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강�Musical�Edition

넌

특별
하단다

You are Special

내가�주께�감사하옴은�나를�지으심이�심히�기묘하심이라�

주께서�하시는�일이�기이함을�내�영혼이�잘�아나이다(시�139:14)

두�달간의�생명의�강�학교�뮤지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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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찾아온�영어�뮤지컬�

그리고�총�감독�토페즈�선생님과의�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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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스스로�해야할�일들

극본�쓰기

음악�만들기

음악�찾기

배역�정하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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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발성,�스트레칭�

연습�또�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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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ume�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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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말했다!�� 커스튬이�가장�잘�어울렸던�사람?

김영빈 
평소에도 뭔가 건들건들한 이미지라서 래퍼 걸렸을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함

구찌 
블링블링한 그리고 
핫핑크색이 잘 어울림

Smarty 
단정한 옷차림과 똑똑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경과 학사
모가 잘 어울렸다.

일라이 
과연 그 코스튬을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

Eli 
분장과 옷이 가장 잘 어울렸고 진수형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Smarty 
귀여웠어

서경민 
얼굴 자체가 마술사처럼 생겨서 잘 어울렸다.

현호준  
근육

Smarty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트였기 때
문이다. 연기를 아주 잘해서 캐릭터가 돋보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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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정말�

뮤지컬을�공연할�수�있을까?

�찾아온�위기

�But



�8

Nothing is Impossible,

the word itself says

“I’m Possible”
- Audrey Hep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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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by�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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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by�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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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찾아온�공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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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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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Porter Pong Kangoroo ZioziaEli

SmartyGucci Puchinello Bubbles Lucia

Casting�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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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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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공연�

2018.�11.�1(목)�도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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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마이크가�안�나온�돌발상항에서도�등장인물이�당황하지�않고�의연하

게�연기하는�모습이�돋보였다.�5-1�황다현

동화책을�여러�번�읽었는데�영어뮤지컬로�보는�‘너는�특별하단다’는�새로운�감동이�밀려왔

습니다.�우리�반�아이들은�언니오빠들이�와준�것만으로도�많이�설레어�했습니다.�뮤지컬을�
볼�기회가�없었는데�이렇게�볼�수�있어�감사해�했지요..�뮤지컬을�통해�하나님에�대해�얘기

는�하지�못했지만,�대신�우리를�있게�해준�사랑하는�부모님,�조부님�이야기를�하면서�우리�
존재�자체의�소중함에�대해�나눌�수�있는�기회가�되었습니다...�아이들이�제일�기억에�남는�

것은�너는�특별하단다라는�말이라고�합니다.�이번�뮤지컬이�심어준�작은�씨앗인�이�문장을�

앞으로도�교실에서�계속�이야기�해주도록�하겠습니다.�잘하든,�못하든�그것이�중요하지�않
고�우리는�그냥�모두가�소중하다구요.�생명의�강�학교�학생들,�선생님들�정말로�감사합니다.�

도계초�3-2�담임�이희경

내가�인상깊었던�말은�“너는�특별하단다”라는�말이다.�펀치넬로처럼�혼자여

도�특별하고�소중하다는�걸�깨달았다.�그리고�나는�펀치넬로의�점이�떼어질�
때�장면이�가장�인상깊었다!�3-2�최세경

언니�오빠들이�다�잘�표현한�것�같다.�펀치넬로를�맡은�언니가�노래를�잘�부른�

것�같다.�그리고�엘리�아저씨가�너는�소중하단다라고�한�말이�제일�인상깊었
다.�3-2�김효원

친구들과�사이좋게�지내야�한다는�것을�알았고,�너는�아무것도�못해도�넌�특별하고,�친구들이�없어도�넌�친구들이�곁에�

있고..�를�알았다.�인상깊었던�내용은�루시아의�몸에는�점표도�없고�별스티커도�없다는�거다,�3-2�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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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잘�못�알아�들었지만�영어를�그렇게�외운다는�게�신기했고�친구들�왕따

시키면�안된다�속으로�말했고�하나하나�소중한�걸�말하는�뮤지컬이었다.�영어

는�몇개�알아�듣는�게�난�뿌듯했다.�언니오빠들이�이쁘고�멋졌다.�만약�기회가�
된다면�또�보고싶다.�홍유정�5-2

주인공이�점을�계속�받다가�엘리를�만나고�가는�이야기입니다.�배우분들이�연

기도�잘하시고�뮤지컬�노래의�가사가�나와서�보기�쉬었습니다.�기대를�안하다
가�보고나서�여운이�남고,�유튜브로�뮤지컬이�더�있나�찾아볼�정도로�재밌었

습니다.�6-2�한솔비

오늘�공연을�보기�전�저희�반은�그림책으로�‘너는�특별하단다’를�만났습니다.�중

고등학교�언니�오빠들이�영어로�공연을�한다고�해서�아이들은�잔뜩�겁을�먹고�

있었지요.�그것도�잠시�이야기에�푹�빠진�아이들은�펀치넬로의�점이�떨어질�때�
짧은�탄성을�질렀습니다.�누구나�열등감과�두려움을�지니고�살고�있으니까요.�

그리고�오늘�드디어�공연을�눈과�귀로�만났습니다.�이�공연을�눈과�귀로�만났습
니다.�이�공연을�위해�얼마나�많은�땀을�흘리고�정성을�쏟았을�지�짐작이�되었

습니다.�문자로�접했던�이야기가�배우의�손짓과�발짓�노래로�퍼져나올�때�다른�

색의�감동이�밀려�왔습니다.��
소중한�공연�나누어�주셔서�감사합니다.�잊지�못할�가을�오후가�되었습니다.��

-�도계초�4학년�1반�담임�이준수

무대�의상이�캐릭터에�알맞게�제작되어서�이해하기�편하고�대단하다고�생각했다.�5-1�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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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연�

2018.�11.�3(토)�루아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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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관람후기

다시 태 어나면 생

명의 강 학교  

다니고 싶어요

재밌어요
특별

한 너희들로 인해 

행복하고 

감동!!

연기최고!의상
도 최고!정말 

잘했다!!

진희야!  
오늘 너의 연기는 제일 
빛나고 아름다웠어.  

수고했어 . 
꼭 더 많이 공연해 
- YOBEL 이모

펀치넬로와 루
시아 다 잘봤어
요. 한번 더 보

고싶다

제 주변 사람들
도 봤으면 좋겠는 
공연이었어요!! 

감동 감동

음악과 대사 

연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

니다. Thanks 

God!

펀치넬로 

근육짱짱 좋았어요 

멋있다! 
- 김하람

모
두 

최 고!!

루시아 정은아! 
멋지고 사랑스러
워! 놀러와라! 
넘 사랑해 
- 숙자 이모

동화로 이미 감동 받았던 작품이
었는데 생강 여러분들이 새롭게 
뮤지컬로 꾸몄다고 해서 기대를 
안고 관람했습니다.  
기대 이상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
니다. 저만 눈물 찔끔거리며 본 거 
아닌가 싶네요^^ 
열정을 불살라 준비한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 기쁨들이 엿보
어요. 
특히 창작곡들이 있어 퀄리티를 
높여주었다고 박수쳐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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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공연�

2018.�11.�5(월)�미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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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말했다!�� � 가장�의미있었던�순간?

극본�작업�

첫�작업이고�가장�

기초적인�작업이
기�때문

끝났을�때
피곤해도�자원해서�
토요일마다�참여하

려�했을�때

항상�남들�앞에서�떨었다.�같이�준

비했기에�용기가�생겼고�나의�목소

리를�온전히�낼�수�있었다.��

PS.�모두�고마워요!

첫�공연�끝나고�

아이들이�인사해

줄�때(뭉클)

처음으로�도계초에서�

마이크�달아보고�연습
했을�때�실감이�났다�

(재미있었다�^^)

첫번째�태백교회�연습�

때�다들�힘들고�하기�싫

어�할�줄�알았는데�다들�

많이�와줘서�좋았다.

Finish

연습할�때�

이유-�모두가�열심히�했

기�때문,�공연�끝나고�도

계초�아이들이�같이�사

진찍자�해서

10월�초�커피축제에�가서�기분�좋게�

구경하고�있는데�남코쌤으로부터�갑작

스레�토요일�연습이�취소되었다는�통

보를�듣고�토요일날�학생들끼리�모여�
이야기했던�시간이�참�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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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에  리즈교장선생님을 만났던 사석에서 2학기에 뮤지컬 수업을 부탁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 
You are special >이란  동화로 영어뮤지컬을 기획해서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공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생명의 강 학교 재학
생들이 이 뮤지컬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한계에 도전해 볼 뿐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소중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뮤지컬은 종합 예술중 노래, 춤, 연기 등의 여러 분야가 준비되어야하는 장르입니다. 8주간의 도전은 한편으론 무모해보이기도 했지만, 무대
에 오르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처음부터 대본과 선곡 (작곡포함), 캐스팅투표...등 가능한한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뮤지컬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모험을 시도해보았습니다그러는 동안 10 명의 학생 모두가 각자의 배역에 꼭 맞
는 배우들이 되어갔습니다. 공연무대에서는 긴장감이 아닌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우리 존재에 관한 반짝이는 메세지가 오래오래 빛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Director�Comment��한현주(토페즈)

한현주(토페즈) 선생님은 생명의 강 학교 1기 영어교사로 함께 했었고, 이번 영어 뮤지컬 “You are 
Special” 총 감독으로 10명의 생명의 강 학생들과 뮤지컬 여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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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Comment�리즈�토레이(Liz�Torrey)

뮤지컬은 개인적이고 학문적인 성장을 가져 오고,  협동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를 섬기
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난 여름(2018) 저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
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You are Special”가 떠올랐고,  이 이야기는 현재 생명의 강 학교와 학
생들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뮤지컬 공연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토페즈 선생님과 예흔 형제, 그리고 공연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친구들은 큰 도전
을 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이 진행되면서 보여준 학생들의 성장과 적극적인 참여는 저와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 넘었
고, 모르고 있던 선생님들의 기량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학부모님과 현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은 또한 우리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연극 연
습이 아니라 점차 이야기와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뮤지컬은 아주 재미있었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이상의 것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
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To God be all the Glory!



�30

You�are�Special�

Musical�Script

An original Musical adaptation of  
Max Lucado’s story “You are Special” 

각색 : 생명의 강 학생들 
한국어 대본 : 고정은  영어 대본 : 권다인

이�대본은�학생들�스스로�책을�읽으며�만들어�낸�대본입니다.��
곡의�선택과�개사,�자작곡도�생명의�강�학교�학생과�교직원이�함께�만들어�낸�소중한��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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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눈에�들어온�배역과�그�사람의�대사

야구맨�

“Wow�That�is�Cool”

펀치넬로�
“Yes,�but�I�tried�so�hard�to�
get�a�star�sticker�why�did�

you�make�me”

영빈�
“얘들아�우리�마을에서�한국어�실력�

젤�좋은�사람�누규?�
그래�그럼�내가�유창한�한국어�실력으로�

문제를�낼께�잘들어?��
어금니가�영어로�뭐게?

Gucci�“Yes!�Show�US!”�
귀여운�미소와�함게�드러나는�은은한�보조개가�참�좋

았습니다.�뭐가�그리�좋은지�폴짝�뛰어나가�대사를�치고�수
줍은�듯�후다닥�덩어리�호준이�뒤로�숨어버리는�도도하고�

수줍은�자태

펀치넬로�

“I�can�DO!”

래퍼�

오우-�예�부처핸섬�관중들�

자�비트�주세요.어�어�

루시아�“You�should�
go�see�him,�too”�

기대를�할�수�있게�만들어준��
대사였다.

Bubbles�“And�Sadly”

펀치넬로�
“Hey!�Hey!�Guys!�

Look�at�me”

펀치넬로의�
모든노래�
잘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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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hanks�to

화장을�할�때�도와주

셔서�감사했다.�

도와주셨던�분들�감사했던�점은�
분장�전문이�아닌데도�적극적으로�
해주셔서�감사해요.�

맛있는�간식�주셔서�감사

학부모님들�좋았어요.�
릴리안�이모�수고많았
어요�.분장�

없다(토페즈쌤�제

외),�많이�혼란스러웠
을�텐데�끝까지�가주
셔서�감사하다�

분장을�해주신�쌤들과�부모님들,�연습할�
장소를�제공해주신�주어거스틴�신부님,�

의상제작해�주신�의상팀,�정신적으로�
힘들�때�격려해�주신�선생님들�

학생들이�의욕을�잃고�힘들때�선
생님들이�아이들을�웃게�해주실려

고�노력해�주시는�것을�느껴서�
선생님들께�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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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흔삼촌,�피곤하실때도�계속�저희를�따끔하게�가르쳐
주셔서�감사해요.�
학부모님�메이크업과�맛있는�간식들�너무�감사해요.�의상

도요!!�
선생님들도�마이크와�의상체크와�메이크업,�받음.�코칭�

감사해요

릴리안�이모�헤어샾을�빌려�분장을�할�수�있어서�좋았습니다.��
영지�이모,�의방이모,�시론이모,�클라라쌤,�백쌤,�매번�메이크
업에�힘서�주셔서�감사했습니다.��

여러가지�궂은�일�담당해�주시고�가능하면�여러�이야기�해주시
고�마음�풀어�주려고�하신�남코쌤�감사했습니다.�

뮤지컬을�끝까지�포기하시지�않고�진행해주셨던�점�
분장을�할�때�화장품을�아끼지�않고�써주셨던�점�

최고의�공연을�위해,�진짜�뮤지컬처럼�장비�등..�준비해�주셨
던�점..

메이크�업,�안무(토페즈�선생님�여동생),�작곡,�선생님,�
간식,�관객,�태백교회�장소제공,�사라이모,�학부모님�

열심히�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학생들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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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강�학교�

[26000]�강원도�태백시�백두대간로�

1633Tel.�033)552-8787�

Fax.�033)�552-8817�

E-mail�:�rlschool@daum.net�

www.rolschool.org

편집자�이야기�

“우리가�정말�영어�뮤지컬을�할�수�있을까?”�

우리에게�영어�뮤지컬이라는�프로젝트가�주어졌을�때�모두가�동일한�의문이�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준비된�것이�아무것도�없었기�때문입니다.����

감독과�대본만�정해진�채�우리는��시작하였고,�대본,�의상,�음악,�안무�등�하나씩�만들어�가기�시작했습니다.���

때로는�우리에게�힘든�시간도�있었습니다.�도저히�할�수�없을�것�같았던�순간..�
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엇갈림을�인정하고�겸손한�마음으로�할�수�있는�것부터�차근차근하기�시작했습니다.�멋진�뮤지컬�공

연을�만들어�냈습니다.�많은�분들이�뮤지컬을�보면서�감동하였고,�하나님께서�영광을�받으셨습니다.��

뮤지컬이�끝나고�정리의�마음이�들었던�것은�이�시간들을�보낸�우리들의�이야기를�담고�싶었습니다.�시작,�위기�속에서도�스
스로�일어섰던�생명의�강�학교�학생들과�이를�위해�하나되고�최선을�다했던�생명의�강�학교�교직원과�친구들의�이야기를�담고�

싶었습니다.�무엇보다도�모든�것을�가능하게�하셨던�하나님을�드러내고�싶었습니다.�그래서�작은�기록을�남깁니다.��

우리는�부족하지만�하나님께서�하셨습니다!�

“내게�능력�주시는�자�안에서�내가�모든�것을�할�수�있느니라(빌�4:13)”�

이�문서는�네이버의�나눔서체가�사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