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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재에 의문을 던지다”
<31>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횡단보도에 선 다섯사람’

연극 ‘횡단보도에 선 다섯 사람’, 7월 4일부터 5일간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서 개막

#연극이 시작된 무대위. 횡단보도 위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다. 입소자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죄수는 입소자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기다리는 철학자가 등장한다. 잃어버린 택배를 찾다가 눈이 멀어버린 택배원도 등장한다. 그리고 고객을 찾고
있는 샐러리맨도 등장한다. 이들 5명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무언가가 자신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는 걸 알
고 있다. 하지만 막연한 기다림만 반복된다. 다섯 사람들은 횡단보도 위에 서있다. 막이 내리고 나서도 기다린다. 오늘을 내
일을 어제를 기다린다.

연극 ‘횡단보도에 선 다섯 사람’이 내달 4일부터 8일까
지 5일 간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작품은 다섯 명의 인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언
가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전한다.
엄마를 기다리는 입소자, 입소자를 기다리는 죄수, 죽
음을 기다리는 철학자, 잃어버린 택배를 찾는 택배원, 고
객을 찾는 샐러리맨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루한 기다림을 이겨내기 위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저 말하고 장난친다. 기다림의 연속, 인물
들의 반복적인 행동과 대사, 맥락 없는 대화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무대의 배경이 되는 횡단보도는 남녀노소, 지위를 막
론하고 누구나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장소다. 빨간불에
서 파란불로 변하는 시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장소
에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을 절묘하
게 배치한 것.
극은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부조리
극의 정수라 불리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작가와 연출은 다양한 인간상과 횡단보도라는
익숙한 공간, 신호를 기다린다는 보편적인 상황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 가깝고 쉽게 다가간다는 점에서 ‘고도를

기다리며’와의 차이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흔하지 않은 극 형식만큼 출연진으로도 눈길을 끈다.
연극‘에쿠우스’, ‘만리장성’을 비롯해 뮤지컬 ‘레베카’, ‘사
랑은 비를 타고’, ‘닥터 지바고’등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
들며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하고 있는 은경균, ‘2016년
단편극 페스티벌’ 우수연기상, ‘2016 거창전국 대학연
극제’ 연기대상을 수상한 장예지가 참여해 기대를 모으
고 있다.
공연을 제작한 ‘프로젝트 신’은 “현대사회에서는 누군
가 시키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성취해야만
한다. 우리는 항상 성취를 기다리지만, 성취의 정의를 내
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유하고
자 한다”며 “또 관객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 연극을
떠올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횡단보도에 선 다섯 사람’은 텀블벅(tumblbug.com
/crosswalk)에서 600만 원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
행 중이다. 오는 6월 18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 가능하다.
윤대원 기자 ydw@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
로 다가왔다. 지난 8일부터 9일
까지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면 선거 당일인 13일 믿음직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져 ‘국민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길 바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일

(26) 대한민국 국토를 닮은 강한 힘, 호랑이 생막걸리

대한민국 국토를 닮은 동물은? 바로 호랑이
다.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동물인 호랑이가 눈
을 부릅뜨고 전통주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
미를 담아 만든 막걸리가 있으니, 바로 배혜
정도가의 호랑이 생막걸리다. 막걸리 명문 배
혜정도가에서 탄생시킨 호랑이 생막걸리는
탁주 특유의 강한 향과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부드러운 식감이 배가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호랑이 막걸리의 이런 특유의 식감
에는 감미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생쌀 발효법으로 빚는 제조방법에 기
인한다.
생쌀 발효법을 적용한 호랑이 생막
걸리에는 영양성분도 그대로 살아 있
어 ‘건강한 술’로서의 대표 막걸리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호랑이 생막걸리의 제조법은 배혜
정도가의 전통주 전반에 걸쳐 적용됐

다. 쌀을 찌지 않
고 자체를 곱게 가
루 낸 뒤, 효소와
효모를 투입해 빚
는 방식이다. 배혜
정도가의 대표 배
혜정 선생은 전통
주의 대가이자 일
생을 전통주를 위
해 헌신한 국순당
회장인 우곡 배상면의 딸이다.
배혜정 선생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를 통해 배운 술과 누룩이 일상이었
고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
다. 호랑이 생막걸리는 우곡 배상면
선생의 생애 마지막 역작인 ‘우곡주’
를 바탕으로 만든 술이다.
국순당 창립자인 배상면 선생이 조
선시대의 문헌인 고사촬요(攷事撮

要)에서 제조법을 찾아내 수많은 시
행착오 끝에 복원한 ‘우곡주’는 쌀에
열을 가하지 않아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배혜정 선생이 이런 ‘우곡주’의 장
점을 더 강화시켜 제조한 술이 호랑
이 생막걸리다. 단맛이 강하고 산미
가 적은 도수 7도의 호랑이 생막걸리
는 탄산의 청량감이 강하지 않고 맛
이 진해 가벼운 식감의 음식보다는
탕수육과 같은 기름진 중화요리에 곁
들여 먹으면 금상첨화다.
호랑이 생막걸리는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는양
조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경기도 화
성시에 위치한 양조장에 가면 직접
술빚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
이상진 수습기자 godot@
다.

(주)보 은 M & A
www.boeunmna.com

화재누전사고 예방
안전점검업체에 적합

MULTI 누 설 전 류 계 MCL-800D
0.01~200mA, 0.01mA~1.000A,구 경 ø 80m/m
0.1~200mA 0.01A~1.000A

0.01~300mA, 0.01~300A, ø 40m/m
0.1~200mA 150A ø 33m/m

비접촉식온도계
ST3Lxu - 32~400 ℃
ST6Lxu - 32~500 ℃

(주)건설뱅크

AC 0~2000A
AC 0~2V, 0~600V
DC 0~200mV, 0~600V
0~200Ω, 0~20MΩ

·260 (Φ55)
AC,DC 0.01~2000 A
AC,DC 0.1mV~600V
0.1Ω~40MΩ
1Hz~1.000kHz

조재학 기자 2jh@

http://www.clbank.co.kr

서울본사 TEL 02-567-8986
경남지사 TEL 055-763-6677

FAX 02-567-3453
FAX 055-763-6678

www.hdjk.com

·2100(Φ55)

MULTI DIGITAL CLAMP
누 전 점 탐 지 기 140
TLC-B 수 신 기 , 송 신 기
104
벽속 선로의 누전점

입장벽 없는’ 정치 이야기를 펼
친다.
이 책은 ‘나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 국가가 왜 필요한가?’, ‘시
끄럽고 골치 아픈 정치가 존재하
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
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나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내놓
은 세금이라는 돈은 정치를 통해
재정으로 쓰이며 이를 규정하는

“1:1 맞춤 출장 상담 가능 ☎ 010-5268-4436”

02-3482-3304
02-6944-9104
010-4372-2266

270은 260의 RMS

MULTI 누 설 전 류 계

이 포함된 주간에 소개할 책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생
6인이 집필한 ‘정치는 잘 모르는
데요’(21세기북스 펴냄)이다.
저자들은 정치의 세계를 기성
세대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관점
으로 파고들어 젊은 세대의 언어
로 풀어내려고 했다.
이들이 고군분부하며 연구하
고 글을 쓴 2년간은 공교롭게도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6. 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및 면허반납ㅤ
7. 한전 배전 단가 실적업체 업무상담
8. 한전 송전 실적업체 업무상담
(복도체, 4도체, 6도체)
9. 철도 신호 및 전차선 실적업체 업무상담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Multi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것이 법이다.
돈과 법의 논리로 현실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인들의 주장이 나
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정치는 자기 세대에 닥친 일이
며 나아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이다.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것
처럼 바로 나를 위해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나만
의 정치를 찾기 위해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정치 이야기를 나
눌 때이다.

공사업 양도 양수 전문 !

(양도 · 양수 · 합병) 전문기업

TEL
FAX
H. P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 빠르고 안전하게 회사를 인수받고 싶으십니까
◆ 면허 양도 후 공법인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회사를 제대로 평가받고 매도하고 싶으십니까

전기공사업 면허
1. 신규등록 및 법인분할, 합병, 양도양수업무
2.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ㅤ ㅤ
3. 전기공사업 신규 3년경과후 등록기준신고ㅤ ㅤ
4. 법인설립 및 기업진단 업무 ㅤ ㅤ
5. 자본금 증자 및 공제조합 출자 상담 ㅤ ㅤ

대한민국의 정치 격변기였다.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통령 선거, 여소야대 정국 등
대격동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진
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시
민의 정치가 성숙해가는 시간이
었다. 저자들은 “정치는 잘 모르
는데요”라며 정치에 무관심하거
나 손사레 치는 대중들에게 ‘진

DIGITAL
DIGITAL
DIGITAL
소음계(320)
소음계(320)
소음계(320)
35-130db
35-130db
35-130db
35-130db
35-130db

DIGITAL
DIGITAL
DIGITAL
조도계(1065)
조도계(1065)
조도계(1065)
0.1~20.000
0.1~20.000
0.1~20.000
0.1~20.000
0.1~20.000

2343
02
후꾸메다
2343
2343 02
02 후꾸메다
후꾸메다
650V~1,000A
650V~1,000A
650V~1,000A

다기능계측기 MET500

DIGITAL절연저항계
250V, 500V, 1000V겸용

거리측정기

UR1800온도기록계

3207 POLY TESTER HD55 OT테스타

YOKOGAWA. MULTI. MUSASHI 취급점

내전압시험기 50KV,70KV,100KV HD8510 리레이테스타

OT 산가측정기

3235 접지저항계

(주)현대전기계측기

0~1000Ω

법 정 공 구
소방감리장비
전기감리장비
건축감리장비
1·2종장비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태성B/D 106호

TEL: 2279-0427, 2278-3944
FAX: 2273-8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