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서울미래연극제 서류 및 실연 심사평

연극계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11회 서울미래연극제 공모에 

지원해주신 연극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미래

연극제는 서울연극제와 함께 서울연극협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말 그대로 한국

연극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을 위해 마련되는 실험과 축제의 장입니다. 코로

나 못지않게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연극인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

입어 서류 심사에 이어 실연 심사까지 모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서류 심사에는 모두 54개의 작품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작품은 전체적으로 그 소재와 문제의식, 그리고 표현의 형식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지원서와 대본, 동영상 등을 면밀하게 검

토하였으며, 그 결과 작품의 문제의식과 표현 형식, 그 실험에 대한 고민들이 비교

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10개의 작품들을 큰 이견 없이 선정하였습니다.

  실연 심사는 지난 8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진

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전체 작품을 단 15분 안에 담아내고자 구슬땀

을 흘렸을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이루어졌던 실연 심사의 과정이 단순히 작품의 선정 여부를 가리기 위함보다, 이후

의 작업을 통해 각각의 작품들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이나 그 표현의 방식이 좀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선정의 과정에서 중요시되었던 기준은 문제의식의 동시대성과 연극적인 상상력, 

창의적인 형식 실험,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였습니다. 사실상 이는 현실에서도 좀

처럼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연극이 갖추고 있는 이상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동시대적인 문제의식은 종종 유치함에 머물기 쉬우며, 창의적인 실험은 형식

의 미숙함으로 그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연 심사에서는 작품들의 완성

도 자체보다 그 가능성에 방점을 두었으며, 역시 큰 이견 없이 5개의 작품을 선정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올해보다 한층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적인 작

품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미래연극제는 올해부터 만 40세 이하로 지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한국 연극

의 미래 세대에 대한 창작 지원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제 기간 

동안 공식 참가작 외에도 초청 공연 프로그램 및 시상식 등의 부대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하여 그 축제적인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미래연극제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라며, 아쉽게도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한 창작자 여러분들 역

시 가까운 시일 안에 대학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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