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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공연 불발된 ‘원더티켓’
우리금융아트홀로 옮겨 25~26일 공연
박돈규 기자
입력 2021.09.20 14:49

윤도현이 뮤지컬 '원더티켓-수호나무가 있는 마을'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관광 콘텐츠로 기획된 쇼 뮤지컬 ‘원더티켓-수호나무가 있는 마을’의 DMZ
공연이 불발됐다. 당초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연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
기(4단계)가 연장되면서 야외 공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원더티켓’은 결국 25~2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관객을 만난다.
‘원더티켓’은 자유의 다리에 멈춰 선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을 소재로
만든 창작 뮤지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작품이다. 프로젝션
맵핑, 홀로그램, 키네틱 아트 등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특수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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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신화 속 풍백·우사·운사는 전쟁 통에 무너져 내린 기차역에 잠들어 있다. 마을을 지키던
느티나무(수호나무)는 전쟁으로 불타버렸다.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노신사는 아름다웠던 시
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손녀 해나와 소원의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가 풍백을 깨우고 바람의
기차가 움직이면서 여행이 시작된다.

'원더티켓' 최광일 총감독 /연합뉴스

최광일 총감독은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은 그동안 안보 의식 고취에 활용돼 왔다. 하지
만 미래적으로 해석하면 평화 관광지로 바뀔 수 있다”면서 “‘원더티켓’에 대중적이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넣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제작발표회에서는 36m 길이
의 와이드 발광다이오드(LED) 영상, 프로젝션 맵핑, 홀로그램 등 다양한 IT기술과 환상적인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광일 감독은 “스펙터클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3D 맵핑 등을 이용했고, 관객이 마치 공연에
참여하는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음악·영상·퍼포먼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90
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핑크 플로이드의 공연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한국에 올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공연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은 주요 장면과 넘버(노래)를 시연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바람의 신 풍백을 맡은 윤도현은 “고향이 파주라서 어릴 적에 ‘남북이 왜 갈라져 있을까’란 질
문을 자주 했고, 가수로 데뷔한 뒤로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곡을 여럿 발표했다”면서 “DMZ
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작품이라 내겐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풍백 역을 나눠 맡을 유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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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파주와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며 “윤도현 선배와 같은 위치에서 배우며 공연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뮤지컬 '원더티켓' 포스터. 윤도현 유회승 이서영 이황의 등이 출연한다
박돈규 기자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9/20/P564QDT625DZJO6RXMLGXHDI3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

3/4

21. 9. 23. 오전 8:03

DMZ 공연 불발된 ‘원더티켓’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9/20/P564QDT625DZJO6RXMLGXHDI3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