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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HES TECHNIQUES SON ET LU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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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914년 ~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왜 ‘대전(大戰)’인가요? 작은 전쟁들이 있기나 한건가요? 달콤한 전쟁, 끔찍한 전쟁, 짧은 전쟁, 긴 전쟁도 있나요?
대전(大戰)이라고요...? 처음으로 겪은 세계 전쟁이라서 그럴까요? 하지만 전쟁들은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목적 아닌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닌가요?
왜?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시인 폴 발레리가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서로 알면서도 서로 죽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종종 같은 테이블에서 둘러앉아서 모의하는 걸까요? 왜?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과거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품 AiMe comme Mémoire 는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자 주 : “기억”(Mémoire.)이란 단어의 첫 글자 M은 동음이의적으로 “AiMe”(사랑해)와 같은 발음]
과연 잊을 수 있을까요? 왜?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나요? 아마 그럴지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기억할까요? 과연 우리는 잊지 않고 있나요?

www.jiwef.org

몇 천 명의 아이들,
몇 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총알에 맞아서 아니면 무너진 집에 깔려서 왜 현재도 미래에도 죽어가야 하는가요.
이 작품 AiMe comme Mémoire에서 주인공 털보 테오필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이야기 합니다. 그는 살아남은 자일까요?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그의 지인들, 노래들과 편지들까지.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습
니다. 전쟁은 삶에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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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AiMe comme Mémoire
지휘
필립 랑그렛
Philippe Langlet

1

Prologue

2

The shout of the <Poilu>

Vincent Scotto
3

A stick and gloves

Louis Boucot-Alfred Mollex | Fred Pearly
4

Letter from Henri Lange

5

Beside my blond

André Joubert du Collet
6

The Madelon

Louis Bousquet | Camille Robert
7

Letter to Lucie

8

Roses of Picardy

Frédéric Edward Weatherly | Haydn Wood
9

The blue horizon waltz

Charles-Louis Pothier-Charles Borel Clerc
10

A lovely youngster

Albert Willemetz-Fabien Sollar | Henri Christiné
11

She is always behind

Louis Bousquet | Henri Mailfait | Henri Salvador
12

Letter from Maurice Maréchal

13

The hurt child (a capella)

Pierre Langlet adaptation of the lyrics from traditional anonymous
Orchestration et Adaptation Claude and Tony Pichaureau

공연장 내에서는 사진, 동영상촬영 및 녹음 등의 행위를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공연 관람을 위해 관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Please refrain from taking photographs, filming videos and recording audio while you are inside of the concert hall. Your active cooperation will make for a more enjoyable conc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