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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으로서의 마지막 연극 

09학번 고유석 

이번에 연극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학과생활이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기도 

했지안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어ㅣ 갈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입생 시절에 연극을 한번 하고 2014년． 2015년 

세 번의 연극을 하였기 때운에 ‘이번 마시막 연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안 정알 고인이 많았습니다． 준비할 거 하연서 

자기관리를 하면서 이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라는 고 

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추 

억을 하나 더 남겨보자는 의미에서 연극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 

니다． 제가 연극 경험이 있는 만큼 연출을 맡았던 대섭이와 조연 

출을 맡았던 태음이가 주인공을 해주기를 바랐고 주인공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연기를 잘하진 않지만 노력으 

로 연기를 조금 더 잘해보자는 마인드로 합니다． 하지만 연습시간 

에 늦기도 하고 대본을 외우는데 약간의 게으름이 작용했는지 나 

태해졌는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초반에는 준비를 미흡하거ㅣ 했었습 

니다． 그래서 대섭이와 태음이에게 미안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열 

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마응을 잡고 열심히 연 

습하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라 70퍼 이상의 대본이 정말 부담이 

크긴 했으나 정말 마지악 작품은 실수 없이 끝내고픈 마음이 있었 

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연습 때 대본도 정말 많이 까억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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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 한다고 

해놓고 애들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겠지？’란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밤새면서 다 같이 고생하는 동생들을 보면서 나 

보다 어린 친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 

습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나름의 긴장도 하면서 연극연습을 그 

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연습을 하는 과정얘서 어색했던 동 

생들과도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웃긴 

장면에서는 같이 웃고 2달이라는 시간동안 거의 동고동락 하듯이 

연습을 같이 해서 내심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극 당 

일 전 연습 날 애드립을 잘 안 날리는 편인데 나도 모르게 재미를 

위한 애드립에 동생들이 예기치 못하게 웃음이 터셔 갑사기 우려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하면 재미있을 거 같은데 연극을 같이 하 

는 연극부원의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공 

연 당일 애드리브를 그대로 썼고 반응이 정말 좋아서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 정말 스ㅅ로 

에게 뿌듯함을 느꼈고 그리고 같이 연습했던 후배들에게 고마웠습 

니다； 마지막 학과생활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연극부 

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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