘책이 있는 곳에 여행이 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듯이 책은 시·
공간을 넘나들며 지구 구석구석을 산책시켜준다. 그러면서도 책은 정신의 정화작용과 함께 삶을 한 번 되돌
아보는 여유를 주는 아주 귀한 놈이다.  
여행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지만 마음만 앞설 뿐 그다지 여행 매니아이거나 책벌레가 아닌 나는, 지금은
방영하지 않는 ‘TV, 책을 보다‘와 신문의 신간 안내를 통해 책을 선택할 때가 많다.
<책은 도끼다> 이 책은 전공서적을 구입하러 갔다가 단순히 표지디자인과 제목에 이끌려 슬·그·머·니
집어든 책이다.
군락을 이룬 여러 책들 속에서 눈망울을 초롱초롱거리며 강한 움직임으로 선택되어지기 바라는, 이 디자인
이 주는 힘은 갑판대 위에 놓여진 책을 선택할 때 독자의 시선을 강하게 당기는 몸짓으로 작용했다. 제색(諸
色)의 합(合)을 의미하는 흑색(黑色)이 표지 화면의 삼분의 2를 차지하면서 비스듬히 5에서 6도 정도의 경사
를 이루고 있다. 이 경사를 ‘책은’의 글씨가 달팽이가 움직이듯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목표점을 향해 올라
가는 느낌이었다. 흑백에 가까운 배색은 ‘책은’과 ‘도끼다’가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따로국밥의 조화를 주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흑색이 주는 무한한 공간으로서의 지각은 한 때 묵(墨)사상에 심취하여 흑백으로 그림을
그린 개인적 특성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책은 도끼다>, ‘문(文)은 무(武)보다 강하다’라는 흔히 아는 명언과 비슷한 의미를 감지하면서 이 제목이 주
는 신선함은 껍질째로 한입 베어문 아시참외 맛처럼 상큼 달콤했다.
표지디자인과 제목에 마음을 뺏긴 이유는 표지를 넘겨 저자의 약력을 보는 순간 바로 전달되어졌다. 저자
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한 카피라이터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
일을 구축한 광고인이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
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
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1904년 1월, 카프카, 「저자의 말」, 『변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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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트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도
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어찌 잊겠는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쩌렁쩌
렁 울리던,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시간이 흐르고 보니 얼음이 깨진 곳에 싹이 올라오고 있었
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촉수가 예민
해진 것이다.
... 인간에게는 공유의 본능이 있다. 울림을 공유하고 싶다.
- 저자의 말 ‘울림의 공유’에서 -

책이 왜 도끼여야 하는지는 서문에 카프카의 말을 말머리로 시작하여 울림을 공유하고픈 저자의 마무리
말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
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던킨도너츠 <커피 앤 도넛>, SK텔레콤 <생활의 중심>, 네
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 <생각이 에너지다> 등 저자는 인간의 따뜻한 시선과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하며, 사
색적이고 묵시적인 공간으로 초대하는 광고, 창의적인 광고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풀어낸다.
광고 만드는 박웅현의 인문학 강독회를 엮은 이 책 <책은 도끼다>는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들을 소개하는 인
문교양서로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원래 그 책이 가진 의미를 저자만의 독서법으로 맛깔스레 소개를 하면
서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읽고 싶게 만들어준다. 그는 인문학으로 광고하는 광고인으로서, 광고하는 사람이
'창의력'이 아닌 '인문학' 강의, 그것도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깊은 울림을 남긴 광고를 만들 수 있었던 자신
의 창의성과 감성을 일깨웠던 밑바탕에는 ‘인문학’이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물론 그림, 음악, 영화, 등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지만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책을 통해 얻은 예민해진 촉수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을 느끼게
해 주었고, 이 예민해진 촉수는 자신의 생업을 도왔으며, 그래서 광고를 이십사 년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작금(昨今)의 시간으로 보면 30여 년이 넘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8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속에 나오는 장르는 참 다양하다. 시, 소설, 에세이, 과학서, 미술
사책, 경전 해설서, 즉 문학뿐 아니라 철학, 과학, 예술 분야의 이야기 속으로 독자들의 손을 이끌고 구석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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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면서 울림을 공유한다.

이철수 『산벚나무, 꽃피었는데 - 이철수 신작 판화 100선 전』 외 2권을 비롯하여,  최인훈 『광장/구운몽』,
이오덕 『나도 쓸모 있을걸』, 김훈 『자전거 여행』 외 5권, 대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고은의 시집 『순간 의
꽃 - 고은 작은 시편』, 김화영 『햇살의 충격 - 지중해 내 푸른 영혼』 외 2권 ,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외 1권, 로버트 카플린 『지중해 오디세이』 , 알베르 까뮈 『이방인』, 앙드레 지드 『지상의 양식』, 장 그
르니에 『섬』,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말테의 수기』,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법정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손철주 『 인생이 그림 같다 - 미술에 홀린, 손철주 미셀
러니』 외 1권,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외 2권,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프리초프
카프라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한형조 『붓다의 치명적 농담』 등 무척 다양하다.  
   
책 한권 속에서 이렇게 많은 또 다른 책을 언급하니 저자는 당연히 독서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다독 콤플렉스”를 버리라고. 다독 콤플렉스를 가지면 쉽게 빨리 읽히는 얇
은 책들만 읽게 된다고, 자랑하는 책 읽기에서 벗어나길 강조에 강조를 한다.
책은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 읽고, 한 권의 책 읽기가 끝나면 따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 자신의 독서
법을 알려준다. 그래야만 책 읽기를 통해 저자가 느낀 ‘울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림이 있느냐 없
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읽은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다독보다는 정독을, 좋은 책
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그때마다 문장 하나 또는 한 줄에서 ‘울림’을 얻는 것이 저자의 독서법이라 한다.
천천히 정독하는 책 읽기를 통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들과 함께하면 좋은 점은 무엇보다 삶이 풍요로워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저자는 제대로 된 책 읽기 방식을 통한 ‘울림’은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일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삶이 된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순전히 그의 자신만의 독서법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하면서 독자만의 독서법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호학심사 심지기의(好學深思 心知基意- 즐겨 배우고 깊이 생각해서 마음으로
그 뜻을 안다) 를 언급하며, 비단 책 뿐 만아니라 촉수를 모두 열어놓으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
으며, 행복은 선택이고 행복은 정작 바로 내 눈앞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이 책을 다시 정독하여 개인적으로 ‘울림’을 받았던 문장들을 곱씹어가며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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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가 이철수
염주끈이 풀렸다
나 다녀간다 해라
먹던 차는
다 식었을 게다
새로 끓이고,
바람 부는 날 하루
그 결에 다녀가마
몸조심들하고
기다릴 것은 없다     - 좌탈(坐脫)이라는 작품 속 글

깊은 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 <개소리> 전문

이오덕 엮음
신은 장사다
사람을 든다         - 성주 대서초등 4년 이흔덕, 「신」 중에서

김훈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무덤가에서는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
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먼 슬픔이 다가와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데,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우리 남매들이 더 이상 울지 않은 세월에도 새로 들어온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울었다. 이제는 울지 않은 자들과 새
로 울기 시작한 자들 사이에서 봄마다 풀들은 푸르게 빛났다.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는다. 다만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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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
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삶 속에서는 언제나 밥과 사랑이 원한과 치욕보다 먼저다.
소금의 짠 맛은 바다의 것이고, 향기는 햇볕의 것이다.

알랭 드 보통
우리 모두는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해서 사랑에 빠지며,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보충한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
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버트런드 러셀
거지가 질투하는 대상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좀 더 형편이 나은 다른 거지다.

박웅현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다.
책은 그 자신만이 발달한 감수성으로 우리를 예민하게 하고 우리의 숨겨진 촉각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은 단순한 멋 부리기가 아니다. 디자인은 깊은 생각의 반영이고 공간에 대한 배려다.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김화영
여행길에서 우리는 이별 연습을 한다. 삶은 이별의 연습이다. 세상에서 마지막 보게 될 얼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한 떨기 빛, 여행은 우리의 삶이 그리움인 것을 가르쳐 준다.

예술가의 책장

손철주
뼈빠지게 수고를 감당하는 나의 삶도 남이 보면 풍경이다.

최순우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여백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거기에는 마치 위대한 음악의 중
간에 침묵의 몇 초를 기다리는 순간과 같은 마음 졸임이 있는 까닭이다.

법정
삶의 배후에 죽음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날 수 있다.
행복은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작은 데서 찾아온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늘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중국의 옛 시 (작자미상)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짚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 앞 매화향기 미소 가득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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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예술로서의 현대사진
Modern photography as contemporary art
글|

안홍국 |

경운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

지난 사진인문학 연재 1,2,3에서 언급한 주제어가 <현대사진이란>, <현대사진 수용하기>,
<현대사진 감상하기> 이었습니다. 오늘날 대중화된 사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
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두서없이 시작한 후 어느 듯 마지막 사진인문학 연재 4로 마
무리하고자 합니다.

Andy Warhol (b.1928, American Artist)  Marilyn Monroe by Suinday Marilyn Monroe 36×36 inch / 91.44×91.44 cm

19세기의 미술은 사실주의적 미학을 바탕으로 현실 또는 자연의 충실한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0세기 미술은 새로운 조형성의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들로 나타난
다다이즘, 쉬르레알리슴, 추상미학,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팝아트, 옵아트, 키네틱아트
와 라이트아트, 정크아트, 오브제 미술 등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개념미술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70년대까지는 다양한 미술사조의 탄생시기로 분리파 미술부터 표현주의, 바우하우스,
추상회화, 야수파, 입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 팝 아트, 해프닝 미술에 이
르기까지를 일반적으로 현대미술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70년대 이후부터는 포스트모더니즘, 행위예술, 대지예술, 개념미술, 설치미술, 극사실주

96

연재 I 사진인문학 4

의, 비디오아트,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미술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오늘날 미술시대를
<동시대 예술>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술사조의 변화 속에 <동시대 예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또는 예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이다.
이 화두를 대변할 만한 아티스트가 바로 앤디워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지금도 미국 팝아트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예술적인 성취보다는 대중적인 “아이콘”
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2011년 영국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
트에서는 앤디워홀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예견하는 논평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
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워홀이 미술사의 정당한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며,
현재 세계의 눈부신 모습을 간단명료하고 성공적으로,
동시에 가슴에 사무치는 통렬함으로써 기록한
기록자로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워홀에 대한 평가는 그의 예술성보다는 그의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져온 사회문
화적 충격 또는 문명사적 충격에 더 집중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워홀의 작품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의 의미는 매우 광활함과 다방면에 발자취를 남
기고 있다. 그는 미국 사교계의 명사로서 활발하게 본인이 선망해왔던 명성을 즐겨나갔던
이 시기(1970)의 Fame작업에서는 21세기 문화를 아래와 같이 예견하기도 하였다.

“미래에는 누구나 15분간 유명세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미디어가 대중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
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테이트 현대미술관의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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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터인 스튜어트 코머는

“워홀은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카메라와 스크린 앞으로 데려올 다른 무엇에게
이제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다...
이제 CCTV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촬영되고 사진이 찍힌다.
워홀은 우리가 단지 몸을 가진 실재 이상의 것,
즉 어떤 이미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미디어 머신의 일부가 되는 방식을
그는 그토록 일찍 간파했던 것이다.”

Andy Warhol : 'way ahead of the game'.
Photograph by Ron Galella/WireImage

Andy Warhol : Edie Sedgwick
& Chuck Wein, 1965  

Andy Warhol’s 15 Minutes
of Market Fame May Never End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워홀의 예술적 영향력의 의미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예술
의 특별함에 대한 평가들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워홀은 미국을
상징하는 인기있는 마릴린 몬로, 엘비스 프레슬리, 워렌 비티, 말론 브란도 등의 친분이 있
는 배우 또는 유명인과 일상적인 사건, 사고를 담은 작품들은 대중문화에서 소재를 얻어
와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대량생산하는 작업으로 1960년대 미국 문화예술에 큰 영
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들에게 외면받은 실험적인 영화를 60편 이상을 제작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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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69년에는 미디어와 오락문화에 관한 잡지 『인터뷰』를 공동 창립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미국의 예술계에서는 20세기 중반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로 인정하는 전시가 1989
년에 대형 회고전으로 뉴욕 휘트니 뮤지엄에서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에서 순회전시를 하였다.
이때의 전시 타이틀이 “Andy Warhol - From A to B and Back Again” 이었다. 이 전시
에 전시된 작품이 350점으로 초기에서 말년에 이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미
국 예술계에서 그를 다시 조명한 것은 그가 예술가이었음을 다시 확인시키는 전시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작업에 사진 이미지들을 유독 많이 사용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사
준 필름 카메라와 인화기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어 인화하는 것이 취미이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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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조에 반기를 들고
시간성과 우발성에 중심을 둔 작업으로
플럭서스 예술 활동을 한
미디어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1996년. TV는 키치다 (TV is Kitsch)  혼합재료, 230×74×270cm

이러한 시대를 앞서간 세계적인 예술가 중에 동양인으로는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과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팝아트, 미니멀리즘, 설치미술, 디자이너 등의 여러 수식어를 가
진 아티스트 쿠사이 야요이(Kusama Yayoi, 1929 ~)는 자기 예술작업의 근원을 아래와 같
이 밝히고 있다.

“제가 예술가로서 살아온 원동력, 사상, 철학을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남기고자 예술로써 싸우고 있습니다.”

Yayoi Kusama PUMPKIN, 1983.  Sale Date: October 1, 2018.  Auction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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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오늘날 동시대를 대면하는 앤디워홀, 백남준, 쿠사이 야요이 등과 같은 예술가
들의 공통점은 현실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현상만을, 또는 갈등과 고통의 내면의 세계를 기
존의 예술적인 흐름과는 관계없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으로 “동시대 메시지”로 승
화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예술은 20세기의 멀티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성, 컨버전스, 반복성, 복사성, 동시성, 커뮤니케이션 등의 키워드가 이들 아티스트의
작품 속에서 다의적인 이미지 요소로서 작용하고 수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앤디워홀

백남준

쿠사이 야요이

이러한 현상을 사진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사진이 가진 가치를 바탕으로 지탱해온 프
레임적인 원칙은 이미 사라지고, 차용된 사진 또는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 텍스트로 다양
한 새로운 모티브로 활용되고, 다의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20세기 초반 사진사적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두드러진 두 갈레의 경향이 나타
난다. 19세기의 회화주의적인 사진에서 탈피해 사진의 독자적인 미학과 표현방식을 구축
하고자 하는 스트레이트 포토를 들 수 있다.
이는 광학적 특성인 “원근법이 적용된 프레임적인 시각”으로 묘사된 사진을 나타내는 용
어이기도 하다. 이 당시 사진 분리파 운동과 신즉물주의 운동 등이 기존의 회화주의 사진
에서 벗어나 사진의 본질인 기계적 기록성과 사실성을 중요시한 스트레이트 포토가 주류
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바탕이 되고, 이후 인쇄매체의 발달과 객관적 기록성의 공론적 기능이 다큐
멘터리 사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대적 중심에서 활동한 사진가로 유럽에서는 독일의 사진가 알버트 랭거 파취가 있었
고, 미국에서는 미국 근대사진의 상징적 인물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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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아름다워라 Die Welt ist Schon, 1928.
신 즉물주의 사진을 추구”

Albert Renger-Patsch
(1897~1966)

“미국 근대사진의 아버지로 리얼리즘의 묘사로
스트레이트 포토그라피를 주장하며 사진조형이론을 확립”

Alfred Stieglitz (186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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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방가르드적인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만 레이와 바우하우스의 교육
자 나즐로 모홀리 나지가 새로운 사진적인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두 예술가는 사
진의 표현영역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미술언어로서의 사진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시
켜 준 사진가들이었다.
20세기 초반 이후 사진은 표현매체로서 보다는 기록의 수단으로써 널리 인식되었다. 하지
만 1960년대에 개념미술가들이 사진의 기록성을 수용해 표현매체로 이용하면서부터 현대
미술의 장 안으로 사진예술이 진입하는 토대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20세
기 초반에 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환기시켜준 예술가 만레이와 모홀리 나지이었다. 사진이
가진 기본적인 시각은 회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 미술과 사진은 상호 영향을 끼치
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Man Ray (1890~1976)

“레이요그램 Rayogram, 포토그램 Photogram 에 의한 전위사진, 초현실주의 추구”

Laszlo Moholy Nagy
(189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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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비전사진으로 사진의 무한한 표현가능성을 추구 진보적인 예술교육기관 바우하우스”
또한 사진과 회화는 “작품의 근본을 이루는 미학과 작품을 읽고 평가하는 형식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반면에 사진과 회화는 그동안의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예술적인 표현가치의
변화흐름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형태로 융합, 확장되어 가고 있다. 즉 1960년대부터 예술
의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면서 회화와 조각에서 출발한 미술은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표출되어 왔다. 오늘날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대지미술, 설치예술 및 행위예술, 인터렉티
브 아트 등 새로운 매체 및 새로운 예술장르가 현대예술로서 수용되고,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진의 흐름을 주도하였던 현대예술가의 사진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한다.

“사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세계 공통언어로 사진에 담긴 메시지를
언어적 장벽 없이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시각언어입니다. 안홍국”

“뉴 다큐멘트리 사진으로 반영된 영상을 통한 미학적 자화상을 제시”

리 프리들랜더
(Lee Friedlander,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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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위노그랜드
(Garry Winogrand, 1928~1984)

“사진은 보는 것과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솔직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
우연적으로 포착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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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안 마이클 (Duane Michals, 193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사진 Sequence photo,
비밀스러운 상상력과 연출로 내면세계를 표출”

백남준 (193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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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힌 세기적인 예술가
동서양의 문화를 넘나드는 역사의 키워드를 재해석한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블라스트 씨어라Blast Theory
(Matt Adams/ Ju Row Farr/ Nick
Tandavani ...)

Blast Theory - post card

“퍼포먼스와 인터렉티브 아트의 새로운 경계 탐구를 통한 소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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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991년에 10인의 시각, 퍼포먼스, 비디오, 사운드 등의 다양한 예술가로 구성하
여 결성한 “블라스트 씨어라” 인터렉티브 예술가 그룹(매트 아담스 / 주 로우 파 / 닉 탄다
바니치...) 등에 의해 <기술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상호작용성에 대한 탐구>를 모티브로 인
터렉티브 미디어를 이용한 작업은 인터넷, 실시간 퍼포먼스, 디지털방송 등을 활용한 새로
운 형태의 퍼포먼스와 인터렉티브 아트를 선보임으로써 다의적 관객과 메시지를 소통하는
예술장르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행위예술가 시모다 세이지(霜田誠二, 61)의 퍼포먼스를 1980년대부터는 아티스트로
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미국, 홍콩,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퍼포먼스 활동을 하기
도 하였다. 이후 1993년부터는 일본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NIPAF) 초대 디렉터로 행
사를 시작하여 주로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후 아시아의 아티스트들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는 ‘ 아시아·NIPAF ’ 개최를 시작으로, 2008년 6월에 홍
콩 아시아아트 아카이브 국제학술 어드바이저, 2009년 9월 미얀마 ‘뉴 제로 아트’ 국제 어
드바이저 등 오늘날까지 다양한 퍼포먼스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작품 활동을 증명하는 사진매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작품의 요
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진이기도 하다.

시모다세이지의 대표작 'On The Chair'. 의자 위에서만 행위를 한다.
(2014년 7월 일본 나가노 NIPAF, 전북도립미술관)

따라서 현대예술에서 사진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매체로서의 예술가의 발
현을 구현하는 여러 표현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존재형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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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며 사진 단일매체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여러 장르와 만
나서 새로운 형태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는 사진 프로세스 자체나 최종 결과물의 외형적인
느낌이 예술적인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대미술의 여러 표현수단 중 하나
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진이라는 매체가 표현 재료로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예술가들은 과거의 작가들처럼 매체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단일매
체만 사용하지 않는 현상도 있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선택한 주제에 따라 표현수단과 재료
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이 시각예술 전반에 걸
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예술작품의 제작과정과 존재방식이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
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예술의 표현기준이 예술로서의 가치기준, 평가방식, 미학 등이 달라지고 다양
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대예술의 변화된 흐름에서 매체예술인 사진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대사진 혹은 현대예술로서의 사진은 시각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
습니다. 즉 전통적인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는 다른 디지털 장르와 만나서
변용된 외형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예술미학의 변화 및 예술적 가치
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발전 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안홍국(1954)의 Fantasy, 98cm×57cm, 2018

구보타 히로지(Hiroji Kubota1939),
불교성지 황금바위, 미얀마,1978

따라서 사진도 다른 현대미술과 마찬가지로 표현방식, 재료의 선택, 매체의 순수성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읽어서 반영하는 작가의 사고, 작가적 고뇌, 진정성 등이 예술로서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진은 표면적으로 “사진으로 보일 때도 있고, 추상적이거나 비사실적”으로 보여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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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또한 사진의 원천적 가치인 사실적인 결과물은 작가의 표현의도와 무관하게 시
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담론을 내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의지, 철학, 감
수성, 상상력이 사진작품의 내부 및 외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야 되
는 것이다.
“결과물 자체가 현대성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사진의 경향을 보면 1980년대의 비사실적인 사진경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하나는 시각적 인식을 추구하는 조형사진과 다른 하나는 인위적
인 연출로 허구를 현실화시키려는 구성사진 Constructed Photo를 들 수 있다. 즉 시각
적 인식의 조형사진은 사진 자체에 대한 반성적인 “물음”을 작업으로 풀어 나가려는 인식
행위이며, 반면 구성사진은 있는 사실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사진행위와는 반대
적 입장에서 작가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형이나 인위적인 형상물 등을 동원해서 “꾸며진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디 셔먼
(Sindy Sherman,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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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포트레이트 기법으로 할리우드 여성배우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이미지와 실제로 드러나는 인간적 개체의 간극 묘사”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현 행위는 직접적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나의 머릿속에서 걸러진 이미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상상력을 강조하는
현대사진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샌디 스코글런드
(Sandy Skoglund,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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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대사진의 흐름은 1960년대의 뉴 바우하우스 영향과 초현실주의 사진들과 연관되
어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늘날 구성사진은 상상세계를 허구적인 현실로 꾸며 놓
고 그것을 사진으로 정착시켜, 인간의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는 그리움을 현실화시키는 사
진행위로 표출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표현양식을 대변하는 사진가들은 톰 바로우, 프리데
릭 좀머, 베르나르 포콩, 잰 그루버, 윌리엄 웨그먼, 신디 셔먼, 샌디 스코글런드 등이 있다.
지금까지 현대사진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이와 같이 현대사진은

“외면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으로부터 사적인 것으로”
사진적 표현양상이 탈바꿈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의적인 양상으로 더욱 심화되어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변화하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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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애

김미영 _
•한국사협 대구지회 회원
•영진사우회 회원
•신조형미술대전 특선 외 입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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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추

지상갤러리 I 사진

고향언덕

박두천 _
•한국사협 대구지회 회원
•경북대학교병원 사우회 회원
•광명 빛사진공모전 가작 수상
•무등미술대전 특선 외 수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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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제비 날다’
글|

김성원 |

대구연극협회 해외교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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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보다 78배 넓은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나라,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시
대, 미국과 함께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같은 세
계적인 음악가가 탄생하고 체홉,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를 배출한 예술의 나라 러시
아. 러시아 동부의 최대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예술을 사랑하는 28명의 대구 예술
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비행기에 싣고 떠난다.
몇 년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를 걷던 중 막심 고리키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
왔다. 바로 구글을 켜 그 극장에 관하여 검색하게 되었고, 연해주립극장으로 러시아
의 대문호 막심고리키의 이름을 따 만든 연극전용 극장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극장 외
관의 웅장함이 나의 시선을 압도하였고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문
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대구연극협회가 해외문화교류를 구상 중인 것을 알게 되었
고, 그때부터 우리의 러시아 교류는 시작이 되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영어로 된
교류 제안서를 보내어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어려움
을 겪었다. 그러던 중 대구다문화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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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키스탄 출신 마지나 매니저를 소개받게 되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교류의 기회가
열리게 된 셈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끊임없이 막심고리키 극장 측과 접촉한 결과 2018년 12월 27일
막심고리키 극장 측과 연극 국제공연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대구연극협회와 막심고리키 극장과의 협약을 통해 공연과 관련하여 각국이 원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언어의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협의였다. 과연 대구연극협회의 히든카드는 무엇이었을까?
<제비전>의 탄생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와 치열한 회의를 통하여 우리 연극의 전통미와 대구예술문
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러시아에 널리 알리고자 첫 국제공연문화교류로 <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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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게 되었다. <제비전>은 <흥부가>를 각색하여 만든 작품으로 연극이 지닌 고
유한 예술성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접목한 가장 한국적이고 연극적인 작품이다. 무
대에서는 마당놀이 형식을 통해 국악, 판소리, 팝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해외관객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연극 공연미학을 선물할 것을 기대하며 공연을 다듬
어 갔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테크니컬 라이더를 주고받으며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
혔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였기에 일반적인 시스템과 좀 다른
그들 고유의 공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예들 들자면, 일반적으로 쓰는 라벨리
어 마이크라든지, 빔 프로젝터, 포그머신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용어를 다르
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일이 사진을 찾아 첨부해가며 의
사소통을 이어 나갔다.
또 하나의 과제는 자막 번역이었다. 온통 고어체로 이루어진 우리의 공연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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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감성을 전달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았다. 고민을 하
던 중 김종성 대구예총회장님의 아이디어로 러시아 사람이지만 한국에 오랫동안 살
며 한국정서를 잘 알고 있는 잔나 씨를 섭외하게 되었다.
잔나 씨는 처음 이 부탁을 받고 대본과 영상을 보며 공부하였고, 대부분이 모르는
단어라 남편의 도움을 받아 번역을 시작하였다. 외국계 회사에 한국지사를 맡고 있
는 남편분이 먼저 고어체로 된 대본을 현대말로 바꾸고 영어로 의역해 대본을 다시
써 주었다. 잔나 씨는 그 영어대본을 러시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
자막을 완성해 갔다.
수십 차례의 메일이 오가며 보다 좋은 공연을 위해 조명, 무대, 음향, 영상 등을 꼼
꼼히 확인하며 꼭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해 대구
시와 대구예총, 달성문화센터의 후원을 받아 2019.4.26.~27. 달성문화센터에서 1차
적 공연을 하게 되었고 무대와 극에서의 보완할 점을 다듬어 나갔다. 또 공연준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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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러시아 측과 많은 공연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공연준비와 러시아 공연준비
를 동시에 할 수 있었다.
28인의 전사들 블라디보스토크행에 몸을 싣다
2019년 5월 15일 새벽 4시 30분! 드디어 6개월 이상 준비한 ‘제비전’은 러시아 극
동관구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대구에서 출발했다. 공연 일정상 대구
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우리는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하여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블
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모리악’ 호텔에 짐을 풀 수 있었다. 너무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
일정이라 전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공연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바로 공연장으
로 향했다.
연해주 막심고리키 극장 (M. Gorky의 이름을 딴 Primorsky Academic Regional
Theatre)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으로 1932년 막심 고리키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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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극장은 연해주립극단 배우, 제작스태프, 연습실,
무대 제작소, 의상 제작소, 식당 등 공연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으며 수
준 높은 공연의 기획부터 제작, 공연이 모두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며 수많은 초청공
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도착해 의상준비실과 무대를 둘러본 후 극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곳에서 우리처럼 밥을 먹으며 공
연을 준비했는가 하는 생각도 잠깐, 다들 배가 너무 고픈 탓에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이날 저녁에는 다 함께 <아내, 정부, 간호사>라는 유명한 모스크바 작품이 공연되
어 러시아 운이 좋게 연극작품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 단순한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러시아 특유의 중후함과 모노톤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었다.
공연은 8시가 넘어 끝났고 한 시간쯤 무대를 정리한 후 우리는 오랜 역사가 묻어있
는 무대를 밟을 수 있었다. 컴퓨터로 움직이는 우리 무대와는 달리 예전 방식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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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기하기도 하며 낯설기도 하였다. 무대를 감상하는 것도 잠시, 다음날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연출 등 공연 스태프들은 빨리 무대
를 파악하고 모든 공연준비 시간을 계산하고 스태프들의 컨디션을 고려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연준비를 계획했다. 조명과 영상, 자막, 음향스태프들은 각자의 포
지션에서 일사천리로 공연장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세팅을 시작했다.
현지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무대 팀은 바닥을 깔고 막을 설치했다. 원래 계
획은 병풍을 제작하고 붉은 천으로 바닥을 깔 계획이었으나 현지의 공연장 상황이 여
의치 않아 리어 스크린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제2안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였다. 해외
공연은 워낙 변수가 많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
진행 중 언어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러시아 출신 통역사 1명, 전문적인 공연용어 통
역을 위해 문화계에서 일하며 러시아어를 전공한 한국인 통역사 1명 등 총 2명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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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무대와 콘솔을 뛰어다니며 열심히 공연준비를 도왔다. 그렇게 해서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된 우리의 첫날 일정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떠오른 제비
공연 당일 피로가 풀리지 않는 몸을 이끌고 우리는 9시까지 극장을 향해갔다. 신디
사이저를 빌려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었는데 극장 측에서 놓치는 바람에 공연 당일 아
침부터 관장님이 연해주 유스극장에 협조를 요청해 빌려왔다.
사회주의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러시아라 도시의 모든 극장은 전문화가 되어
있다. 막심 고리키극장은 연극전용, 마린스키 극장은 오페라와 발레 전용, 유스 극장
은 젊은이들을 위한 소극장, 어린이를 위한 극장, 서커스를 위한 극장 등 모든 극장은
연해주 정부에서 관리하며 통합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래서 여러 시스템이 부족한 면
을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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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은 각자가 맡은 공연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
에 극장 측에서 인터뷰 준비를 요청했다. 대구와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문화 교류에
도시가 들썩인다며 러시아 공영방송 1채널과 연해주 지역 방송국 등 두 곳에서 인터
뷰를 요청해 왔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공연이 준비되었으며 어떤
공연인지 엄청나게 궁금한 것이 많았다. 인터뷰는 한 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 사이에 주 러시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와서 우리 공연팀을 만나고 싶다며 기
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드디어 러시아의 가족들을 위한 한국 공연 <제비전>이 막을 올렸다. 극
장의 예술 감독이자 시의원인 ‘에핌’은 공연 시작과 동시에 무대에 김종성 대구예총
회장님과 이홍기 대구연극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를 위해 공연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시작된 공연은 수많은 관객의 열띤 반응과
함께 무대 위의 배우와 러시아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즐기고 웃는 감동적인 공연으
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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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의 국제연극교류는 성공적으로 그 첫발을 내디뎠고, 사람들의 환호 속
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서로를 부둥켜안는 등 관객의 환호에 감
동을 받아 더 큰 감동의 순간을 맞았다. 특히 한 가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준 사
건이 하나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극단의 지도교사와 함
께 단체로 관람을 하러 온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 지도교사의 부탁을 받고 우리는 흔
쾌히 이 아이들을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무대로 올라온 아이들
은 숨겨왔던 꽃다발을 배우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한국말을 알아
들을 수 있겠냐며 우리에게 말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당연히 인사말 정도겠거
니 하면서 그러라고 했으나… 충격적인 반전은 그때부터 일어났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아이들은 각자 영역을 정하더니 <흥부전>을 한국어 그대로 말하
며 연기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약 10분 동안의 공연은 우리 모두에
게 충격과 환호, 웃음 등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했다. 그야말로 무대 위는 감동의 도가
니로 변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한국배우들을 직접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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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 그것도 심지어 같은 작품을 보여준 것에 기뻐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일어난 즉흥적인 그 상황들은 사실 미리 준비하려고 해도 할 수 없
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부른다. 그날은 그 각본 없는
드라마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결정적 장면으로 이번 국제교류의 단연 최고의 순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감동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하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가 협약체결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마린스키극
장 관계자, 그리고 서커스극장의 관장님 등등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술에 종사하시
는 분들의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뜨거웠던 반응은 대구예술의 다양한 장르
의 교류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막심고리키극장옛빔예술감독 감사패

▲ 프리모스키 문화부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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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대 인간의 집단생활과 함께 시작된 축제가 고대 원시종교의 집단적 제의식과
집단놀이를 통해서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면, 오늘날 축제는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유희문화를 통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동체
의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2년 창설된 전국무용제는 세계문
명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변화의 따른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춤 예술에 있어 전국무용제가 창설된 시기를 중심으로 전·후 시대적 변화를 살
펴보면, 지난 80년대 후반에는 대극장적 공연방식과 소극장적 공연방식이 이원화
되면서 춤의 생산성을 창조적으로 증대시켜왔고, 90년대는 춤 공연이 여러 면에
서 스펙터클해지면서 대부분의 제도적 지원이 대극장 공연으로 이어져 소극장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춤 활동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의 예술적
목표가 80년대부터 쌓여진 극장 예술적 측면을 지속·강화시켜가는 가운데, 비교
적 물량이 풍부히 확보된 대극장적 춤을 본격 예술춤으로 인식시켰기 때문이다(
김채현, 김태원, 2007). 이와 더불어 90년대 들어 대학의 무용학과 설립이 많아지
면서 대학중심의 무용계로 발전하면서 풍부한 무용 인적 자원들이 대거 배출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무용계는 춤의 예술적 측면의 발전과
함께 교육적 측면이 강화되면서 무용의 양적·질적 팽창을 이루어 춤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IMF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제도 하에 춤에 대한 지원이 늘
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춤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 인구의 감소로 인한 춤 전공자의
급격한 감소, 지방에서부터 몰아닥친 무용학과의 폐과 진행, 대중적 상업성을 띤
공연문화의 급격한 팽창 등으로 인해 무용계는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이 직면한 오늘날의 변화는 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법정 노동시
간의 축소와 여가시간의 증대, 생활 등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었고, 이러한
2017년에는 욜로라이프, 각자도생, 2018년에는 소확행, 워라벨의 트렌드가 확산
되었고, 2019년은 1인마켓(세포마켓), 요즘옛날-뉴트로, 밀레니얼 가족, 나나랜
드 등의 생활 및 소비 트렌드 변화(트렌드 코리아 2019, 2018)를 예고하며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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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을 활동을 요구하고있다.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공연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고 공연
문화의 생산거점으로 발전하고자 다각적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대
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세계물포럼 등의 큰 규모의 국제적인 이벤트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시기반의 정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선진시민사회
의 형성 하는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 과제들이 개선되고 성장하였다. 특히 1982년
부터 2002년 까지 개최되었던 ‘달구벌축제’는 2005년부터 ‘컬러풀대구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예술축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다. 이 외에도 2003년에 시작된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2006년 대구국
제뮤지컬페스티벌(DIMF), 2004년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2008년 대구국제바디
페인팅페스티발 그리고 2006년부터 2년 마다 개최되는 대구사진비엔날레 등은 대
구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이러한 대구의 다양한 예술 축제와 더불어 2019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
는 제28회 전국무용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글은 전국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무용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현황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을 고찰함으로
써 무용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전국무용제의 의의 및 효과
1. 전국무용제 창설 목적
전국무용제는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무용의 균형 있는 발전
1) 서울무용제: 1979년 제1회 ‘대한민국
무용제’가 열린 뒤, 1990년 ‘서울무용
제’로 무용제 명칭이 달라졌다. 그리
고 이것은 다시 1995년 ‘서울국제무용
제’로 바뀌었고, 2001년에는 「서울무
용제」 와 「서울연극제」 가 통합되어 새
롭게 ‘서울공연예술제‘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통합되었던
「서울공연예술제」 가 다시 분리함에 따
라 (사)한국무용협회 주최로 ’서울무용
제‘ 명칭이 부활하였고, 오늘날까지 무
용계 대표예술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춤의 해’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
원과 한국무용협회의 공동주최로 시작된 무용 축제이다.
우리나라 무용계에서는 1992년까지 전국적 규모의 춤 행사는 ‘서울무용제’1)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무용단 및 무용인들이 자유롭게 참가하기
에는 제약 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표현이 창출될 수 있
는 무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지역간의 문화예술 격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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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큰 장애요소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무용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무용계
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창설된 것이 전국무용제이다.
조흥동 이사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전국무용제는 1992년을 기해 정부에서 춤의
해를 제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춤의 해가 1년으로 끝나기 보다는 기념으로 남
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전국무용제를 창설했다”고 한다(조흥동 이사장인터
뷰, 2011.8.27., 한국무용협회, PM3시).
따라서 2019년 제 28회를 맞이하는 전국무용제 시행 목적은 첫째, 지역 무용인
의 창작의욕 고취와 무용 활동의 활성화, 둘째,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 도모, 셋째,
전국무용제의 브랜드 확립, 넷째, 무용예술 아래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한국무용협회 홈페이지). 따라서 전국무용제는 전국 각 지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용의 상호교류는 물론 우리
나라 무용 수준의 평준화와 함께 무용 예술의 대중화에도 큰 기폭제가 되고 있으
며, 오늘날 예술 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 전국무용제의 효과
전국무용제는 17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 및 무용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무용경연대회임과 동시에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무용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앙과 지역 간의 양적, 질적 활동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는 우
리 무용계에서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그 어떤 기관이나 행사보다도 주요한 역
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나 전국무용제의 개최 의미와 성과는 크게 지역 무
용의 예술성 고양, 지역 동반성장 및 균형발전, 체계 구축과 지원 확립, 무용예술
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무용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간의 불균형한 무용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간의 참여적인 연대와 교류
를 통한 지역 무용인들의 대거 등단과 신인 발굴 등 전문무용인 배출하고 있다. 경
연을 중심으로 하는 본 행사 이외에도 개막식, 폐막식, 부대행사로 일반인들의 관
심을 유도하여 지역민들에게는 무용의 예술성과 지역 예술의 향수를 누릴 수 있는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가지 살펴본바, 전국무용제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무용계에 미친 영향은 상
당하다. 이에 대한 높은 기대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문제제기도 꾸준히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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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동안 여러 규제와 규칙들을 신설하고, 수정·보완하며 제도적인 측면
에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성장해왔다. 이제는 그 접근방법을 내용적인 면에 맞
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제와 발전방안은 동시대의 예술적 경쟁력을 확보하
고, 각 시·도간 행사 진행의 편차를 줄여나가고, 지역 무용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심의 투명도를 높여 대회에 대한 신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는 일차적으로는 변화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전국무용제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서 지역 무용계의 활성화와 궁극적으로는 우리 무용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 봐야할 사항이다.

Ⅲ. 전국무용제 개최·운영 및 성과
지방무용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표무용단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무용 축제인 제1회 전국무용제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당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의 14개
시·도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1998년(개
최지 전라북도-전주) 제7회 전국무용제는 15개 시·도가 참여하였고, 2017년(개
최지 울산광역시) 제26회 전국무용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16개 시·도
로 확대되었다.
본 행사인 경연대회의 진행은 크게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예선은 16개 시·도
대표무용단이 각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대회에 참가한다. 예선대회의 개최 경
비는 해당 시도 부담하고 본선대회 개최 경비는 주관 시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소요경비 일부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한다.
경연작품은 각각 40분 내외의 창작무용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고, 시상내용은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나누어진다. 단체상은 7회 까지 최우수상 1개 단체, 우수상
2개 단체, 장려상 4개 단체로 7개의 단체상이 있었고, 개인상은 안무상 1명, 연기
상 4명, 미술상 1명씩 선정하여 왔다. 2000년(경상남도-창원) 제9회 전국무용제
부터는 지원금 증액과 시상금 및 수상자가 확대되어 단체상 명칭이 각각 대상, 금
상, 은상으로 변경되고 연기상은 2명이 추가되어 6명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무용제의 운영규정에 있어 아쉽게도 2008년 제17회 전국무용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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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남성무용수의 군면제 혜택이 취소되고, 2012년 제21
회 전국무용제부터는 안무자의 연령제한을 만 45세로 정하는 등의 운영 규정의
변화로 다소 위축된 경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무용제의 치열한 유
치 경쟁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 예술의 발전 양상은 상당히 긍정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각 시·도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해 개최지가 선정되고, 선정 시·도의 후원과
지역 무용인, 시·도민이 함께하는 무용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전국무용제는 2019
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95년 제4회 전국무용제 이후 24년만이다
(매일신문, 2018.5.24). 제 28회 전국무용제는(집행위원장 강정선)는 9월 26일 부
터 10월 5일까지 경연을 포함한 사전 축제, 국제학술포럼,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진행될 예정이다(한국무용협회 홈페이지).
<표 1> 전국무용제 개최지 및 운영·성과 현황
참가자격 및 혜택

년도(회)

개최지역

개최
지역

수상지역

수상단체

1992년( 1회)
1993년( 2회)
1994년( 3회)
1995년( 4회)
1996년( 5회)
1997년( 6회)
1998년( 7회)
1999년( 8회)
2000년( 9회)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충북(청주)
전북(전주)
강원도(속초)
경남(창원)

14
14
14
14
14
14
15
15
15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2001년(10회)

충남(천안)

15

충청남도

2002년(11회)
2003년(12회)
2004년(13회)
2005년(14회)
2006년(15회)
2007년(16회)
2008년(17회)
2009년(18회)
2010년(19회)
2011년(20회)
2012년(21회)
2013년(22회)
2014년(23회)
2015년(24회)
2016년(25회)
2017년(26회)
2018년(27회)
2019년(28회)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도
경남(포항)
경기도(의정부)
전남(목포)
경북(김해)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남(여수)
전남(순천)
인천광역시
전북(전주)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북(청주)
대구광역시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

주연희무용단
정영례무용단
이은주무용단
광주발레단
·
문치빈발레단
광주발레단
최성옥현대무용단
정진욱무용단
서인숙코스모폴리탄
현대무용단
서은정현대무용단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김은이짓무용단
광주현대무용단
박재희새암무용단
김미숙하나무용단
손윤숙무용단
최소빈무용단
정길무용단
광주로얄발레단
광주현대무용단
서영무용단
김선정무용단
Poten Art company
뿌앙뜨발레단
이연정무용단
노진환무용단
·

안무자 군면제
연령제한 혜택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X
X
X
X
X
X
X
X
X
만45세
만45세
만45세
만45세
만45세
만45세
X
X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비고

해당자 없음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연예정

[출처: (사)한국무용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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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28회 전국무용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요건
1. 대구광역시의 공연문화 사업과 공연문화 시설 기반
대구광역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연산업 육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도
시이다. 5년간 사업비 38억여 원을 들여 순차적으로 △공연문화사업 기반과 네
트워크 구축(2015)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2016)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2017) △문화창조계급 육성(2018)을 거쳐 2019년 문화도시로서의 자생력을 확
보하고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영남일보, 2015.10.9.)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다.
공연문화 시설에 있어서도 대구는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공연장이
많고, 운영 방식의 차별화 및 시설의 우수하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2017 공연
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입지한 총 공연장 수는 57개이다. 대극장
과 소극장, 복합공연장과 전용극장이 고루 갖추어져 타 지역에 비해 기초 인프라
가 높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표 2> 대구광역시 중·대 공연장 목록
공연장
대구콘서트하우스

구역
중구

개관연도
1975년, 2013년 재개관
2016년 명칭변경

객석수

비고

1,852

대구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

수성구

1983년

661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비슬홀)

달서구

1994년

1,008/241

경북대대강당

북구

1984년, 2013년 재개관

서구문화회관

서구

1998년

1,852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창공홀)

남구

1998년/ 2017

북구어울아트센터

북구

1999년

405

코오롱야외음악당

달서구

2000년

27,000

대구학생문화센터

달서구

2003년

1,441

442
556/90

아양아트센터

동구

2004년, 2013년 명칭변경

1,112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스페이스라온)

중구

2004년

424/90

2004/2013

455/212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와룡홀)

달서구

수용최대인원

동구문화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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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아트피아
(용지홀/무학홀)

수성구

2007년

계명아트센터

달서구

2008

1,954

북구

2013

1,490

대구오페라하우스

1,169/30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2017년 기준)]

2. 공연문화 소비 인프라
지역의 문화 예술적 이미지는 그 지역의 예술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대구는 예술소비 유입이 비교적 쉬운 주변 지역인 구미, 경산, 김천, 상주, 포
항 등에서 오는 잠재된 관객으로 높은 문화 소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장현희,
2017).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컬러풀대구페스티벌, 대구
국제오페라축제(DIOF),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발, 대구사진비엔날레 등)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충성
도 관객은 물론 폭넓은 소비자층에 이르기까지 공연 관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의 예술학과는 통폐합의 위기에 도래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학과들은 시대변화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자구책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학은 지역의 우수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술 전문가 육성에 매진하여 각 예술 영역에서 우수한 예술인들을 발굴하며 대학
을 중심으로 한 예술 전문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대구예술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국악 등의 10개
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협회들은 매년 다양한 경연과 심포지엄, 학술대회,
공연등을 통해 지역의 예술발전을 도모하며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활발한 공연 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7 문예연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별 문화예술(시각예술·공연예술) 활동을 비교한 결과, 2016년 대구의 인구 10
만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87.1건으로 전국 평균 66.4건 보다 20.7건 많았다.
공연예술 활동에 있어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장르의 공연은 전국 평균보다 높
은 지표수준을 보이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구에서 선보인 6개 예술 분야의 총 활동건수는 2014년에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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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건이었던 활동이 2015년에는 1천924건, 2016년에는 2천165건으로 상승하며
공연예술
시각 대한 발전적 측면을 확인할
대구문화예술 활동에
수 있었다.
지역(인구수)

국악
양악 현황(건수
연극
무용
<표 3> 인구 10만예술
명당 문화예술
활동
기준)

혼합

소계

기타

서울(9,931)

87.4

4.1

35.9

16.3

5.3

5.4

67.0

부산(3,499)

23.7

3.5

23.5

15.1

5.4

2.9

50.3

124.4
74.0

대구(2,485)

32.6(5)

2.3(13)

28.2(3)

16.4(2)

3.2(7)

4.4(7)

54.5(4)

87.1(5)

인천(2,943)

13.7

0.9

8.6

7.9

1.0

2.1

20.4

34.1

광주(1,469)

34.0

5.4

27.6

15.0

1.8

3.5

53.4

87.4

대전(1,514)

24.0

2.8

21.2

11.5

2.5

3.9

41.9

65.9

울산(1,172)

18.2

3.3

21.2

12.0

3.5

1.9

42.0

60.1

세종(243)

11.5

9.1

7.8

4.5

2.1

14.0

37.4

49.0

경기(12,717)

10.9

1.3

8.5

7.4

1.1

1.6

19.9

30.9

강원(1,551)

33.5

5.5

20.3

21.9

3.5

8.4

59.6

93.1

충북(1,592)

19.2

2.8

7.2

10.6

1.2

2.5

24.1

43.2

충남(2,097)

12.1

3.8

12.0

10.0

1.9

4.7

33.3

45.4

전북(1,865)

26.1

6.0

23.0

13.2

3.8

7.2

53.2

79.3

전남(1,904)

14.1

4.4

14.4

11.9

1.1

8.6

40.3

54.5

경북(2,700)

14.7

1.6

8.8

10.5

1.0

1.8

23.7

38.3

경남(3,374)

15.7

1.8

15.6

12.8

1.8

2.4

34.4

50.1

제주(642)

41.8

5.0

49.3

16.1

5.5

15.7

91.5

133.3

전국

25.6

2.9

19.2

12.1

2.7

3.8

40.7

66.4

[출처: 한국문화예술원회. 2017년 문예연감 통계자료/ 2018.2.28.발행]

<표 4> 17개 시·도 문화예술 활동 건수
지역

시각예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697
829
811
402
500
364
213
28
1,390
519
305
253
486
269
396
530
268

국악
411
122
58
27
80
42
39
22
167
86
43
79
111
84
44
60
32

전국

13,260

1,507

양악
3,568
821
700
252
405
321
249
19
1,086
315
114
273
428
275
238
527
316

2016년
공연예술
연극
무용
1,615
527
527
188
408
79
232
28
221
26
174
38
141
41
11
5
936
141
339
55
168
19
209
39
247
71
226
20
283
26
431
60
103
35

9,907

6,271

1,398

2015년
혼합
532
103
109
62
52
59
22
34
205
130
39
98
135
163
48
81
101
1,973

증감률

소계
6,653
1,761
1,354
601
784
634
492
91
2,535
925
383
698
992
768
639
1,159
587

계

계

12,350
2,590
2,165
1,003
1,284
998
705
119
3,925
1,444
688
951
1,478
1,037
1,035
1,689
855

12,465
2,470
1,924
1,084
1,168
991
887
54
3,815
1,151
631
732
1,422
799
1,021
1,801
688

-0.9
4.9%
12.5%
-7.5%
9.9%
0.7%
-20.5%
120.4%
2.9%
25.5%
9.0%
29.9%
3.9%
29.8%
1.4%
-6.2%
24.3%

21,056

34,316

33,103

3.7%

[출처: 한국문화예술원회. 2017년 문예연감 통계자료/ 2018.2.28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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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무용제 수상 실적
대구는 1992년 제1회 전국무용제부터 2018년 제27회 전국무용제까지 최우수
상 1회, 우수상 2회, 장려상 2회, 대상 2회, 금상 2회, 은상 5회, 안무상 2회, 최우
수연기상 4회, 연기상 10회, 무대기술상 4회, 무대예술상 1회, 음악상 1회로 총 36
회의 수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5> 대구광역시 전국무용제 수상 실적
년도(회)

수상 현황
작품명

참가단체명

1992년(1회)

주연희무용단

백두기둥

1993년(2회)
1995년(4회)

1997년(6회)
2000년(9회)

장유경무용단
백현순무용단
박현옥&
대구컨템포러리무용단
권정숙무용단
정찬비사현대무용단

날개
공-우리는 무엇이고 싶다
그리고 아침이 오다
-처용.1996
태, 꽃, 하늘
올가미

2004년(13회)

장현희무용단

피할 수 없는…

2005년(14회)

배경진발레단

여자사냥의 역사

2007년(16회)

이화석댄스프로젝트

묵행

2009년(18회)

김병규댄스프로젝트

희생

2010년(19회)

정길무용단

민화

2011년(20회)

김선영현대무용단

불편한 진실

2012년(21회)

전효진발레단

슬픈달빛

2014년(23회)

장이숙댄스시어터

Don`t forget me

2016년(25회)

서상재아트팩토리

33人

2017년(26회)

SD Dance Company

공간자르기 part-1
은밀한 내면의 창고

2018년(27회)

노진환댄스프로젝트

모던타임즈

1996년(5회)

시상부분
최우수상
안무상
연기상
장려상
우수상
우수상
연기상
장려상
연기상
은상
최우수연기상
연기상
은상
연기상
무대기술상
은상
연기상
무대기술상
대상
연기상
무대기술상
은상
무대기술상
금상
최우수연기상
금상
최우수연기상
연기상
음악상
최우수연기상
무대예술상
은상
연기상
대상
안무상
연기상

수상자
주연희
주연희
주연희
장유경
백현순
박현옥
박현옥
권정숙
최두혁
장현희
이인수
이선민
이화석
김병규
김주호
김병규
김병규
김주호,박재민
김현태
최형준
최은석
김선영
조동현
전효진
김분선
장이숙
박정은
정진우
이영록
서상재
김철희
이승대
박종수
노진환
노진환
강주경

[출처: (사)한국무용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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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무용협회의 조직화된 운영
현대인의 삶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복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
는 방향으로 사회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한번뿐인 인생을 의미하는 ‘욜로(YOKO),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
벨’ 현상이 나타나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변화하
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예술
조직은 문화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의
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는 곧 예술향유자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
고,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창작 활동의 사회적 기회를 마련하여 예술
이 지닌 사회적 가치 확고히 하는 것이다.
“지금 대구는 무용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이 말은 대구예총 류형우 전회장이
건넨 덕담이라고 한다(매일신문, 2017.1.23). 그러나 실제로 대구는 무용의 르네
상스시대를 맞이하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조직은 바로 대구무용협회(회장 강정
선)의 ‘문화 소통’의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대구무용협회의 ‘문화소통’을 통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
 역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용세일즈’. 이는 협회 임원을 중심으로
한 무용공연 홍보마케팅 작업으로 18명의 임원이 대구시내 구청 및 각종
종교 시설, 사회 단체, 교육 단체를 방문하여 무용 전공자 외에 일반시민
과 공연 문화 마니아(mania) 층을 공략.
둘째, 신
 진무용가를 비롯하여 무용교육기관의 교육자(교수, 교사, 강사), 무용
단체장 등 기존 50대 중심의 이사에서 40대 젊고 유능한 신진 이사로 조
직화.
셋째, 협
 회 이사들을 중심으로 사업별 행사를 전담하고, 기획·공모·추진하여
조직의 구조적 체계 확립.
넷째, 대
 구지역 문화예술극장과의 협업사업이다. 대구무용협회가 새로운 콘텐
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극장은 시설과 음향, 조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무용인들에게 무대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용 공연 관람의 기회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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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
 역 사회의 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주최하고, 발생
한 수익금은 통해 소외지역, 소외계층, 학교, 도서관, 재활센터 등 다
양한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마련하여 무용의 전변화대와 대중화
에 노력.
<표 6> 2019년 대구무용협회 주요행사
구분

6대 중점사업

행사명

시기

제27회 전국청소년무용경연대회

4월

제29회 대구무용제

5월

제21회 차세대안무가전

8월

제27회 대구신인무용콩쿠르

8월

제21회 대구국제무용제

9월

제28회 전국무용제

협업사업

기타 사업

협업기관

비고

대구무용협회주관

9~10월

대구개최

신인안무가전

3월

아양아트센터

ADF(대구중견작가전)

8월

수성아트피아

DACD Festival

9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댄스아타데미축제

12월

웃는얼굴아트센터

제28회 전국무용제 대구 성공적 개최 좌담회

3월

사)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

[출처: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홈페이지]

Ⅳ. 제28회 전국무용제 대구광역시의 성공적 개최 방안
대구광역시의 제28회 전국무용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셉트
전국무용제는 창설 때부터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경연 방식으로 수상 단체를
결정하고 지역의 춤과 지역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
을 기획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무용제의 콘셉트와 목적 설정은 무용제 기획하는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콘셉트 설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차별성, 일체성, 체험성,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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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 등의 예술 경영의 요소를 분석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연 프로그램 심사의 공정성
전국무용제의 경연방식은 지역 예선의 경연을 거쳐 전국 본선의 경연으로 마무
리 되는 방식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전국 본선 경연이다. 해마다 경연 시상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안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무
용제의 경연운영방식에 대한 큰 변화나 개선 없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용협회, 그리고 전국무용제 대구조직위원회의 공정성
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 방법도 강화하여야 한다.
3. 무용 공연 및 기타 부대행사 프로그래밍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은 축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전국무용제는 메인프로그램부터 부대행사, 사전축제에 이르기까지 형식과 틀을
개편하고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신설하는 등 무용 축제의 장으로써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전문적인 기획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하나의 콘셉트를 통한 무
용 축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무용 축제 프로그래밍에 있어 무용제 콘셉트를 통한 대극장용 공연 프로그램.
소극장 및 실험 공연장 공연 프로그램 야외공연장의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세미나 및 아카테믹 활동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구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발레까지 다양한 예술 장르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으며, 전문인과 비전문인이 하
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춤을 기다리고 춤을 볼 수 있
는 소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조직의 체계화 및 운영 계획 수립
축제에 있어 기획 및 운영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데스크로서 전문적 인력 구성
을 요한다. 전국무용제의 추진은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무용제 사무국을 통해
무용제의 인력을 구성한다.
무용제의 인력구성이 완료되면 각 담당업무에 맡은 업무 사항을 정확히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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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업무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아래 원활한 무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5.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전국무용제는 대구 무용계의 행사이자 대구광역시의 행사이다. 따라서 제28회
전국무용제 조직위원회의 적극적 홍보를 비롯하여 각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를 통해 무용제 홍보는 물론 대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먼저 축제의 홍보기간 설정과
다양한 홍보마케팅 수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결정된 홍보기간과 홍
보마케팅 수단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홍보
마케팅을 위한 홍보매체로는 언론홍보, 방송홍보, 온라인홍보, 오프라인(홍보물제
작 및 배포)홍보, 세일즈 프로모션(기자간담회, 축제 홍보 순회공연) 5가지 매체를
통해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다. 홍보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축제 행정 인력과, 축제
위탁 업체 인력을 조직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여 대구광역시의 행정
적 지원을 통해서 원활하게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안전대책 마련
완벽한 안전을 위해 조직위원회와 각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연락체계의 구축
이 중요하다. 또한 무대공연의 경우 각 공연장의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며, 야외공연의 경우 공연 형태 혹은 관람석 형태 및 관람객 운집 정도에 따른
자원봉사자 배치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 안전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전국무용제는 1992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춤의 해’부터 지역무용인의 창작의
욕고취와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한국무
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해마다 16개 시·도가 매년 번갈아가면서 공동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무용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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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1995년 제4회 전국무용제 이후 24년 만에 ‘제28회 전국무용제’를 개최지
로 선정되었다. 이는 대구가 지닌 공연문화 사업과 공연문화 시설 기반, 공연문화
소비 인프라, 활발한 공연 활동, 전국무용제 수상 실적, 대구무용협회의 조직화된
운영 등을 통해 이룬 결과이며 문화예술도시 대구, 무용르네상스를 맞이한 대구 무
용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대구의 성공적인 전국무용제 개회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셉
트 설정, 경연 프로그램 심사의 공정성 강화, 무용제 컨셉트에 맞는 무용 공연 및
기타 부대행사 프로그램 기획, 조직의 체계화 및 운영 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를 통해 전국무용제라는 성대한 무용 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대구 무용의 국내는 물론 국제적 도약과 문화예술도시인 대구의 자부심과 자
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대구무용계는 대구 무용역사에 있어 가장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무용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께 기획하고 실
행하는 대구무용협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대구 무용계,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협
업하는 대구 예술계 그리고 대구광역시 관계자와 대구 시민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
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성공적인 전국무용제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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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무용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 방안 모색
“춤은 대구로, 꿈은 세계로”
발제자 |

주연희 |

대경대학교 교수

1. 서론
1995년 이후 24년 만에 제28회 전국무용제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 것에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전국무용제를 위해 대구예술축제 속에서 이를 장대하게
빛낼 소견을 발제할 귀한 기회를 주신 한국예총 관계자 및 무용협회 강정선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구시민 1,113명이 참여하였고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제28회전국무용제
슬로건 “춤은 대구로, 꿈은 세계로”를 보면서 “몸과 마음이 춤추는 평화의 춤, 근본(
根本)의 춤이 대구에서 시작되다”는 의미에서 발제를 하고자한다.
현재 문화예술도시로 각광받는 대구지역이 24년 만에 전국무용제 개최 도시로 선
정되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치루는 축제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전국무용제가 문
화예술도시, 대구에 걸맞은 근본(根本)의 춤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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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춤에 대한 인식을 다시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무용학과의 전공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을 고민해보고 춤이란 진정
춤 전공자들만의 축제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춤은 왜 추는가? BTS(방탄소년단)의 칼군무 퍼모먼스에 세계인들은 왜 열광하는
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춤이다’라는 전제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원시시대에
서 즐기던 단순한 춤의 세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춤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나 전국무용제가 무용전공자들
만의 축제가 아닌 누구나 추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결
국 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인문학적 요소라는 의미를 되새
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곧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이 아닌 세계인들이 함께
춤추는 축제로 재해석해보는 기회이길 바란다.
2. 전국무용제 행사 구성
“춤은 대구로, 꿈은 세계로”

아름다운 무대

흥겨운 참여

새로운 지평

대구 지역의 문화 예술적 특성

- 공연무대 확보

- 지역 내 홍보

- 초청공연

- 공정한 참여와 경쟁

-다
 양한 참여 / 체험

- 부대행사

- 원활한 진행

행사 구상

-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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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연 프로그램
무용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전국 각지의 참여 팀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경연 진행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수 없이 중
요하다.
2) 참여/체험행사
무용제가 단순히 무용 전문인들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용제를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국에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무용 팀이 대구에 모여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
록 하고, 대구권의 무용을 전국에 알려낼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구
무용과 출신의 숨은 춤꾼들을 이끌어내 거리공연의 기회를 주어 대구 춤의 특색을 알
릴 수 있다. 이는 참여/체험행사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초청공연이나 특별
무대의 형식으로 공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무용예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무용제의 위상을 제고하며,
대구 무용의 특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3) 부대행사
무대 공연 외에도 주제에 맞는 전시, 학술행사, 강연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무용예
술의 인문학적 고찰, 다학제간 참여를 실시함으로써 무용 예술의 현황을 고찰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토론하여 무용제가 몸과 마음의 즐거움 뿐 아니라 철학적, 미학적
인식을 다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용 외에도 대구권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른 장르의 예
술인, 예술단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강구하는 것도 대구 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차별
화되게 부각시키면서 전국무용제의 의미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부대행사와 시민참여/체험행사를 통하여 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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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되는 종합예술축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된다.
4) 대구지역의 문화 예술적 특성
대구광역시와, 또 생활권이 인접한 인근 경산을 포함한 대구권에는 4개 종합대학
이 무용과를 가지고 있고, 수십 개의 무용학원이 있으며 또한 중고교 및 대학 댄스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용의 지역사회 자원과 시민의 관심은 결코 적지 않다.
공연장과 무대도 충분하며 행사 경험도 많다.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만 보더라도
크게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컬러풀축제 등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
는 경험과 기반은 갖춰놓았다고 볼 수 있다. 축제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대내외적인
위상이 높고 타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할 만큼의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인들
의 활동 또한 활발하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대구 전국무용제의 개성을 알리고, 지역적으로는 예술 전
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실무 기획단
지역의 소극장, 대극장과 야외무대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공연장 간의
이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제반 필요한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미
대구는 여러 번의 대규모 축제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타
지역에서의 무용제 경험들을 참조하여 보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행사로 마무리되어
야 할 것이다.
6) 제안된 섹션 기획안
- 개막식, 폐막식(초청공연)
- 메인 경연대회
- 솔로/듀엣 경연대회
- 국제민속무용팀 과 4개 대학교 무용학과의 공연
- 예술회관 공동기획 “ADF” 역대 전국무용제 수상 팀 앵콜 공연(2일간)
- 대구기록 전시&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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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연합발표회 (주제가 있는 춤- 4마리백조 페스티벌)
- 월드발레스타 갈라 공연
- 청소년댄스페스티벌 (실용댄스배틀)
- 대구 명소 찾아가는 춤
3. 결론
모두가 춤은 종합예술이라고 알고 있다. 27회째 운영되어온 전국무용제는 8일간
의 축제 속에 춤의 경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관객들의 참여 프로
그램 및 크고 작은 춤 공연들이 이루어졌으리라 가늠한다. 그동안은 우수 작품을 발
굴한다는 취지의 축제운영방식도 좋았지만 2회째 개최하는 입장에서의 대구시는 더
의미 있는 전국무용제를 선보였으면 한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마을 축제는 어려운 작품의 종합예술이 아닌 모두가 함께
흥을 낼 수 있는 몸짓이 춤의 시작이며 춤의 의미이었다. 이를 알게 하는 프로그램으
로 기획되길 바란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영화장면처럼 쿵! 하고 발을 구르니 자연스레 짝! 이라
는 손뼉이 마주치는 박수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처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함
께 즐길 수 있으며 공동체적 요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몸도 마음도 춤추는 전국무
용제, 대구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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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무용제
토론자 |

김동석 |

매일신문 부장

24년 만에 대구에서 제28회 전국무용제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다는
것에 대구시민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전국무용제 유치까지 강정성 대구무
용협회 회장을 비롯한 예총 관계자, 지역 예술인들의 노력이 컷 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찌 보면 대구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
다. 대구시민이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축제로 만드는 것만 남았다. 작은 의견이지만
성공 축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래본다.
- 슬로건 ‘춤은 대구로, 꿈은 세계로’
대구 전국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정한 슬로건 ‘춤은 대구로, 꿈은 세계
로’는 시대적 상황에 매우 잘 부합한 슬로건으로 평가하고 싶다. 대구는 사실 현대무
용의 본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현대무용의 개념을 정립한 1세대 남성
무용가 김상규는 대구의 자랑스러운 예술인이다. 대구경북에 무용사, 문화사, 교유
사적으로 뛰어난 발자취를 남겼다. 이의 정신을 이어 많은 무용인들이 등장하고 춤
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구를 무용예술의 메카로 만들었다. 이번 슬로건은 대구의 정
체성을 잘 담고 있으며 대구 춤의 저력을 전국에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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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학생 인적 자원 활용하라
대구권 4개 대학 무용과를 비롯해 수십 개 무용학원, 중고교 및 대학 댄스동아리
등 무용 인적 자원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무용제 본선 경연도 중요하지만 이
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조직위에서 계획한 부대행사로
무용학원과 연계한 4마리백조 페스티벌,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대구 4개 대학과 함
께하는 춤 등 프로그램은 멋진 시도다. 본선 경연 성인부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이 춤 축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무대
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자신의 끼와 춤 실력을 맘껏 뽐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학생들의 무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다.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끝
나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
- 무용,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라
2018년 한국문화예술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보면 대구 경우 공연예술 분야에서 양악 28.2건, 연극 16.4건에 비해 무용은 3.2건으
로 활동 건수가 적다. 무용 활동 건수는 타 시도에 비하면 평균 이상의 적은 수치는
아니다. 공연장 수도 대극장, 소극장, 복합공연장, 전용극장 등 57개로 타 지역에 비
해 기초 인프라가 높은 편이다. 또 대구가 춤의 본고장답게 전국무용제에서 대상 2
번, 최우수상 1번을 탄 대단한 저력도 갖고 있다. 하지만 대구가 춤은 강하지만 시민
들의 참여는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전국무용제 성공 키워드는 시민의 참여가
관건이다. 시민 참여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메인
공연을 비롯해 볼거리,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우선이다. 메인경
연도 전국 시도 대표팀의 춤을 보는 재미에 더해 뮤지컬처럼 커튼콜을 마련, 관객에
대한 팬서비스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월드무용단 초청공연(중국무용단, 월드발레스
타 갈라공연)의 경우도 공연 후 스타들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도 마련하면 시민들에
게 멋진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대구무용기록전시와 타 장르 예술과 함께하는 춤’ 프
로그램인 전시&콜라보레이션도 시민의 관심을 끄는 이색적인 시도다.
-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서포터즈 활용
전국무용제가 본선에서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종종 있었다. 심사위원은 전국 무용
협회 시도 회의에서 기본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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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지역, 특정인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자칫 인적 구성이 말썽의 소
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계, 예술계가 적절한 비율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춤
에 대한 학문적 판단, 사회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심사 기준은 사전
에 명확하고 객관 타당하게 배점 사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은 서포터즈의 활용이 중요하다. 서포터즈는 시민들에게 관람의 서비스를 높
여주기 때문이다. 서포터즈 활용은 안내요원, 질서요원, 홍보요원 등이 있다. 자원봉
사자로 구성하되 철저한 교육을 통해 현장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티켓 예매, SNS 활용, 교통 편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용제 관람을 위해선 사전 티켓 예매가 가능해야 한다. 온
라인, 오프라인 모두 중요하다. 뮤지컬, 연극처럼 인터파크 예매사이트 서비스를 실
시해야 전국 어디서나 예매가 편리하다. 오프라인에서도 티켓 판매점을 최대한 늘
려 시민들이 쉽게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SNS를 활용한 무용제 정보 제
공도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공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중요하다.
교통 편의도 검토할 사항이다. 메인경연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 근처는 도시철도 1
호선 성당역 및 버스노선들이 있다. 지하철역과 공연장 셔틀버스 운행도 고려할 만
하다. 또 문화예술회관 정차 노선버스는 증차를 통해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
정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 메인공연 팀 숙소와 공연장을 잇는 차편도 불편하지 않
게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 무용제, 성공적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
대구는 무용예술의 메카다. 전국무용제는 대구 무용의 진수를 알리기에 좋은 기회
다. 무용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춤 전
문가들은 내 편 네 편을 떠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중요하다. 비전문가도
자신의 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
다. 대구시민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연장을 찾는 성숙한 의식으로 대구의 저
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구예총, 대구시 관계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야 한다. 집행위원들은 철저한 업무 분담과 협조체제를 통해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메인공연, 부대행사, 사전행사 등 계획한 프로그램은 차질 없는
준비로 대구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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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의 환호를 받는
무용축제
토론자 |

조진범 |

영남일보 문화부장

전국무용제가 24년만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진정한 시민축제의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대구는 무용의 도시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을 제외하면 최초로 현대
무용단이 있는 곳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용단도 30여개에 이른다. 대학 무용학
과도 5군데나 있다. 대구 무용의 저력이 충분한 만큼 좋은 콘텐츠를 마련해 시민들과
손님들에게 선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무용인만의 축제가 돼서
는 곤란하다. 대구가 무용의 도시라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
들에게 대구 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 전국무용제의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
일단 대구 무용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획이 필요하다. 전국무용제가 열리기 전까지
대구 무용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대구 무용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전시를 열었으면 좋겠다. 아카이브는 전국무용제가 끝나더라도 대구 무용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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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대무용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실제 어렵다. 일반인으로선 무용
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시민들이 무용의 세계를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
도록 홍보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전국무용제를 계기로 대구 무용인들
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오는 자세가 필요하다. SNS나 언론을 통해 쉽게 무
용의 세계를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장르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음악이나 미술은 말할 것도 없
고, 무용이 아닌 다른 춤과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용과 댄스의 협업은 젊은이
들에게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인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 전국무용제가 단순히 대구
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전국적인 화제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국무
용제의 준비단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속적으로 SNS에 올리는 방안도 생각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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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무용제
성공적 개최방안」에 대하여
토론자 |

오동욱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발표자(주연희교수, 이종희박사)는 공히 대구 무용계가 1995년 이후 24년 만에
「전국무용제」를 유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1992년 창설된
전국무용제가 문명사적인 변화와 한국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였다고 평가하
면서 그 의의와 효과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한 의의를 지닌 전국무용제를 공연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구에서 개최
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역 무용계를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무용계 현황과 관련 문화정책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
들을 철저하게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28회 전국무용제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치루는 축제가 아니라 문화예술도
시 대구에 걸맞은 근본(根本)적 춤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차별화된 콘셉트, 철
저한 심사, 다양한 프로그램, 체계적 조직 및 홍보시스템 등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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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2. 숨고르기
발표자는 「제28회 전국무용제」가 대구 무용의 국내외적 도약과 문화예술도시 대구
시민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대구 무용계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주
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
로 대구무용협회, 대구시립무용단 등 대구 무용계와 대구시, 예총을 비롯한 지역예
술단체, 대구시민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각 주체들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 발제자들의 구체
적인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한다.
3. 함께 고민하기
대구 전국무용제는 2019년 한해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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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구 무용계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별로 돌
아가며 특정 한 해 개최하는 일회성 행사로 여긴다면 아무리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
해도 큰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모처럼 지역예술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고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도시 특
유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교류하고, 시민이 맘껏 향유하고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열기
가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지속가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회 전국무용제 성공적 개최에 대한 발제자의 주장(콘셉트, 심사·평가, 프로
그램, 조직 및 홍보 등)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해 보
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구 무용계의 정수(Essence)를 제대로 보여
주고자 하는 「열의와 일체감」이다. 전국무용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대구 무용계
의 범조직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구 무용계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 및 전문가 간의
긴밀한 연계와 소통은 전국무용제의 성공적은 물론 지역 무용계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응집된 결집력으로 대한민국 무용계의 대표도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문화의 품격과 수준을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국무용제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의식 등 모든
면에서 옹골차게 추진해야 대중의 관심도와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하나는 「관객과 후원」 부문이다. 대구 무용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해도 이
를 즐겨줄 관객이 충분히 오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할 것이다. 반드시 정량적인
통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많은 관객이 방문하여 대구 무용에 대한
이해와 감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요구된다.
1) 고대 로마 마에케나스(Maecenas)가
예술가를 지원하고 적극 옹호한 데에
서 유래한 프랑스어로, 문화예술에 대
한 지원자나 지원활동을 의미
2) 전
 성률(2012), ‘기업의 메세나 활동 효
과분석 모델개발’

이를 위해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나눔활동의 대명사, 「메세나(Mecenat1)) 활동」을
주문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과 나눔을 의미하는 메세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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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메세나 활동은 문화를 공유하는 모든 주체(기업·예술
가·일반시민 등) 모두에게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메세나 활동
은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간접효과를 다양하게 창출할 뿐 아니라,
후원과 광고 등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브랜드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2)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 기업과 대구무용협회의 자매결연 등의 방식을 통한 메세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선적인 관점을 넘어, 문화 투자적, 문화 향유적 관점에서 메
세나 활동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사회적 편익을 획득하게 하여야 한다. 메세나 방식도
현금기부 위주에서 물품·시설·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메세나협의회(1994년 설립)가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
역에서도 대구메세나협의회가 있지만, 메세나의 이점에 대한 홍보와 활동이 부족하
고, 가시효과가 큰 이벤트와 단체 중심으로 편중되는 등 메세나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2014년 1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과 육성·지원,
문화예술후원 장려를 위한 조세감면 근거,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까지 일부 기업이나 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보다 확
대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 활용은 기대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문화마케팅’의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서 후원금 및 협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치밀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특정기업 외 협찬기업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매일경제신문, 2019. 2. 21, ‘문화접
대비 년75억, 전체 접대액의 0.1%도
안돼’

그리고 문화접대비 특례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접대비 지출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문화접대비에 한해 늘려주는 제도다.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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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출액에 따라 접대비 한도가 정해지는데, 현행법상 문화접대비는 이 한도의 20%
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문화접대비 항목은 공연, 전시, 음반 및
음악영상물,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간행물 등이다.3)
이 특례제도가 도입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약한 실정이다. 문화 접대라는 단어의 생소함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지역 기업체 직원들의 문화복지 실현과
함께 전국무용제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 해 동안의 전국무
용제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개최 운영뿐만 아니라 폐막 이후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심
도 깊은 강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대구 무용계의 미래 비전과 방향 설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면서
제28회 전국무용제의 슬로건은 ‘춤은 대구로, 꿈은 세계로’이다. 이러한 슬로건 구
현의 실천은 바로 대구 무용계의 사명의식이다. 이제 「2019 전국무용제」를 통해 대
구 무용계 특유의 정체성과 내면에 숨겨진 매력과 움직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어야 한
다. 이를 통해 국내 무용계 리더로서의 동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무용 발전에 기여
하는 ‘무용계 1번지’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우수한 무용인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그 기량과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무용계의 성장에 큰 영향력을 줌으로써 대구 무용계의 생태적 비상이 본격화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전국무용제가 진정한 문화도시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Momentum)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문화도시란 시민에게 매력
(Charming)과 느낌(Feeling)과 즐거움(Enjoying)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시민
이 문화에 대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또 궁극적으로 삶의 질로 이어져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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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도시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옹골진(Wellfilled)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 그간 대구 무용계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한 뿌리로서 시민 문화향유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전국무용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구 무용계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구슬들을 좀 더 실속 있고 속이 꽉 차게 꿰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분명 인내의 세
월을 보내면서 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성과 희망을 키우고 무용계의 지
속적 발전에 긍정적 힘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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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무용제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방안
토론자 |

박희준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장

Ⅰ. 서론
1995년 이후 24년만에 다시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전국무용제는 전국 최고
의 무용축제로 “춤은 대구로, 꿈은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9월 27일부터 10월 4일
까지 8일간 열린다. 특히 10년만에 새롭게 단장하는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재개관과
2019년 공연문화도시 대구 선정에 때를 맞추어 개최되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고 하겠다.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무용 활성화, 무용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
기 위해 개최되는 금번 전국무용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무용협회 및 대
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가 주관하게 되는데, 대
구광역시장이 대회장, (사)한국무용협회이사장이 운영위원장, (사)한국무용협회 대
구광역시지회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경연에는 단체부문과 안무자(Solo&Duet)부문으로 나누고 16개 시·도 대표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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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상에는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
를 받도록 하여 참가의욕을 고취시키고, 서울지역 단체는 비경연 참가를 추진하여 전
국 규모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해외무용단 초청공연 확대, 국제학술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선진 무용트렌드를 도입함으로써 공연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무
용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금 번 좌담회에서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되기를 바라며, 대구시는
주관기관인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에 걸맞게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진 훌륭한 대회를 만들어 지
역 무용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Ⅱ. 지역무용 발전을 위한 대구시 지원현황
대구시에서는 무용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무용경연대회인 ‘대구무용제’와
세계 각 국의 무용팀 초청공연을 통해 다른 나라 무용인과 우호증진 및 지역무용계 수
준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대구국제무용제’ 등 무용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지
원과 청년 예술가 육성지원 프로그램,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학교예술강
사 지원사업, 시립예술단 지원 등 무용발전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직접 사업지원
지역 대표적인 무용경연대회로 중견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국무용제에 참가
할 대표 무용단 선발을 위한 대구무용제에 9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로 21회를 맞는 대구국제무용제에 13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세계 각지의 무
용인과 우호증진은 물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그리고 2015년 Pre-안무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무용의 국제화와 세계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세계안무페스티벌에 40백만원 등 연간 260백만원 정도를
예술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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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가.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무용발전을 위한 각종 직접 사업지원 외에 매년 1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
년예술인 15명을 선정 후 1년간 월 8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과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등을 통하여 신진예술가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있는데 이 중 무용분야 청년예
술가 2명을 지원하고 있다.
나.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매년 1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예정자와 문화예
술단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강의, 심화강의,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문화예
술기획 분야 핵심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46명이 수료하였으
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연분야 수료자 64명중 9명이 댄스강사, 뮤지컬 안무
팀, 무용수 등으로 활동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청년예술인 해외 레지던시 파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250백만원의 예산으로 40세 이하 청년예
술인 해외 파견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2018년에는 이중 무용예술인은 4명으로 독일
베를린에 3개월간 파견을 실시하여 무용인 창작역량 강화 및 지역무용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라. 학교예술강사 파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에서는 연간 2,616백만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현장과 전문예술을 연계하여 학교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2018년도
에 총219명의 강사 중 무용분야 강사를 54명 파견하여 무용분야 교육 내실화와 무
용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용 저변 확대
에 노력 중이다.
마.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평소 수준있는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에 대한 시립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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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찾아가는 공연 사업에 연간 25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18년 총 228회 공연
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무용분야 공연은 23회로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공연예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바. 찾아가는 문화마당
문화예술 취약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예술단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향
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
업에 매년 7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23개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중 무용 관련 2개 단체가 참여하여 예술단체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Ⅲ. 전국무용제 성공개최를 위한 대구시 지원 방안
1. 예산지원
24년만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전국무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600백만원을 포함한 총 1,5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무용제 행사준비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 이 중 초기 행사준비에 필요한 600백만원을 2019년 1월에 이미
행사 주관단체인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 교부하였으며, 행사 추진 상황
에 따라 나머지 예산도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다. 예산내역은 행사준비를 위한 무용제
사무국 운영비 등 860백만원, 홍보비 180백만원, 행사진행비 55백만원, 인건비 270
백만원, 출장비·교육비·숙박비 등이 135백만원으로 행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지
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대회가 차질없이 치러 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할 계획이다.
2. 행사 의전지원
전국무용제의 주요 의전행사인 개·페회식에는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중앙관
계자 등 100여명 이상의 초청인사가 참여하는 만큼 의전행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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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주관단체인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서 의전이 필요한 공식행
사인 개막식, 환영만찬, 폐막식, 환송만찬 등 진행을 행사대행사와 계약을 통해 무리
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전국 규모 행사에 따른 많은 초청인사가 예상되므로 대
구시에서도 의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행사진행과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의전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3. 행사장 사용협조 및 홍보지원 등
대회 주경연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과 개막식이 열리는 비슬홀 그리고 학
술세미나, 부대행사 등이 열리는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김광석거리·동성로 야외
무대 등 각종 시설 사용승인 신청을 무용협회에서 시설 관리기관(부서)에 요청을 하
였으며 대구시에서는 행사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관련 기관에 사용승인
을 협조요청한 상태이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문화예술회관 팔
공홀 공사를 적기에 완료하는 한편 주관기관인 무용협회 대구시지회와 각 공연 시설
별 사용승인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행사장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대
회 성공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 홍보를 위해 무용협회에서 준비중인 구·
군 주요 대로변 가로등 배너 설치 승인건도 각 기관과 협조하여 가능한 승인이 되도
록 노력하고 있다. 대회 기간 전 주요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홍보와 기자간담회 등
을 무용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시기별 보도자료 제공과 홈페이지,
각종 매체 홍보, 단체 회의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대회성공 개최를 측면 지
원할 예정이다.

Ⅳ. 지역무용인 도약을 위한 대구시 지원방향
대구시에서는 그 간 지역무용발전을 위해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과 각종
무용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비예술가에서 원로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르
별, 생애주기별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대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활동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정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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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등 전반적인 예술인 활동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생애주기별 지
원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력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창작공간별 기능을 특성화 하는 한편 지원체계 및 시스템
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무용인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장르별, 생애주기별, 단
기·중장기별 로드맵 수립으로 실행가능한 사업을 하나하나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전국 무용제가 24년만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개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대회 소요예산의 적시 배분, 각 프로그램별 진행에 필요한 행
사장 사전확보와 공식행사 의전 준비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시민참여이다.
무용제 기간중 무용프로그램 및 경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국내외 많은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고 응원해 주는 것이다. 주관기관인 무용협회 대구지회에서 시민참여 콘텐
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준비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대구시에서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SNS, 뉴스레터, 유투브 등)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동아시아 보자기페스티벌, 국제재즈축제와 달성군
100대 피아노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
코 음악 창의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무용과 음
악이 어우러진 훌륭한 대회 되도록 하여 한국 무용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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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난필 복사꽃
장하빈 저, 시학, 113쪽
산문(山門)을 들고 나며 거둬들인, 산중과 속세의 시편이라고 ‘시인의 말’에서 밝혔듯이 자연
속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인자(仁者)의 시와, 인간 속에서 현실을 지향하는 지자(知者)의 시로
나눠진다. 시집 해설을 맡은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장하빈의 이번 시집에서는 첫 시집의 애잔
함[正]과 두 번째 시집의 관조[反]를 넘어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그대로 음미[合]하려는 창조
적 발전의 자세가 돋보인다.”라고 평하고 있다.

말을 헹구다
하청호 저, 동시마중, 123쪽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동심의 순수함을 정제된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집이다. 이 작품집 속에
는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사랑과 배려, 그리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듯한 동심이 살아 숨쉬
고 있다. 그리고 독자에게 사물과 삶의 모습에서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동심과 시심으로 교
직하고 있다.

169

NEW BOOK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종희 저, 도서출판 레마, 208쪽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만 될 도덕적 행위를 일말의 망설임이 없이 즉각 행동
으로 옮겨야겠지만, 그런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또한 누린다. 레위인과 사제가 곤경에
처한 인간을 방관했지만 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오늘도 우리는 그 광범위한 자유 속을 걸어간다. 그 공간에는 사마리아인과 레위인과 강도
등이 있다.

발바닥 지도
김은수 저, 지혜, 115쪽
김은수 시인의 네 번째 시집으로 작가의 삶의 기록이자 낮은 곳에서 삶의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황정산은 ‘간결하고 단정한 리듬이
특징이며, 완결된 운율은 그의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의 생명력 있는 이미지를 불러내는
주술의 언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자연을 닮아 낮은 곳에 임하려는 시인의 소박
한 삶의 태도를 시를 읽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환기시켜 준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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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다비
박방희 저, 지혜, 104쪽
경북 성주 출생. 1985년부터 무크지 『일꾼의 땅』 과 『민의』, 『실천문학』 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 이후 동시, 동화, 소설, 수필, 시조 부문 신인상을 받거나 신춘문예 당선. 푸른문학상, 새벗
문학상, 불교아동문학작가상, 방정환문학상, 우리나라좋은동시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사)한
국시조시인협회상(신인), 금복문화상(문학), 유심작품상(시조) 등 수상. 시집과 동시집, 시조집,
등 25권의 작품집이 있다. 『나무 다비茶毘』 는 자연과 사물, 자아와 현실을 매개로 한 정신의
표상이자 의경意境이며, 실존의 국면을 노래한 시집이라 할 수 있다.

안개 해부학
문근영 저, 고요아침, 159쪽
시와 함께 하는 길에서 동화처럼 살고 싶다는 저자의 첫시집으로, 그가 얼마나 주변 상황에 아
파하고 공감하는지 느낄 수 있다. 박성현 시인은 ‘하나의 사물 혹은 사태를 다면화하고 입체적
으로 재배치하면서 기하학적 상응을 내적 이질성으로 교체한다. 구제역으로 돼지들을 살 처분
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깊은 주름과 한숨, 그것은 명암이 농후한 회화와 같이, 우리의 가슴에 직
관적으로 새겨지는 명징한 서사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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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부메랑
조태영 저, 북랜드, 313쪽
조태영 교수의 두 번째 수필집이다. 팔부능선에 올라선 그가 돌아보는 모든 곳에는 아름다움
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긍정이 있다. 깊은 내공과 연륜의 힘으로 삶을 곱씹어, 이렇
듯 고이 음미할만한 관조의 맛을 이끌어낸 이번 수필집에서는 온화한 미소, 낙천성과 여유의
미덕이 살아있는 수필의 향기뿐 아니라 잔잔하지만 부드럽게 버무려진 번뜩이는 통찰과 지혜
도 있어 빼어난 수필 본래의 맛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달팽이
성용환 저, 북랜드, 125쪽
시다운 시, 아름다운 시, 난해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느낄 수 있는 시를 표
방하는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시집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
든 생명과 그들의 일상에 대해 깊은 연민과 존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진실한 시적 사유를 서
정적이면서도 담담하게 그려냄으로써 시인의 염원처럼 시답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라는 시의
세계를 잘 구현하고 있는 생명주의 서정시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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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박소유 저, 시인동네, 136쪽
두 번째 시집 출간 이후 약 9년여 만에 출간하는 세 번째 시집으로, 무수히 흘러간 시간들을
껴안으며 새로운 사랑을 탄생시키는 화자가 세계에 놓여 있다. 구체적 경험과 생활 감정을 기
반으로 정감 있는 일상적 세계를 선보이다가도, 때로는 서늘하고 낯선 욕망의 맨얼굴을 처연
히 드러냈던 지난 시집과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사물들을 ‘수단과 도구’ 속에서 새롭게 꺼내
들며 낯선 풍경을 제시하기도 한다.

Review &
Preview
예총소식 및
회원단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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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Preview
예총소식

대구예총 - 강소성 국제예술교류제
대구예총은 중국 강소성문학예술계연합회(상무부주석 수가약, 이하 강소성문련)와 4월 22일 오후
4시 30분 중국 남경문화관에서 국제예술교류 공연을 가졌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11월 대구예총의 초청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예술 분야의 교류 전시
가 이루어진데 이어 올해 전통국악 분야로 구성된 대구예총 교류단이 강소성을 방문함으로써 이
루어졌다. 대구·강소성 국제예술교류는 1996년 두 지역 간 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대구와 강소성
을 오가며 전시와 공연 등 예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교류 공연에는 대구를 대표해 국악인 이강우, 이상건, 이강산, 박효주, 노동현의 사물놀이, 임
형석의 태평소 시나위, 민정민, 이정영의 가야금 병창과 민요, 김죽엽의 소고춤 등이 선보여져 강
소성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강소성에서의 공연에 이어 양저우로 이동, 24일 오후 6시 화경문화예술센터에서 한차례 더
공연을 펼쳐 한·중 전통예술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 무대를 꾸몄다.
김종성 대구예총 회장은 “강소성 도착과 함께 바로 공연을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강소성 시
민들이 우리교류단의 무대에 크게 호응해 줘 감격스러웠다”며 “대구예술의 저력과 수준을 중국에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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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술문화대, 장병들과 함께
대구예총은 5월 7일 제2작전사령부에서 ‘대구시민과 무열 장병이 함께 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 대구예술문화대학의 일환으로, 매년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
의 일부를 장병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협의,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 날 2작전사령부 무열강당에는 대구예대원우 120여 명과 장병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해 오지탐
험가로 명성 높은 ㈜사라토가 대표 도용복 강사의 강연을 들었다. 식전 공연으로 브라비솔리스츠
앙상블의 무대가 올려지고 강연 후 병영식단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성 대구예총 회장은 장병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보장
되고, 그 속에서 지역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 안정이 유지된다”며, “변함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
기 위해 애쓰는 장병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좀 더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군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이 프로그
램은 탤런트 이정섭(6. 25), 가수 박규리(9. 17)의 강연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2019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 개최
2019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이 5월 18일 대구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결선 및 폐막 무대를 끝으
로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총 238팀(초중고등부 133개 팀 대학부 105개 팀) 1,4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이번 대
회에서 영예의 대상(대구광역시장상, 상금 500만 원)은 실용음악 부문의 대구지역 초중고등부연합
팀인 ‘타악앙상블 신타카타카’가 차지했다.
또 대학부 최우수상(대구광역시장상, 상금 300만 원)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디클레프’팀이, 초
중고등부 최우수상(대구광역시교육감상, 상금 200만 원)은 경북연합댄스팀인 ‘스타온’이 받았
다(본문 15p ~ 참조).

대구예총 김종성 회장은 “학업과 취업으로 힘들었을 청소년들이 우수한 무대를 보여줘 자랑스럽
고 감사하다”며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문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
아주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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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건축가회

건축문화답사
•일 자 : 4월 13일(토)
•답사지 : 담양 소쇄원 → 죽녹원 →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 광한루
•참석자 : 70명

대구지역 건축 3개 단체 (대구건축사회, 대구·경북건축학회, 대구·경북건축가회) 가 화합하
여 건축사회 주관으로 행사 진행하여 각 단체별 회원들과 함께 화합의 취지와 타 지역의 우수
한 건축물 또는 역사적 건축물을 답사하여 건축적 시각을 넓히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제25회 대구건축아카데미
대구·경북권 건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교육 디자인 워크샵 또는 건축 기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금년 2019년에는 대구·경북권 건축과 학생들과 대구·경북건축가회 회원들이 함께 해외
건축기행을 계획하고 있다.

•일 자 : 6월 말 ~ 7월 초
•건축기행 주제 및 장소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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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장 소 :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에서는 지난 5월 24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제
29회 대구무용제를 개최했다. 대구무용제는 전국무용제에 대구를 대표하는 팀을 뽑는 경연대

대구무용협회

회로 올해 전국무용제가 대구에서 열리는 뜻 깊은 해에 열려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대구무용제에는 서상재 아트팩토리(하늘길 열다섯번째 거리에서), 권효원 앤크리어터스
(Unspoken), 전혜윤 엘리트발레컴퍼니(청춘울화 - 청춘 울면서 피는 꽃)등이 출전하였다. 대상
인 대구시장상에는 권효원 앤크리어터스(Unspoken)를 비롯해 서상재 아트팩토리 (최우수상
예총회장상), 엘리트발레 전혜윤 (우수상 대구무용협회장상), 안무상 권효원, 연기상–김가영, 천
기랑, TSOLMONBUD가 수상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에서 24년 만에 열리는 제28회 전국
무용제 대구대표팀으로는 권효원 앤크리어터스(Unspoken)가 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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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인협회

▲ 사천 박재삼문학관

▲ 남해 유배문학관

대구문인협회 국내문학기행
대구문인협회는 4월 20일,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하여 사천 박재삼문학관, 남해 유배문학관, 독
일마을, 상주해수욕장 등 남해 일원으로 국내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박재삼문학관에서 존경하
던 선배 문학인의  자취를 느껴보고, 유배문학관에서 유배 문학인들의 삶과 문학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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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컬러풀페스티벌

대구컬러풀페스티벌 ‘봄날은 간다’ 공연
5월 4일,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신처용가 ‘봄날은 간다’를 공연하였다. 공평네거리에서 열린
이 공연은 정숙 시인의 시집을 극본으로 현대 여성들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극으로 극
화한 것이다.

•3월 21일 대구문학사 편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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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진협회

제23회 달구벌전국사진공모전
제23회 달구벌 전국 사진 공모전에 작품이 746점 접수되어서 2019년 3월 23일 대구상수도사
업본부 달서사업소에서 심사를 하였다.

•금

상 최유리(겨울이야기)

•우 수 상 박종현(공놀이)

•동

상 김나연(무관심) 이낸시(짚불놀이) 이여란(겨울준비)

•가

작 고광훈 권순일 이병철 이해권 하석화

제41회 전국흑백사진대전
제41회 전국흑백사진대전에 작품이 858점 접수되어서  2019년 4월 13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에서 심사를 하였다.
  
•대

상 변경도(장송곡)

•우 수 상 김경환(실크로드) 이성호(구성)

•특

선 이경애 김경희 김서윤 김영숙 김형년 박대복 변병각 손시연 윤석호 윤중호 이경화
이말란 이명숙 이정례 이정희 추나영 허경삼

•초대작가 김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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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제39회 대구광역시 사진대전에 작품이 376점 접수되어서 2019년 5월 4일 대구상수도사업본
부 달서사업소에서 심사를 하였다.
   
•대

상 하석화(바다) •우 수 상 이한숙(파종) 최은주(세월)

•특

선 김경환 김동읍 김미경 박영숙 박영순 배영희 이성호 이향희

•초대작가 이흥기

•추천작가 최기영

2019 교토국제사진축제
대구사협 일본 교토사협과 ‘한·일 합동사진전’
교토 AMS사진갤러리 - 대구사진작가 50명 참가
5월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국제사진축제인 2019교토그라피의 전시 기획 중 하나로
개최됐다. ‘교토의 형상/ 대구의 형상’이라는 타이틀로 ‘교토 100점과 대구 100점’의 사진작품
으로 전시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대구사협 김영록 회장은 “대구의 전통적인 모습들을 교토에 소
개하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내년 대구국제사진비엔날레에도 관심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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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극협회
연극 ‘제비전’ 블라디보스토크 공연 성황
대구연극협회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막심고리키극장을 방문
해 연극 ‘제비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작년 12월 막심고리키극장과 공연문화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대구연극협회는 국제공연
문화교류콘텐츠인 연극 ‘제비전’을 제작해 이번에 현지 무대에 처음 올렸던 것이다.

이번 교류전에는 김종성 대구예총 회장, 이홍기 대구연극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우 8명, 세션 4
명, 스텝 7명 등 총 28명이 방문했다. 이홍기 회장은 국제공연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막심고
리키극장 옛빔 예술감독 감사패 및 프리모스키 문화부 감사패를 받았다.

16일(목) 연극 ‘제비전’ 공연 장소인 막심고리키극장에는 관객 600여 명이 찾아와 한국의 전통
과 멋을 살린 콘텐츠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국영TV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등 관
심을 가졌다. 이날 러시아 어린이극단도 즉석 공연으로 ‘흥부와 놀부’ 한국어 버전을 선보였다.
막심고리키극장은 9월 6일(금) 대구를 방문해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
공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홍기 회장은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공연으로 국제공연문화교류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매년
여러 해외단체와 교류전을 추진해 대구연극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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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악협회

제26회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일 시 : 2019년 4월 27일(토) 오전 9시 30분
•장 소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각 경연장

대상
금관(트럼펫) - 경북예술고등학교 2학년 조성준

최우수상(초,중,고,대)
피 아 노 - 밀성제일고등학교 2학년 윤예빈
바이올린 - 대구동일초등학교 2학년 박지효
- 대구봉무초등학교 3학년 변채민
- 영천별빛중학교 1학년 정윤제
목

관 - 대구북비산초등학교 6학년 김채은

금관.타악 - 영남대학교 4학년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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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Vol 161호
‘열정’ 편집후기
계절의 변화가 경극 수준이다.
봄꽃들로 핑크 핑크 하더니 푸릇한 신록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미세 먼지 걷힌 하늘과 저 멀리 또렷해진 산을 보니
오월은 그 자체로 여왕이며 주연배우다.
이 주연들의 열정을 그대로 161호에 담았다.
비 오는 날 우산과 카메라를 들고 산에 오른 오동섭 작가님의 열의, 예술 속에 건축을 구형
하고자 애쓴 선배 건축가들의 이야기는 열정과 긍정의 힘을 느끼게 해 준다. 고혹적인 붉은
장미처럼 열정을 다해 꽃 피운 지상 갤러리 작가님들, 열정 부자들의 무대였던 청무페(청소
년무대예술페스티벌)와 대구연극제를 다시 되돌아보며 높은 온도감을 느낀다. 24년 만에
대구에서 전국무용제를 치르는 대구무용인들의 구슬땀도 후끈하게 한다.
어려운 제작 여건을 극복한 대구 연극인들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성과는 기분 좋은 활
력을 준다.
‘너는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열정’을 여름호 키워드로 정하니 안도현 시인의 글귀가 와 닿는다. 내 안의 어딘가에 잠자고
있을, 가슴 속 오골오골거리는 열정을 찾아보자. 스스로 원하는 걸 찾고 원하는 일에 정열을
쏟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다고 일중독자가 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피고 지는 꽃으로 사계를 가늠해볼 때 벌써부터 여름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다. 봄과 여름
사이, 자연이 주는 에너지에 힘입어 나 또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부디
이번 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에는 충전된 배터리처럼 뜨거운 우리가 되어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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