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제10회 서울미래연극제 본선 심사 총평

제10회 서울미래연극제 본선은 1차 서류심사(78편)와 2차 실연심사(10편)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다섯 편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본선 참가작은 두 가지의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첫 번째는 ‘미래연극제’에 부합하는 ‘미래’에 대

한 제안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된 ‘미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줄

줄이 공연이 취소되고 극장 자체가 폐쇄되는 상황이 일상화된 현실, 그 속에서 체감하는 연극의 

위기를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연극들을 제안하는가가 첫 번째 미션의 내용이었다. ‘연극의 재발명: 

이것이 연극이다’라는 이번 서울미래연극제의 모토는 이 미션을 한 마디로 설명해주는 것이었다. 

다섯 작품은 나름대로 충실히 연극을 재발명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다양한 인물들이 쏟아

내는 연설, 나라를 선택한다는 발랄한 상상의 구체화, 첨단 시대에 인간의 존재 의미, 전체와 개인 

혹은 명분과 진실의 갈등, 연극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 발언 등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에도 항구

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연극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복합예술공간 행화탕’이라는 공간의 연극적 활용이었다. 목욕탕이었던 공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전혀 없는 공간, 구석구석 흥미롭지만 매우 협소한 공간을 어떻게 연극적으로 활용

할 것인가는 참가한 단체의 연출적 상상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 다섯 작품은 연극의 공

간에 대한 상상과 활용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궁극적으로 연극이라는 장르

가 공간의 제한성마저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주었다. 행화탕이 다섯 가지의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활용되었기에, 객석과 무대가 분리된 편안한 극장에서 안락하게 

관람하던 관객들도 변화된 공간에 감탄하고 즐거워하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다섯 작

품은 아무리 열악한 극장 조건이어도 연극은 가득차고 풍요로울 수 있음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연극적으로 실천해 보여주었다.

본선 참가작 다섯 편 모두 주어진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최종 대상작을 선정하는 일이 쉽

지 않았다.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은 오랜 토론 끝에 대상작 한 편을 선정하였다. 비록 실패할지라

도 시도 자체가 과감했으며, 팬데믹 시대에 연극이 어때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

로 고민하고 제안하였고, 그것을 관객과 아낌없이 공유하고자 한 것이 대상 선정의 이유가 되었다. 

이러저러한 선정의 이유가 그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해두고 싶다. 연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해져버린 이 팬데믹 시국에, 연극이 무엇인지를 발본적으로 재발명하고 적

극적으로 제안한 다섯 작품은 모두 소중했고 훌륭했고 아름다웠다. 이 고민과 기운들이 앞으로의 

연극 활동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제10회 서울미래연극제를 빛내준 

다섯 단체의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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