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인 구달, 중국의 문화 프로그램 "더 리더"에 첫 출연 

야생 동물의 중요성이 대해 황 홍샹과 같이 책을 낭독 

베이징, 2018년 6월 30일 /PRNewswire/ -- 중국의 전국 TV 방송국 CCTV-1의 문화 프로그램 더 리더(The 

Reader) 시즌 2는 방영 시작부터 중국 전역의 열렬한 호응을 일으켰으며 동 프로그램의 국내 및 해외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고 낭독되는 이야기에 매료되는 수 많은 시청자들을 불러 모았다. 동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는 에피소드 3의 주제 "생명"을 통해 영국의 유명한 생태학자 제인 구달과 야생 동물 

보호 운동가 황 홍샹과 접촉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자연과 그 자연 공간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경이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낭독하게 하였다. 

황 씨는 오랜 동안 아프리카 야생 동물 보전 운동에 관여해오고 있으며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상아 

게임"을 통해 "생명"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나누고 있다. 이번에는 저명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황 홍샹의 

초청을 받아 레이첼 카슨의 가장 유명한 책 침묵의 봄을 둘이 같이 낭독했다. 제인 구달은 언어와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황 홍샹과 둘이 출연한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바치는 찬가를 불렀다. 대부분의 중국인 시청자들은 제인 구달이 읽어 주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지만 그녀가 신념에 차서 분명한 어조로 읽어 주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수 없이 많으며 똑 같이 주목 받아야 할 다른 생명체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깊은 감동과 함께 

깨닫게 되었다. 황 홍샹에게는 이번 낭독 프로그램이 큰 의미를 주었으며 "제인 구달을 만나게 될 줄은 

전에 생각 조차 못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했다. 

더 리더가 중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동 프로그램의 성공에 따라 중국 

전역에 퍼진 일련의 모바일 행사장 "리딩 파빌리온"이 최근에 다수 오픈함으로써 즉시 지역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리딩 파빌리온이 도착할 때마다 지역 미디어들이 집중 취재를 하게 되었다. 첫 

에피소드가 방영된 직후 유사한 낭독 프로그램이 전국의 지역 방송에서 봇물처럼 생기기 시작했다. 동 

프로그램의 브랜드 효과와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소셜미디어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 채널인 전통적 TV를 활성화시키는 동 프로그램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