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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의도와 문제 제기

‘창안 공연(devising performance)’은 ‘창안 중에 있는 공연’이라는 사전적

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공연 연습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확정적으로 주어

진 요소들을 거부하고 창작 과정 중에 발생하는 즉흥적인 요소들을 중시한

다.1) 그런데 공연예술은 다른 장르의 예술과는 달리 창작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형태를 띠므로 창안 공연에서는 자연스레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가 주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단지 공동 창작

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창안 공연의 의미 자체가 전부 해명되지는 못한다.

공동 창작이 곧 창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용어 사용을 둘러

싼 기존 연구들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기존 연구자들은 ‘공동 창작

(collaborative creation)’이라는 용어가 ‘창안 중에 있는(devising)’이라는 용

어와 동일시되어 온 맥락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 왔다. 1960년대부터 영국

과 호주에서는 ‘창안 중에 있는(devising)’ 혹은 ‘창안된(devised)’이라는 단어

가, 미국에서는 ‘공동 창작’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2) 그런데

이 두 용어 사이에는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창안 중에 있는’이라는

단어는 ‘공동의(collaborative)’라는 단어와는 달리 창작자가 한 명 이상이라

는 뜻이 없으며, ‘공동 창작’이라는 단어는 ‘창안 중에 있는’이라는 단어와 같

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구성하고, 고안하여 창조하는 행위를 중시하는 의미

가 없다. 다시 말해 ‘공동 창작’이라는 용어는 창작자가 복수형이라는 상태

를 강조한다면, ‘창안 중에 있는’이라는 용어는 즉흥적인 창작 과정에 초점

1) 기존 국내 학계에서는 ‘devising’이라는 용어를 외국어의 음가를 그대로 살려 ‘디바이

징’이라고 표기하였다. 최영주, 『드라마투르기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3년,

269-283면. 혹은 ‘devising theatre’를 ‘구상 연극’이라는 용어로 번역, 사용한 바 있다.

딤프나 캘러리, 『신체연극』, 윤광진 역, 연극과 인간, 2014, 197-240면. 본고는

‘devising’이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되 이 용어에 축적되어 온 의미인 “계획하고,

구성하고, 고안하는 planning, plotting, contriving”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Devising Performance : a Critical History, London: Macmillan, 2006, p.
2.) 의미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창안’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자 한다.

2)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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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춘 행위를 중시한다. 브루스 바튼(Bruce Barton)은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 창작(collective creation)’, ‘공동작업(collaboration)’, ‘창안 중에 있는

(devising)’이라는 용어들이 지닌 의미상의 차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세 용어 가운데 ‘집단 창작’은 공동체 내 합의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반면, ‘창안 중에 있는’은 창작 과정 자체에 가장 집중하며, 이 두 용어 사이

에 있는 ‘공동작업’은 창작의 환경과 맥락을 중시하는 창작방식이라고 규정

하였다.3) 이렇게 창안 공연은 이 용어가 명명된 지 50년 이상이 흐른 현재

까지도 여전히 정의를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4)

기존 연구자들이 구별할 필요성을 제기한 ‘창안 중에 있는’과 ‘공동의’라는

두 단어는 창안 공연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관

점을 유발시켜 왔다. 창안 공연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본의 부재와 공동 창작 등 물리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창안 공연의 특성을 주목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창안 공연을 이러한 요

소들로 환원하는 시도 대신 창안의 열린 ‘과정’ 자체에 주목한 경우이다. 시

기적으로 보면 전자의 연구가 후자의 연구보다 먼저 전개되었다. 전자의 부

류는 ‘공동의’라는 단어를 창안 공연의 핵심으로 보고 후자의 부류는 ‘창안

중에 있는’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에 더욱 집중하여 창안 공연을 고찰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 사례로 1994년도에 앨리슨 오디(Alison Oddey)가

쓴 『창안 연극 : 실제와 이론의 핸드북 Devising Theatre : A Practical

and Theoretical Handbook』이 있다.5) 이는 1960년대 이래 현장에서 사용되

어 온 ‘창안 연극’이라는 용어를 학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연구서

이다. 이 연구에서 오디는 대본의 부재와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며 창

안 연극을 이해한다. 이러한 태도로 창안 연극을 조명하는 데에는 기존 연극

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세가 강하게 들어 있다. 대본의 부재를 강조하는 이

유는 기존 연극이 고수해 온 정형화된 구조의 대본을 비판하기 위함이며,

3) Bruce Barton, "introduction", Collective Creation, Collaboration and Devising, ed.
Bruce Barton, Toronto: Playwrights Canada Press, 2008, ⅷ-ⅸ.

4) Jason E. Weber, Creating Together: Defining Approaches to
Collaboratively-Generated Devised Theatre, Emerson College August 2010, pp.
1-10. 제이슨 웨버(Jason E. Weber)는 이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가 불투명하다는 문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5) Alison Oddey, Devising Theatre : A Practical and Theoretical Handbook,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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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권위 있는 한 명의 작가에 의해 쓰인 작품의

완결성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이는 창안의 의의를 연극사적 맥락 안에 국한

시켜 논하는 것으로 창안 연극을 기존 연극에 대항하는 특정한 연극 형식으

로 축소, 제한시키는 아쉬움을 보인다.6)

오디와 다른 관점으로 창안 공연을 이해하는 사례로 데어드레 헤돈

(Deirdre Heddon)과 제인 밀링(Jane Milling)의 연구를 들 수 있다.7) 이들은

오디와 달리 창안의 의의를 ‘연극(theatre)’보다는 ‘공연(performance)’의 관

점에서 다룬다.8) 이들은 연극사적인 맥락에서 기존 연극에 대항하는 의미로

서의 창안 개념보다 탈-연극적 맥락에서 창안의 개념이 지닌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집중한다. 따라서 ‘공동 창작’과 같은 기존 연극에 대항하는 요소를

전면화하지 않고, 창작 과정에서나 상연 과정에서 ‘작품’이라는 독자적인 범

주를 점유하지 않고 창안의 열린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공연 사례들을 목

록화 하며 창안 공연의 의의에 접근한다. 유사한 기조의 또 다른 연구로 엠

마 고반(Emma Govan)과 헬렌 니콜슨(Helen Nicholson)이 공동 저술한

『퍼포먼스 만들기 : 창안의 역사와 동시대의 실제 Making a Performance

: Devising Histories and Contemporary Practices』를 들 수 있다.9) 이 책

의 저자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예술 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창안의 기원

적 역사를 추적하려 한다는 점에서 헤돈, 밀링과는 구분되는 이론화의 의지

6) 오디가 취한 연구 자세는 그 이후의 연구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Gill Lamden,

Devising: A Handbook for Drama & Theatre Students: A Handbook for Drama
and Theatre Students, Hodder Education, 2000. & Sheila Kerrigan, The
Performer's Guide to the Collaborative Process, Portsmouth, NH: Heinemann,
2001. & Tina Bicat and Chris Baldwin, Devised and Collaborative Theatre: A
Practical Guide, Marlborough: The Crowood Press Ltd, 2002. 이들의 저서는 모두

‘창안’의 의미를 ‘반(反)-텍스트’적인 것으로 제한하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이 저서들은 실제 창작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창안 연극의 구체적인 지침들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마치 창안 공연이 반-텍스트적인 성향을 기

본 전제로 하는 하나의 특정한 연극 형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7)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8) 이는 이들의 저서 제목 『창안 공연 : 비평적 역사 Devising Performance : a Critical

History』에서 이미 드러난다. 반면 오디는 책의 제목에 ‘창안 연극(devising theatre)’

이라는 용어를 배치하며 창안의 개념을 ‘공연(performance)’이 아닌 ‘연극(theatre)’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9)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Making a Performance
: devising histories and contemporary practice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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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유연성(pliability)과 다공성(porousness)이라는

단어를 창안 공연의 본질로 인식하며 창안 공연을 미학적, 이념적 잣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10) 이렇게 두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창안

공연을 특정한 담론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디의 연구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는 의의가 있다. 반

면 이들의 연구는 창안 공연의 산발적인 현상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침

으로써 창안 공연을 이론화시켜 줄만한 구체적 방법론이나 비평적 준거를

마련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창안 공연이 공연 현장에서 주목받는 이

유는 분명 이들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이론화하기 어려운 유연성 덕분일 것

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마저도 이론화를 포기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

는 창안 공연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계를 낳게 될 것

이다.

이렇게 용어 사용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창안 공연이라는 현상을 연구함

에 있어서도 ‘공동 창작’을 전면화하여 창안 공연을 이해하는 방식과 창안의

열린 ‘과정’을 보다 중시하며 창안 공연을 이해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입장

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입장들에는 저마다의 한계가 있다. 먼저 창안 공연은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를 충족시키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단지 공

동 창작 연극과 동일시할 수 없는 맥락이 있다. 공동 창작과 창안 공연을

동일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창안 공연에서 공

동 창작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여 그와는 별개로 창안의 열린 ‘과정’만

을 논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는

연극 창작 과정에서 작품들에 따라 저마다 다른 비중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창안 공연이라는 용어 및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공동

창작’과 창안의 ‘과정’은 서로 다른 방점을 지니되 대립하거나 배척하는 관

계가 아니라 긴밀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이 빚어내는 관계를 통해서 창안 공연을 이해할 때에야

창안 공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창작’과 창안 ‘과정’ 두 용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창안 공연의 복합적

성격은 사실 창안 공연의 상이한 역사적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는 두 가지 창안 공연의 유형이 있음

10)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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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고 각 유형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미학적 가치를 비교 고찰할 것이

다.

2. ‘통합적 창안’과 ‘유동적 창안’의 역사적 맥락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창안 공연을 이해하는 관점은 1910년

대 자크 코포(Jacques Copeau, 1879~1949)가 주창한 연극론으로부터 그 기

원을 찾을 수 있다. 코포는 코메디아 델 아르테(Commedia dell'arte)와 같이

배우들이 즉흥적인 공동 창작의 과정을 거쳐 작품을 형성하는 방식을 현대

적으로 시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창안 공연 전체의 흐름에서 주요한 인물

로 평가받는다.11) 본고는 코포를 1910년대에 형성된 특정한 유형의 창안 공

연의 기원을 마련한 인물로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코포는 작가로부터 배우로 창작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기존의 단일한 작가

가 지녔던 막강한 창작의 권위를 다수의 배우들이 나누어 발휘하는 공동 창

작방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 창작’이라는 키워드를 전

면화하는 코포의 창안 공연은 기존 자연주의 연극 내지 사실주의 연극의 창

작방식에 대항하기 위한 20세기 초 ‘아방가르드(Avant-garde)’ 연극 운동과

상통한다.12) 코포는 텍스트 중심 연극에서 탈-텍스트 연극으로의 전환을 주

장하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맥락을 수용하여 대본의 권위를

부정하고 배우의 몸을 중시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배우와 배우의 몸이 모

11)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11.
12) 에리카 피셔-리히테, 「1. 번역 연재 : 기호학적 차이. 연극에서의 몸과 언어 -아방

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연극평론』, 37권, 심재민 역,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05, 239면. 이 논문은 다음의 원저를 번역한 것이다. Erika Fischer-Lichte, "Die

semiotische Differenz. Körper und Sprache auf dem Theater - Von der

Avantgarde zur Postmoderne, Dramatische und theatralische Kommunikation",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Theorie des Dramas und Theaters im 20.
Jahrhundert, eds. Herta Schmid and Jurij Striedter, Tübingen: Narr 1992, pp.
123-140.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연극의

성격을 논하며,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 1896~1948)가 기존 연극에 대항하여

텍스트를 거부하고, 연극이 대사에 의해서 재현 가능한 매체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

음을 거부한 것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20세기 초 공연예술에서 탈-텍스트성에 주목하

며 배우의 몸이 주요한 창작 매체로 부상한 것을 강조하는 이는 피셔-리히테만이 아

니다. 앞으로 살펴 볼 ‘아방가르드’라는 연극 흐름을 이론화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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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즉흥적인 공동 창작의 작업을 함으로써 창안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였다. 여기에 코포에게서 볼 수 있는 독특함이란 작가에서 연출자로

권위가 이양되던 이 시기에 배우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그와 함

께 배우들의 공동 창작 능력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코포는 어디까지나 반(反)자연주의 연극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기 위한 목

적으로 대본 부재, 배우의 신체, 공동 창작과 같은 요소들을 가시적으로 구

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코포로부터 발원하는 창안 공연이란 곧 대본

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의 몸을 통해 공동 창작 과정을 거치는 특정한 연극

형식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까지 ‘창안’이라는 용어와 ‘공동 창작’이

라는 용어 사이의 혼동이 야기된 것이다.

나아가 코포는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가 기존 텍스트 중심의 연극을 전복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즉흥적

으로 발현되는 창작 과정을 중시하되 이 모든 과정이 이상적인 결과 지점으

로 수렴되는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공동 창작 과정에서 발

현된 다양한 재료들이 결국 공동의 참여자들 모두가 합의하는 하나의 지점

으로 구심적인 통합을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 다양성이 수렴되어 일체화되

는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가장 풍부한 창안성이 발휘된다고 본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코포에게서 발원하는 창안 공연의 유형을 ‘통합적 창안 연극’이

라고 명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통합성이란 창안 공연에서 형성되는 관계들,

창작자들 사이의 관계와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관계들뿐 아니라 작품의 양

상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공연의 공동 창작 과정 가운데 ‘통합성’을 의식한 사례가

발견된다. 일례로 키스 소이어(Keith R. Sawyer)는 공동 창작 과정에서 하

나의 상태에 합의하는 ‘앙상블(ensemble)’을 중시하였다.13) 그에 따르면 다

양한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에너지가 공동 창작의 핵심

이다. 그가 강조한 앙상블이란 코포가 공동 창작 과정에서 강조한 통합성과

13) Keith R. Sawyer, Group Creativity : Music, Theater, Collaboration, Mahwah,
N.J.: Erlbaum, 2003, p. 9. & Keith R. Sawyer, "Group Creativity: Musical

Performance and Collaboration Psychology of Music", Psychology of Music, 2006,
Vol.34(2), p. 148-165. 그는 공동 창작에 참여한 다수의 창작자들이 ‘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창작자들이 동일한 재현(identical

representations)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일관된 상호작용(coherent

interaction)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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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 창작’을 통해서 ‘통합성’을 지향하는 창안 유형과 달리 창안 ‘과정’을

보다 중시하는 창안 공연의 유형은 그 역사적 기원을 1960년대로 추적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예술의 개념화 자체를 거부하며 기존의 아방가르드 운

동과는 또 다른 행보를 지닌 예술 운동이 출현하였다. 페터 뷔르거(Peter

Bürger)가 명명하듯이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과 1960년대 이후

의 예술 운동은 각각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네오-아방가르드

(neo-avant-garde)로 구분된다.14) 네오-아방가르드는 1960년대라는 시기를

기점으로 출현한 예술 운동으로서 더 이상 작품의 ‘개념’을 중시하지 않고

작품을 특정한 ‘범주’에 넣지 않으려 한다.15)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라고 명

14) 페터 뷔르거, 『아방가르드의 이론』, 최성만 역, 지만지, 2009, 90-126면. 뷔르거는

시민 예술에 대항하고자 아방가르드 예술이 출현했다고 본다. 기존 시민 예술은 예술

을 제도화하여 실제 삶과 분리된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구축하였던 반면 아방가르드

예술은 실제 삶과 통일될 것을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뷔르거는 아방가르드 예

술이 단지 ‘표명’에 지나지 않는 자율성을 드러내며 애초에 시민예술을 비판하며 취하

고자 했던 의도, 예술을 삶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하려 했던 것에 실패했다고 본다. 따

라서 아방가르드 예술은 시민예술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유리된 예술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또한 결국 제도 예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

다. 이러한 점에서 뷔르거는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이 실패하고 1960년대에 다시금

새로운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이 부상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네오-아방가르드’라는

이름으로 논하였다.

15) 앞의 책, 116-126면. 앞의 책, 116-126면. 뷔르거는 “더 이상 작품이 아닌 어떤 것”만

이 이제 유일한 작품이 되었다고 말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1969)의 주장을 인용하며, 네오-아방가르드의 성격을 밝힌다. 이는 네오-아방가

르드가 ‘예술의 무효과성’ 그 자체를 다시금 예술의 새로운 개념으로 범주화한 아방가

르드 예술과는 구분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용어로 시기 구분을

제안한 뷔르거는 정작 이 두 시기에 비슷한 한계가 반복되었다고 말한다. 반면 할 포

스터(Hal Foster)는 뷔르거의 주장을 논박하며 1960년대에 등장한 네오-아방가르드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이 두 시기의

차별성에 보다 집중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김종기, 「21세기 서양

미학의 동향과 전망을 위한 시론 2-아방가르드 이론의 재검토-부클로 및 포스터의

뷔르거 비판과 뷔르거의 응답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37권, 현대미술사학

회, 2015, 45-46면. 포스터는 제1차 네오-아방가르드와 제2차 네오-아방가르드를 분리

하여 이해하였다. 이 중 전자는 제도화된 측면을 인정하는 네오-아방가르드로서 뷔르

거가 말한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한계를 반복하는 네오-아방가르드라고 보았고, 후자

는 뷔르거의 입장과는 달리 제도화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는 네오-아

방가르드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할 포스터, 『반미학』,

윤호병 외(역), 서울: 현대미학사, 1993. &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외 2

인(역),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03. 그러나 ‘아방가르드’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과

방향이 이론가들마다 제각기 다른 관점을 취하는 만큼, ‘아방가르드의 죽음’, 내지 ‘네

오-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해석하는 관점 또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네오-아



- 8 -

명될 수 있는 현상이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도 역시 1960년대이다.16) 지아니

바티모(Gianni Vattimo)는 ‘모더니티(modernity)’라는 단어에 ‘포스트

-(post-)’라는 접두어가 붙게 된 것은 모더니티가 전제로 해 온 고유한 토대

(foundation)를 재고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17) 닉 케이(Nick Kaye)는 이와

같은 입장을 공연예술에 접목하여 모더니즘 공연은 기존의 관습적인 공연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연의 정의를 모색하는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 공연은 그

어떠한 안정적인 개념으로 세워지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고 해석하였다.18)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예술이 더 이

상 자체적인 토대를 구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드러내었다는 사실에 주목

한다.

이렇게 1960년대 이후에 출현하기 시작한 ‘반-토대적인(anti-foundational)’

경향의 예술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선상에서 코포가 기존 자

연주의 연극에 반기를 들고 연극의 개념 자체를 쇄신하려고 했던 것과 대비

된다. 1960년대에 공연 영역에서 창안의 ‘과정’을 중시하는 창작방식에 초점

이 맞추어지기 시작한 현상 또한 이 시기 반-토대적인 경향의 예술이 부상

방가르드’라는 표현은 뷔르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이 용어는

‘관점을 달리하는 이론가들의 싸움터’라고 표현될 정도로 분분한 해석을 낳는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이영욱, 「네오 아방가르드: 해석과 재해석-할 포스터의

페터 뷔르거 비판을 중심으로」, 『미학』 51집, 한국미학회, 2007, 231면. 따라서 본

고에서 ‘네오-아방가르드’라는 지시어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다발적인 논쟁들을 모

두 거론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20세기 초 이래 사용되어 온 ‘아

방가르드’라는 용어 및 현상이 1960년대라는 시기에 다시금 도전과 검증을 받게 되었

다는 사실이다.

16) Claire Warden, Modernist and Avant-garde Performance: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5, pp. 10-11. 클레어 워든(Claire

Warden)은 모더니즘과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한 궤에 놓고, 네오-아방가르드와 포스

트모더니즘을 한 궤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수집하였다. 워든은 티어러스

밀러(Tyrus Miller),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가 말한 ‘후기 모더니즘(late

modernism)’과 뷔르거가 말한 네오-아방가르드는 모두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것이

라고 보았다. 젠크스의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찰스 젠크스, 『포스트모

더니즘』, 신수현 역, 열화당, 1992. 그러나 네오-아방가르드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정

의를 동일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본고는 앞서 이 두 용

어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온 쟁점들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논쟁

점이 1960년대라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에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17) Gianni Vattimo, The End of Modernity: Nihilism and Hermeneutics in
Postmodern Culture, trans. Jon R. Snyder,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p. 2.

18) Nick Kaye, Postmodernism and Performance, London: Macmillan, 1994,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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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한다. 예술이 더 이상 ‘작품’이라는 고유한 토대에

놓일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작품 자체가 지닐 수 있는 온전한 완

결성보다는 끊임없이 불완전한 창안의 ‘과정’ 상태에 주목하는 경향이 된 것

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창안 중에 있는(devising)’이라는 과정 중심 창

작의 개념이 공연의 영역에서 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창안 공연의 전사

(前事)는 1910년대 이래로 소고할 수 있지만 이 용어의 직접적인 출현이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미학적 영역의 변화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출현한 예술의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기존에 분리되어 온 예

술 장르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탈-장르적 현상을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부터 연극에도 시각예술, 춤, 신체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19) 기존에 사용되어 온 ‘연극(theatre)’이라는 개념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이 출현하면서 이 시기에는 ‘연극’보다 한 차원 더 넓

은 ‘퍼포먼스(performance)’라는 개념의 정립이 시도되기도 하였다.20)

본고는 1960년대 등장한 예술의 새로운 흐름, 즉 반-토대적인 경향을 취

하며 창안 ‘과정’이 중시된 점과 ‘연극(theatre)’에서 ‘공연(performance)’21)으

로 보다 확장된 개념이 부상한 점에 덧붙여 세계 대전 이후 문화 예술의 중

심이 유럽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점22) 등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창안

공연의 새로운 유형을 정립한 인물로 앨런 캐프로(Allan Kaprow,

1927~2006)를 내세운다. 1950년대 말 이래 미국에서 예술가이자 비평가로 활

동한 캐프로는 ‘해프닝’을 창시하였는데, 이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교차

시킨 탈-장르적 경향을 대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해프닝은 우연성에 근거

19) Marranca Bonnie, "Theatre and the University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erforming Arts Journal, Vol. 17, No. 2/3, 1995.
20) Richard Schechner,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8.

21) 셰크너에 의해 주도적으로 정립된 ‘퍼포먼스(performance)’라는 개념을 수용하되 본

고는 이를 ‘공연’이라는 단어로 번역 사용할 것이다.

22) Günter Berghaus, Avant-garde Performance : Live Events and E lectronic
Technologies, New York: Macmillan, 2005, p. 56. 귄터 베르크하우스(Günter

Berghaus)는 전후 시대 미국의 부흥과 후기 산업 사회의 도래로 196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컴퓨터 매체의 발달과 그

로 인해 형성된 노마드(nomad)적인 성향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도래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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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기존 창안 공연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아 왔다. 본

고는 단지 해프닝의 사례에 드러난 창안의 특징만을 분석하기보다는 캐프로

가 해프닝을 고안하며 주창한 심층적인 예술 이론의 개념들을 고찰할 것이

다. 그럼으로써 1960년대의 예술적 경향이 창안 공연의 역사를 형성한 주요

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캐프로는 예술이 현실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계 흐리기(blurring)’

의 상태에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캐프로의 예술론에 따르면 예술과 현

실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태도로

창작된 작품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결코 완결되지 않는 양상을 띠고,

이러한 양상을 띠는 작품은 관객과 만났을 때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하기보

다 작품과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창작자의 태도, 작

품의 양상, 관객과의 관계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의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캐프로의 예술론은 창안의 열린 ‘과정’을 전면적으로

중시하는 창안 공연의 이론적 기초로 수립될 수 있다. 캐프로는 ‘유동성’이

라는 키워드로 창안의 ‘과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창안 공연의 유형을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통합성과 마

찬가지로 유동성이라는 개념 역시 창안 공연에서 형성되는 제 관계뿐 아니

라 작품의 양상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과 같이 본고는 20세기에 존재해 온 예술의 흐름과

미학적 지평을 반영하여 1910년대에 형성된 ‘공동 창작’을 중심에 두는 창안

은 ‘통합성’이라는 키워드로, 그리고 1960년대에 형성된 창안의 열린 ‘과정’을

중심에 두는 창안은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로 각각 개념화하여 창안 공연의

지형을 파악할 것이다. 여기에서 전자의 유형은 기성 자연주의 연극에 대항

하는 ‘연극’의 개념을 유지하며, 후자의 유형은 탈-연극적 맥락에서 ‘공연’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통합적 ‘창안 연극(devising

theatre)’으로, 후자의 경우는 유동적 ‘창안 공연(devising performance)’으로,

그리고 이 두 유형을 통칭하여 지시할 때에는 ‘창안 공연’이라는 보다 폭넓

은 용어로 명명할 것이다.23)

23) 각주 8에서 오디는 ‘창안 연극(devising theatre)’이라는 용어를, 헤돈과 밀링은 ‘창안

공연(devising performance)’이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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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두 유형의 창안 공연에는 20세기에 출현한 두

상이한 예술 운동의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창안 공연에 관한 기존 연

구에는 20세기에 존재해 온 상이한 미학적 맥락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재한

다.24)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단지 ‘공동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창안과 창작의 ‘과정’을 전면화하는 창안이 용어상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를 지적한 정도에 그쳐왔다.

범위를 더 넓혀 공연예술학의 영역에서 보아도, 20세기에 출현한 상이한

예술 운동의 맥락을 정밀하게 검토한 기존 연구 역시 흔하지 않다. 그 이유

는 공연예술학의 영역에서는 20세기 초 이래 1980년대 이전까지 형성되어

온 공연예술 전반을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획일화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미국의 아방가르드 연극학

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연극학의 고전적 토대가 결여되어 있는 미국

에서는 ‘아방가르드’라는 핵심어를 통해 20세기 초 유럽에서 형성되어 온 연

극 실험들과 1950년대 이후 시도되어 온 미국의 다양한 연극 실험들을 연결

짓고자 하였다.25) 그 결과 미국 아방가르드 연극학자들을 중심으로 20세기

공연예술의 전반적인 현상을 ‘아방가르드’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지시할 수

있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아방가르드 연극의

특징이란 ‘탈-텍스트성’과 ‘제의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26)

디와 그녀의 연구 자세를 계승하는 부류의 연구자들은 연극사적 맥락에서 창안의 개

념을 이해하는 한편, 헤돈과 밀링을 포함한 후자 부류의 연구자들은 연극사적 맥락과

탈-연극적 맥락 모두를 인지하며 창안의 개념을 이해한다. 따라서 전자의 부류는 ‘창

안 연극’이라는 보다 협의적 개념을 선호하며, 후자의 부류는 ‘창안 공연’이라는 보다

광의적 개념을 선호한다.

24)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p. 13-17. 고반
과 니콜슨이 네오-아방가르드의 맥락을 창안의 기원으로 추적하려는 시도를 보이기

는 하지만, 이들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연속적인 흐름 안에

서 네오-아방가르드의 속성을 진단하기에 특별히 1960년대의 특수한 시대적 맥락을

창안 공연의 흐름과 접목시키는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25) Marranca Bonnie, op.cit., p. 55.
26) 구체적인 논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임스 하딩(James M. Harding)은 텍스트보

다는 ‘미쟝센(mise-en-scène)’에 의존하는 속성이 20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이를 아방가르드 연극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James M. Harding,

"Introduction", Contours of the Theatrical Avant-garde: performance and
textuality, ed. James M. Hard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p. 1-10. ‘PAJ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의 출판인이자 미국 뉴욕을 근

거지로 활동하는 연구자 보니는 아르토에서부터 장 주네(Jean Genet, 1910~1986), 해

롤드 핀터(Harold Pinter, 1930~2008) 등을 언급하며 아방가르드 연극의 특징을 반-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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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연예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라는 시기에 일어난 예술의

변화를 20세기 초 이래 형성되어 온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연속적 맥락에

서 인지해 왔다. 그러나 피셔-리히테와 케이의 연구와 같이 1960년대에 일

어난 시기적 변화를 그 이전의 맥락과 구별하여 조명하는 시도가 아예 부재

하지는 않다. 이들은 네오-아방가르드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지칭되어

온 예술사적 맥락을 공연예술학에서 점검하며 기존에 인식되어 온 ‘아방가

르드’라는 용어의 획일적 시각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27)

본고는 네오-아방가르드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지칭되어 온 예술사

적 맥락을 공연예술학의 관점에서 되살피되, 창안 공연의 영역으로 논의를

좁혀 1960년대를 기점으로 형성된 전후의 미학적 맥락을 각각 ‘통합성’과

‘유동성’이라는 상이한 개념으로 고찰한다.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공연의

흐름을 파악할 때 1960년대를 전후로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불거져 나온 변

스트적인 것으로 보았다. Marranca Bonnie, op.cit. 셰크너는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탈-텍스트적인 연극을 아방가르드 연극의 특징으로 간주하였다. Richard

Schechner, op.cit. 아놀드 애론슨(Arnold Aronson)은 아르토에서부터 리빙 뉴스페이

퍼(Living Newspaper),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 액터스 스튜디

오(Actors Studio), 존 케이지(John Gage, 1912~1992), 리빙 시어터(The Living

Theatre, 1947~), 리차드 포맨(Richard Foreman), 우스터 그룹(The Wooster Group)

등을 총망라하여 이를 ‘미국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로 범주화하였다. Arnold Aronson,

American Avant-garde Theatre : A history,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5.
27) 에리카 피셔-리히테, 앞의 책, 249-254면. 피셔-리히테는 기존에 미국 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아방가르드 연극 논의의 편협성을 지적하며, 연극학에서 네오-아방가르드에

해당하는 담론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아방가르드 연극과 네오-아방가르드 연극의 성격을 비교 고찰하였다. 그녀는 1950년

대에 다시금 사실주의 연극이 복귀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아방가르드 운동이 부활했다

고 보았다. 그러면서 기존의 아방가르드 연극에 비해 보다 보편적인 표현 방식으로

연극을 운영하는 새로운 아방가르드가 출현했다고 보았다. 그녀는 역사적 아방가르드

연극이 기존의 시민 예술에 대항하기 위하여 언어의 탈-기호화를 주장하며 몸을 강

조하였다면, 네오-아방가르드 연극은 언어의 탈-기호화를 넘어서 몸의 탈-기호화까지

꾀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네오-아방가르드 연극이 역사적 아방가르드 연

극에 의해 신성시되어 온 ‘몸’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부정한다고 본 것이다. 이렇

게 역사적 아방가르드 연극이 개념적 토대로 고수해 온 ‘몸’을 부정하는 것은 1960년

대에 부상한 예술의 반-토대적인 경향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ick Kaye,

op.cit., p. 70. 케이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연극 현상을 점검하며, 그 특성

을 기존 ‘모더니즘’ 예술이 지녀 온 개념적 범주를 한 차원 더 붕괴시킨 것으로 보았

다. 1960년대에 등장한 캐프로와 함께 조지 브레히트(George Brecht, 1926~2008),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포맨,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케이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와 공연예술을 접맥시키는 연

결 고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온전한 ‘작품’을 기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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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양상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1960년대 이후에 형성된 반-토대적 경향이 어

떠한 미학적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발전적으로 고찰하게 할 것이다.

3. ‘통합적 창안’과 ‘유동적 창안’의 실제

코포가 제시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캐프로가 제시한 유동적 창안 공연은

이들이 이론적 토대를 확립한 이후에 각각 후대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현

재까지도 실제 극단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존한다. 본고는 이

두 유형을 구사하는 극단들의 사례 가운데 각각의 유형이 지닌 태생적인 한

계점들을 보완 극복하는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28)

본고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의 발전적 양상을 논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극단은 1964년도에 창립된 프랑스의 태양 극단이다. 태양

극단은 코포의 제자인 자크 르코크(Jacques Lecoq, 1921~1999)에게서 마임

교육을 받은 이들이 창립한 극단이라는 점에서 코포와 연극관을 직접 공유

한다. 코포와 태양 극단이 공연 창작 과정에서 광대놀이(clowning), 보드빌

(vaudeville), 코메디아 델 아르테와 같이 대중적인 연극 유산을 공통적으로

계승한다든가, 코포와 태양 극단이 추구하는 창안의 기조가 유사하다는 점

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29)

태양 극단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을 계승하는 사례로

28) 헤돈과 밀링, 고반과 니콜슨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창안 공연을 구사한 사례로 지목

해 온 인물 및 극단들 가운데 본고의 논의와 교차될 수 있는 사례들을 목록화 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초 모던 마임을 창시한 프랑스의 코포로부터 1960년대 이후 폴

란드의 예르지 그로토프스키(Jerzy Grotowski, 1933~1999),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미국의 리빙 시어터와 오픈 시어터(The Open Theatre, 1963~1973),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해프닝을 창안한 캐프로, 프랑스에서 등장한 태양 극단(Le Théâtre du

Soleil, 1964~), 1970~1980년대에 창단된 영국의 무빙 픽쳐 마임 쇼(Moving Picture

Mime Show, 1977~), 트레슬 시어터(Trestle Theatre, 1981~), 시어터 드 컴플리시떼

(Théâtre de Complicité, 이하 ‘컴플리시떼’로 표기, 1983~),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Forced Entertainment, 1984~), 디비에잇(DV8 Physical Theatre, 1986~) 등이다. 이상

에서 열거한 사례들 대부분은 향후 Ⅱ.3장과 Ⅳ.3.2)장에서 각각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의 유형적 분류 안에서 언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례들이 각기 창

안 공연의 전체 지형 안에서 어떠한 좌표를 차지하는가에 관해서는 Ⅵ장 결론에서 도

표화 할 것이다.

29)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p.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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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특한 지위를 확보한다. 첫 번째로 태양 극단은 그 어떠한 극단들보다

도 코포가 주장한 배우의 신체적 훈련을 중시함으로써 코포의 이상적인 연

극론을 철저하게 고수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두 번째로, 태양 극단은 코

포가 주장한 통합성을 결국에는 계승하지만 창작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이 통합성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통합적 창안 연극의

기원을 마련한 코포와 긴밀하면서도 상반되는 지점을 함께 지니는 태양 극

단은 통합적 창안 연극의 전형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한계를 가장 적극적으

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태양 극단이 구사하는 이러한 이중적

이고 역설적인 지향성을 고찰한다면, 현재 공연예술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

이라는 창작방식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동적 창안 공연의 경우에도 이 유형이 내포한 난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영국의 포스트 엔터테인먼트(이하 ‘FE’로 표

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유동적 창안 공연의 난점은 유동성이라는

개념적 가치가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는 데에 있다. FE는 구체적인 작품들

에서 연극과 비-연극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며, 이 가운데 어느 한 영역

만을 돋보이게 하지 않고, 그 ‘사이의 영토’를 가시화한다. 그럼으로써 비로

소 이 두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이들

이 일관적으로 구사하는 ‘공존’과 ‘절충’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캐프로가

제시한 유동성이라는 모호하고 유연한 가치를 현실화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된다. FE의 작품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캐프로의 이론으로부터 정립한 유

동적 창안 공연이 단지 이론적인 정립에 불과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는

창작방식임을 보여준다. 또한 FE의 작품 분석을 통해 ‘창안’이라는 개념이

지닌 유연한 본성 자체를 개념화시켜 줄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가치가 현

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태양 극단이 통합적 창안 연극의 기원을 마련한 코포와 직접적인 연관성

을 가지는 데 비해 FE는 캐프로와 직접적인 교류를 한 바 없다. 기존 연구

자들에 의해서도 태양 극단과 코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주목되어 온 사례

가 있으나 FE와 캐프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된 사례는 아직 없다.

본고는 캐프로의 예술론으로부터 수립한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FE의 창작방

식과 작품의 성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유동적 창안 공연의 이론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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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4. 연구 의의

본 연구 의의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창안 공연

을 둘러싼 용어상의 문제를 해소한다. 창안 공연이라는 용어에는 앞서 말한

‘공동 창작’과 창작의 ‘과정’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쟁을 포함하여, 이는 단

지 넓은 영역에 포진된 다수의 사례들을 포섭하는 우산용어(umbrella term)

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현장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창안 공연’이라는 용어가 너무도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여 비평의 준

거가 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30) 이러한 문제는 애초에 창안

공연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31)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창안 공연에 결이 다른 두 유형이 있음을 밝

30) 창안 공연이라는 용어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198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반은 셰크너가 ‘아방가르드의 죽음’을 선

언한 이후 기존의 아방가르드적 경향에 대하여 총체적인 반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Richard Schechner, "The Decline and Fall of the (American)

Avant-garde: Why It Happened and What We Can Do about It", Performing Arts
Journal, Vol. 5, No. 3, 1981. pp. 9-19. 그리고 이 시기는 창안 공연을 적극적으로 표

방하던 극단들 내부에서 다시금 텍스트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현재 비평가들은 ‘이제 즉흥적인 창작의 여지를 지닌 모든 공연은 창안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창안 공연이 허용하는 열린 개념이 오히려 창작의 능력을 쇠퇴하

게 만들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창안 공연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관해

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www.theguardian.com/stage/theatreblog/2007/mar/12/isdevisedtheatrealwaysaca

"Is 'devised' theatre always a case of too many cooks?" 2007. 3. 12. 이 기사에서

브라이언 로건(Brian Logan)은 작가 없이 창작된 연극이 좋은 연극이라고 말하는 것

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디바이즈드 시어터(devised theatre)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http://www.theguardian.com/stage/theatreblog/2009/apr/21/theatre-devised-text-based

"All theatre is devised and text-based" 2009. 4. 21. 이 기사에서 앤디 필드(Andy

Field)는 디바이즈드 시어터(devised theatre)와 텍스트 근간의 연극(text-based

theatre)은 더 이상 구분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연극은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말한다.

31) 즉, 창안의 의미를 단지 탈-텍스트적인 아방가르드 연극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한다

면, 1980년대 이래에 ‘아방가르드의 죽음’과 함께 창안이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동적 창안 공연에서와 같

이 창안의 개념을 아방가르드 연극의 성격과는 또 다른 방향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

다면, 창안 공연이라는 용어의 실효성 여부는 재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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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것이다. 각각의 유형이 내포하는 상이한 미학적 속성을 통해 ‘창안 공연’

이라는 용어를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이해한다면,

이 용어를 지나친 광의적 개념으로 치부하여 발생하는 논란은 완화될 여지

가 있다. 단, 창안 공연의 사례 가운데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

연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라도 이

두 유형의 창안 공연이 지닌 각각의 미학적 속성과 상호 관계성을 토대로

사례를 고찰한다면, 그 작품이 창안 공연의 전체 지형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좌표를 차지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창안 공연의 심층적인 개념화 작업을 시도한다. 창안 공연의 기존

연구자들은 창안 공연의 속성을 오로지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로 환원하여

이론적인 일반화를 꾀해 왔다. 혹은 이와는 정반대로 창안 공연이 특유의

유연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론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기존 연구자들이 취해 온 이 두 가지 태도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상이한 접근방식으로 창안 공연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하나는 오디 등의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공동 창작이라는 표제 아래 획일적

으로 이해되어 온 창안 공연의 속성을 ‘통합적 창안 연극’이라는 유형에 속

하는 특정한 성격으로 재정립하여 창안 공연을 이론화하되 그 이론을 일반

화하는 오류를 경계한다. 다른 하나는 헤돈과 밀링, 고반과 니콜슨 등의 기

존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화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어 온 창안 공연의

속성 그 자체를 캐프로의 유동성 개념을 토대로 파악하여 창안 공연의 유동

적인 유형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셋째, 창안 공연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창작방식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우선 태양 극단과 FE의 창작방식과 작품의 성격을 고찰하

여 이 각각의 사례들로부터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이 현재

공연예술에서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규명한다. 나아가 이 두 극단 외에 여타

의 창안 공연의 사례들도 함께 다루어 실제적으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

적 창안 공연은 상호 복합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현실화될 수 있음을 밝힌

다. 창안 공연이 이렇게 통합성과 유동성이라는 상이한 창작 개념을 양 극

단에 두고 창작방식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창

안 공연은 공연 현장에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방법론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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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내 공연 현장 및 연구 영역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디바이징 시어터’라는 용어가 명명되기 시작

하였다.32) 이 용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공연 사례로 <2014 수다연극_청춘

인터뷰>33)가 있다. 국내에 ‘디바이징 시어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15년도에 영국 극단 컴플리시떼가 <라이온보이 Lionboy>라는 공연

으로 내한하면서이다.34) 이 공연의 소개 글에는 컴플리시떼를 수식하기 위

해 ‘디바이징 시어터의 대표 극단’이라는 문구가 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식에는 컴플리시떼가 차지하는 특수한 맥락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35)

1970~1980년대에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합적 창안 연극이라는 특정 유

형에 속한 컴플리시떼가 마치 국내 연극계에서 창안 공연의 모범 사례인 것

처럼 소개된 데에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 창안 공연에 관해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매우 소수이다.

손원정은 FE와 컴플리시떼의 창안 공연 기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을 기

고하였다.36) 최영주는 드라마투르기의 관점에서 기존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 방식이 아닌 창조적이고 수행적인 방식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디바이징’ 드라마투르기를 소개하였다.37) 이 연구자는 ‘디바이징’이

32) 국내 공연예술 현장에서는 ‘devising theatre’라는 용어를 외국어의 음가를 그대로 살

려 ‘디바이징 시어터’ 내지 ‘디바이징 씨어터’라고 표기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33) <2014 수다연극_청춘인터뷰>는 2014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유망 예술인

초청공연 시리즈’ 선정 공연이었다. <2014 수다연극_청춘인터뷰> 공연 개요 :

2014.2.12.~2.16,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이영석 연출

34) 컴플리시떼는 2015년도 3월,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라이온보이>를 상연하기 위해

내한하였다. 이 작품의 상연 당시 작품의 연출자인 클라이브 멘더스(Clive Mendus)가

컴플리시떼의 창안 기법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이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라이온보

이> 공연 개요 : 2015.3.5.~3.7, 국립극장 해오름, 아나벨 아덴, 클라이브 멘더스. 인터

뷰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ntok.go.kr/download/201412_com2.pdf

35) 본고의 논의 가운데 컴플리시떼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는지에 관해서는 Ⅱ.3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36) 손원정, 「영국의 포스트드라마 포스드 엔터테인먼트(Forced Entertainment)의 연극

미학」, 『연극평론』, 63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1, 122-125면. & 손원정, 「세계

는 : 포스트드라마 속의 드라마 컴플리시떼(Complicite)의 연극미학」, 『연극평론』,

64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2, 151-154면.

37) 최영주, 「수행적 드라마투르기와 창조적 드라마투르그」, 『연극교육연구』 22권,

한국연극교육학회, 2013, 299-338면. & 최영주, 『드라마투르기란 무엇인가』, 앞의

책, 269-283면. 이 연구자는 현재 창안 공연이 인식되고 있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현재 디바이징은 텍스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참여자의 공동 창작과 배우

의 신체성, 창조의 주체로서 배우의 역할이 강조된 공연 제작 방식이라는 의미로 확

대되어 사용된다.”(최영주, 『드라마투르기란 무엇인가』, 앞의 책, 270면.) 본고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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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가 환기하는 동시대성에 주목하며 주로 ‘디바이징’의 기술적인 방

법론을 부각시켰다. 그 외에 본 연구자가 제이콥 모레노(Jacob L. Moreno,

1889~1974)가 창시한 심리극 이론을 창안 공연의 창작방식에 접목하여 논의

한 연구가 있다.38)

이렇게 국내 학계는 창안 공연에 관한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고, 국내 공

연예술 현장 및 비평계에서는 창안 공연이란 단지 확정적인 대본을 전제하

지 않고 배우들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창안 공연의 상이한 유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미학을 인지한다면 국내 공연계에서 향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이해함에 있

어 보다 정확한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배우들의 공

동 창작을 전제로 협업을 중시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과는 상이한 창작방식

을 따르는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는 유형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창안 공연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5. 연구 자료

창안 공연이 창작 과정을 중시하는 만큼 본고는 태양 극단과 FE가 작품

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자료들을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삼는다. 여기에

는 이 두 극단의 구성원들이 작품 창작 과정 중에 배출한 다양한 형태의 인

터뷰, 기록 자료 및 연습 영상, 그리고 창작 과정 기간 동안 축적된 대본 자

지에 따르면 ‘공동 창작’과 ‘배우의 신체성’, ‘배우의 역할 강조’란 현재 인식되고 있는

창안 공연의 일반적 속성이라기보다는 통합적 창안 연극 유형의 개별적 속성에 가깝

다. 특히 이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FE는 ‘배우의 신체성’을 강조하는 극단이

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FE는 자크 르코크 연극 국제 학교(L'École

Internationale de Théâtre Jacques Lecoq) 출신의 인물들이 설립한 창안 극단인 태양

극단, 컴플리시떼 등과는 달리 ‘배우의 신체성’을 전면적으로 중시하지는 않기 때문이

다. FE는 오히려 가시화될 수 없는 배우들의 내면적 정신과 언어의 측면에 집중한다.

그리고 FE는 과연 ‘배우의 역할’을 ‘강조’하는가에 관해서도 질문할 필요가 있다. FE

는 배우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취한

다. 이렇게 FE의 경우만을 보아도 이 연구자가 제시한 상기의 창안 공연에 대한 해

석은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FE의 독특한 창안 방식에 대해서는 본고 Ⅴ장에

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38) 이예은, 「모레노의 심리극 이론으로 조명한 디바이즈드 시어터(Devised Theatre)

기법에 관한 연구 : 영국 극단 포스드 엔터테인먼트(Forced Entertainment)를 중심

으로」, 『문학치료연구』 34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375-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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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구자가 직접 두 극단의 구성원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다.

Ⅲ장의 논의 전개를 위하여 연구자는 2015년도 11월에 내한한 태양 극단

의 배우 모리스 뒤로지에(Maurice Durozier)39)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40) 그

는 극단 하땅세의 주최로 ‘태양 극단 연기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내한하

였다. 연구자는 소월아트홀에서 뒤로지에가 진행한 워크숍에 직접 참관하면

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다.41) 태양 극단의 소속 배우가 직접 태양 극단

의 연기 훈련 과정을 소개하는 이 워크숍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본 연구에

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코포에게서 발원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배우의

신체 훈련을 중시하는 이상 배우 연기에 입각하여 태양 극단의 창작방식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태양 극단의 작품 분석과 관련해서는 2001년도 10월 14일 국립극장에서

관극한 <제방의 북소리 Tambours sur la digue>와 DVD 영상으로 접한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 Le Dernier Caravansérail, 2003>, <하루살이들

Les Éphémères, 2006>을 1차 자료로 삼았다.

나아가 Ⅴ장의 논의 전개를 위해서 연구자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FE의 구성원이자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 영문학과에 재직

중인 테리 오코너(Terry O'Connor) 교수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5년도 11월에 내한한 FE와 인터뷰 진행을 하였다. 공연 기간 동안 리허

설 과정을 참관하였고 예술 감독 팀 에첼스(Tim Etchells)와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42) 그 밖에 에첼스 및 단원들이 작품 창작 과정 중에 집필한 단행본

인 『어떠한 파편들 : 동시대 공연과 FE Certain Fragments :

39) 모리스 뒤로지에(Maurice Durozier, 1953~)는 1980년도에서 1991년도까지 태양 극단

의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독립 극단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2002년도에 다시

태양 극단에 입단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40) 2015/11/25에 국립극장 달오름, 12/1과 12/2에 소월아트홀에서 뒤로지에와 3회 인터

뷰 진행을 하였다.

41) 뒤로지에가 진행한 ‘태양극단 연기 워크숍’은 (재)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

원, 극단 하땅세의 주최로 2015년도 11/25~11/28, 12/1~12/3에 소월아트홀에서 이루어졌

다. 뒤로지에의 연기 워크숍은 2013년도에 10/7~10/11에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한 번 진행된 바 있다. 연구자는 2015년도 뒤로지에 연기 워크숍에

직접 참관하여 연습 과정을 기록한 자료와 함께 극단 하땅세에서 발간한 2013년도 뒤로지

에 연기 워크숍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42) 2015/11/26과 11/27, 11/28에 국립아시아예술극장 2층 로비에서 에첼스와 3회 인터뷰

진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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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Performance and Forced Entertainment』43), 『당신이 여기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While You Are With Us Here Tonigh

t』44)을 주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끝으로 FE의 작품 분석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11월 27일과 11월 28일에

국립아시아예술극장에서 ‘아워 마스터(Our Master)’ 프로그램으로 상연한

<마지막 탐험 Last Adventures>과 <더러운 일 Dirty Work>의 관극 경험

을 주요 1차 자료로 삼았다. 2015년도 9월 20일 국립아시아예술극장에서 ‘국

립아시아예술극장 개관페스티벌’의 프로그램으로 상연한 <밤이 낮이 된다는

것 That Night Follows Day>은 참고적인 1차 자료로 삼았다.45) 그 외에

DVD 영상으로 접한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 12 am: Awake &

Looking Down, 1993>, <꿈들의 겨울 Dreams’ Winter, 1994>, <고통을 말

하라 Speak Bitterness, 1994>, <FE의 십 년 A Decade of Forced

Entertainment, 1994>, <퀴즐라 Quizoola!, 1996>, <추잡한 단어들 & 어구

들 Filthy Words & Phrases, 1998>, <그리고 천일 째 밤에... And on the

Thousandth Night..., 2000>, <여행들 The Travels, 2002>, <내일의 단체들

Tomorrow’s Parties, 2011>, 에첼스의 전시 작품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하

여 And For The Rest (Basel), 2015>의 텍스트 및 사진 자료 등을 1차 자

료로 삼았다.46)

43) Tim Etchells, Certain Fragments : Contemporary Performance and Forced
Entertainment, London: Routledge, 1999.

44) Tim Etchells (ed), While You Are With Us Here Tonight, the Live Art
Development Agency, 2013.

45) 이 작품은 원래 에첼스가 2007년도 벨기에에서 8세에서 14세의 아동들 16명과 워크

숍을 진행하며 선보인 공연이었다. 그 원작 공연의 대본을 토대로 하여 2015년도 국

립아시아예술극장이 기획을 하고, FE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 연출자가 연출자로 참여

하여 광주의 아동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 공연을 <밤이 낮이 된다는 것>이라

는 제목으로 상연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에 국립아시아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이 공연

은 FE가 발표한 작품의 모티프를 토대로 하였으되 창작자들이 모두 FE의 구성원들

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온전히 FE의 공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참고 자료

로만 삼았다.

46) 이 외에 FE는 다음과 같이 내한하여 공연을 한 사례가 있다. 2008년도에는 백남준아

트센터 개관 기념 공연으로 <퀴즐라 Quizoola!>를 공연하였고, 2009년도에는 ‘페스티

벌 봄’의 프로그램으로 <스펙테큘라 Spectacular>를 공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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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적 창안 연극’의 수립 및 계승 양상

1. 자크 코포의 ‘통합적 창안 연극’ : ‘역동적 부동성’

1907년도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이 『창조적 진화』를

출간한 이후 전 유럽의 철학, 미학, 예술 영역에서는 ‘창조성(creativity)’이라

는 가치가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였다.47) 이 저서에서 베르그송은 그

어느 것도 선재48)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생겨나고 발전되는 생명

현상,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비가역(非可逆)성49)을 창조성의 개념으로 제시

하였다. 베르그송이 주장한 창조성은 20세기 초 공연예술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1910년대 모던 마임을 창시한 코포 역시 자연주의 연극에 반기

를 들며 연극 고유의 창조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코포가 베르그송이

제시한 창조성의 개념을 연극 영역에 접목한 지점은 대본의 거부와 연기의

즉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50)

47) 『창조적 진화 (L'Evolution créatrice)』의 프랑스 판본은 1907년도에, 영문 판본은

1911년도에 번역 출간되었다. 본고는 1911년도에 출간된 영문본과 2005년도에 출간된

한글 본을 참고하였다. Henri Bergson, Creative Evolution, trans.Arthur Mitchell,
New York: Dover, 1998 [1911]. &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황수영 역, 아카

넷, 2005.

48) 민주식, 「베르그송의 창조성 이론에서 본 예술적 창조의 의미」, 『한국과학예술포

럼』 14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3. 173-183면. 이 논문

에서 저자는 베르그송이 창조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그 무엇에도 선재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했다고 기술하였다. 본고에서 이 단어를 인용하는 이유는 창안 연극의 출

발 역시 공연 작품에 선재하는 것으로서 대본의 지위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49) 앙리 베르그송, 앞의 책, 27면. “과거가 이와 같이 잔존하므로 의식에 있어서 같은

상태를 두 번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 우리의 인격은 매순

간 축적된 경험과 함께 형성되며, 부단히 변화한다. 인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한 상태

는 표면적으로는 자신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심층에서는 결코 반복될 수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지속은 ‘비가역적(irréversible)’이다. 우리는 지속의 한 조각도 다시

살 수가 없다.” 여기에서 말한 ‘비가역’적인 것이란, 이어지는 문장에서 “예측 불가능

한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뻗어 나가고 성

장하며 성숙한다. 그것의 각 순간은 새로운 것으로서 이전에 있던 것에 덧붙여진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단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또한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50) 코포는 프랑스에서 베르그송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다. 실제로 베르그송

은 코포의 공연을 직접 보러 오기도 하였을 만큼 두 인물은 친분 관계에 있었다. 토

마스 존 도나휴(Thomas John Donahue)는 코포가 뷔이-콜롱비에 극장을 뉴욕으로

근거지를 옮겼을 때에 베르그송이 그를 저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Thomas John



- 22 -

첫 번째로 코포는 공연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미리 주어진 확정적인 대본

을 거부하였다. 그는 ‘지금-여기’라는 물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는 연극이

창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연 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계획된

요소들을 최대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시 자연주

의 연극 운동의 핵심 인물 앙드레 앙뚜안느(André Antoine, 1858~1943)51)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52) 코포는 앙뚜안느가 연극을 극작가에 의거한 창

작품 정도로 보고 연극보다 문학적인 경향을 더욱 강조한 점을 비판하며,53)

작가의 권위 대신 관객과 직접적인 교감을 이루는 배우의 지위를 격상시켰

다.

두 번째로 코포는 연기의 즉흥성을 강조하였다. 삶을 모방하는 연기가 아

니라 배우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연기를 할 것을 지향한

코포는 연극의 지위를 삶의 아래에 두어 삶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자연주

의 연기와 함께 상업 연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카보티나주

(cabotinage)’, ‘햄 액팅(ham acting)’이라고 불리는 과장된 연기 양식을 거부

하였다.54) 코포는 배우로 하여금 겉으로 치장하지 않는 연기를 하도록 강조

Donahue, Jacques Copeau's Friends and Disciples: The Théâtre du
Vieux-Colombier in New York City, 1917-1919, Francophone Cultures and
Literatures, Vol.54, Peter Lang Publishing, 2007. p. 34. 휘트모어는 코포가 창시한

모던 마임이 베르그송이 주장한 창조성의 개념을 연기의 방법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ichard Alan Whitmore, op.cit., pp. 3-4.

51) 앙뚜안느는 1887년 ‘자유극장(Théâtre-Libre)’을 설립하면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그는

코포가 활동하던 1910년대 당시에도 프랑스에서 활발히 자연주의 연극 운동을 개진

하였다.

52) Albert M. Katz, “The Genesis of the Vieux-Colombier: The Aesthetic Background

of Jacques Copeau”, Educational Theatre Journal, Vol.19(4),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p. 436.

53) Antonin Raymond, "The Théâtre du Vieux-Colombier", J 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Vol.5,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1917, pp.
384-385. Eric Bentley, "Copeau and the Chimera" (1950), In Search of Theatre,
New York : Atheneum, 1975, p. 262.

54) Albert M. Katz, op.cit., p. 436. 앙뚜안느는 자연주의적인 기치 아래 최대한 삶의 모

습을 근사하게 모방하는 연기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폭력을 쓰거나 감정을 분출하

는 등 일상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무대 위에서 재현하는 것을 연기의 기본으

로 삼았다. Thomas Leabhart, "Jacques Copeau, Etienne Decroux, and the 'Flower

of Noh'", New Theatre Quarterly, Vol.2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328. 토마스 리브하트, 『모던마임과 포스트모던마임』, 박윤정 역, 현대미학사, 1998,

31면. 코포는 19세기 연극계에 몸담은 대부분의 배우들이 목소리와 얼굴 표정만으로

연기하는 것을 보고 연극이 타락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극의



- 23 -

하며 배우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것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배우들이 무언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아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서는 배우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를 표현해야 했는데 이

러한 맥락에서 바로 배우 신체의 즉흥성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즉흥적인 신체 표현을 매개로 기존의 관습을 깨고 관객과 능동적인 소통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기존의 관습에 해당하는 것은 단일 작가에

의해 쓰인 대본을 포함하여 관습적인 언어 그 자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코포는 모던 마임이라는 공연 장르를 창시하였다.55) 배우의 신체로

부터 발현되는 표현 능력 외에 존재하는 모든 공연 요소를 제거하고자 시도

한 모던 마임에서 배우들의 창작 권위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었다.

코포가 베르그송이 주장한 창조성의 개념을 공연예술 영역에 접목시키며

강조한 두 가지, 대본의 삭제와 배우의 즉흥적 신체 표현은 모두 기존 자연

주의 연극에 대항하기 위하여 탈-텍스트성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지

향을 갖는다. 이러한 지향은 비단 코포만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

에 형성된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흐름과 접목된다. 그러나 여느 아방가르

드 연극인들과 코포가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코포가 탈-텍스트적인

연극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배우의 공동 창작 능력을 강조하였다

는 점이다. 대본과 언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오로지 배우가 지닌 신체의 즉

흥성만으로 장면과 서사를 창조하는 모던 마임의 영역에서 코포는 결국 작

품을 성립시키는 가장 주요한 힘은 순간순간 배우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앙상블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모던 마임은 공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배우

들이 공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새로운 공연 창작방식을 창출하게 하였다. 바

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모던 마임을 창시한 코포를 창안 연극

본질적인 특질을 되살려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 시대의 비극, 코메디아 델 아르테,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에 있으며, 이러한 역사에 내재한 연극의 본질은 곧 배우의

즉흥적인 신체 표현이라고 그는 보았다.

55) Bari Rolfe, “The Mime of Jacques Lecoq”, The Drama Review, Vol.16(1), MIT
Press, 1972, p. 34. 코포의 입장은 장 다스테(Jean Dasté, 1904~1994), 마르셀 마르소

(Marcel Marceau, 1923~2007), 에티엔느 드크루(Etienne Decroux, 1898~1991), 장 바

로(Jean Louis Barrault, 1910~1994) 등 그의 제자들에게 계승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코포의 주장은 모던 마임이라는 창작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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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대적 기원을 마련한 인물로 보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딤프나 캘러리(Dymphna Callery)와 같이 코포에게서 마임 교육을

받은 두 제자들, 드크루와 르코크에게서 창안 연극의 기원을 찾는 연구자도

있다.56) 그녀에 따르면 드크루는 연기자가 창조 과정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

장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고, 르코크는 1960년대 이래 창안 연극을 표방하

며 유수의 극단을 창단한 이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각각 창안 연극의 기원을

마련한 인물이다.57) 그러나 창안 연극의 정신적인 근원을 찾는다면 이들보

다 코포를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적인 영향 면에 있어서는

코포가 제시한 연극론이 현재의 창안 극단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주었기 때

문이다.

이렇게 코포와 같은 태도로 창안 연극을 추구하는 이들은 헤돈과 밀링에

의해 ‘배우 중심의 그룹들(actor-centered groups)’이라고 명명된 바 있다.58)

‘배우 중심의 그룹들’에는 역사적으로 광대놀이, 보드빌, 코메디아 델 아르테

가 속하며 같은 흐름에서 코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일 코포에게서

발원하는 창안 연극을 단지 배우 중심의 창안 연극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그

친다면 배우의 연기 훈련을 최우선시 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보다 심층적

인 속성을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명명에는 코포가 제시

한 연기 이론의 개념을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이 부재한다. 따라서 헤돈과 밀

링이 ‘배우 중심의 그룹들’이라고 명명하며 지시한 현상을 염두에 두되 그

이면에는 단지 배우를 중심에 두는 것 이상의 미학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포착하기 위해 배우 중심의 창안 연

극의 현대적 기원을 마련한 코포의 연극적 본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코포가 추구한 연극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기존

연극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재-정상화(re-normalizing)’59)하기 위해 노력한

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코포가 1913년도에 설립한 뷔이-콜롱비에 극장

(Théâtre du Vieux-Colombier)의 성격을 보면 그가 연극 개념을 얼마나 재

56) 딤프나 캘러리, 『신체연극』, 윤광진 역, 연극과 인간, 2014, 197~201면.

57) 르코크가 설립한 자크 르코크 연극 국제 학교에서는 컴플리시떼를 창단한 사이먼 맥

버니(Simon Mcburney), 태양 극단을 창단한 므누슈킨, 디비에잇을 창단한 로이드 뉴

슨(Lloyd Newson) 등 현재 창안 연극을 이끄는 대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58)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62.
59) Thomas Leabhart, op.cit.,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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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 극장을 설립하면서 코포는 “연

극적 쇄신에 관한 에세이 : 뷔이-콜롱비에 극장 An Essay of Dramatic

Renovation: The Théâtre du Vieux-Colombier”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

였는데, 이 에세이의 제목 ‘연극적 쇄신’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기존 예술의

한계를 의식하며 새로운 연극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분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60)

그는 이 글에서 당대 프랑스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극을 상업적인 통속극

(Boulevard),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에서 상연하고 있는 고전

레퍼토리 연극, 앙뚜안느의 자유 극장(Théâtre Libre)을 표방하는 자연주의

연극,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이 연극들 모두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61)

그는 특히 산업화로 인한 과열된 소비주의 풍조 안에서 연극이 상품으로 전

락해 버린 것을 비판하며, 퇴락한 외부 현실과 연극 관습으로부터 단절된

순수한 상태로 연극이 돌아갈 것을 꿈꾸었다. 이러한 의도로 건립한 극장이

뷔이-콜롱비에 극장이다. 따라서 뷔이-콜롱비에 극장은 “현재로부터 기대하

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nothing to expect from the present)”62) 상태, 즉

모든 꾸밈이 삭제된 텅 빈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코포는 단지 무

대 위에 있던 세트와 소도구들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프로시니엄 아치

(proscenium arch)와 풋라이트(foot light)까지도 제거하였다.63) 뷔이-콜롱비

60) Jacques Copeau, "An Essay of Dramatic Renovation: The Théâtre du

Vieux-Colombier", trans. Hiatt, Richard. Educational Theatre Journal, Vol.19(4),
1967. pp. 447-454. (원문은 1913년도 9월, 코포가 직접 출판한 문학예술 잡지인 La
Nouvelle Revue Fançaise에 실린 글이다.)

61) Albert M. Katz, op.cit., pp. 433-437.
62) Jacques Copeau, op.cit., p. 448.

63) 제르카 모레노, 『사이코드라마와 잉여현실-드라마 치료의 기원과 실제』, 황헌영,

김세준 공연, 학지사, 2005. 31-32면. 1918년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뷔이-콜롱비

에 극장과 성격이 매우 유사한 자발성 극장(stegreif theater)이 설립된 바 있다. 이

극장을 설립한 모레노는 다음과 같이 극장의 모토를 밝혔는데, 이는 뷔이-콜롱비에

극장이 추구했던 정신과 유사한 지점들이 있다. 1. 극작가와 연극 대본을 제거한다. 2.

청중의 참여를 중시하고 더 정확히 말해 관객이 없는 극장을 지향한다. 극장 안의 모

든 이들이 참여자이자 배우이다. 3. 배우들과 청중들은 이제 유일한 창조자가 된다. 4.

옛 무대는 사라지고 열린 무대가 존재한다. 삶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모레노가 건립

한 이 극장과 코포가 먼저 세운 뷔이-콜롱비에 극장의 모토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

은 코포가 세운 뷔이-콜롱비에 극장이 당대 전 유럽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한 퍼돔

(Purdom)의 논지와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C. P. Purdom, Producing
Shakespeare, London : Sir Isaac Pitman & Sons, Ltd., 1950,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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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장을 텅 빈 무대로 고안한 데에는 단지 무대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최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소비적인 연극에서 중시해 온 숱한 치장과 꾸

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영된 것이다. 즉, 코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던 연극의 초기화 상태를 회복하여 새로운 극장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연극 개념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 그림 1. 뷔이-콜롱비에 극장 무대 전경, 1921/11/3064)

이렇게 연극 개념을 본격적으로 쇄신하고자 한 코포는 연기에 있어서도

기존 연기를 전복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

든 연극이 매우 단순하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코포는 배우가

기존에 습득해 온 모든 부자연스러운 기교를 버리고, 꾸밈을 최소화한 상태

에서 단순한 연기를 하는 ‘중립적인 연기(neutral acting)’ 이론을 제시하였

다. 중립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 그는 배우들에게 나체에 가까운 상태의

몸으로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연습실에 들어오게 했다.65) 이것이 그가 강조

한 ‘중립 가면(neutral mask)’의 도입이다. 장 도르시(Jean Dorcy)가 말하듯

이 코포가 제안한 가면은 배우를 외부 세계와 차단하여 암흑 속에서 무아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도구이다.66) 중립 가면을 통해 배우가 무아의 상태로

64) 자료 출처 : Archives Éditions Gallimard

http://www.gallimard.fr/Footer/Ressources/Entretiens-et-documents/Document-Les-lett

res-russes-a-la-NRF/(source)/184568

65) 토마스 리브하트, 앞의 책, 38면.

66) Jean Dorcy, The Mime, trans. Robert Speller Jr. and Pierre de Fontnouv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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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것을 주장한 것은 앞서 뷔이-콜롱비에 극장이 텅 빈 무대로 고안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 나아가 뷔이-콜롱비에 극장과 중립 연

기 이론은 모두 기존 연극의 퇴락한 관습들로부터 결별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상화의 태도가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

진다.

중립 연기 이론과 뷔이-콜롱비에 극장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역동

적 부동성(dynamic immobility)’67)이라는 개념을 공유한다. 코포는 가면이

배우로 하여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새 생명을 부여받는 경지로 나아가게 한다고 보았다.68) 배우의

자아를 비우게 하고 신체를 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

립 가면은 배우로 하여금 가장 절제된 상태와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토

해내게 하는 상태를 공존시킨다. 가면이 지닌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바로

코포가 강조한 ‘중립성’의 핵심 개념이며 이는 ‘역동적 부동성’이라는 개념으

로 구체화된다. ‘역동적 부동성’은 뷔이-콜롱비에 극장의 텅 빈 무대의 성격

에도 적용된다. 시어스 엘드레지(Sears Eldredge)와 홀리스 휴스턴(Hollis

Huston)은 뷔이-콜롱비에 극장이 달리기 선수가 출발 직전에 머금고 있는

조용하면서도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보았는데,69) 이는 곧

이 공간에 ‘역동적 부동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역동적

부동성’이란 쉽게 말해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의 상태를 뜻한다. 이

것은 정적인 동시에 역동적이며, 연기자가 부재함과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이다.

이러한 상태는 일종의 “무아지경의 상태(trance-state)”로서,70) 드크루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신비로워 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드크루는 코포가 “프로메테우스적인 배우(Promethean

London: White Lion, 1961, pp. 12-13.

67) 토마스 리브하트, 앞의 책, 36면.

68) Annette Lust, From the Greek mimes to Marcel Marceau and beyond : mimes,
actors, P ierrots, and clowns : a chronicle of the many visages of mime in the
theatre,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3. p. 101

69) Sears Eldredge and Hollis Huston, "Actor Training in the Neutral Mask", Acting
(Re)Considered, ed.Phillip Zarrill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 140.

70) Ralph Yarrow, ""Neutral" Consciousness in the Experience of Theatre", Mosaic,
Vol.19(3), 198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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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를 지향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내가 지금의 나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고(I don't want to stay as I am)” “내가 욕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I want to become what I desire to be)”이라고 해설하였다. 드크루는 코

포가 지향한 연기가 배우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모든 신체적 한계를 초극

하고 신이 인간을 만든 것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새로이 재창조하는 경지로

까지 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를 ‘프로메테우스적인 예술(Promethean

Art)’이라고 표현하였다.71)

이렇게 볼 때 코포가 추구하는 연극은 지난한 고행과 인고의 과정 끝에

인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지를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코포는

연극을 통해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제의적

인 상태에 이르는 연극을 지향하였다. 코포의 연극관을 제의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일반화된 해석이다. 랄프 야로우(Ralph

Yarrow)는 코포가 주장한 중립성을 아르토가 말한 맥락에서의 “성스러운

(sacred)” 상태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고,72) 벤틀리는 코포가 지향하는 연

극적 이상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극 정신과 더불어 디오니소스적 정신에

있다고 해석하였다.73) 앞서 코포가 당대 연극의 풍조를 전반적으로 비판했

다고 언급했는데, 벤틀리에 따르자면 그 비판을 통해 그가 지향한 것은 결

국 서구 연극의 원류 정신인 디오니소스적 제의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던 셈

이다.

코포가 추구한 연극은 후계자들과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 드크루,

야로우, 벤틀리 등 -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러한 해석들을 종합

하여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그가 배우들로 하여금 인

간의 신체적 한계를 초극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기존에 불합하고 충

돌하던 것들이 통합과 일체의 경지에 이르러 신적인 차원에 이르도록 요구

71) Deidre Skalar, "Etienne Decroux's Promethean Mime", Acting (Re)Considered,
ed.Phillip Zarrill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 129. 재인용. 드크루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예술’이란, 신의 라이벌인 인간이 마치 신에게 “당신이 창조한 인

간이 아름답지 않다. 나는 또 다른 인간을 만들 것이다. 당신이 만든 동굴은 아름답지

않다. 나는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The man you made is not beautiful. I'm going

to make another. The cave you made is not beautiful. I'll make a monument.”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예술이라고 설명하였다.

72) Ralph Yarrow, op.cit., p. 7.
73) Eric Bentley, op.cit.,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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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점은 ‘역동적 부동성’이 지니는 개념을 더욱 구

체화해준다. ‘역동적 부동성’은 배우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지점뿐 아

니라 배우의 신체와 정신 사이에 불합하고 충돌될 수 있는 요소 또한 통합

과 일체의 경지로 나아가게 한다.

여기에서 코포가 강조한 배우의 신체와 정신 사이의 통합이라는 개념은

아르토와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Constantin Stanislavski, 1863~1938) 등

코포가 활동하던 당시 주요한 연기 이론을 고안해 낸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연기의 핵심과 상통한다. 특히 스타니슬랍스키는 몸으로부터 정신을,

감정으로부터 지식을, 행위로부터 분석을 구분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이 영

역들이 모두 통합되고 연결될 것을 강조하였다.74) 스타니슬랍스키는 특히

감정(emotion)과 행위(action)가 통합되어 좋은 연기를 창출할 수 있음을 주

장하며 이 두 영역이 조화로운 상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정신(mind)에서부터 신체(body)로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을 주장하는 “안에서부터 밖으로(inside-out)” 방법이고, 다른 하나

는 반대 방향으로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outside-in)”으로의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무엇을 중심에 두느

냐에 따라서 나뉜다. 내적 “감정”(inner “feeling”)을 중심부(centre)에 두고,

외적 “표현”(outward “expression”), 즉 행위(action)를 주변부(periphery)에

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감정과 표현을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의 위치로 뒤바꾸어 놓는다면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75) 이 두 방법은 상이한 방향성을 지니지만 공통적으로

배우의 감정과 행위, 정신과 신체, 안과 밖 사이가 조화롭게 연결되고 통합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비단 배우 연기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술과 인생 전반에 걸쳐 이러한 연결과 통합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지를 지향하였다.76)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코포가 주장한 연결과 통합이라는 가치를

74) Phillip Zarrilli, "Introduction", Acting (Re)Considered, ed. Phillip Zarrill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 12.

75) Konstantin Stanislavsky, "On Various Trends in Theatrical Art", Konstantin
Stanislavsky: Selected Works, ed. Oksana Korneva, Moscow: Raduga Publishers,
1984, p. 151.

76) Jeremiah Wellington Black, Sensing the Moment: Acting with the Mind, Body
and Emotion, M.F.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2013,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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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코포는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한 배우의 신체와

정신의 통합 상태가 인간의 창조 능력이 신의 능력에 도전하는 경지로까지

가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상태에까지 이를 것을 추구하였다는 점이 다른 점

이다. 이렇게 기존에 불합하던 것을 통합과 일체의 상태로 승화시켜 신적인

경지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동적 부동성’이라는 힘은 코포가 주장한

배우 연기의 차원을 넘어서 연극 공간에도 반영된다. 만일 무대 위에 ‘역동

적 부동성’이라는 힘이 실현된다면 무대와 객석 영역이 통합될 수 있다. 코

포는 뷔이-콜롱비에 극장 공간에 이러한 힘이 발휘되어 단지 공간상의 통합

을 넘어서 작품의 내부와 외부, 나아가 연극과 현실 사이가 통합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적인 관계란 단순한 결

합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일체화되는 ‘상호의존적인

(interdependent)’77)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통합의 경지는 공동 창작의 과정에도 반영된다. 다수의 배우들이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충돌과 불협화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코포는 이러한 과정 또한 작품이 지향하는 신성한 하나의 경지를

향해 조화롭게 수렴될 것을 주장하였다. 코포가 기존 작가 중심의 자연주의

연극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를 중시한 만큼, 그가 지향한

공동 창작 능력이란 다양하게 분열되어 불완전한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

라 철저한 협업 아래 공고하게 형성되는 통합적 창작 능력이었다.

이렇게 코포는 연기에 있어서는 배우의 신체와 정신, 공간에 있어서는 무

대와 객석, 그리고 공동 창작 과정에 있어서는 배우와 배우 사이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결합하여 신적인 차원으로까지 옮아가는 통합과 일체의 경

지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경지가 바로 코포가 강조했던 ‘역동적 부동성’이

실현된 상태이고,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이상적인 상태였

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코포가 지향한 연극의 방향성을 창안 연극의 창

작방식에서 주요한 ‘관계’라는 키워드로 조명하면, 그는 다양한 차원에 존재

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통합을 이룰 것을 지향하

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성’이라는 개념을 배우 중심

의 창안 연극이라 칭할 수 있는 코포 식 유형의 창안 연극의 핵심 속성으로

두고 본고는 이를 ‘통합적 창안 연극’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

77) Albert M. Katz, op.cit., p.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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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시한 통합성이란 코포가 주장한 ‘역동적 부동성’이 실현된 상태를 말한

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포가 주장하는 통합성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그는 연극과 현실 사이가 상호의존적으로 통합

될 것을 주장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영역이 서로 동등한 정도로 섞

여서 통합에 이르는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엄연히 연극의 영역으

로 현실이 흡인되어 통합의 경지가 실현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고방

식에는 우선적으로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코

포가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여 인식한 이유는 그가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극복하여 최종의 이상적인 목표점, 즉 신성한 경지에 도

달하는 연극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과는 구별되는 이상적인

연극을 추구하기에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며, 그 전제 위에서 이상적인 연극

의 영역으로 현실을 통합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핵심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포는 창작자들로 하여금 작품 내부에 신성할 정

도로 이상적인 지점을 상정하고,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연극의 최종적인

목표로 둔다. 여기에서 이상적인 지점에 이르는 것이란 곧 ‘역동적 부동성’

을 확보하게 되는 상태이다.

둘째, 코포는 작품 내부의 창작자들인 배우를 중심에 둔다. 여기에서 배우

를 창작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단지 기존 연극의 창작 중심이었던 작가의 권

위에 대항하고자 하는 목표를 넘어서, 예술가들 자신을 위한 예술 행위를

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자들이 코포를 배우 중심의 창안

연극의 부류로 인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배우들의 공동 창작

능력은 기존의 작가 중심의 연극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야

하기에 공고한 결속력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코포는 지

극히 소수의 뜻이 맞는 창작자들만을 극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소규모

적인 공동 창작을 운영하게 된다.

셋째, 코포는 창작 그룹 내부에 있는 배우를 창작의 중심으로 인식하기에

창작자와 관객을 엄격하게 구분된 것으로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 내부

에 이상적인 목표 지점을 상정하기에 작품의 내부와 외부, 곧 연극과 현실

의 영역 또한 엄격히 구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분된 선을 전제로 연극

과 현실이 통합될 것을 주장하기에, 코포는 연극의 편으로 현실을 흡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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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과 현실 사이의 통합이 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창작자와 관객 사이

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엄연히 창작자를 중심에 둔

채로 관객을 흡인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 세 지점들은 각각 통합적 창안 연극이 지향하는 작품의 양상, 창작의

태도,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항으로 제시한 창작의 태도에는 창작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포함

되어 있으며, 세 번째 항에는 창작자와 관객 내지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

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제시된 관계

는 첫 번째 항에 제시된 작품의 양상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에서 제시한 세 요소들은 모두 창안 연극이라는 형식을 운영할 때 다양하게

형성되는 ‘관계’의 측면에 초점이 있는 항들임을 밝힌다. 이 세 요소를 중심

으로 코포에게서 발원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미학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며, 나아가 코포를 기원으로 두는 창안 극단들의 공통적인 미학적 속

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통합적 창안 연극’의 의의와 한계

코포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지점은 ‘역동적 부동성’의 상태, 즉 중립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이상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에 명

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만일 ‘역동적 부동성’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공연 현

장에 있는 배우와 관객들은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포는 ‘역동적 부동성’이라는 상태를 향해 구심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배우

와 관객의 에너지만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정적인 방향성을 지향

하는 창작 태도를 취하기에, 창작 과정에서나 작품 향유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즉흥적인 에너지들이 양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들 가운데 ‘역

동적 부동성’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포가 주장한 이상적인 연극의 경지에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배우와 관

객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코포가 주장한 연극이 지극히 소수의 배우와 관객들에게만 유효한

것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향한 목표 지점이 현실적으로 매우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반과 니콜슨은 코포가 주장한 중립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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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배우가 도달해내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드크루의

표현을 빌려 이를 “프로메테우스적인 딜레마(Promethean dilemma)”라고 표

현하였다.78) 배우들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이들은 주목한 것이다. 이들

은 코포에게서 발원하는 신체 중심의 연극은 신체가 해 낼 수 있는 용량과

그것을 벗어나는 한계 사이의 충돌을 동시에 조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하나의 상태로 통합시키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엘드레지와 휴스턴은 코포가 말하는 중립적인 상태란 “존재

하지 않는 지렛목 지점(fulcrum point that doesn't exist)”79)이라고 표현하

였다. 실제로 당시에 코포의 공연을 관람했던 앙드레 지드(André Gide,

1869~1951)는 코포가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치를 지향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

상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따랐다고 보았다.80)

또한 코포가 배우들에게 강조한 중립 연기는 배우들의 몸을 탈진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도 전해진다. 결국 공연의 연이은 부진으로 코포는 뷔이-콜롱

비에 극장을 폐쇄하고 부르고뉴(Bourgogne) 지방으로 이동하여 1924년도에

서 1929년도까지 소수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레 코피오(Les Copiaux)라는 단

체를 운영하였다. 코포는 말년에 레 코피오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종교극

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가 종교극으로 기울게 된 이유는 연

극이 원래의 기원인 종교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

포는 연극을 통하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따라서 종국에는 연극보

다 종교가 그에게 더욱 주요한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딸 마리 엘렌느

다스테(Marie-Hélène Dasté)는 코포가 중년 이후 천주교에 귀의한 것은 사

실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는 연극을 통해 모든 계층과 민족들을 하나로 결

합시키기를 원했다고 주장하였다.81) 그녀의 주장을 보면 코포는 연극을 넘

78)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 160.

79) Sears Eldredge and Hollis Huston, op.cit., p. 140.
80) André Gide, The Journals of André Gide, vol.Ⅲ:1928-39, trans. Justin O'Brien,
New York: Alfred A.Knopf, 1949. p. 139. 실제로 지드는 1924년 뷔이-콜롱비에 극장

에서 상연된 <칸탄 Kantan>을 보고 배우들의 목소리의 톤과 몸짓, 배우들의 표정 속

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향해가는 모습을 단지 모호하게만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말하면서, 코포가 의도했던 이상적인 연극이 구현되는 데에는 미흡함이 있었음을 지

적하였다.

81) 토마스 리브하트, 앞의 책,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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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종교성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이 종교성이란 어느 특정한 신앙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신성함을 뜻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는 코포가 연극이 신성한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코포는 연극을 창조하는 작업을 신이 인간을 창조한 행위와 동등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앞서 코포가 창안 연극의 기원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공연예술에서 창조성이라는 개념을 발견하였기 때문

이라고 논하였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창조성이란 단지 대본을 삭제하고, 배

우의 몸을 중시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즉흥성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코포가 소위 ‘햄 액팅’이라고 불리는 상업극의 연기 양식을 지양

하며, 어떠한 대상을 모방하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를 표

현해내는 즉흥적인 연기를 지향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강

조한 즉흥성이란 단순히 배우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

럽게 발로되는 즉흥성과는 다른 것이다. 코포가 주장한 창조성과 즉흥성이

란 수많은 인고와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 가능한, ‘새로운 인간’82)을 세

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고 원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연극 창작 능력

을 조물자의 창조 능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지에 달하는 연기

를 할 수 있을 것을 작품의 목표로 두었다.

이렇게 온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재탄생할 것을 이상적인 창작의 목표로

두는 코포는 연극 창작 과정을 “현재 우리 자신의 상태(what we are)”와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what we would like to be)”83) 사이의 간극을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간극이 극복이 되는 경우라면

배우 존재로서나, 관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상적인 통합의 상태가 실현

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 간극은 간극 자체로 남을 것이

다. 즉 “열망(aspiration)”은 열망대로, “한계(limitation)”는 한계대로 남을 것

이다.84) 이렇게 최종적 이상 지점을 향하여 배우가 지닌 ‘열망’과 ‘한계’를

구심적인 통합의 상태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이 둘 사이를 통합하는 데 실

82) 이는 앞서 드크루가 코포가 주장한 연기가 ‘또 다른 인간을 만들 것’을 꿈꾸는 ‘프로

메테우스적’인 연기라고 말한 내용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83) Deirdre Sklar, op.cit., p. 131.
84) Ibid., p. 131. 이 글에서 스클라는 ‘우리인 것’은 ‘한계’라는 단어로, ‘우리가 되고 싶

어 하는 것’은 ‘열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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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고 간극의 상태로 남길 것인지는 코포뿐 아니라 그의 연극론과 궤를 함

께 하는 통합적 창안 극단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이

들은 최종의 지점을 향하여 ‘열망’과 ‘한계’가 통합된 상태에 이른 배우와 관

객,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배우와 관객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유발하게 된다.

코포가 추구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구도를 유발

하게 된 원인은 그가 창작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종국에는 이상적으로 도달

하고자 하는 최종 완결 지점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창작자들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재료들을 결국 어떠한 방향성으로 운용할 것인지, 즉 그 에

너지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공동 창작의 방식을 취하는 창안

극단들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85) 왜냐하면 창안

연극에서 다양하게 발현된 창작의 재료들을 어떠한 식으로든 구조화하는 작

업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창안 극단들은 어떠

한 식으로든 창작의 과정과 완결된 작품 사이의 간극, 달리 말해서 창작 과

정에서 발로된 다양성과 종국에 도달해야만 하는 최종적 형태 사이의 간극

을 해결해야만 한다. 창안 연극의 한 유형을 특징짓는 ‘통합성’은 이와 같은

창안 연극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식을 제시한다. 통합적 창안 연극의

경우에는 창작 과정에서 쓰이는 다양한 재료들을 결국 하나의 이상적인 지

점으로 수렴 및 통합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확고한 통합적 상태를

지향하기에 통합적 창안 연극은 이상적 지점에 다다를 수 있는 잠재력을 이

미 갖추고 있는 것들만을 가치 있는 창작의 재료로 인정한다. 이러한 방식

으로 다양성과 통합성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려 하는 점에서 통합적 창안 연

극은 여느 다른 유형의 창안 연극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런데 결국 하나의 통합된 지점을 지향하는 것은 서론에서 제기한 부단

한 창안의 과정 중에 있는 창안 연극 특유의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로 드러난다. 물론 코포가 배우의 즉흥적인 신체 표현

을 전제로 한 공동 창작방식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기존 작가 중심의 연극

이 고수해 온 확고함을 재고하기 위해서였다. 단일한 작가에 의해 확정된

85) Bruce Barton, "introduction", op.cit., p. ⅹ. 바튼은 공동 창작의 재료들을 어떻게 운

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연출자-주도(director-lead)”의 창안 연극과 “온전히 민주적인

(fully democratic)” 창안 연극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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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대신, 다수의 창작자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발로된 신체 표현을 주요한

창작의 재료로 삼은 이유는 연극을 더욱 파편적이고(fragmented), 분산적이

고(dispersed), 복합적이고(complicated), 절충적인(negotiable) 형태로 변형시

키기 위한 것이었다.86) 그럼에도 코포가 수립한 창안 연극은 ‘배우의 신체’

라는 새로운 재료를 전제로 할 뿐 다시금 연극의 신성한 경지를 주장하며

작품이 또 다른 통합지대에 이를 것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코포가 또 다시

종국적 지반을 찾았던 것은 그가 기존 예술의 토대를 재-정상화함으로써 새

로운 예술의 토대를 재정립하려 했던 한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상과 같이 코포에게 근간을 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맥락을 점검해 볼

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첫째, 통합적 창안 연극

은 창조적 과정을 강조하면서도 작품이 이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완결 지

점을 상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단한 창안의 과정 중에 있는 창안 연극이

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로 보인다. 둘째,

통합적 창안 연극은 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엄연히 구분된 것으로 인식한다

는 점이다. 이들은 창작자와 관객의 영역을 구분된 것으로 인식하는 전제

위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꾀하려 한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창작자를 중심

에 둔 채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코포는 기존의 정형화된 연

극에 대항하며 관객이 작품을 소극적으로 향유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치에 있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코포가 시도한

연극은 여전히 창작자들을 중심에 두는 상태에서 단지 비관습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관객과 형성되는 관계는 여전히 창작자들

에 의해 강요되거나 유도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는 소통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창작자와 관객 사이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태

도에는 창안 연극이 전제하는 개방적인 맥락과 상충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코포가 제안한 연극 정신이 창안 연극의 기원으로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창안 연극의 의미에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 이유는 그가 제시

한 통합적 관계에 내재된 역설적인 속성에서 기인한다. 코포가 배우의 신체

와 정신, 배우와 배우 사이, 연극과 현실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통합될

86) Bruce Barton, "Mining "Turbulence": Authorship Through Direction in

Physically-Based Devised Theatre", Collective creation, collaboration and devising,
ed. Bruce Barton, Playwrights Canada Press, 2008, p. 136.



- 37 -

것을 주장하며 통합적 창안 연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근저에는 그가 위

에서 제시한 이 두 영역들 사이의 관계가 본래적으로는 구분된 것이라는 인

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포는 상기의 두 영역들이 자연의 상

태에 둘 때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 끝에 상충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구분과 통합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의식하며 결과적으

로 통합적 상태를 지향하는 코포의 지향 속에는 역설적인 지점이 내재되어

있다. 애초에 구분된 영역들로 인식된 공연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통합 관

계를 형성할 것을 주장하는 태도에는 그 요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배

타적인 분리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3. 1960년대 이후 ‘통합적 창안 연극’의 계승 양상

이상 논의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창안 연극은 만일 목표 지점

으로 지정한 가치가 달성되었을 경우 창작 그룹 내부에서나 관객과의 관계

에서나 코포가 예상했던 이상적인 결속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발휘한다. 야로우는 코포가 제안한 중립성이 구현된다면 이는 원시적인 의

례에서나 가능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밀한 응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87) 고반은 코포가 주장한 연기 이론은 공동체로 확산되기 이전에 배

우와 관객 개개인에게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고반은 코포의 연극론을 통해서 ‘진정성(authenticity)’, ‘진실성(sincerity)’의

가치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

에서 배우 및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것(being

true)’을 유도했던 것과 상통하는 맥락으로 평가하였다.88)

이렇게 코포가 주장한 중립성이란 만일 목표하는 바가 성사된다면, 공동

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진실한’ 연극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끔 도와줄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포가 주장한 중

립성의 개념은 그의 계보를 잇는 모던 마임이스트들뿐만 아니라 이후 유수

의 연극 연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탐구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87) Ralph Yarrow, op.cit., p. 4.
88)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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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토프스키이다.89) 기존 연구자들은 그로토프스키를 배우 중심의 창안 연

극의 대표적인 인물로 논의하였다.90) 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평가들은 1960

년대 창안 연극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계기를 그로토프스키의 활동으로

부터 찾기도 한다.91) 그로토프스키의 연극론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의 맥락

으로 포착 가능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논할 수 있다.

그로토프스키는 폴란드에서 1959년도에 “연극 실험실(Theatre

Laboratory)”을 설립하고, 소수의 뜻 맞는 배우들과 함께 이 단체를 마치 하

나의 연구 기관처럼 운영하였다. 마치 연구소와 같은 이 기관에서 그로토프

스키는 소수의 배우들과 함께 모여 집중도 있는 실험을 하였다. 피터 브룩

(Peter Brook)에 따르면 여기에서 그로토프스키는 가난이 연극에서 전혀 해

가 되지 않는 차원을 연구했다고 보았다.92) 이 ‘연극 실험실’의 운영 모토를

밝힌 선언문이자 자신의 연극론을 공표하기 위해 쓴 글 「가난한 연극을 향

하여 Towards a poor theatre, 1965」 서문에서 그로토프스키는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우리는 무엇이 특징적으로 연극이 되는가, 무엇이 이 행위를

퍼포먼스나 스펙터클의 다른 범주들로부터 분리시키는가를 정의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We are trying to define what is distinctively theatre, what

separates this activity from other categories of performance and

spectacle.”93) 이를 보면 그로토프스키는 자신만의 새로운 연극 개념을 정립

하고자 이를 다른 영역에 속한 것들과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코포가 당대에 존재하는 모든 연극과의 결별을 선언하

89) Jerzy Grotowski, "Towards a poor theatre" (1965), Towards a poor theatre, ed.
Eugenio Barba, New York: Routledge, 2002, pp. 23-24. 그로토프스키의 연기 이론은

아르토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후대의 학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왔다. 그

로토프스키 자신도 스스로 아르토의 ‘잔혹성’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

지만, 그는 아르토는 놀라운 예지력을 지닌 인물에 불과할 뿐 실제로 자신의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론을 확보하지는 못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배우 연기의 방법론에 집중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로토프스키는 아르토보다 코포와

더욱 밀접하게 교차된다. 코포는 아르토가 주장한 신성한 연극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아르토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자신이 주장한 연극을 현실화하고

자 적극적인 노력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90)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29.

91)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p. 32-39.

92) Peter Brook, "Preface", Towards a poor theatre, ed. Eugenio Barba, New York:
Routledge, 2002, p. 11.

93) Jerzy Grotowski, op.cit.,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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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극의 개념을 새롭게 초기화하여 재-정상화하려고 한 자세와 상통한다.

그로토프스키는 이 선언문에서 배우가 자신의 한계까지 도달하여 표현해

낼 수 있는 긴장감과 집중력을 연기의 핵심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배우는 무아지경(trance)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고, 이

를 위해서는 배우가 기술을 수집하고 연마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내재한 장애

요소들을 삭제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을 초기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서 배우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는 행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

함을 일깨우고, 가장 적합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귀납적으로 깨닫게 하는

“비아 네가티바(via negativa)”라는 연기 훈련법을 고안하였다.94) 이 연기 훈

련법은 앞서 배우가 자신을 무아의 상태로 비울 것을 강조한 코포의 중립

연기론과 맥락을 공유한다.95) 그로토프스키는 이 연기 훈련법을 통해 배우

가 ‘증류(distillation)’의 상태에 달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증류의 상태란 곧

코포가 말한 ‘역동적 부동성’과 상통한다. 배우가 지향해야 할 상태를 액체

가 끓는점에 달하여 기화가 되는 상태에 비유하는 것은 ‘존재하나 부재하는

상태’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하나의 지점에 함께 녹아들어 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토프스키는 스스로 이러한 연기 훈련법이 결코 ‘자발적

(voluntary)’인 것도 ‘자연스러운(natural)’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로토프스

키는 자신이 주장하는 신성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과 소리, 소리와

단어, 단어와 생각, 의지와 행위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모순(contradiction)’

에 집중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96) 이렇게 연극 창작의

과정에서 모순되는 지점에 집중하고, 이러한 한계를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그로토프스키뿐 아니라 코포에게서 볼 수 있었던

통합적 창안 연극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한계를 대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작품에 상정된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

기 위해서이다. 코포가 배우로 하여금 각자가 지닌 몸의 한계를 극복하여

94) Ibid., p. 18.

95) Richard Alan Whitmore, op.cit., pp. 152-180. 휘트모어는 그로토프스키가 코포의 중

립 연기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본다. 다만 휘트모어는 코포의 중립 연기 이론이

루이-바로에 의해 인간 신체의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면, 그로토

프스키에 의해서는 가난함과 결부되어 “가난한 연극(poor theatre)”의 이론적 토대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96) Jerzy Grotowski, op.cit.,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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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상태를 만들 것을 주장한 것, 그로토프스키가 배우로 하여금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여 신성한 연기를 하도록 주장한 것은 모두 연극이 궁극적으

로 완결된 지향점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인정

하는 완결된 지향점이란 모두 연극이 신성함의 경지, 즉 제의적인 차원으로

까지 옮아가는 것이다. 연극을 제의적 영역과 접목시켜 이해하는 태도는 코

포뿐 아니라 그로토프스키에게서도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다. 셰크너는

그로토프스키가 배우를 마치 제의를 행하는 주술사와 같은 존재로 보았다고

평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로토프스키가 지향하는 연극을 제의적인 정신과 결

부시켜 논의해 왔다.97) 그는 코포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연극이 신성한

차원으로까지 옮아갈 것을 추구하였다. 그로토프스키는 매 공연의 창작 과

정에서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삶(new life)”을 부여받을 것

을 강조하며, 연극 창작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재탄생하는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98) 바로 이러한 점이 그로토프스키와 코포를 긴밀하게 연

결시켜 주는 지점이다. 코포와 그로토프스키는 연극을 통해서 영혼을 탐구

하려 하였고,99) 그러한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제의적인 차원과 연결될 수 있

는 연극을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배우들의 연기 훈련에도

적용이 되어 코포와 그로토프스키는 모두 배우가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금

탄생하는 경지로까지 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곧 코포에 의하면 ‘역동적

부동성’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그로토프스키에 의하면 ‘증류’의 상태에 이

르는 것이다.

그로토프스키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내포한 역설적 한계점까지도 공유한

다. 그로토프스키 역시 코포처럼 연극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지난한

상태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는데, 바로 그로 인해 평단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도 하였다. 이를테면 하누슈키뷔츠는 그로토프스키의 연기 이론은 오로지

97) Richard Schechner, "A Polish Catholic Hasid", The Grotowski Sourcebook, ed.
Richard Schechner, New York: Routledge, 1997, p. 156.

98) I Wayan Lendra, "Bali and Grotowski: Some parallels in the training process",

Acting (Re)Considered, ed. Phillip Zarrilli,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 p.
156.

99) Richard Schechner, "Exoduction", op.cit., p. 462. 셰크너는 그로토프스키가 브레히트

와 같이 희곡을 쓰는 작가이자 연출자도 아니고, 스타니슬랍스키와 같이 배우들의 스

승도 아니며, 피터 브룩과 같이 유명한 작품들의 연출자도 아니라고 하였다. 셰크너는

그로토프스키가 이들 모두와 근본적으로 다른 입지에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가

지닌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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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토프스키 자신에게만 유효한 것이라는 혹평을 가하였다.100) 다만 그로토

프스키가 코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코포는 대중성을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그로토프스키는 처음부터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연극 실험실을 운

영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그로토프스키의 연극론에서 코포가 제시한 통합적 창안 연극의

유형적 성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뜻이 맞는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으

로 합의된 목표를 향해 연극 실험을 하는 것, 연극의 개념을 배타적으로 재

정립하려고 하는 것, 연극과 배우의 신성함을 주장하는 것, 배우를 중심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배우로 하여금 자신의 모순

을 극복하는 연기 훈련을 감행하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작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완결 지점이 있다고 믿는 것10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

다도 그로토프스키가 운영한 ‘연극 실험실’은 기존의 연극에서 행하지 않았

던 것들을 배우들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시도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도발적인 실험들을 감행하면서도, 종국에는 배우들 사이의

친밀한 교감과 공동체 내의 응집된 통일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취하

였다.102) 이러한 점에서 그로토프스키가 시도한 연극은 통합적 창안 연극의

기본 양상을 따른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배우의 신체뿐 아니라 다

양한 표현 매체와 혼합되면서 형식적인 면에서 보다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

여준다. 이 시기에는 앞서 말한대로 코포의 제자인 르코크에게서 마임 교육

을 직접 받은 연극인들이 창안 연극의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디비에잇

피지컬 시어터, 트레슬 시어터와 무빙 픽쳐 마임 쇼, 컴플리시떼가 여기에

100) Magda Romanska, The Post-traumatic Theatre of Grotowski and Kantor:
History and Holocaust in 'Akropolis' and 'Dead Class', London: Anthem Press,

2012, pp. 67-69. 재인용.

101) Bruce Barton, "Mining "Turbulence": Authorship Through Direction in

Physically-Based Devised Theatre", op.cit., p. 140. 바튼은 그로토프스키 연극론의

핵심을 “훈련(discipline)”, “온전함(integrity)”, “정직함(honesty)”이라고 보았는데, 이

가운데 그로토프스키가 연극을 통해서 ‘온전함’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 점은 작품이 종

국에 이상적인 완결 지대에 이를 것을 지향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성격과 상통한

다.

102) Richard Schechner, "Exoduction", The Grotowski Sourcebook, ed. Richard
Schechn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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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103) 이 극단들은 배우의 신체 표현뿐 아니라 설치미술, 카메라, 영

사, 3D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와 혼합하여 표현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

다. 이 극단들은 이렇게 혼종적인(hybrid) 표현 매체의 성격에 집중하며 소

위 신체 연극(Physical Theatre)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정립시키기도 하였

다.104) 이와 같이 1980년대 영국 연극계에는 다수의 신체 연극 그룹들이 등

장하면서 이 시기 연극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였다.

컴플리시떼를 비롯하여 이상의 극단들은 평단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동시에 대중적인 성공까지 이루게 되면서 창안 연극이 하나의 각광을

받는 연극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극단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신체 연극’과 ‘창안 연극’이라고 칭해지는 독특한 현상을 동시에 구사하며

새로운 연극 조류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

에 의해 1980년대에 등장한 영국의 유수 창안 극단들은 현재 ‘창안 연극’의

대명사처럼 칭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류의 극단들은 어디까지나 통합적

창안 연극의 영역에서 코포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 형식을 개척하

고자 하는 특정한 개성을 지닌 창안 연극의 한 유형에 속한다.

이 극단들은 무대 위에서 혼종적인 표현 매체를 전면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표현 형식적 측면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의 외연을 보다 확장시킨다. 그럼에

도 여전히 이 극단들을 통합적 창안 연극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이 극단들은 배우를 창작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 두고 창작 과

정에서 어디까지나 배우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앙상블의 감각’을 강조한

다.105) 다만 이 극단들은 코포와 같이 배우들의 신체 연기 훈련만을 통해서

공동체 내의 앙상블을 창조하고자 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창작 그룹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앙상블을 창조하고자 노력한다. 이렇

게 ‘변형된 형태의 앙상블’106)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이 극단 역시 배우를 창

103)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160. 이 극단들의 설립자들은 모두 코

포가 정립한 모던 마임 식의 신체 훈련을 교육하는 자크 르코크 국제 연극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04) 딤프나 캘러리, 앞의 책, 13면. 캘러리는 신체 연극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명명된 것

은 영국의 디비에잇에 의해서라고 말하였다. 신체 연극은 흔히 서유럽에서는 르코크,

동유럽에서는 그로토프스키, 러시아에서는 체홉, 일본에서는 노 연극에 기원을 두어

형성된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105)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p. 178-179.
106)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 178. 이들은
컴플리시떼가 기존의 여느 창안 극단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앙상블을 추구하지는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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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중심에 두고 ‘작품’이라는 내적 범주를 고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의 양상을 계승한다.

작품 사례로 컴플리시떼가 2007년도에 발표한 <사라지는 숫자 A

Disappearing Number>를 들 수 있다.107) 이 작품은 수학자인 고드프레이

헤롤드 하디(Godfrey Harold Hardy)가 수필 형식으로 쓴 짧은 모음 글 책

 『어느 수학자의 변명 A Mathematician's Apology, 1940』108)을 토대로

극단 구성원들이 대본 작업부터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수학

의 진정함을 색채나 단어와 같이 조화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에서

찾는 하디의 철학을 무대의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듯 조화롭고 역

동적인 시각적 이미지들로 숫자들의 역학을 표현하였다. 평론가인 린 가드

너(Lyn Gardner)는 이 작품의 무대 이미지들이 마치 관객이 관람할 수 있

는 스포츠 경기처럼 일탈과 수렴을 반복하며 무한하게 지속되었다고 극찬하

였다.109) 이렇게 시종일관 다채로운 매체들을 활용한 표현이 시각화되지만

이 모든 이미지들은 작품이 함축하는 주제적 의미, ‘조화롭고 무한한 수학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향해 구심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작품의 내적 범주를

공고하게 고수한다. 이 작품에 시도되는 다양한 표현 형식들 역시 선형적인

의미를 구축하기를 거부하며 재료 자체의 물질성(materiality)을 제시하는 방

향을 취하는데 이러한 비선형적인 형식 재료들은 작품의 내적 범주를 공고

하게 확인시켜 주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작품에는 단단한 물질성으로 무장

한 표현 형식들이 끊임없이 쇄도하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현란하게 지속될

수록 관객은 기존 연극이 고수해 온 선형적 구조가 파괴되는 것을 목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작품’이라는 범주가 성립되는 것을 체험하

게 된다. 이렇게 컴플리시떼는 이렇게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비-관습적

인 양식을 드러내려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스타일 안에서 작품

의 배타적 구조를 고수하며 그 구조 안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통합시켜 작품

의 독자적 범주를 형성한다. 2015년도에 내한한 공연 <라이온보이>에서도

나 그 나름의 변형된 앙상블을 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107) 이 작품은 2007년도 영국에서 발표되어 2008년도에 ‘로렌스 올리비에 최고 신작 상

(Laurence Olivier Award for Best New Play)’을 수상한 바 있다.

http://www.complicite.org/productions/ADisappearingNumber

108) 고드프레이 헤롤드 하디, 『어느 수학자의 변명』, 정희성 역, 세시출판사, 2011.

109) Lyn Gardner, "A Disappearing Number", the guardian, 2008/10/17

http://www.theguardian.com/stage/2008/oct/17/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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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시떼는 상연 도중에 마치 공연을 연습하는 것만 같은 장면들을 연출

하여 보여주지만, 그것은 철저히 연습을 가장한 작품의 내적 장치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도 모든 표현 양식은 작품의 독자적

인 물질성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구사되기 때문이다.

※ 그림 2. <사라지는 숫자>110)

위의 작품을 대표 사례로 볼 때, 컴플리시떼의 경우 다양한 무대 표현들

을 중시하면서도 결국 통합적 창안 연극이라고 칭할 수 있 근거들이 있다.

우선 이 극단은 작품이 지닌 순수한 예술 본연의 배타적 가치에 공감하며

작품 내부에 이상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상정한다. 두 번째로

창작 그룹 내부의 존재들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공연 창작에 임하며 그들 간

의 앙상블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관객과의 관계에 있어 여전히 작품 내부

에서 환기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태도를 취한다.

Ⅲ. 태양 극단 : ‘통합적 창안 연극’의 발전적 구

현

1. 창작 과정

앞서 코포의 연극론을 토대로 한 통합적 창안 연극이 1960년대 이래 현재

110) 자료 출처 : 컴플리시떼 공식 홈페이지

http://www.complicite.org/productions/ADisappearing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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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계승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1964년도

에 창립된 프랑스의 태양 극단은 통합적 창안 극단으로서 두 지점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를 확보한다.111) 첫 번째는 이 극단이 그 어떠한 극단들보다도

코포의 이상적인 연극론을 철저하게 계승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태양 극

단은 르코크의 마임 교육을 직접 받은 창안 극단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한

1970~198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창안 극단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맥락이 있다.112) 르코크의 수업을 통해서 그녀는 신체가 연극의 모든

요소에 관여할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즉흥적 창작 과정에 중심을 둔 연기법과 공동 창작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런 만큼 태양 극단은 뉴 미디어적인 표현 매체보다는 배우의 신

체 자체를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앞서 논의한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체 연극 부류의 창안 극단들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보인다. 영국 중심의

신체 연극 부류의 극단들은 배우의 신체를 다양한 표현 매체와 혼합하는 표

현 양식을 탐구하였다면 태양 극단은 가부키, 노, 분라쿠 등 비서구적인 전

통을 지닌 연극적 양식을 배우의 신체 훈련에 접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증

진시키려 한다. 이러한 면에서 태양 극단은 신체 연극 부류의 창안 극단들

에 비해서 배우의 신체 자체에 집중한 코포의 연극적 정신을 보다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므누슈킨이 정신적으로 코포에게서 큰 영

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주목된 바 있다.113)

태양 극단이 통합적 창안 연극을 구사하는 극단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

지하는 두 번째 지점은 역설적이지만 이 극단이 코포가 말하는 통합성을 적

극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태양 극단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

에서 코포가 내세웠던 구심적 통합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하나는 창작

과정에서 배우들이 지닌 다양성을 최대한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다양성이

111) 태양 극단은 1964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므누슈킨과 필립 레오타르(Philippe

Léotard)를 포함한 아홉 명의 구성원이 함께 결성한 극단이다. 이들은 모두 자크 르

코크 연극 국제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이었다.

112) Judith Miller, op.cit., p. 19. 므누슈킨은 실제로 1966년도에서 1967년도까지 르코크

에게서 신체 연기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제도권 안에서 유일하게 받은 연

극 교육이었다.

113) Adrian Kiernander, Ariane Mnouchkine and the Théâtre du Soleil (Directors in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4. & Judith Miller,

Ariane Mnouchkine, London: Routledge, 200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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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는 순간을 최대한 유예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 운용의 측면

에서 최대한 다양한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태양 극단은 이렇게 다양성과 대중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코포가 주장한

통합성의 경향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극단 역시 통합

성을 지향한다.

1) 다양성의 강조

므누슈킨과 코포는 모두 배우 중심의 창안 연극을 추구하며 배우들과의

공동 창작을 중시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연출자의 통제 능력 또한 중시하는

역설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리차드 혼비(Richard Hornby)는 므누슈킨의 연

출자적 입지를 집중 조명하면서 그녀가 19세기 리얼리즘 연극 이래 정립되

어 온 연출자의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롭게 재정의 했다고 평가하였

다.114) 이러한 논의가 있을 만큼 므누슈킨은 배우들과의 공동 창작 가능성을

탐구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연출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해내고자 한 인

물로 평가받는다. 코포 역시 공동 창작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면서도 동시

에 유럽 연극계에 최초로 연출자라는 입지를 명백하게 각인시켜 준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는 코포가 연출자의 입지를 각인

시킨 사실에 주목하면서 1970년대 프랑스 극계에서는 코포가 시사했던 연출

자의 입지가 다시금 중요시되었다고도 평가한다.115) 이렇게 두 인물 모두 창

안 연극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연출자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함께 강조하였다. 이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 창작의 행위와 연출자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사이에는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인물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므누슈킨은 코포보다 배우들

과 연출자 사이의 공생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116) 이를

114) Richard Hornby, "Mnouchkine", The Hudson Review, Vol.65(3), 2012, p. 480.

115) Judith Miller, op.cit., p. 22.
116) 아리안느 므누슈킨, 『현재의 예술 : 태양극단의 아리안 므누슈킨과 평론가 파비안

느 파스코의 대화』, 신소영 역, 연극과 인간, 2013, 112면. “코포는 좀 지나치게 신이

라도 되는 양 행동했지만 배우들에게는 독재자처럼 행동했죠. [...] 코포는 배우의 이

러한 모든 것들을 밝혀 나가면서 글을 써 나가고, 써 나가고, 또 써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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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므누슈킨은 우선 배우들의 공동 창작 능력이 연출자의 권한에 의해 침

해받지 않고 최대한 풍부하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즉, 배우들로 하여금 창작의 모티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최대한

꺼내어 놓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코포가 배우들의 공동 창작 능력을 중요

한 요소로 발견하였음에도 막상 배우들의 능력보다는 연출자의 통솔 능력을

보다 우위에 둔 것에 비해 태양 극단은 배우들과 연출자 사이에 존립 가능

한 민주적인 관계 형성에 더욱 집중한다. 더 나아가서 므누슈킨은 배우와

연출자뿐 아니라 극단 내부의 창작자들과 관객들의 관계 또한 민주적인 관

계가 될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취하는 태양 극단은 통합적 창안

연극을 계승하면서도 코포에게서 포착 가능했던 통합적 창안 연극의 위계

구도로 인한 한계점들을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태양 극단이 이렇게 연출자와 배우, 그리고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민주적

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하나

는 이 극단이 처한 196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므누슈

킨 개인이 지닌 연극적 이상에서이다.

우선 태양 극단이 창단되던 당시인 1960년대는 소위 ‘운 좋은 소수(the

Lucky Few)’117)라고 불리는 세대가 출현한 시기였다. ‘운 좋은 소수’란 종전

이후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자라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청년이 된 세

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사회, 문화

적 움직임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1968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반

대하는 시위운동을 하며 두각을 드러내었고 그 정신을 이어 1969년도에는

록 음악을 기반으로 한 축제인 ‘우드스탁 페스티벌(The Woodstock Music

and Art Fair)’118)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은 히피 문화, 록 음악 등 기

성 고급예술에 대항하는 저항 문화층을 형성하면서 반전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을 추진한 세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1960년대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정신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 가두어진 이

117) Elwood Carlson, The Lucky Few: between the greatest generation and the baby
boom, Dordrecht: London: Springer, 2008. 1960년대에 청년 문화를 형성한 세대를

‘운 좋은 소수’, 혹은 ‘침묵의 세대(the Silent Generation)’라고 칭한다.

118) 1969/8/15-1969/8/17, 뉴욕에서 개최된 음악 페스티벌이다. 록 음악을 기반으로 평

화와 반전을 외치는 젊은 히피족들이 중심이 되어 모였다. 이는 1960년대 사회, 문화

적 경향을 단적으로 가시화시켜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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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아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의 권리와 공존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의를 형성하였

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율권과 공동체 의식이 동시에 발전하며 참여와 평등

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상하게 되었다.119)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가 공연예술에도 유입되어 개인의 자율권과 공동체

의식이 동시에 고취될 수 있는 창작 방법론인 창안 연극이 본격적으로 발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창안 연극이라는 용어가 명

명되기 이전에 그 현상이 출현하게 된 정신적인 기원을 코포의 연극론에서

찾았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혔듯이 ‘창안 연극’이라는 용어가 명명되고 공동

창작 방법론이 직접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1960년대에 부상한 새로운 공동체주의가 곧 창안 연

극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공연 현상을 표면적으로 부상시키는 데 일조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태양 극단은 배우들과 연출자 개개인의 다양성과 함

께 이들이 통합될 수 있는 공동체성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이 시기에 형성

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의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120)

두 번째로 태양 극단이 연출자와 배우,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민주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므누슈킨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연극적 이

상과 함께 논할 수 있다. 므누슈킨은 연극의 가치를 ‘다양성’이라는 가치로

부터 찾는다. 그녀에게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연극의 본질을 증명하는 중요

한 개념으로 존재한다. 므누슈킨은 코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시대의

119) Tom Hayden, The long sixties : from 1960 to Barack Obama,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9, p. 11. 종전 이후 1960년대에 대두한 이러한 사회 현상은 세계대전

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톰 헤이든(Tom

Hayden)은 이 시기를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유례없이 충돌을 빚지 않고 평행하게

공존하는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이만큼 개인적인 목소리가 공동체의 힘과 합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청년들의 문화 운동이 비로소 기성의 주류 문화를 흔들 수 있을 정도

로 파급력이 강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헤이든은 또한 이러한 현상을 ‘자기-

구축(self-cultivation)’, ‘자기-연출(self-direc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이 시기

를 새로운 민주주의가 부흥한 시기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Tom Hayden, The Port Huron Statement: The Visionary Call of the 1960s
Revolution, Public Affairs, 2005.

120) Irving Wardle, "Equal, but not Identical" (1971), Collaborative Theatre: Le
Théâtre du Soleil (Theatre Studies), ed. David Williams, London: Routledge, 1998,
p. 27. 태양극단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추구되는 ‘동등함’의 가치와 저마다 다른 개

인들로서 가지는 ‘동일하지 않음’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중시하며, 공동체주의와 개인

주의의 공존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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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 상업주의에 물들었다고 비판하며 연극의 쇄신을 주장하는데 연극을

쇄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코포와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한다. 코포는

당대 연극의 장식성을 제거함으로써 연극의 쇄신을 꾀하였다면, 므누슈킨은

기존의 관습적인 연극의 편협성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연극을 쇄신하고자 한

다. 따라서 코포는 연극의 시작점을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텅 빈 상태

로 최소화시키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므누슈킨은 연극의 능력치를 최대로

확장시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 두 인물이 이상적인 연극으

로 인식하는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코포는 당대의 퇴락한 관습을 버리고

연극의 정신적 원류를 회복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시대 비극과 디오니소스

제의와 같이 서구 연극사의 기원이 되는 정신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반면

므누슈킨은 이러한 서구 연극의 원류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한 번도 서구 연

극에 소개된 적 없는 비서구 연극에서도 연극의 이상을 찾는다.121) 그녀는

특히 동양 연극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는다.122) 므누슈킨은 이렇게 기존에 접

해보지 못한 다양한 세계의 연극적 원천을 만나는 일을 자신의 연극관을 형

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다.123)

이렇게 므누슈킨은 연극의 쇄신을 꿈꾸며 이상적인 연극의 덕목으로 다양

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자세가 태양

극단으로 하여금 공연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적 창안 연극의 맥락에서 볼 때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논쟁적으로 조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코포는 공동 창작방식을 통해 다

121)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22면. 그렇다고 하여 므누슈킨이 서구 연극의 전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므누슈킨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내재된 연극 탄

생의 정신 또한 연극 창작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는다.

122) Judith Miller, op.cit., p. 15. 재인용. 파리에서 공연된 발리 춤과 인도의 카타칼리

공연을 보고 동양 연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962년도에는 직접 분라쿠, 노, 가

부키 공연을 보기 위해 일본 및 여러 동양 국가들로 연극 순례를 떠났다. 그녀는 파

비엔느 파스코(Fabienne Pascaud)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양 연극으로부터 받은

영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원하는 것도 없었는

데, 나는 내가 보는 것, 사는 것의 전체 방향을 바꿀 정도의 보물을 모으고 있었다.

Without knowing it, without even wanting it, I was amassing the treasure that

would change my entire way of seeing, of living.”

123) 그녀는 태양 극단의 배우들에게 세계 연극의 다양한 원천을 접하게 하기 위해 1989

년도 이래 지금까지 ‘ARTA’라는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매 년 4주 가량의 워크

숍을 진행해 왔다. ARTA는 서구 연극을 넘어서는 다양한 연극의 전통과 역사를 이

해하기 위해 설립된 배우 훈련 양성 기관이다. ARTA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 참

고. http://artacartoucherie.com/en/arta/who-w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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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배우들로 하여금 즉흥적인 창작 능력을 발현하게 하되 이 다양한 재료

들로부터 시종 일관 앙상블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노력하였기 때문

이다. 그러나 태양 극단의 경우에는 창작 과정 기간 대부분을 배우들의 앙

상블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발로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즉 태양 극단은 배우들의 공동 작업을 중심으로 창작 과정을 이끌

지만, 그 기간 동안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 효과보다는 다양하고 이질

적인 효과들에 더욱 집중한다. 이러한 점에서 므누슈킨은 태양 극단의 작품

이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의 결론적인 의미로 비평 내지 분석되는 것에 대하

여 극도로 불편함을 드러낸다.124) 애드리안 키어낸더(Adrian Kiernand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양 극단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의 여정(a journey

into the unknown)”을 경험하기 위하여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시한

다.125) 따라서 이 극단이 지향하는 다양성의 특질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품

의 결과물보다는 창작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앞서 므누슈킨

이 유독 태양 극단의 작품을 결과적으로 의미 지우는 작업에 불편함을 드러

낸 이유는 그들이 지향하는 연극이 창작 과정에 중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면에서 태양 극단이 구체적인 창작 과정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운

영하는가를 논의하려 한다. 이에 관해서는 태양 극단의 배우인 뒤로지에와

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와 <하루살이들>에서

태양 극단이 어떠한 창작 과정을 거치는지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개하

겠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두 작품에서만이 아니라 태양 극단이 전반

적인 작품 창작을 할 때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시하는 창작 과정은 크

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태양 극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작품을 구상하기 위하여

124) 이선형, 「실험과 배반의 진실한 무대를 꿈꾸는 ‘태양극단’」, 『공연과 이론』 겨울

7호, 공연과 이론을 위한모임, 2002, 101면. <제방의 북소리> 내한 공연 이후 관객과

의 대화에서 므누슈킨은 이 작품에서 페미니즘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답하였다. “[...]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요? [...] 어느 누구를, 어떤 작품을

하나의 이론이나 주의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데니스 바블렛(Denis Bablet)

과의 인터뷰에서도 바블렛이 그녀에게 스스로를 맑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므누슈킨은 이러한 잣대를 그녀에게 들이대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Denis Bablet, "Towards a New Form", (1974), Collaborative Theatre: Le Théâtre
du Soleil (Theatre Studies), ed., David Williams, Routledge, 1998, p. 53.

125) Adrian Kiernander, op.cit.,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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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므누슈킨은 무대에 “진짜 경

험”126)을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 수집이라는 거대한 작업”127)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로지에에 따르면 최초의 작품 모티프는 보통 므누슈

킨에 의해서 제안되는데, 이 최초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모든 배우

들은 각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모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중시하

는 자료란 기사나 책을 통해서가 아닌 경험이나 장면을 통한 것이다. 즉 이

들은 정보가 아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자

료 조사를 하는 것을 중시한다.128)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들

은 매일 오전 8시 30분에 모두 모여 각자 자유롭게 작품 구상에 관련된 이

야기를 나눈다. 이 자리에는 배우뿐 아니라 연출자, 음악 연주자, 무대 스텝

들 모두가 모인다. 이들은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눈 후에 무대로 가서 즉흥

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다. 이들에게 들어주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모

든 것이 그 어떠한 합의도 없이 즉흥에서부터 발전될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

다.129) 말하기의 능력보다도 듣기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저항하고 싶

126)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

에는 “진짜 경험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127)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97면.

128)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에는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를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작품

은 난민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양한 난민들에 관해서 리서치

를 했다. 정말 많은 난민 텐트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어떠한 정

보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장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

떠한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리서치를 했다. 내가 상가뜨(Sangatte)라는 난민 텐트

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2000명이 넘게 모여 있는 텐트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흥분시키기 시작했다.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

는 난민이고, 이것 좀 봐라. 이게 내 집이다. 이라크에서는 다섯 대의 TV가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았다. 그 후 어느 날 연습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처럼 옷을 입었다. 그 사람처럼 검은 수염을 달고, 배를 크게 만들

었다. 수건을 목에 걸고 슬리퍼를 신으면서 고함을 치면서 무대에 들어왔다. 그것이

이 연극의 하나의 인물이 되었다. 그가 나를 부른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내 주위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라크인을 연기할 수 있었다. ‘티모’라는 이름이었다.

배역은 이런 식으로 나를 키워나가는 것 같다.”

129)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에 : 한 사람이 한 가운데 들어가서 즉흥을 해보고, 어떨 때에는 번갈아가면서

사람들을 바꾸어 가며 상대와 즉흥을 하고, 그룹을 지어서 즉흥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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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하지 않기”130) 위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최대

한 다양한 창작 가능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시한다.

세 번째는 즉흥적인 장면 창작을 시도하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시

도를 해 보는 것이다. 이들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즉흥극을

시도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즉흥극을 하는 것이

다.131) 배우들은 각자 자유로운 연기를 하되 최대한 세부적으로 장면을 구현

해 보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도가 축적될 때 다양한 장면들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력이 수집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매일 매일 연습한 장면들을 빠짐없이 영상물로 기록해

둠으로써 다양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132) 뒤로지에가 말한 대로

제안에 대한 발전을 시작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

정. 시간이 들더라도 서로를 기다려주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공동 창작의 작업이

있다. 모든 타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어야 했다. 어떨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도 모두 들어주어야 했다. 우리는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연극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가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

야 한다. 그런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태양 극단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예술가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에는 ‘저항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고 싶은 순간이 너무도 많지

만. 왜냐하면 이것은 다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아내는 일이 더욱 중

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에고와 성격을 옆에 두고

일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굉장히 길고, 두려웠다.

130) 각주 129의 인터뷰 내용 중 작은 인용 부호 ‘’ 부분 참고.

131)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에 : 그럼 여기에서 배우는 과연 무엇을 할까? 우리는 다 같이 여기에서 하나

의 역사를 찾고 있다. 작은 시나리오지만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는 배

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역을 연기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배우로서의 역할과 공동 창작을 함께 하는 역할이. 다 같이 들어

주고, 찾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배우의 디테일을 찾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겠다.

<하루살이들>에 나오는 나의 대사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

이 살았던 대사가 나온다.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다. 물론 다시 그 이야

기는 다른 여행을 하는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그 이야기는 나에게 내면적인 이

야기였다. 누구나가 잃어버린 듯한 것에 대한 내면적인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품들을 준비해야만 했다. 매우 넓은 공간이었

는데, 그곳에 모든 소품들을 매우 구체적인 장소에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놓아서 넘칠 지경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연습이 가장 초기에 이

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즉흥적인 것이지만, 무대 소품이나 배우의 연기 구현은 매우

디테일하게 한다. 우리는 즉흥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132)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에 : 자, 그 다음에는 저녁 시간이 왔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 날 우리가 한 연



- 53 -

이들은 “창작 과정에서 그 어떠한 기댈만한 흔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

문”133)에 매일의 기록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대본이나 인물 설정 등 이

들 작품에는 그 어떠한 선재하는 요소도 없기에 이들은 기록을 필요로 한

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들이 있기에 다양하게 시도해 본 즉흥적 장면들이

보다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이상의 뒤로지에의 인터뷰 내용을 볼 때, 태양 극단이 하나의 작품을 창

작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정리

하면 수많은 자료 조사, 상대방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기, 다양하고 구체

적인 즉흥, 모든 연습의 영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양한 배우들로 하여금 각자가 지닌 창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

기 위해 약속된 것들이다. 뒤로지에는 태양 극단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작품

을 공동으로 창작할 때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고 말하

였다. 물론 그들이 창작의 지점을 발견하는 계기와 상황들은 매 작품에서

다르게 생성될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뒤로지에가 말하듯 위와 같은 과정

을 겪으면서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태도는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즉흥성과 상상력, 잠재력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것”134)이다.

2) ‘마술적 순간’에 의한 통합

이렇게 므누슈킨은 배우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창작 과정

습의 장면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놓는다. 그래서 한두 달 후에 우리가 예전의

연습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돌려 볼 수 있게끔 만든다.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을 모니

터링하면서 아리안느가 가장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면, 그녀는 그 장면을 우리에

게 완전히 똑같이 재연해 줄 것을 바랬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일의 연습을 영상으

로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는 ‘창작 과정에서 그 어떠한 기댈만한 흔적도 가지

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으로 연습 과정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을 필요로 했다.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 작품 당 평균

400개에서 500개에 달하는 기록물들이 나왔다. 한 사람은 매일 매일 연습 과정을 기

록하는 일만 했다. 이러한 기록들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아리안느가 찾아내었고, 그리

고 난 후에는 선택된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한 장면과 장면, 상황과 상황들을 엮어가면서 조금씩 구조적인 것들을 만

들어나가기 시작했다.

133) 각주 132의 인터뷰 내용 중 작은 인용 부호 ‘’ 부분 참고.

134) 2015/12/2,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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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 감으로써 코포에 비하여 배우들과의 공생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

로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므누슈킨은 “우리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we're equal, but not identical”135)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저마다 동등한 입

장에서 제각기 다른 창작의 특성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므누슈킨은 배우들이 지닌 다양한 창조적 역량과 함께

자신이 연출자로서 지닌 역량 또한 동등한 정도로 중시한다. 연구자가 진행

한 인터뷰에서도 뒤로지에는 므누슈킨이 앞서 말한 방법대로 배우들의 다양

성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작품의 최초 모티프를 제안하는 것과 최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녀 자신이 직접 한다고 말하였다.136) 므누슈킨은

태양 극단의 공동 창작 과정이 모든 이가 모든 것에 관계하는 식으로 진행

되며, 단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afterwards)”137) 연출자로서의

결정을 한다고 말한다. 즉 므누슈킨은 연출자의 결정력을 발휘하되 이를 늘

무언가의 ‘이후에’ 둠으로써 배우들이 구사하는 다양성을 보다 존중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녀는 대본 해석 작업에 있어서도 많은 연출자들이

실제의 연출 작업 ‘이전에(before)’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적는다고 지적하며,

자신은 작품들의 대사를 모두 녹음한 ‘이후에’ 그것을 적는 순서로 대본 해

석 작업을 진행한다.138)

이렇게 므누슈킨은 최종의 순간에 연출자로서의 결정을 내리고자 하기 때

문에 태양 극단은 매우 긴 연습 기간을 갖는다. 뒤로지에에 따르면 태양 극

단은 보통 1년의 시간을 연습에 투자하고, 그 다음 해에 관객에게 공연을

선보여 반응이 좋으면 최대 1년 정도의 공연 기간을 갖는다.139) 이는 연출자

가 배우들로 하여금 충분한 즉흥을 하게 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결정을 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배우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극단이 이토록 긴 연습 과정을 거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

135) Irving Wardle, "Equal, but not Identical", op.cit., p. 27.

136) 2015/12/2,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에 : 우리는 이렇게 배우들이 즉흥을 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러나 작품에 있어 최초의 모티프 제안과 최후의 결정은 반드시 아리안느가 한다.

137) Adrian Kiernander, op.cit., p. 12. 재인용.
138) Emile Copfermann, op.cit., p. 20.

139)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 Adrian Kiernander, op.cit., p. 21. 키어낸더에 따르면 태양 극단이 공연 연습을 하

는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에서 가장 길게는 18개월까지 걸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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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출자가 결국 이 모든 재료들이 하나의 완성된 상태로 수렴될 수 있다

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 극단은 연습 기간을 길게 가지는 만큼 완성

도 있는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다고 믿는다. 뒤로지에가 “관객에게

70번째의 리허설을 보여주기 보다는 첫 번째의 완성도 있는 공연을 보여주

기 위해서”140) 이토록 긴 연습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한 점이 이 사실

을 뒷받침해 준다. 므누슈킨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아도 이 극단은 결

국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시각을 공유하는 창조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최종 제작에서는 관점들의 다양성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의 시기에]

작품은 하나의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해석을 지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We don't often make use of diversity of perspectives in the

final production. The production is created by a number of people sharing an

identical point of view but in several interpretations.141)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 극단의 공연 창작 과정은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즉

흥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국 하나의 구심적인 통합 지점으로 수렴되는 방향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므누슈킨이 스스로 연출자의 역할을 지시하며

‘통합(synthesi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코퍼만

과의 인터뷰에서 므누슈킨은 연출자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

의 즉흥을 다른 것과 연계하면서 통합을 찾는 것 searching for synthesis:

articulating one improvisation with another”이라고 하였다.142) 태양 극단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상태란 밀러가 말한 것과 같이 “개인과 집단적인 삶”

이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이다.143)

그런데 과연 이 두 영역이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

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코퍼만은 이를 “다소 낭만적이고 유

토피아적인 태도 rather romantic and utopian attitude”라고 보았고,144) 데니

스 바블렛(Denis Bablet) 역시 코퍼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였다.145) 이에

140)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141) Emile Copfermann, op.cit., p. 19.

142) Ibid., p. 20.

143) Judith Miller, op.cit., p. 27
144) Emile Copfermann, op.cit.,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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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으로 므누슈킨은 개인과 집단의 힘은 공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

들이 동시에 증강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두 영역이 공존의 상태를 넘어서 함께 증강될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

를 보면 므누슈킨이 지닌 연극의 지향점은 코포가 주장한 ‘역동적 부동성’의

상태와 접맥되는 지점이 있다. 앞서 코포가 주장한 ‘역동적 부동성’이란 배

우의 신체와 정신 사이의 통합뿐 아니라 연극과 현실 사이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하면서, 이는 기존에 불합하고 충돌하던 힘들을 상호 의존적

인 관계로 재편하여 통합에 이르게 하는 힘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힘의 원

리는 므누슈킨이 지향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닮음과 다름(similarity

and difference)” 사이를 통합케 하는 힘의 원리와 상통한다. 므누슈킨은 배

우들과 연출자가 그 누구도 우선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근거를 두는(predicate each other)” 상태에 이를 것을 지향한다.146)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뒤로지에가 들려준 다음의 일화를 들 수 있다. 뒤로

지에는 <터무니없는 희망의 난파 Les Naufragés du Fol Espoir, 2010>라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중에 있던 일화를 소개해 주었다.147) 이 작품을 준비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배역을 창조하기 위해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한 시기

가 있었다고 한다. 므누슈킨 역시 이 배역에 대해 어떠한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시기에 뒤로지에가 무심코 무대에 올라갔을 때 므

누슈킨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를 극중 배역의 이름으로 부르며 연주자에게

목신의 피아노를 쳐 달라고 하였다. 그 순간 연주자 장 자끄 르메트르

(Jean-Jacques Lemêtre)가 즉흥적인 음악을 연주했고 그 음악에 맞추어 뒤

로지에는 목신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어떠한 계획을 세

우지 않았음에도 그 순간에 ‘장’이라는 이름을 지닌 극중 인물을 찾아내게

되었다. 뒤로지에는 이렇게 연출자, 배우, 연주자가 함께 계획되지 않은 순

간에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낸 경험을 떠올리며 이를 “마술적 순간”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뒤로지에는 이러한 ‘마술적 순간’은 단지 아무 것도 없

었던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순간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배우들과 연

출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누구에

145) Denis Bablet, op.cit., p. 57.

146) Ralph Yarrow, op.cit., pp. 4-7.
147)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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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도 아닌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무심결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는

순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뒤로지에는 태양 극단이 공연 창작 과정에서 결국 이 순간이 도래하기만

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순간이 오면 그저 완벽하게 모든 충돌들

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148) 이렇게 기존에 불합하던

것들이 보다 초월적인 지대에 이르러 통합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순간이라

는 점에서 태양 극단이 지향하는 ‘마술적 순간’이란 코포가 주장한 ‘역동적

부동성’의 상태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뒤로지에의 말처럼 ‘마술적

순간’이 도래하면 연출자와 배우, 연주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의

창조적 상태를 함께 만들어낸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역동적 부동성’이 도래

함으로써 구현되는 상호 의존적인 일체화의 상태와 상통한다. 이렇게 ‘역동

적 부동성’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마술적 순간’을 작품의 지향점으로 삼고, 이

를 향해 여타의 창작 에너지를 통합시켜 나가는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태

양 극단은 코포와 동일한 맥락을 공유한다.

여기에서 코포와 태양 극단 모두가 창작 과정에서 구심적 통합점으로 삼

는 ‘역동적 부동성’과 ‘마술적 순간’은 모두 연극이 신성한 경지에 이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므누슈킨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배우들을

작품 속의 배역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문을 세 번 치는 행위를 한다. 이 역시 그녀가 스스

로 공연 작품에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들이다. 므누슈킨이

인터뷰에서 “연극은 마술의 예술”이라는 표현에 동조를 표한 것, 그녀가 연

극에 대해 가진 철학을 “나는 경이로움(wonder)을 믿는다.”라는 한 문장으

로 표현한 것 역시 연극이 지닐 수 있는 신성함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149)

3) 통합성을 지향하는 다양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태양 극단의 창작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이질적인 힘

을 공존케 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최대한 다양한 창작의

에너지를 발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동시에 이 다양

148)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149)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21-23면. & Judith Miller, op.cit.,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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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너지가 최후의 순간에 통합의 지점에 다다를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연 창작 과정을 통해서 태양 극단은 ‘개인과 집단적인 삶’ 모두를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극단이 중시한 다양성이 결국

‘마술적 순간’에 의해 통합적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을 보면 다양성과 통합성

은 평행한 공존의 형태로 관계 맺기보다는 ‘통합성을 지향하는 다양성’의 형

태로 구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 극단이 창작 과정에서 구사하는 통합성을 지향하는 다양성은 이 극

단이 만드는 작품의 성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창단 4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도 카르투슈리(Cartoucherie)에서 발표한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

를 사례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겠다. 이 작품은 프랑스 난민 기지인 상가

뜨(Sangatte)에 모여든 세계 각국의 이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태양 극단

은 이 작품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1975년도에 <황금시대 L'Age d'Or>라

는 작품에서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150)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

소>는 이야기의 범위를 한 차원 더 확장하여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주민

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작품에서 다양한 국적을 지닌 이주민들이 상가트

에 모여드는 이유는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이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

해서이다. 이 작품은 서로 각기 다른 목적과 사연을 가지고 잠시 한 장소에

모여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한데 다룬다. 이 작품에서뿐 아니라

태양 극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민족 문화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어왔다. 이렇게 작품의 소재적 차원에서부터 태양 극단은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관심을 두어 왔다.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

기 위해서 태양 극단의 단원들은 18개월 동안 직접 프랑스에 있는 상가뜨

난민촌뿐 아니라 호주의 시드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인도네시아의 난민촌

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하였다.151) 이러

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태양 극단이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표현하고자 얼

마나 노력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게 된 데에

150) <황금시대>는 실제로 1973년도에서 1974년도까지 프랑스 나폴리 지역에서 전염병

이 확산되었을 때 탄광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151) McEvoy, William, "Finding the balance: writing and performing ethics in

Théâtre du Soleil's 'Le Dernier Caravansérail'", New Theatre Quarterly, Vol. 22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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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말한 태양 극단의 창작방식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극단은 참여자들 가운데 그 누구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할 것

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료 수

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떠한 소재도 다른 소재에 비해 경

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로 임하기에 수많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작품의

재료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최대한 다양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창작에 이른 이 작품

의 상연 시간은 일곱 시간에 달한다. “잔인한 강(Le Fleuve Cruel)”, “기원들

과 운명들(Origines et Destins)”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1부와 2부는 각각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여덟 개의 이야

기들은 모두 한 번에 제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제시된

다. 따라서 각 부에 해당하는 챕터의 수는 25개씩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일곱 시간 동안 50개에 달하는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식으

로 보여준다.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알제리, 스페인, 아

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라크 등에서 유럽 각국 및 호주 등 서

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잠시 상가뜨 지역으로 몰려든 사람들이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각기 다른 유형의 이동로를 지닌 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자이크 식으로 나열하여 보여주는 이 작품은 태

양 극단의 단원들이 접한 난민들 이야기의 총체를 표현해내려는 의지를 드

러낸다. 작품의 내용적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시야를 열어놓고자 하는 이 작

품은 구조적 차원에서도 다양성을 최대한 구현하려 노력한다. <황금시대>

에서는 이야기를 이끄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였다면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 없이 다채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직조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황금시대>의 공연 소개 글에 쓰

인 표현 가운데 “세계들의 모자이크(mosaic of worlds)”152)를 보여주고자 하

는 의도가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다.

152) the Théâtre du Soleil, "A Serene and Violent Celebration: A statement of

intent", Collaborative Theatre: Le Théâtre du Soleil (Theatre Studies), ed., David
Williams, Routledge, 199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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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 등장하는 난민들의 이동 경로153)

김윤철은 초연 당시 카르투슈리에서 이 작품을 관극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첫 장면에서 연출된 이미지를 극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미지가 긴 상연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되풀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작

품 전체에 배치된 다채로운 표현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54) 그러나

마이클 파인골드(Michael Feingold)는 2005년도 뉴욕에서 ‘링컨센터 축제

(Lincoln Center Festival)’의 프로그램으로 상연된 이 작품을 보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였다.155) 그는 끊임없이 쇄도하는 이미지의 나열들뿐 아니라 아프

간, 이라크, 이란, 쿠르드, 체첸, 러시아 등 너무 다양한 국적을 지닌 인물들

과 함께 기독교 극단주의자들,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등 지

나치게 다른 범위에 있는 인물들을 한데 제시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관객이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를 회의적으로 질문하였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이

루어지는 수많은 이미지들의 짤막한 묘사들 가운데 정말로 각인이 되는 순

153) 자료 출처 :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 공연 DVD 프로그램 책자 중(中).

154) 김윤철, 「프랑스 태양극단 므누쉬킨의 신작 <<마지막 캬라반 숙소>>, ‘마리오넷

국제연극제 비엔날레’」, 『연극비평』, 30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03, 235면.

155) Michael Feingold , "Escape From Drama", Village Voice, Tuesday, July 19, 2005.

http://www.villagevoice.com/arts/escape-from-drama-71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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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있었는가를 의문시하였다. 피터 막스(Peter Marks)도 파인골드와 비슷

한 반응을 보이며 이 작품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

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156)

이 두 비평가는 모두 이 작품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소재

를 다룸으로써 관객에게 인내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

이 관객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가지게 한 데에는 단지 다양함을 소화해야 하

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 이 작품에서 구사되는 다양한 재료들은 단지 다

양성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관된 주제 의식을 향해 방향성

을 만드는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이야기 소재들과 이미

지 재료들이 결국 작품 내적 영역에 국한된 주제 의식으로 통합 수렴되는

이상 관객은 이 모든 재료들을 자유로운 상태로 관망할 수 없게 된다. 이

작품에서 구사되는 다양성이 관객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요하는 이유에는 이

러한 심층적인 맥락이 내재되어 있다. 즉 이 작품에서 요구되는 인내심이란

다양성 그 자체로 인한 것이기 보다 하나의 지점을 향해 통합 수렴되는 구

조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제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이 논지를 작품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가뜨에서 난민들을 구호해 주는 간호사와 다쳐놓고서도 전혀 자기

의 상태를 걱정하지 않는 난민들의 이야기, 보수적인 사회에서 자유연애를

꿈꾸다가 극형에 처해지는 아프가니스탄의 연인들의 이야기, 난민촌에서 몰

래 젊은 여자의 몸을 사고파는 이야기, 국경 지대에서 돈을 지불한 사람만

을 통과시켜 주는 장면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들 사이사이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인물의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

는 다양한 이야기와 장면들에는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된 수많은 인간들의 상

황과 심경이 소묘되어 있는데 이 모든 다양한 재료들은 결국 하나의 보편적

인 상태를 드러낸다. 그것은 ‘떠나온 곳에도, 그리고 떠나갈 곳에도 발붙이

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상태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는 이야

기의 파편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주제 의식으로 통합되기에 관객은 일곱

시간동안 무수한 창작의 재료들이 제시되는 것을 감내하는 것을 넘어서 이

156) Peter Marks, "Mnouchkine's Exhaustive Epic of the Uprooted",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Tuesday, July 26, 2005.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7/25/AR2005072501659.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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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료들을 포섭하는 작품의 일관된 구조에 동참해야 하는 노력을 요구

받는다. 이 작품은 선형적인 구조가 아닌 파편화된 모자이크 식의 구조를

취하지만 결국에는 작품 속의 모든 파편들이 작품 속의 통일된 지점을 지향

하며 완결된 구조로 통합된다.

이렇게 작품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이미지와 이야기 재료들이 결국 하나의

총체적인 구조를 향하여 통합되는 방향성을 취하는 것은 이들이 취하는 창

작 과정의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최대한 다양한 표현을 장려함으로써

민주적인 표현 능력을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그 다양한 재료들을 통합

수렴시켜 통솔하는 능력 또한 중시하는 이들의 창작방식이 작품의 성격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관객은 마치 자유로운 관극을 허락받은 듯하면

서도 그와 동시에 결국 작품의 질서에 의해 제압 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다양성과 통합성이 이상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태양 극단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통용되는 믿음이지만, 이러한 믿음이 관

객에게까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공존케 하고자 하는 의

지는 오히려 더욱 강한 강요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파인골드가 지나치게 다양한 영역에 있는 인물들을 함께 출현시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결국 하나의

틀로 구조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다양성과 통합성을 이상적으로 공존케 하고자 하는 태양 극단의 창

작방식은 비단 관객뿐 아니라 창작 그룹 내부 영역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므누슈킨은 이러한 극단 내에서 그들만의 창작방식

이 유발하는 인내심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을 떠나가는 배우들을 향

해 자주 심적인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157) 그녀는 여러 인터뷰

에서 배우들이 극단을 떠났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매우 자

주 언급을 한다.158)

그러나 태양 극단이 ‘통합성을 지향하는 다양성’을 구사하는 태도는 작품

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2006년도 카르투슈리

에서 발표한 <하루살이들>의 경우에는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보다 다

양성이라는 가치 자체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에

157) Adrian Kiernander, op.cit., pp. 12-13.
158)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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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양성이 통합성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태양 극단

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다양성이라는 가치 자체를 더욱 존중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태양 극단은 대부분의 경우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와 같이 사회, 문

화 혹은 정치적인 이슈 등과 같이 이들이 처한 시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외부 현실로부터 이야기의 소재를 끌어낸다. 이에 비해서 <하루살이들>은

배우들의 사적인 이야기에서 작품의 소재를 취한 유일한 작품이다.159) 이 작

품은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를 비롯한 태양 극단의 여느 작품들에 비해

매우 사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의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작품의 내용은

단지 개인의 미시적인 심리를 조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개인

의 사적인 영역조차도 태양 극단 특유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공존시키는 방

식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조명되는 개개인의 심리와 이야기들

은 작품 전체의 거시적인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를테면 1부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엄마의 장례를 막 치르고 온 여자

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을 파는 이야기는 2부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엄마

의 유언장을 받고 엄마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을 찾는 이야기와 연결된다.

그리고 1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집을 구매했던 남자는 이제 막 딸아이

를 출산한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2부에서는 부인과 이혼하

고 그 딸아이를 형식적으로 만나러 가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 관객은

공연이 1부에서 2부로 흘러감에 따라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서로 다른 풍

경으로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제시되는 각 에피소드는 보통 두 개에서 네 개의 장면으로 그

159) 2015/12/2,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에 : 매 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과정, 길이 다르다. 항상 똑같은 집단 창작이라

고 하더라도. 모든 스펙터클마다 발견해내는 지점이 있다. <하루살이들>은 굉장히 희

한한 작품이다. 그 작품은 우리들을 굉장히 많이 놀라게 한 작품이다. 보통 우리는 세

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이 작품에는 매

우 내면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한 스펙터클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아리안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지구가 유성에 부딪혀서 우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떨까?’ 배우들은 이렇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이후의 존

재가 인간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

우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태양 극단의

작업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태양 극단은 통상적으로는 세상이 돌아가

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품은 배우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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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는데, 각 장면들은 다른 에피소드의 장면들과 뒤죽박죽 섞여서 제시된

다. 각 장면들마다 시간의 간극은 존재하지만, 장면의 흐름은 모두 시간의

선후관계에 입각하여 제시된다. 그리고 에피소드들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행복이나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은

아무런 해결 지점 없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먼

저 발전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성전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늘 혼자 심

심하게 집에 있다가 이웃집에 사는 성전환자와 친구가 되는 이야기이다. 이

에피소드는 세 개의 장면으로 제시되는데, 처음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성전

환자인 인물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아버지도

이 이웃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발전된다.

이와 달리 아무런 해결점 없이 지속적인 상태만을 제시하는 에피소드로

가엘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아버지에게서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교통사고

로 죽고 만 엄마를 둔 가엘의 이야기는 세 개의 장면으로 제시된다. 먼저

가엘이 아빠에게서 폭행당한 엄마를 위로하는 장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

하고 엄마 친구에게 맡겨진 가엘이 처음으로 행복한 보살핌 속에서 잠이 드

는 장면, 그리고 성장하여 남편에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역으로

주면서 사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 에피소드는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이 그

어떠한 발전이나 전환도 맞이하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상태만을 보여준

다.

이렇게 각 에피소드들마다 전개되는 서사의 구조는 다르지만, 이 모든 에

피소드들은 한데 총화를 이루어 모두 ‘인간의 예측할 수 없는 희로애락’이라

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낸다. 최초에 이 작품의 창작을 시작하

게 했던 질문이 ‘만일 지구상의 모든 것이 소멸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일 정도로 거시적인 차원을 품은 것인 만큼,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들 역시 순간순간 개별적인 파편들로 제시되는 것 같지만, 이 파편들을 전

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매우 거시적인 형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관객은 다수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한 장면 장면들을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이 장면들은 그저 미시적인 파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

국 환희와 고통, 상실과 위로 사이의 어딘가를 떠다니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커다란 작품의 주제 의식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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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제시되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장면들

역시 그저 파편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

문을 향해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방향성을 가진 ‘전체의 부분들’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 질문을 향해 구심적으로 통합되는 구

조를 형성하며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뚜렷한 주제 의식을 표방한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와 확연히 구별되는 지점

이 있다. 우선 이 작품은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와는 달리 인간의 사적

이고 내면적인 세계를 관찰하는 시선으로 구성된 만큼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 비해서 통합적인 구조를 향해가기 보다 그 자체로서의 성격을 더

욱 강하게 드러내는 파편들을 구사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양한 파편들이

모여 총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다양성이 내면성 자체를 제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서는 외부

세계를 향한 시선으로 구축되는 작품이었던 만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난민들을 최대한 다양한 파편들로 제시하여 물리적인 방대함을 표현

하려 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 각지의 난민들이 처한 현실의 총체를 작품

의 통합적인 구조로 제시하려 하였다. <하루살이들>은 이와 달리 인간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며, 더군다나 ‘인생의 예측할 수 없는 희로애락’이라는 정

답이 없는 주제를 다루는 만큼 작품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파편들 또한 그

의미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이 작

품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에서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선인과 악인

사이의 구분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흑인 부부가 이혼 소송

을 하는 장면에서 인간미 없는 변호사로 나왔던 인물이 이어지는 에피소드

에서는 하반신 불구가 된 어머니를 보살피는 아들로 출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거나, 손에 잡혀지는 명료한 캐릭터로 등장하기보다는 예측불허의 간극

을 내포하는 존재들로서 형상화된다. 이렇게 인물들이 드러낼 수 있는 선과

악 사이의 간극, 사건들이 드러낼 수 있는 행과 불행 사이의 간극들을 들여

다보게 하는 이 작품의 힘은 확고하게 드러나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 대신

어떠한 모습으로든 현현될 수 있다고 상상하게 되는 인물과 사건들을 창조

한다.

그리고 <하루살이들>에서 바로 이러한 간극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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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장치가 파편화된 시간성이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사건과 인

물들이 일련의 시간성이 아닌 파편화된 시간성 속에서 제시되기에, 관객은

그 사건과 인물들이 드러내는 생생한 간극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다양한 재료들을 하나의 주제 의식으로 통합하면서도

각 재료들이 지닌 보다 유연한 간극에 주목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는 ‘하

루살이들’이라고 표현된 공통분모를 지닌 인물들의 삶을 다루면서도, 각각의

인물이 드러내는 생의 다양한 편린들을 자각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이

러한 점에서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 비해 <하루살이들>은 ‘다양성’이

라는 가치가 ‘통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는 강도가 덜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160)

2. 공간 : 카르투슈리

1) 대중성의 강조

태양 극단은 1970년도 파리 근교 벵센느(Vincennes)에 ‘카르투슈리’161)라

는 이름의 상설 공연장을 개관하였다. 원래 이곳은 1874년도에 군사적인 목

적으로 건립된 건물이었다. 한 동안 무기저장고로 사용되다가 1968년도에는

알제리 전쟁 당시 포로수용소로 쓰이고 난 이후 버려진 건물이었다. 1970년

도 태양 극단이 <1789>라는 작품을 준비하며 연습 공간을 구하던 차에 이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곳은 태양 극단의 상설 공연장이 되었다.

키어낸더의 해석에 따르면, 므누슈킨이 파리 도심에서부터 10 킬로미터 가

160) <하루살이들>이 태양 극단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통합성보다 다양성 자체에 더

욱 강조점을 두었다는 사실은 연구자가 진행한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15/12/2,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에 : [...] 이 작품은 배우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

기 때문이다. 그만큼 배우들 개인 개인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래서 이 작

품은 아리안느가 유일하게 자신을 연출자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리[배우]들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고, 아리안느는 총괄 지휘 정도

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161) ‘카르투슈리(Cartoucherie)’는 무기저장고라는 뜻의 단어이다. 태양 극단은 기존 무

기저장고였던 공간을 극장으로 개조하여, 공연장의 이름을 ‘카르투슈리’라는 단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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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떨어진 곳에 상설 공연장을 개관한 이유는 1960년대 당시 파리에서 성행

하던 상업주의 연극 풍조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162)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므누슈킨은 코포와 마찬가지로 당대 퇴락한 연극계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

는데,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코포와 동일하게 새로운 연극 공간을 고안하는

것에서 찾았다. 므누슈킨이 스스로 말하듯이 카르투슈리는 코포의 뷔이-콜

롱비에 극장의 영향을 받아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으로 고안되었다.163) 키

어낸더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카르투슈리와 뷔이-콜

롱비에 극장은 무대의 구조면에 있어서까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지적

을 한 바 있다.164)

그러나 이 두 극장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코포는 대규모의 상

업적 연극에 대항하기 위하여 뷔이-콜롱비에 극장의 객석 수를 500석 정도

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연장에 자주 가는 지적인 부류, 상업

연극에 불만이 있는 부류 등을 자신이 찾는 적합한 관객이라고 밝히며, ‘더

적은 대중(lesser public)’을 지향한다고 하였다.165) 이에 반해 므누슈킨은 카

르투슈리를 보다 대중적인 극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대중성이란 1950년

대 이래 프랑스 공연예술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상한 개념이었다. 1951년

도에 장 빌라르(Jean Vilar)가 국립 민중 극장(Théâtre National Populaire)

을 재건축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 프랑스 연극계는 대중화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166) 므누슈킨은 동시대에 활동하던 빌라르의 영향을 받아

162) Adrian Kiernander, op.cit., pp. 17-18.
163)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112면. “사원 앞의 공간처럼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

는 공간이요.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 말입니다. 어떤 시대나 시간이

라도 가능한 이런 공간이요.”

164) Adrian Kiernander, op.cit., p. 5.

165) Jacques Copeau, op.cit., p. 450. 그러나 이에 대해 벤틀리는 코포가 수적으로는 관

객의 제한을 두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실제로 지향하는 관객의 성향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이었다고 평한 바 있다. Eric Bentley, op.cit., p. 259. 벤틀리가 말한 이러한 맥락

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코포가 지향한 관객의 성향과 므누슈킨이 지향한 관객의 성

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므누슈킨이 극장이 아닌 길거리와 장터에서 공연 활동을

했던 것을 보면, 그녀는 코포에 비해서 사전에 연극이라는 작품을 관람할 준비가 훨

씬 덜 된 관객들까지도 포섭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66) 크리스토퍼 인네스, 『아방가르드 연극의 흐름』, 김미혜 역, 현대미학사, 1997, 16

면. 빌라르는 공연예술에서 대중적인 영역을 개척하고자 지방자치 단체의 도움을 받

아 ‘아비뇽 페스티벌(Avignon Theatre Festival)’을 창립하였다. 빌라르는 중세 신비

극에서처럼 연극이 관객에게 영적 교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

립 민중 극장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 극장은 단순히 대중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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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추진한 비-엘리트적인 관객 모집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였다.167) 빌라

르의 영향을 받아 노동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객하려 한 므누

슈킨은 카르투슈리를 기본적으로 장터와 같은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하였

다.168)

태양 극단은 카르투슈리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주로 장터에서 공연을 올려

왔다. 이들은 창단 시점부터 기성 공연장이 아닌 장터와 거리 등 관객과 직

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을 해 왔기 때문에 카르투슈리 또한

장터처럼 관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한 것이

다.169) 이를테면 무대 공간을 일부러 무대처럼 보이지 않도록 어지럽혀 놓거

나 객석과 무대 공간을 뒤죽박죽 섞어 놓는다. 또한 태양 극단은 공연장 내

부에 식당을 함께 운영한다. 그 이유는 보통 상연 시간이 매우 긴 태양 극

단의 공연을 관객이 끝까지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식당

공간마저도 작품의 연출 의도에 부합하게 운영하며 매 작품의 성격에 맞게

음식 메뉴 또한 다양화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작품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관객으로 하여금 식당

공간과 무대 공간을 오가게 함으로써 작품의 안과 밖을 넘나들게 하고, 그

결과 공연을 현실과 분리된 독자적인 창작물로 보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부

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 이면에는 최대한 다양한 관객을 거리낌 없이

포섭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태양 극단이 포섭하고자 하는 관객은 특히 노동 계급에 있는 관객인 만큼

이 극단이 지향하는 대중성이란 당대 소비주의에 빠진 연극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의 대중성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70)

라 태초의 연극이 관객에게서 유발해 내었던 디오니소스적 열광을 복원시킬 것을 꿈

꾸는 극장이었다.

167) Judith Miller, op.cit., p. 21. 빌라르와 므누슈킨은 실제로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었

다. 빌라르는 므누슈킨을 차기 아비뇽 페스티벌의 회장으로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168) Adrian Kiernander, op.cit., p. 17.

169) 김윤철, 앞의 책, 234면. 이 글의 저자는 2003년도 직접 이 공간을 방문하여 쓴 리

뷰에서 프랑스 관객들이 시장바닥에 주저앉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공연장 내부의 간이

식당 홀을 가득 메운 풍경을 보고 “난장 같은 풍경”이라고 묘사하였다.

170) Adrian Kiernander, op.cit., p. 31. 키어낸더는 태양 극단이 노동 계층에 있는 사람

들이 일을 마치고 연극을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카르투슈리를 운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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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태양 극단, <하루살이들> 무대 셋업 당시 카르투슈리 공간 전경171)

※ 그림 5. 태양 극단, <맥베스> 공연 당시 식당 공간172)

대중성이란 창안 연극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아도 역시나 주요하게 인식되

어 온 가치이다. 헤돈과 밀링은 창안 연극의 기원을 코포를 거슬러 코메디

아 델 아르테로 보는데, 그 이유는 코메디아 델 아르테가 배우들 사이의 즉

흥적인 창작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헤돈과

밀링은 코메디아 델 아르테가 대중적인 장르의 공연이었기에 즉흥적인 공동

창작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본다.17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중성

171) 자료 출처 : 태양 극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eatre-du-soleil.fr/thsol/images/tournees/article/les-ephemeres-a-new-yor

k

172) 2014년도에 발표한 <맥베스 Macbeth> 공연 당시 식당 공간 모습이다. 자료 출처 :

프랑스 아르떼 티비(Arte TV) 다큐멘터리 영상

http://info.arte.tv/fr/les-50-ans-du-theatre-du-solei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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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가치는 창안 연극의 역사에서 공동 창작이라는 창작방식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양 극단은 여

느 창안 극단들보다도 코메디아 델 아르테의 전통을 철저히 계승하고자 하

는 극단인 만큼 코메디아 델 아르테가 중시했던 대중성 또한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174) 이러한 연극사적인 맥락 외에도 태양 극단에게 대중성이라는

가치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사건들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극

단의 성향과도 궤를 함께 한다. 태양 극단은 1968년도의 반전 시위 운동에

영향을 받아 <1789>라는 작품을 발표할 만큼 자신들이 처한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태양 극단은 창안 연

극의 역사라는 종적인 맥락에서나, 1960년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는 횡

적인 맥락 모두에 있어 대중성이라는 가치를 주요하게 인식하며, 이 가치를

공간 연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2) 통합적인 공간

카르투슈리의 공간은 공연이 바뀔 때마다 매번 그 작품에 맞는 새로운 공

간으로 다시 설계된다. 매 작품의 최초 공간 모티프는 므누슈킨이 제안하는

데, 여기에는 공간 연출을 포함하여 작품 전체의 구조 및 해석 방향이 담겨

있다. 앞서 태양 극단의 공연 창작 과정에서 므누슈킨이 연출자의 역량을

최종의 순간에 발휘하는 점에 관해 논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간 운영에

관해서는 므누슈킨이 연출자로서 최초의 제안을 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175)

작품의 초반에 므누슈킨이 제안하는 공간 연출은 무대 공간뿐 아니라 로비

및 휴식 공간 등 카르투슈리 공간 전체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 그녀가

173)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p. 57-58.

174) Adrian Kiernander, op.cit., p. 31. 태양 극단은 코메디아 델 아르테에 등장하는 캐

릭터 타입의 가면을 쓰고 즉흥 연기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황금시대>에서 태양

극단은 코메디아 델 아르테에 등장하는 유형적인 캐릭터의 의상과 가면을 활용하여

인물 연출을 하는 방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175) 2015/12/2,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뒤로지

에 : 므누슈킨이 반드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무대 전반의

형식이다./ 연구자 : 무대 공간의 전반적인 연출 컨셉은 늘 므누슈킨이 결정하는가? /

뒤로지에 : 그렇다. 무대의 가장 큰 컨셉은 늘 므누슈킨이 제안한다. 그러나 그 안에

서의 세부적인 무대그림은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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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공간 연출은 작품의 서사 구조를 결정짓기도 한다.176) 태양 극단의

기술 감독인 기-끌로드 프랑수아즈(Guy-Claude François)에 따르면, 므누슈

킨이 매 작품에서 공간 연출 컨셉을 제안하며 가장 고심하는 것은 배우와

관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이다.177) 그렇기 때문에 므누슈킨

은 공간 연출 작업을 할 때 “관습적인 극장(conventional theatre)”의 공간을

탈피하고 관객과의 새로운 소통 관계를 만드는 것에 가장 주력하는 것이

다.178)

므누슈킨이 1970년도에 <1789>을 상연하기 위해 파리 외곽에 있는 카르

투슈리라는 공간을 발견한 사실에서부터 그녀가 관습적인 극장 공간을 탈피

하고자 한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89>는 프랑스 혁명을 소

재로 한 작품으로 태양 극단의 작품 가운데 관객과 가장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공간이 고안된 작품이다.179) 므누슈킨은 관습적 극장 공간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공연의 무대 공간을 체육관과 같이 넓게 트인

공간으로 설정하였고, 그 공간 내부에 다섯 개의 플랫폼 무대를 두어 관객

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 가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섯 개의

조각 무대로 공간을 분할하여 연출한 것은 기존 연극이 고수해 온 프로시니

엄 아치를 없애고, 그로 인해 관습적으로 분리되어 온 무대와 관객 사이의

관계를 재편하기 위한 시도였다.

176) William McEvoy, op.cit. 윌리엄 맥에보이(William McEvoy)는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를 논하면서 이 작품에는 태양 극단의 상주 작가인 엘렌 식수(Hélène Cixous)

가 집필한 고정된 대본이 상당 부분 결핍된 상태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작품의 공

연 대본은 공간적인 컨셉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태양 극단의 작품들은 므누슈킨에 의해 제안된 최초의 공간 컨셉으로부터 작품의 서

사 구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적으로 국내에서도 태양 극단의 무대 공간 연

출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조만수, 「아리안 므누슈킨 연극에서의 공간」, 『세계문학

비교연구』, 51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5, 299-319면.

177) Guy-Claude François, "Devising a New Scenography for Each Production",

Collaborative Theatre: Le Théâtre du Soleil (Theatre Studies), ed., David
Williams, Routledge, 1998, p. 36.

178) Emile Copfermann, op.cit., p. 21.
179)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당시를 작품의 배경으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1968년 학생

운동의 정신을 주제로 함축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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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태양 극단, <1789>180)

그러나 이 공간은 아무리 관객에게 자유로운 동선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관객과 배우 사이에 철저한 공간적 구분을 상정하였다. 연구자와의 인터뷰

에서 뒤로지에는 이 작품을 예로 들면서 카르투슈리에서 연출된 무대 공간

과 관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관객이 무대와 자발적인 공간을 재형성하면서 작품 자체와 소통하는 구조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은 <1789>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조차 관객과 무대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1789> 공연을 할 때에는 관객들이 배우 사이를 지나가는 동선도 있기는 하

지만, 배우와 관객 사이에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와서 음식

을 먹든 옆에 서 있든, 관객과 무대 사이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것이

다.181)

므누슈킨은 스스로 <1789>의 공간을 “새로운 재현의 형식(new forms of

representation)”182)이라고 말하였다.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

품의 공간이 관습적인 극장 공간의 형식을 탈피한 것일 뿐 재현의 형식 자

체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는 연극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것일 뿐 연극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허물어뜨린 것은 아니

180) 자료 출처 : 태양 극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eatre-du-soleil.fr/thsol/images/espaces-et-scenographies/1789-1970-1124

181) 2015/12/2,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이 답

변은 “카투슈리에는 장터 같은 공간으로 알고 있다.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때로는 관극 중에도 관객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사용은 관객과 배우, 그리고 관객과 연극 세계 사이를 허물어 낼

수 있는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182) Emile Copfermann, op.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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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제 4의 벽을 탈피한 무대 구조를 운영하는 것과 관

객과 자유로운 소통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앞서 코

포가 프로시니엄 아치와 풋 라이트를 제거하며 관객과 구분되지 않은 연극

을 창조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배우 중심으로 창작된 연극을 관객에게 일방

적으로 소통케 하고자 했던 것과 상통한다.

토마스 도나휴(Thomas J. Donahue)는 므누슈킨이 새로운 대중 극장을 구

축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사실상 그녀 자신의 실험에 치중함으로써 대중

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데에 실패했다고 평한 바 있다.183) 그

역시 므누슈킨이 의도했던 바는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었으나 실제로 공

연에서는 창작자를 중심에 둔 일방적인 소통의 강요가 관객에게 이루어졌다

고 본다. 므누슈킨은 코퍼만과의 인터뷰에서 태양 극단의 공연은 대체로 관

객과 지극히 “드문” 소통을 했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관객과의 관계를 어떻

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로토프스키의 이름을 언급하였다.184) 그

녀는 그로토프스키의 사상을 전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로토프스키가

관객에 대해서 인식한 태도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로토

프스키가 관객으로 인해 작품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에 공감을 표명

하였다. 이를 보면 므누슈킨은 작품이 상연되는 과정에서 관객이 창작자들

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매우 미약하게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므누슈킨이 늘 관객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

실이다. 므누슈킨이 관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게 해 주는

단서로 그녀가 태양 극단의 작품을 ‘배’라는 단어에 비유한 것을 들 수 있

다. 키어낸더는 카르투슈리라는 공간을 “한 배(a ship)”에 비유한 바 있고,

므누슈킨 자신도 태양 극단의 작품을 “배”에 빗대어 언급한 바 있다.185) 이

와 같은 표현에서 태양 극단은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되, 배우들과 함께

183) Thomas J. Donahue, "Mnouchkine, Vilar and Copeau: Popular Theater and

Paradox", Modern Language Studies, Vol.21(4), Modern Language Studies,

Autumn, 1991, p. 31.

184) Emile Copfermann, op.cit., p. 24.

185)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10면. Andrew Dickson, “Ariane Mnouchkine and the

Théâtre du Soleil: a life in theatre”, the Guardian, Friday 10 August 2012. 연극 평

론가인 앤드류 딕슨(Andrew Dickson)은 “므누슈킨의 작품에 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another world)’에 진입하는 일이다.”라는 문장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

에서 파악할 수 있다.

http://www.theguardian.com/culture/2012/aug/10/ariane-mnouchkine-life-in-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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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에 진입할 수 있는 관객과의 소통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태양 극단이 구축하는 공간 역시 ‘한 배’를 탄 배우와 관객에게

만 공유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으로서 연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성을

전제로 한 공간 연출은 ‘한 배’에 진입하지 못한 관객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므누슈킨은 카르투슈리

가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사실 관객이 ‘한 배’로 상징된 제한된 영

역에 모두 진입하는 것에 성공할 때에만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배’로 상정된 공간, 나아가 ‘한 배’로 설정된 연극 세계를 구축

하는 태양 극단은 작품의 내적 완결점을 상정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관객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 결과

작품 내부로 통합이 된 관객은 창작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공연의 효과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은 작품과 더욱 철저하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태양 극단은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까지도 고스란히 계승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태양 극단은 대중적

인 극장을 지향하며 최대한 다양한 층위의 관객을 포섭하려 하고, 이를 위

해 무대와 객석 사이의 관습적인 구분을 해소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간 연

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태양 극단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며, 작품 외부에 속한 관객들을 작품의 내부

영역으로 흡인시키고자 한다. 그 결과 작품 내부로 통합될 수 있는 관객과

그렇지 못한 관객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양상을 낳는다. 이는 앞서 태양

극단이 구사하는 ‘통합성을 지향하는 다양성’의 양상, 즉 공연 창작 과정에

서 배우들로부터 최대한 다양한 창작 가능성을 발현케 하면서도, 이를 결국

작품이 지향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지점을 향해 통합시키는 양상과 상통한

다. 창작 과정에서 배우들의 다양성을 결국 통합성으로 이끌어내고자 한 것

과 같이, 공간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도 태양 극단은 최대한 다양한 관객을

포섭하고자 하는 대중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결국 작품이 이끄는 방

향에 동참하는 관객들과만 공고한 결속력을 다지는 통합적 분위기를 형성한

다. 이렇게 태양 극단의 경우 창작 과정에서는 다양성, 공간 연출에 있어서

는 대중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코포가 주장한 구심적 통합성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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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완화시키려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으나, 이 극단이 결과적으로 취하는

방향은 코포에게서 발원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작품과 관객 사이의 분리

이렇게 대중성을 강조하며 폭넓은 관객층을 포섭하고자 하면서도 정작 작

품의 내적 영역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관객만을 적합한 소통의 대상으로 보

는 태양 극단의 자세는 작품에 드러난 구체적인 공간 연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와 <하루살이들>의 경우

를 이어서 논의해 보겠다.

므누슈킨은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서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상태에 있는 난민들의 현실’이라는 작품의 모티프를 표현하기 위해 시종 아

슬아슬하게 움직이는 이동 무대를 타고 배우들이 등퇴장하는 무대그림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하루살이들>의 경우에는 므누슈킨이 “지구가 유성에 부

딪혀서 우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최초의 질문을 배우들에

게 던졌다고 한다. 이 질문을 시작점으로 배우들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

멸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이후의 존재가 인간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186) 이러한 작품의 방향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지구 전체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점을 만들어 주려는 듯 미세하게

회전하는 조각 무대를 사용하였고, 그 무대 위에 배우들이 온갖 다양한 인

생의 편린들을 꺼내어 보여주는 식의 무대그림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하루

살이들>에 등장하는 회전 무대는 배우들이 장면을 연기하는 순간에도 섬세

하게 움직이며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 두 작품에서 제안된 공간 연

출 컨셉은 모두 이동식 조각 무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조각 무대의 크기와 움직임의 양상은 매우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비사실주의적인 양식의 무대를 구현하며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전면화한다. 이를테면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

소>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 이동식 회전무대를 타고 아슬아슬하지만 결

코 무대 지면을 밟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물들로 하여금 이렇게 특수

186)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

(中). 각주 1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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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치를 이용하여 위태로운 동선을 연출하게 한 이유는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가고 싶은 나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져있는 상황을 표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무대

형식이 시종 일관 반복적인 모티프를 지닌 것들로 제시되는 만큼, 무대의

형식 자체는 상징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한 그만큼 작품의 주제 의

식은 매우 명료하게 전달된다. 그리고 이토록 강조된 작품 내부 지향적인

주제 의식은 그 무대의 상징적 표현과 맞물려 관객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작품과 엄연히 구분되어있음을 자각케 한다.

피터 메이넥(Peter W. Meineck)은 이 작품에 시도된 이동식 무대를 그리

스 시대 비극에 사용되었던 ‘에퀴클레마(Ekkyklema)’라는 장치의 기능과 비

교하며 비사실주의적인 표현 양식으로 분석하였다.187) 뒤로지에는 이동식 공

간 무대로 인하여 연극은 더욱 극장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사실주의적인 것

이 되었다고 말하였다.188) 이러한 표현 형식이 배우의 입장에서는 사실주의

와 극장주의적인 뉘앙스를 동시에 체감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관객의 입장

에서는 지극히 상징적이고 비사실적인 무대 장치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관

객에게는 이러한 특수한 무대 장치가 작품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을 인식케

187) Peter Meineck, "Ancient Drama Illuminated by Contemporary Stagecraft: Some

Thoughts on the Use of Mask and Ekkyklema in Ariane Mnouchkine's Le Dernier

Caravansérail and Sophocles' Ajax",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Vol.127, No.3
(Whole Number 507), Fall 2006, pp. 453-460. 메이넥은 태양 극단이 지속적으로 그

리스 시대 연극의 무대 형식을 활용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188)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연구자의 뒤로지에 인터뷰 내용 중(中).

이 이동식 무대에 대해서 뒤로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연극은 이동 숙

소를 무대 세트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처음에 우리는 트럭을 생각했다. 이들은

늘 트럭을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럭을 밀고 트럭을 따라서 뛰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더니 아리안느가 아니라고 했다. 너무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무대 뒤에서

어떤 수레 같은 것을 가져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은 수레를 밀고, 또 한

사람은 뛰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연극이 시

작되었던 것 같다. 오늘 워크숍에서 했던 것처럼 더 이상 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서도 현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한 부분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서 연극이 시작된다. 그 이동식 무대는

이를테면 영화의 카메라 기법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동 공간을 사용해

서 공간 표현을 해 보니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관객이 카메라였다. 물론 그 모티프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냥 연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다.

배우들이 이동 무대 위에 서서 이렇게 떠다니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 연극은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무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동

을 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했다. 갑자기 그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그

장면에 임하는 연기자의 태도도 변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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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작품의 고유한 특수성을 전제로 작품과 관

객 사이에는 엄연한 분리가 감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림 7. 태양 극단,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189)

태양 극단은 모든 작품에서 사실주의적인 재현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관

객과의 관습적인 분리를 탈피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극단이 구사하

는 비사실주의적인 실험들은 새로운 재현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객

과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이 극단이 구사하는 실험적 재현에 해당하는 다

양한 표현들은 앞서 논한 카르투슈리가 드러내는 공간적인 성격과 마찬가지

로, 아무리 제 4의 벽을 제거하고 관습적 연극 무대에 대항하려 한다고 하

더라도 작품과 관객과의 엄연한 구분 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작품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대 형식

을 구사하는 것은 작품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살이들>의 경우에는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

비해 작품을 표현하는 무대 형식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한다.

<하루살이들>에서 주목할 만한 연출로 잦은 암전의 삽입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관객이 서로를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고, 그 사이

공간을 무대로 운영한다. 장과 장 사이에 암전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때 관객들은 상대편의 객석 계단에 줄지어 배치된 작은 알전구들을 응시하

게 된다. 이 풍경은 마치 멀리서 빛나는 행성들의 풍경 같은 이미지를 만든

189) 자료 출처 : 태양 극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eatre-du-soleil.fr/thsol/images/photos/le-dernier-caravanserail-2003-270/l

e-fleuve-cr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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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섯 시간에 걸쳐 다 포착할 수 없이 무수히 제시되는 생의 편린들을

마주하면서, 관객들은 그 파편들 사이사이에 반복적으로 암전 속에 빛나는

이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로 관객은 작품에서 환기하는 시선을

암전의 시간 동안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하루살이들>은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 비하여 공간 연출의 측면에

있어서도, 작품의 내부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통합적 시선을 보다 완화하고

관객과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8. 태양 극단, <하루살이들>190)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중간 휴식 시간에 관객들로 하여금 직접 무대 위로

내려와서 다과를 먹고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다시 객석으로 돌아 가 이어지

는 연극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중간 휴식 시간에 무대를 한 번 밟아 본

관객들은 2부가 되면 그 전보다 작품 자체가 드러내는 고유한 정체성을 훨

씬 더 허물어진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공연이 다시

시작되면 배우와 관객은 엄연히 분리된 영역에서 공연을 행하고, 바라보는

관계로 정립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카르투슈리의 공간적 성격과 같이 물리

적으로 무대 공간과 객석 공간이 상호 교차된다고 하여 관객과 작품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 연출은 관객들로 하

여금 무대 공간에 대한 심리적 경계를 덜어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작품과

관객 사이의 엄연한 경계를 허무는 것은 아니다.

앞서 태양 극단이 작품을 창작할 때 중시하는 다양성과 통합성이라는 가

치는 작품에 따라서 그 비중을 달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태양 극단은 무대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중성과 통합

190) 자료 출처 : 태양 극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eatre-du-soleil.fr/thsol/images/photos/les-ephemeres-200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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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작품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하며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다

양성을 통합성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는 <유랑자

들의 마지막 숙소>의 경우에는 공간 연출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비사실주의

적인 실험 요소들을 나열하며 작품 특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작품의 의도를 강조하는 태도는 관객을 향해 열려 있는

대중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작품의 내적 영역으로 관객을 통합하고자 하는 통

합적인 태도에 더욱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어쩔 수 없이 관객과의

엄연한 분리를 유발한다. 반면 보다 느슨한 양태로 통합성을 구축하며 다양

성 자체가 지닌 힘에 더욱 천착한 <하루살이들>의 경우에는 공간 연출에

있어서도 관객으로 하여금 보다 상호적이고 내면화된 감상을 할 수 있는 여

지를 허용한다. 그럼으로써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 비해 보다 다양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므누슈킨이 작품 초반에 제안하는

공간의 연출 방향은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를 형상화하는 최초의 기제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대의 공간 구조는 작품 창안의 최초 질문, 그

리고 그 질문을 구심적 통합점으로 하여 작품의 구조화를 이끄는데 핵심적

인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작품마다 므누슈킨에 의해 공간 연출 컨셉이 제

안되고, 그에 따라 매 작품의 일관된 스타일이 구축되며, 그 특정 스타일을

통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법에 합의할

수 있는 관객들만을 ‘한 배’에 탄 이들로 인정한다. 그러나 무대 스타일이

강력한 일관성을 지니는 만큼 태양 극단이 구사하는 무대 형식에 합의하지

못하는 관객들은 더욱 작품으로부터 소통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

다. 이는 앞서 코포가 제시한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점으로 살핀 내용 가

운데 통합적인 방향성으로부터 도태된 창작자와 관객들은 더욱 극명하게 소

외되고 배제될 것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3. 태양 극단이 보여준 ‘통합적 창안 연극’의 계승 양

상

이제까지 태양 극단이 취하는 공연 창작방식, 공간 운영을 통한 관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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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므누슈킨은 코포를 ‘이상적인 멘토’라고 인정

하면서도 그녀의 기준에서 볼 때 코포가 지나치게 연출자의 독재 능력을 발

휘하려고 하였고 충분히 대중적이지 못한 연극 공간을 운영했다고 보았

다.191) 이러한 맥락에서 므누슈킨은 코포에 비해 배우들의 다양성을 더욱 존

중하며 보다 개방적인 창작 태도를 중시하였고, 카르투슈리를 뷔이-콜롱비

에 극장보다 더욱 대중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운영하여 보다 폭 넓은 층위의

관객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태양 극단은 결국 코포의 연극론을 토

대로 수립한 통합적 창안 연극의 정신을 계승한다. 왜냐하면 태양 극단이

구사하는 작품의 양상, 창작 과정의 태도, 관객과의 관계는 모두 다음과 같

이 통합적 창안 연극의 양상을 계승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태양 극단이 지향하는 작품의 양상에 관해서는 Ⅲ.1.2)장의 논

의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 극단은 ‘마술적 순간’이라고 지칭되는 것

과 같이 연극이 다다를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가 구현될 수 있는 완성된 작

품을 지향한다. 이는 코포가 작품이 ‘역동적 부동성’에 이르러 완결된 상태

를 구사할 것을 강조한 것과 상통한다. 더욱이 태양 극단이 지향하는 ‘마술

적 순간’과 코포가 지향하는 ‘역동적 부동성’은 모두 신성한 가치가 연극에

서 실현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유사하다.

두 번째로 태양 극단의 창작 과정의 태도에 관해서는 Ⅲ.1.3)장에서 결론

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 극단은 배우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종국에는

이를 수렴하여 ‘통합성을 지향하는 다양성’을 구축한다. 이는 코포가 배우들

로부터 공고한 결속력을 이끌어 내어 통합적인 앙상블을 지향하는 공동 창

작 과정을 구사하게 하려 한 것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세 번째로 태양 극단이 유도하는 관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Ⅲ.2.3)장에서

주된 논의를 하였다. 태양 극단은 관객과 긴밀한 소통을 할 것을 강조하는

데, 이 극단이 소통을 이끄는 양상을 보면 어디까지나 작품의 내부와 외부

를 구분하여 작품의 내적 의도 속으로 관객을 끌고 들어 와 동참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코포가 연극과 현실 영역을 철저히 구분된 것으

로 인식하는 전제 위에서 이 두 영역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결국 연극의 영

역으로 현실을 흡인시키고자 한 태도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태양 극단은 코포에게서 수립한 통합적 창안 연극의 요건들을

191)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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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하는 만큼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로 지적한 지점들 또한 동일한 맥락

에서 계승한다. 첫 번째로 태양 극단은 작품 내부의 창작자인 배우를 창작

의 중심에 두어 작품 내부와 외부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식한다는 점에서

도 코포의 한계를 계승한다. 앞서 코포는 창작 그룹 내부의 존재인 배우들

을 창작의 중심으로 하며 통합적 앙상블을 지향하기에 작품의 내부와 외부,

즉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태양 극단은 연극과 현실의 경계뿐 아니라 배우

와 연출자, 배우와 관객의 경계 또한 확연히 구분하여 인식한다. 이러한 구

분을 하는 이유는 배우, 연출자, 관객이 각자 명확하게 자기의 주어진 위치

에서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태양 극단의 경

우 배우, 연출자, 관객은 제각기 주어진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

에서 공연에 참여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들은 ‘창안 연극’이라는 기

조 아래서 창작 그룹 내부에 속한 참여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

대방을 향해 자신을 개방할 것을 요구받지만, 이는 어디까지가 각자가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한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태양 극단은 창작 과정에서 ‘마술적 순간’에 의한 통합성을 지

향하며 결과적으로는 코포와 마찬가지로 작품이 신성한 경지에 이를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작품이 이상적인 지점에 이르러 완결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믿기에 태양 극단은 코포와 함께 부단한 창안의 과정 중에 있는 ‘창

안 연극’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에 역행하는 지점을 공유한다. 그리고

작품의 완결된 상태를 향해 여타의 창작 에너지를 구심적으로 통합할 것을

강조하기에 이 극단은 다시 코포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완성 지점에 이를 수

있는 창작의 에너지와 그렇지 못한 에너지 사이의 간극을 감당해야 하는 몫

을 가진다. 즉, ‘마술적인 순간’이 도래하여 배우들이나 관객들이 고양된 통

합 의식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순간이 도래하지 못하여 배우들이나

관객들이 제각기 방향을 이탈하여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인지는 이

극단이 감당해야 하는 양분된 몫이다. 이러한 간극은 이미 태양 극단이 취

하는 창작 태도 안에도 들어 있다. 창작 과정의 면에서 배우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점, 공간 운영의 면에서 대중성을 지

향하면서도 관객과 엄연한 구분을 지으려 하는 점, 그리고 관객과 구분된

공간을 운영하면서도 관객을 연극 세계 안으로 포섭하여 통합적 공간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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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자 하는 점에는 모두 간극이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양성과 통합

성, 대중성과 구분 짓기, 그리고 구분 짓기와 통합 사이에는 모두 각기 대립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극단이 공동 창작자들의 다양한 창작 능력과 공

간의 대중성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코포가 수립한 통합적 창안 연극의 완

결적 논리와 구분 짓기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의의를 간과할 수는 없다. 다

수의 창작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에너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화할 것인가

의 문제는 공동 창작을 수행하는 어떠한 극단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다.

소이어와 같이 공동으로 창작할 수 있는 조화로운 앙상블을 강조할 수도 있

고,192) 이러한 앙상블과 함께 창작자들이 충돌할 수 있는 에너지 모두를 중

시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유지

니오 바르바(Eugenio Barba)는 공동 창작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충돌을

더욱 중시하였다. 그는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보다 생동하는 공연 창작

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앙상블과 충돌이 대립되지 않고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창작 과정을 거칠 때 최

대한 창조적인 공연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193)

여기에서 공동 창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무수한 충돌과 장애 요소들을

하나의 이상적 상태로 조화롭게 통합시킬 것을 강조한 코포는 소이어의 논

지와 궤를 함께 한다. 그에 비해 창작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무수한 차이와

충돌이 빚어내는 다양성을 통합성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 태양

극단은 바르바의 논지와 접목이 가능하다. 나아가 태양 극단과 바르바는 모

두 공동 창작 과정에서 앙상블과 충돌을 대립되는 에너지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이 상생하는 에너지로 결합하여 더욱 큰 통합의 경지에 이를

192) Keith R. Sawyer, op.cit.
193) Eugenio Barba, “The Deep Order Called Turbulence: The Three Faces of

Dramaturgy,” The Drama Review, Vol. 44, No. 4, Winter, 2000, p. 58. & p. 61. 그
는 이렇게 앙상블과 충돌이 공존하는 창작 과정을 ‘격변(turbulence)’ 혹은 ‘폭풍

(storm)’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공동 창작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았다. Bruce

Barton, "Mining "Turbulence": Authorship through direction in physically-based

devised theatre", Collective creation, collaboration and devising, ed. Bruce Barton,
Playwrights Canada Press, 2008, pp. 136-149. 바튼은 바르바의 이론을 캐나다의 극

단 넘버 일레븐 시어터(Number Eleven Theatre)의 <이카리아 Icaria, 2004>라는 작

품에 적용하여 이 작품에서 구사되는 창안의 효과를 “조직된 충돌(orchestrated

collision)”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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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또한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 바르바의 논의가 소이

어의 논의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태양 극단이 보여준 사례 역시 코포의 입장을 부정하기보다

는 변형적으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바르바가 보여준 이론적 입장과 태양 극

단이 보여준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통합적 창안 연극이 지닌 유형적 성격을

더욱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통합적 창안 연극은 공동 창작 과

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앙상블만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앙상블

과 충돌을 공존케 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강도로 이 두 요소를 조정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통합적 창안 연극이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들이라면 궁극적으로 앙상블의 경지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태양 극단은 통합적 창안 연극의 개념적 요소들과 한계 지점들

을 이 극단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승한다. 다시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

면 태양 극단은 통합적 창안 연극에 내재된 구분 짓기와 완결이라는 역설적

한계 지점들을 공유한다. 그러한 점에서 태양 극단이 구사하는 연극 양식은

‘창안’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불충분한 면이 있으며 서론에서 ‘창안’이라는 용

어와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지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던 ‘공동 창작’이

라는 용어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창안 연극’이라

는 용어를 ‘공동 창작’이라는 물리적인 요소를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해하는 태도는 바로 코포를 기원으로 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유형으로

부터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창안 연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공동 창작’이

라는 물리적인 요소를 넘어서 ‘창안 중에 있는’ 영향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도 있다. 이는 창작 과정으로부터 발현되는 여파, 즉

창작 과정에서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발현되는 행위에 더욱 집

중하여 ‘창안 연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창작 과정에서 어떠한 차원에서든 명확함을 상정하는 것은 창안

연극의 의미를 제한시킨다고 이해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창작 과정을 거치

며 기존에 확정적인 것이라 믿어져 온 것들조차도 다시금 불확정적인 것으

로 질문되고, 그럼으로써 고정적인 위치에 있던 것들이 유연한 위치로 이동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창안 연극’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기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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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요한 효과인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확정적이고 고정적이었던 것을 불확정적

이고 유연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태도는 바로 코포의 연극론을 출현케 한

최초의 원동력, 즉 베르그송의 창조성 개념과 상통한다는 점이다. 코포는 끊

임없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비가역적인 창조성을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대본을 삭제하고 배우의 신체적 즉흥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포가 베르그송의 창조성 개념에 동조하여 창안 연극의 기원을 마

련함과 동시에, 그가 자신만의 특수한 이론과 규율의 틀 안에서 창조성의

개념을 다시금 제한 축소 해석하여 창안 연극의 근본 개념에 역행하는 지점

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으로 비추어진다. 이를테면 코포

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배우의 즉흥적인 신체 표현

을 강조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중립 연기’라는 확고한 이론적 규율을 제시

하며 자신이 지향했던 바를 제한적으로 추구하는 역설을 행한 것이다. 정신

적으로는 불확정적이고 유연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다시금 확

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을 따르는 코포의 역설적 태도는 그의 연극론을 근간

으로 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유형에 속한 사례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포착

할 수 있다. 태양 극단이 바로 코포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는 불확정적이

고 유연한 에너지를 발현하는 연극을 추구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배우로서

의 입지, 연출자로서의 입지, 관객으로서의 입지뿐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입

지194), 연기로서의 입지195), 창작 과정의 입지196)까지도 모두 확정적이고 고

정적인 것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명백함을 전제로 하는 창작의 요소들을 따

르면서 즉흥과 과정 중심 등의 행위를 강조하다보니 창안 연극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상태를 부자유스럽게 강요하는 역설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이제까지 통합적 창안 연극의 기원 및 계승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통합

적 창안 연극은 1960년대에 ‘창안 연극’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연

극사적 맥락 안에 이미 존재해 온 코포의 연극론을 기원으로 한다. 기존 연

구자들은 코포를 창안 연극의 전초를 마련한 인물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1960년대에 직접적으로 ‘창안 연극’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현상이 출현했다

194) 뷔이-콜롱비에 극장이나 카르투슈리에서 구사된 현실 공간과 명백히 분리된 무대

공간

195) 중립 연기 이론에 전제된 명백한 규율

196) ‘마술적 순간’과 같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결정적인 창작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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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그러나 1960년대에 ‘창안 연극’이라는 용어로 명명되는 현상에는

상이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 하나는 기존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와 같이

코포의 연극론으로 논해질 수 있는 창안 연극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대에

그 기원이 마련된 또 다른 유형의 창안 연극이다. 본고는 이제까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통합적 창안 연극’이라는 특정한 명명을 지닌 개념적 유형으

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출현한 통합적 창안 연극의 대표적인 사

례로 태양 극단의 경우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새로운 유형의 창안 연극의 기원과 그로부터 수립 가능한 창안 연극의 또

다른 미학적 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Ⅳ. ‘유동적 창안 공연’의 수립 및 발전 양상

1. 앨런 캐프로 :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

앞서 Ⅲ.1.1)장에서 태양 극단의 출현 맥락을 살피며 1960년대에 사회, 문

화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서술한 바 있다.197) 이 시기에는 단지 사

회, 문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미학의 영역에서도 예술의 개념을 다른 방식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변화의 흐름이 형성된다. 1960년대 예술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 이 시기에

예술의 영역에 ‘일상성’이라는 가치가 새로이 발견된 점을 들 수 있다.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은 1959년도에 출간된 『일상생활에서의 자아의 표

현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에서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하였고, 이를 통하여 예술과 현실

이 상호 구분되지 않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198) 주디스 로덴벡(Judith

Rodenbeck) 역시 1960년대 예술 영역에서 ‘매일의 삶(everyday life)’이 중요

197) 앞서 태양 극단이 1960년대의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논한 바

있는데, 태양 극단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정도에 그친다. 태양 극단은

1960년대 예술과 미학 영역에서 대두된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초월 양상에 대해서

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태양 극단이 예술적 맥락에 있어서는 코포로

부터 이어져 내려 오는 아방가르드적인 연극의 흐름을 강하게 계승하기 때문이다.

198) Erving Goffman,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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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로 부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우연(chance)”, “과정(process)”,

“게임에 근간한 구성(game-based composition)”,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등의 구체적인 개념으로 조명하였다.199) 이렇게 기존에는 예술과 구분된 것

으로 인식되어 온 일상성이라는 가치가 새로이 예술의 영역에 유입되면서

예술의 형식적 측면에도 예술 작품의 소재로 인식되지 않았던 일상적인 재

료들이 영입되기 시작한다. 이는 1957년도에 캐프로와 함께 조지 브레히트,

로버트 와츠(Robert Watts)가 함께 작성한 다음의 글을 보면 잘 드러나 있

다.

예술의 전 영역에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폐쇄되고 엄격하고 객관적이었던 형식들이

보다 개인적이고 자유롭고 임의적이고 개방적인 데다가 흔히 격식 없어 보이는 양식

속에서 끝없이 변화하고 경계 없는 형식들로 느슨해졌는데, 우리는 이러한 전반적 변

화에 매료되었다. 그 변화가 음악에서는 예전에 소음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의 사용으

로, 회화와 조각에서는 공업현장이나 쓰레기통에 어울리는 재료들로, 무용에서는 “우

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행동에서 발원하는 움직임들로 이어졌다. 상상력의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고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이전에는 결코 예술로 간주되지 못

했던 것을 자신들의 작품에 아우르고 있다. In all the arts, we are struck by a

general loosening of forms which in the past were relatively closed, strict, and

objective, to ones which are more personal, free, random, and open, often

suggesting in their seemingly casual formats an endless changefulness and

boundlessness. In music, it has led to the use of what was once considered noise;

in painting and sculpture, to materials that belong to industry and the

wastebasket; in dance, to movements which are not "graceful" but which come

from human action nevertheless. There is taking place gradual widening of the

scope of the imagination, and creative people are encompassing in their work

what has never before been considered art.200)

이와 같이 예술에서 일상적인 소재의 영입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그럼으로써 현실과 구분되는 ‘작품’이라는 한정

199) Judith F Rodenbeck, Radical prototypes: Allan Kaprow and the invention of
happenings, Cambridge: MIT Press, 2011, p. 2.

200) George Brecht and Allan Kaprow and Robert Watts, "Projects in Multiple

Dimensions (1957)", Off Limits : Rutgers University and the Avant-garde,
1957-1963, ed. Joan Marter,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9, pp.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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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간과 지위를 차지하는 예술은 그 가치를 의심받게 된다. 예술 작품의

완결적인 가치는 지양되고 대신 “끝없는 변화(endless changefulness)”의 한

가운데에 있는 예술, 즉 예술의 창작 ‘과정’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1960년대에 예술의 창작 ‘과정’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창

안 공연의 사전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형을 수립한 인물로 캐프로

를 세울 수 있다. 그는 1960년대에 부상한 예술 변화를 자신만의 고유한 개

념인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로 제안하였고, 이 개념을 창안 공연

의 한 유형으로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캐프로가 제시한 ‘경계 흐리기’라는

개념은 비단 창안 공연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연극 운

동과 구별되는 1960년대 이후 연극 흐름을 이해하게 해 주는 주요한 개념이

다.

기존 창안 공연의 연구자들도 캐프로를 1960년대의 시대적 맥락에서 주요

하게 주목해야 할 인물로 언급한 사례는 있다. 헤돈과 밀링은 특히 캐프로

가 고안한 해프닝이 탈-연극적 맥락에서 출현한 창안 공연이라는 사실에 주

목한다. 이들은 해프닝이 시각예술의 영역에서부터 창안 공연이라는 형식을

출현케 하였다는 점, 플롯이나 서사, 인물을 구축하는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다는 점, 공연의 구성 요소들이 제각기 평등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두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드러낸다. 하나

는 해프닝이 여타의 창안 공연과 구별되는 점이 단지 탈-연극적 성격을 지

닌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해프닝이라는 현상

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 이면에 존재하는 캐프로의 심층적인

예술론을 창안 공연의 개념적 맥락에서 점검하지 못한 것이다.201) 이들은 캐

201)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헤돈과 밀링은 창안 공연을 다음과 같은

장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2장 "창안과 연기 Devising and Acting", 3장 "창안과 시

각 퍼포먼스 Devising and Visual performance", 4장 "창안과 정치적인 연극

Devising and Political Theatre", 5장 "창안과 공동체들 Devising and Communities"

6장 "동시대 창안과 신체 퍼포먼스 Contemporary Devising and Physical

Performance", 7장 "동시대 창안과 포스트모던 퍼포먼스 Contemporary Devising and

Postmodern Performance"이다. 이 가운데 2장과 6장에서는 20세기 초 형성된 모던

마임에서 창안 공연의 기원을 찾으며 이러한 연극사적인 맥락에 있는 창안 공연의 현

상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3장과 7장에서는 시각 예술 및 복합장르 예술 등 탈-연극적

맥락과 관계된 창안 공연의 현상들을 정리한다. 이렇게 볼 때 헤돈과 밀링의 저서에

는 크게 연극사적인 맥락을 공유하는 부류와 탈-연극적 성향을 드러내는 부류로 나

누어 창안 공연을 이해하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해프닝이

연극이 아닌 시각 예술과 같은 탈-연극적 맥락에 근간을 두는 창안 공연의 단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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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가 제시하는 창안 공연의 성격이 이들이 명명한 ‘배우 중심의 그룹들’,

혹은 본고에서 수립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사뭇 상이한 성격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해프닝이 탈-연극적인 맥락을 지니는

창안 공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나아가 단지 해프닝이라

는 현상만을 분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명될 수 없다. 캐프로가 고안한

해프닝이라는 현상에는 그가 다다르고자 했던 보다 미학적 관점과 태도가

전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탈-연극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차원의 면

모와는 다른 심층적인 지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가 지향하는 개념

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 부상한 새로운 유형의 창안 공연의 이론을 수립할

수 있다.

캐프로가 해프닝을 고안하며 지향한 개념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

리기’라는 개념이다. 캐프로는 해프닝이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리허설이나

관객, 혹은 반복 없이 공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해프닝은 “예술이지

만, 삶에 더욱 가깝게 보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202) 삶에는 리허설과 실제

의 구분도, 관객과 창작자의 구분도 있을 수 없듯이 ‘해프닝’ 또한 그러하다.

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들은 탈-연극적인 창안 공연을 논하며 1960년대에 출현한 해프

닝 그룹들 외에도 1966년도에 창단된 영국의 극단 더 피플 쇼(The People Show) 등

을 예로 들었다. 연극적 창안과 탈-연극적 창안으로 창안 공연의 범주를 나누는 것은

본 논의에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우선 통합적 창안 연극의 경우에는 그 기

원을 마련한 코포에서부터 그로토프스키, 태양 극단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는

배우의 신체를 연극의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로 두는 연극적 맥락을 공유하기 때문이

다. 이에 반해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새로운 창안 공연의 유형은 통합적 창안

연극에 비해서 작품 창작의 출발 지점을 연극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론에서 밝

혔듯이 캐프로에게서 발원하는 창안의 새로운 유형을 ‘창안 연극’이 아닌 ‘창안 공연’

이라고 명명하는 이유 또한 캐프로는 코포와 달리 탈-연극적 맥락에서 창안의 형태

를 발원케 하였다는 인식에서이다. 그러나 연극적 창안과 탈-연극적 창안의 분류가

본 논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앞서 통합적 창안 연극의 극단 가

운데 1980년대에 출현한 신체 연극 류의 영국 극단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탈-연극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극적 계보를 따

르는가 아니면 탈-연극성을 드러내는가를 기준으로 창안 공연을 분류하는 것은 본

논의에 대체적으로 반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준은 현상적 차원에서 드러난 창안 공연의 특징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 본고는 이러한 관점 이면에 ‘공동 창작’과 창안의 열린 ‘과정’이라는 키워드를

각각 창안 공연의 중심으로 삼게 된 보다 심층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창안 공연의 유

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202) Allan Kaprow, “Some Recent Happenings”, Great Bear Pamphlet, Something
Else Press, 1966, p. 5. "The Happening is performed according to plan but without

rehearsal, audience, or repetition. It is art but seems closer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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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삶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구현되는 방식의 예술을 캐프로는 최고

의 예술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예술을 시도하고자 해프닝을 고안한 것이

다.

캐프로는 앞서 말한 1960년대에 예술의 영역에 일상성이 유입된 맥락을

수용하여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라는 개념 정립을 시도하는데, 이 개

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삶 같은 예술(lifelike art)’이

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03) 캐프로에 따르면 서구 예술은 두 종류

의 아방가르드를 형성해 왔다. 하나는 ‘예술 같은 예술(artlike art)’, 다른 하

나는 ‘삶 같은 예술’이다.204) 이 두 예술은 모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아

방가르드적인 기본 정신을 전제하지만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현격

한 차이가 있다. ‘예술 같은 예술’은 현실을 예술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만,

‘삶 같은 예술’은 현실을 예술과 연결된 것으로 받아들인다.205) 따라서 전자

의 예술은 삶과 절연된 특별한 성역을 차지하는 “작품”이라는 범주를 고수

하지만, 후자의 예술은 삶과 경계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무쌍하게 형

성되는 작품의 “과정”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전자의 예술은 작품과 현실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전달이 일방적이지만, 후자의 예술은 상호적이다.

즉, 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에게서 관객에게로 오기도 하고, 관객의 주변에서

부터 예술가에게로 가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예술에서는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는 작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후자의 예술에서

는 작품이 늘 변화 가운데에 있다. 따라서 후자의 예술은 “대화”가 가장 중

요한 예술적 수단이 된다.206)

203) Allan Kaprow, "The Real Experiment" (1983), Essays on the blurring of art
and life, ed. Jeff Kel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201-218. 그가 이 단어를 제안한 것은 1983년도의 일이지만, 그가 이 용어의 정립을

위해 사례로 제시한 현상들은 1960년대로 소급해 올라가는 것들이었다.

204) Ibid., p. 201.

205) 전자의 예술이 ‘구분(separateness)’과 ‘특수성(specialness)’에 근간을 두는 반면, 후

자의 예술은 ‘연계성(connectedness)’과 ‘다각적 인식(wide-angle awareness)’을 중시

한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예술과 삶을 구분할 뿐 아니라 정신과 육체, 개인과 대중,

문명과 자연의 영역을 각각 구분하여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은 갤러리나 박물

관, 콘서트홀과 같은 고급문화 기관에서 행해진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

처럼 진지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를 즐기며, 상기의 구분된 두 영역들을 한 데 섞어서

사유하고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캐프로는 해프닝과 플럭서스 예술(fluxus art)이 후

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206) Ibid., p. 204. 캐프로는 “작품(work)”과 마찬가지로 “대화(conversation)”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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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캐프로가 말한 ‘예술 같은 예술’이란 예술의 내부와 외부를 명

확하게 구분하는 전제 위에서 예술의 외부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술

만이 지닌 내적 특수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반면 ‘삶 같은 예술’은 예술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영역을 연결시키는 태도를 중시하며,

그 결과 예술이 그 무엇도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캐프로가

밝힌 ‘예술 같은 예술’의 성격은 통합적 창안 연극과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통합적 창안 연극 역시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을 고수하며, 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캐프로가 ‘예술 같은 예

술’과의 차이에 주목하며 제시한 ‘삶 같은 예술’의 개념적 속성은 통합적 창

안 연극과 구별되는, 캐프로로부터 발원하는 또 다른 유형의 창안 공연의

개념적 성격으로 읽을 수 있다.

캐프로가 제시한 ‘경계 흐리기’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두 번째로 고찰

할 개념은 ‘비-예술(nonart)’이다. 만일 세탁소에 있는 의상 펴는 기계의 움

직임을 보면서, 그것을 ‘움직이는 환경(Kinetic Environments)’ 예술이라고

본다면, 이는 비-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지시할 수 있다.207) 그는 앞서 ‘삶 같

은 예술’의 개념 정립을 위해 ‘예술 같은 예술’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제시한

것과 같이, ‘반-예술(antiart)’, 그리고 ‘예술-예술(Art art)’이라는 개념을 들

면서 비-예술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다다이스트들과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반-예술가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의도(intent)”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예술가(Un-Artist)와 구별된다.

그리고 라우셴버그와 케이지, 그로토프스키 등은 예술-예술가들에 해당하는

데, 이들은 “아무리 은밀하게라도 어떠한 영적인 진귀함을 상정한다

(presumes, however covertly, a certain spiritual rarity)”는 점에서 비-예술

과 또 다른 태도를 취한다.208)

에도 큰 인용 부호 표시를 하여, ‘대화’를 ‘작품’에 상응하는 단어로 배치하였다.

207) Allan Kaprow, "The Education of the Un-Artist, PartⅠ" (1971), Essays on the
blurring of art and life, ed. Jeff Kel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98.

208) Ibid., p. 101. Philip Ursprung, Allan Kaprow, Robert Smithson, and the limits to
art, trans. Fiona Elliott,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p. 9. pp. 26-27. 필립 우어슈프룽(Philip Ursprung)은 라우셴버그와 캐프로를 비교하

면서 캐프로가 당대의 예술가들과 다른 지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어슈프룽에 따

르면 라우셴버그는 재현을 파괴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중재하는 작가의 역할을 중시하

였고 그럼으로써 여전히 새로운 땅을 찾아 그것을 예술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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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에 입각하여 캐프로가 제시한 비-예술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

는 어느 확정적인 미학적 역할이나 예술가적인 입지를 버린 상태, 즉 예술

이라는 그 어떠한 고유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의지나 미련도 가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가 될 때 예술은 비로소 삶의 영역과 합일

되는 경지에 도달하며 이것이 바로 현실과의 ‘경계 흐리기’에 도달한 예술이

다. 이러한 점에서 비-예술이란 여전히 예술의 영역을 삶보다 우위에 두고

삶을 예술 영역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예술-예술가들의 태도와는 다르다.

캐프로는 특히 예술-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을 중시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어떠한 식으로든 예술이라는 개념

적 테두리를 고수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렸다. 이는 앞서 ‘예술 같은 예술’과

‘삶 같은 예술’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예술은 ‘예술 같은

예술’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캐프로가 예술-예술의 사례로 본

고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의 양상을 계승한 인물로 다룬 그로토프스키를 든

것을 상기한다면, 예술-예술과 ‘예술 같은 예술’은 모두 통합적 창안 연극과

교차되는 맥락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분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캐프로는 예술이라는 개념적 테두리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예술

같은 예술’, 예술-예술과는 다른 ‘삶 같은 예술’, 비-예술의 성격에 주목한다.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개념들의 속성을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

계 흐리기’라는 개념이 구체화된다.209) 이렇게 캐프로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예술 개념들을 두루 살피며 1960년대에 부상한 예술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가를 규명한다. 캐프로가 제시한 이러한 상대적인 개

념화 작업은 1960년대에 등장한 반-토대적인 경향의 예술 속성을 보다 정밀

하게 관찰하게 하고 나아가 본고의 논의를 추진하는 데에도 주요한 준거를

제공한다. 캐프로가 ‘경계 흐리기’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비교로 든 ‘예

술 같은 예술’, 예술-예술이 통합적 창안 연극의 속성에 잘 부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향하는 ‘경계 흐리기’의 개념을 통해서는 통합적 창안 연극과

보였다. 여기에는 여전히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캐프로는 새로운 땅을 찾아 그것을 예술로 삼고자 하

는 태도 자체를 의심하였다.

209) ‘경계 흐리기’라는 개념에는 캐프로가 제시한 예술론 전반의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

제프 켈리(Jeff Kelley)가 캐프로가 40여 년에 걸쳐 집필한 비평문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며 제목을 『삶과 예술의 ‘경계 흐리기’에 관한 에세이들 Essays on

the Blurring of Art and Life』이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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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창안 공연의 개념적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경계 흐리기’라는 개념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드러낸 두 한계를

동시에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

다. 첫째, ‘경계 흐리기’에는 창작자를 중심에 두어 창안을 추구함으로써 작

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있다.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초월한 관계를 지

시하는 ‘경계 흐리기’란 작품의 내부와 외부 사이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관점

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계 흐리기’는 창안을 추구하면서도 작품 내부의 배타적인 완결

지점을 상정함으로써 관객을 유리되도록 만드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현실과의 ‘경계 흐리기’에 이른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예술을 비-예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시 이를 ‘삶 같은 실패’210)를 지향

하는 예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프로가 사용한 ‘경계 흐

리기’라는 개념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상정한 작품의 내적 완결성과는 대

립되는 ‘실패’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실패란 예술이 삶의 영역

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완결된 작품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캐프로가 제시한 ‘경계 흐리기’라는 개념은 통합적 창안 연

극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또 다른 창작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두 지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다

음 장에서는 ‘경계 흐리기’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고찰할 것이다.

2. ‘경계 흐리기’의 개념들 : 유동성

1960년대에 일어난 예술과 현실 사이의 모호한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단지

예술 개념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예술

을 창작하는 행위를 둘러싼 제 요소들 또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캐프로가 ‘경계 흐리기’의 개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입장

210) Allan Kaprow, "Happening in the New York Scene" (1961), Essays on the
blurring of art and life, ed. Jeff Kel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9-20. 이 개념에 대해서는 Ⅳ.2.2)①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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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개한 논의들 가운데 예술의 창작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고찰

함으로써 창안 공연의 영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캐프로가 주창하는 예술론은 창작 과정의 세 주요 요소별로 논의될 것이

다. 첫 번째는 창작자의 태도,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작품의 양상,

세 번째는 작품과 관객 사이에 유도되는 관계의 성격이다. 이 세 요소들을

중심으로 ‘경계 흐리기’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작방식을 통해 운용

될 수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요소에 내재된 공통된 지향을

하나의 개념적 속성으로 추출하여 이를 ‘경계 흐리기’의 지향점으로 파악하

고, 이를 캐프로가 제안하는 창안 공연 유형의 핵심으로 밝혀낼 것이다.

1) 창작자의 태도 : ‘너머’

캐프로가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에 도달하기 위해 제시한 창작자의

태도는 그가 1958년도에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의 회화를

비평한 글 “잭슨 폴록의 유산(The Legacy of Jackson Pollock)”211)에 잘 드

러나 있다. 이 글은 캐프로가 폴록의 죽음 직후 그가 당대 예술사에 기여한

바를 평가한 글로서, 여기에 기술된 캐프로의 관점은 후대 이론가들이 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수용될 만큼 중요한 의

의를 지닌다.212)

폴록은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고 불리는 미술 사조를 이끈 대

표적인 예술가이다.213) 액션 페인팅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

211) Allan Kaprow, "The Legacy of Jackson Pollock" (1958), Essays on the blurring
of art and life, ed. Jeff Kel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212) Caroline Jones, Machine in the Studio: Contructing the Postwar American
Art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278-343.

213) 폴록의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액션 페인팅’의 사

조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추상 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전자의 관점으로 폴록의 회화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해롤

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 1906~1978)이고, 후자의 관점으로 보는 인물이 클레

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이다. 그린버그는 폴록의 회화로부터 피카소, 브라

크 등에게서 볼 수 있는 분석적 입체주의 회화와의 속성을 찾는다. 그린버그는 폴록

이 입체주의 회화의 구성을 여전히 중시하면서 이를 오로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

로 진화시켰다고 해석한다. Clement Greenberg, ""American Type" Painting" (1955),

Art and Culture: Critical Essays, Boston: Beacon Press, 1961, pp. 208-229. 그러나
로젠버그는 그린버그의 해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폴록의 회화를 평가한다. 로젠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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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행한 미술 사조로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캔버스

위에 물감을 뿌리고, 던지고, 짓누르는 등의 즉흥적인 행위를 중시하는 예술

이다.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에 함의된 바와 같이 이는 결과물로서의 ‘작

품’이 아닌, 회화가 창작되는 ‘과정’의 행위(action)를 중시한다. 따라서 액션

페인팅을 통하여 폴록이 목표했던 바는 작가의 예정된 의도를 작품 속에 완

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화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액션 페인팅은 창안 공연과도 상

통하는 바가 있다.214)

특히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행위는 폴

록의 작품과 창안 공연을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한스 나

무스(Hans Namuth)가 폴록의 화실에서 본 광경을 증언한 다음의 글을 보

면 폴록의 행위로부터 창안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물감으로 젖은 캔버스가 마룻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 완벽한 정적이었다.

[...] 폴록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돌연 통과 붓을 집어 들고 캔버스에서 이

는 폴록의 회화가 창작의 역동적인 행위와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존 회화에서

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 출현한 것으로 보며 이를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로 제시하

였다. Harold Rosenberg, "The American Action painters" (1952), The Tradition of
the New, New York: McGraw-Hill, 1965, pp. 23-39. 이 중에서 캐프로는 로젠버그

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폴록이 작품을 창작하며 행한 역동적인 행위의 의미에 집중

하였다. Sidney Simon, "Allan Kaprow and Robert Watts Interview", Experiments
in the Everyday : Allan Kaprow and Robert Watts : events, objects, documents,
ed. Benjamin H. D. Buchloh and Judith F. Rodenbec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9, p. 77. 캐프로가 창작의 행위와 과정에 집중하여 폴록의 회화를 해

석하는 로젠버그의 의견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1960년대에 창작의 ‘과정’을 중시하

며 ‘창안 공연’이라는 용어를 출현케 한 맥락을 캐프로의 예술론으로부터 고찰하고자

하는 본 논의의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

214) Claude Cernuschi, J ackson Pollock: meaning and significance, New York: Icon
Editions, 1992. 끌로드 체르누시(Claude Cernuschi)가 폴록의 작업을 비평한 글에서도

창안 공연과 유사한 모티프가 폴록의 작품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르

누치는 폴록의 작품을 1967년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작가의 죽음 (The

Death of the Author)”을 선언한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바르트는 텍스트의 의미란 작

가의 의도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호들로 인해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겪

게 되는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란 무한한 것

으로 확장 가능한 것이다. Roland Barthes, "The Death of the Author (1967)", Art
and Interpretation: An Anthology of Reading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ed. Eric Dayton, Peterborough, Ont : Broadview, 1998, pp. 383-386. 바르트가
논한 작가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 그리고 독자의 존재로 인한 작품 지평의 무한 확장

은 캐프로가 폴록의 작품을 해석하며 강조한 지점들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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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꼭 그림이 끝나지 않았음을 갑작스레 깨달은 것만 같았

다. 그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느릿했으나 점점 더 빨려졌고 점점 더 춤사위 같아졌다.

[...]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내내 아마 반시간 정도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A

dripping wet canvas covered the entire floor. [...] There was complete silence. [...]

Pollock looked at the painting. Then, unexpectedly, he picked up can and paint

brush and started to move around the canvas. It was as if he suddenly realized

the painting was not finished. His movements, slow at first, gradually became

faster and more dancelike [...] My photography session lasted as long as he kept

painting, perhaps half an hour.215)

※ 그림 9. 한스 나무스, <작업 중인 잭슨 폴록, 1950>216)

폴록은 예상치 못한 즉흥성을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끊임없이 유

동적인 행위로 표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다. 이러한 행위로

지속되는 그의 작품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 그 자체로 존재한다. 나무스

가 경험한 바와 같이, 폴록 스스로가 작품이 끝났다고 말한 순간 이후에도

215) Claude Cernuschi, op.cit., p. 108. 재인용. 나무스가 폴록과 약속한 시간에 작업실에

찾아갔으나 이미 폴록은 작품이 끝나버렸다고 말을 하였다. 나무스가 폴록의 작업실

이라도 사진으로 찍고자 들어갔는데 폴록은 잠시 있다가 다시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

하였다. 여기에서 인용한 부분은 이 장면을 본 나무스가 폴록의 작업 현장에서 기록

한 내용이다.

216) 자료 출처 : Hans Namuth Estate, Courtesy Center for Creative Photography, the

University of Arizona. © Photo : Hans Nam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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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작품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과정과

즉흥성을 중시하며 끊임없이 ‘창안 중에 있는(devising)’ 상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액션 페인팅은 창안 공연이 내포하는 사전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217)

이렇게 작품을 끊임없이 창안의 과정 중에 있게끔 만드는 힘은 폴록이 창

작자로서 취하는 태도로부터 만들어진다. 캐프로는 폴록이 회화를 창작하는

과정 중에 창작자로서 임하는 태도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작가가 회화의 ‘안

(in)’에 잠입한다는 사실이다. 폴록은 매우 거대한 캔버스를 바닥에 깔아 놓

고 물감을 흩뿌리는 방식의 기법을 창안하였는데,218) 그가 이러한 기법을 창

안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다.

나의 회화는 이젤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그림 그리기 전에 캔버스를 화틀에 붙이는

일은 거의 없다. 캔버스를 곧장 단단한 벽이나 마룻바닥에 고정하기를 선호한다. 단

단한 표면의 저항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마룻바닥 위가 더 편안하다. [마

룻바닥 위에서] 나는 회화에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회화의 일부라고 느낀다. 이런 식

으로 나는 캔버스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면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회화 안(in)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회화의 안(in)에 있을 때 나는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의식이 없다. 내가 무얼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일종의 ‘익숙

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이다. 나는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미지를 해치는 일 따위

에 두려움이 없다. 회화는 제 고유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My painting does not

come from the easel. I hardly ever stretch my canvas before painting. I prefer to

tack the unstretched canvas to the hard wall or floor. I need the resistance of a

hard surface. On the floor I am more at ease. I feel nearer, more a part of the

painting, since this way I can walk round it, work from the four sides and

literally be in the painting. [...] When I am in my painting, I'm not aware of

what I'm doing. It is only after a sort of 'get acquainted' period that I see what

I have been about. I have no fears about making changes, destroying the image,

etc., because the painting has a life of its own.219)

217) Dei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13. 헤돈과 밀링도 창안 공연의 출현

맥락을 살피면서 간단하게나마 액션 페인팅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

의 연장선상에서 폴록의 작품에 드러난 과정 중심의 창작 태도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캐프로의 예술론은 창안 공연의 정신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다.

218) 이는 ‘흩뿌리는 기법(poured technique)’이라고 불렸다.

219) Jackson Pollock, "My Painting", Possibilities 1, Winter 1947-1948, pp.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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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록은 캔버스 안을 걸어 다니며 “회화의 일부”가 되고, 그럼으로써 스스

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회화의 ‘안’에 잠

입케 한다. 폴록은 ‘안’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마다 이탤릭체로 강조를 하

였는데, 그 이유는 이 전치사에 담긴 의미가 그만큼 자신의 예술관을 설명

하는데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캐프로는 비-예술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폴록이 썼던 것처럼 ‘안(in)’이

라는 단어를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는데, 이 맥락을 보면 캐프로가 ‘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알 수 있다.220) 그는 비-예술이 반-예술, 예술-

예술과 다른 점을 이 전치사에 담긴 의미로 설명하는데, 앞서 논의한 비-예

술의 개념을 상기한다면 그가 이해한 ‘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곧 작가의

주체적 의도를 소거한 상태를 말한다. 캐프로는 폴록이 회화의 ‘안’에 잠입

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작

가의 주체적 의도가 소거된 상태로 본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자신을 고정

적인 창작자의 위치에 놓지 않기에 작품을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만드

는 것이다.

캐프로는 이렇게 폴록이 사용한 ‘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작가가 자신의

주체적인 의도를 스스로 소거한 상태라고 보고, 이 단어에 내재된 의미를

더욱 발전시켜 작가가 작품과 예기치 않았던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드러내기 위해 폴록이 사용한 ‘안’이라는

단어를 ‘너머(beyond)’라는 단어로 새롭게 기술하였다.221) ‘너머’라는 단어에

는 작가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안’의 상태에 놓는 것을 넘어, 작

품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초점이 추가적으로 내재되어 있

다. 윌리암 카이젠(William Kaizen) 역시 폴록이 ‘안’이라고 표현한 지점을

‘너머’라는 단어로 재사용하며222) 폴록이 회화를 고정된 프레임 ‘너머’의 공

간으로 확장시킨 것의 의의를 조명하였다. 나아가 폴록이 회화 영역에서 고

정된 프레임 ‘너머’의 공간을 발견하였다면, 캐프로는 공연예술로 영역을 확

220) Allan Kaprow, "The Education of the Un-Artist, PartⅠ", op.cit., p. 102.

221) Allan Kaprow, "The Legacy of Jackson Pollock", op.cit., p. 5.
222) William Kaizen "Framed Space: Allan Kaprow and the Spread of Painting",

Grey Room, Vol.13(4), MIT Press, October 2003, p. 81. 카이젠은 캐프로가 기존의

이차원적인 캔버스에 놓여 있던 회화를 삼차원적인 공간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을 폴

록의 유산이라고 보았다고 말하면서 ‘너머’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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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너머’의 공간을 발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캐프로가 창

안한 해프닝이다. 우어슈프룽은 ‘너머’에 해당되는 단어를 ‘뒤에(behind)’, ‘위

에(above)’ 등의 보다 다양한 전치사로 표현하며,223) 그만큼 작가가 작품과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 주목하였다. 작가가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서서 창작에 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창작의 주체라는 고

정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않고, 작품 ‘안’에 잠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폴록은 마치 특정한 ‘역할(role)’을 수행하는 ‘배우(actor)’와 같은 입장

에서 창작에 임한다.224) 폴록의 회화를 ‘액션(action)’ 페인팅이라고 지칭하는

데에도 이러한 맥락이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폴록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는 배우처럼 창작에 임함으로써 작품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취하고, 그 결과 작품이 작가 자신을 에워싸는 환경이 되게 하며, 이

를 통해 작품과 끊임없이 유동하는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캐프로를 포함한 비평가들이 폴록이 취한 창작 태도를 ‘너머’라는

단어로 지시하며 주목한 것은 작가가 창작 주체로서 고정된 위치에 서지 않

고, 끊임없이 작품과 즉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연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폴록이 취하는 이러한 유연한 창작 태도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지향한 창작 태도, 즉 신성할 정도로 막강한 창작의 권위를 부여받

은 배우들이 모여 창작의 확고한 중심을 이루었던 것에 대비된다. 코포로부

터 발원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은 대부분 모던 마임의 전통을 수용하기에 현

실 생활로부터 절연된 새로운 연극적 생명체로 거듭나기 위한 배우들의 신

체 훈련에서부터 창작 과정을 개시한다. 이렇게 현실 영역과는 또 다른 예

술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 신체 훈련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통합적 창

안 연극은 배우들의 강력한 창작 능력을 일관되게 중시한다. 그 결과 창작

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어디까지나 창작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고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형성한다. 통합적 창안 연극이 결국 완결된 작품의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창안 공연의 사전적 의미에 배치되는 한계를 드러내는 데에는

창작자인 배우들이 지극히 확고한 창작 태도를 전제로 작품과의 관계를 일

223) Philip Ursprung, op.cit., p. 23.
224) Ibid., p. 23. 우어슈프룽은 심지어 폴록이 아크로바틱에 가까울 정도의 액팅을 수행

하는 배우의 입장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아크로바트 (acrobat)’라는 단어는 캐프로 역

시 사용한 바 있는 단어이다. Allan Kaprow, "The Legacy of Jackson Pollock",

op.cit.,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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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으로 일구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프로가 제시한 ‘너머’의 창작 태도란 창작자가 고정적인 창작의

위치에 있을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 또한 예상

할 수 없는 즉흥적인 관계로 지속된다. 이는 결국 완결된 작품의 형태를 거

부하며, 대신 작가와 작품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더욱 초

점을 모은다. 바로 여기에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가 구현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창작자와 작품 사이에 끝나지 않는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창작자가 속한 현실과 작품이 점유하는 예술 영역이 끊임없이 교차되

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작품의 양상

① 환경으로서의 예술

캐프로가 말한 ‘너머’의 창작 태도로 창작자가 작품에 임하는 경우 그 작

품이 드러내는 양상은 이미 앞 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하나는 끊임없이 창

안의 과정 중에 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으로써 캐

프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현실과의 ‘경계 흐리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다. 이 장에서는 작품이 도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하여 더욱 자

세히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캐프로가 제시한 ‘실패’라는 개념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캐프로는 폴록이 제시한 작품의 양상을 ‘실패’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여기에서 캐프로가 ‘실패’라고 표현한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좁은 의미로는 작품 내부의 형식과 구성의 ‘실패’를 말

한다. 캐프로는 창작자가 ‘너머’의 태도로 임할 때 그 작품은 더 이상 기존

의 회화가 구축해 왔던 처음-중간-끝으로 이루어진 완결적 ‘형식(form)’을

구축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폴록이 시도한 이러한 구성상의 ‘실패’는 캐

프로에 의해 “위대한 실패(great failure)”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225) 캐

프로는 고전주의 예술이 선형적인 형식을 따르는 구성을 취했고, 모더니즘

225) Allan Kaprow, "The Legacy of Jackson Pollock", op.cit.,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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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비선형적인 형식을 감행하는 구성을 취했다면, 폴록의 회화는 구성

이라는 개념 자체, 즉 처음-중간-끝이라는 인식 자체를 소멸시켰다는 점에

서 미술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캐프로는 기존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재현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여

전히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를테면 입체주의(Cubism)

미술에서 하나의 색감으로 된 형을 다른 색감으로 된 형에 균형을 맞추거나

수정을 가하며 여전히 질서와 구성을 중시하는 것은 ‘부분에서 전체

(part-to-whole)’, 혹은 ‘부분에서 부분(part-to-part)’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프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폴

록이 기존 모더니즘 예술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본다. 물감 흘리기, 긋기,

짜기, 바르기 등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움직임에 의해 형성되

는 “일기 같은 제스쳐(diaristic gesture)”는 여전히 질서와 구성을 중시한 기

존 시도들에 다시 한 번 대항하는 시도이다.

폴록이 시도한 구성의 ‘실패’는 관객으로 하여금 어디에서부터 작품을 보

아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즉, 폴록의 작품을 마주

한 관객은 작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도 찾지 못하거나 백 여 개

의 지점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226) 이것은 폴록의 회화에서는 그

어느 곳도 모든 곳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작품의 구성이 ‘실패’에

이른 경우 그 작품을 대하는 관객은 작품을 가늠할 수 없게 되며 단지 작품

에 의해 둘러싸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작가가 작품의 ‘안’에 잠입하

여 작품을 가늠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을 바라보

는 관객 또한 작품의 ‘안’에 잠입하여 작품을 마주하면서도 끝도, 혹은 어떠

한 부분의 확장된 영역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작품이 형식과 구성의 ‘실패’를 드러내게 될 때 그 작품은

작가의 행위를 둘러싸는 공간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작품은 더 이

상 기성의 고정된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이차원적인 회화가 아니라 창작

과정 동안 작가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는 삼차원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캐프로는 폴록이 기성의 회화 대신 “공간(space)”을 창

조한 점을 또 하나의 기여로 평가한다. 구성의 ‘실패’에 이른 작품은 작가

자신과 관객 모두로 하여금 창작과 관람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대신

226)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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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관객 모두를 에워싸는 환경으로 확장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캐

프로는 ‘환경(environments)’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였다.227) 그가 이토록 환경

을 중시한 이유는 예술이 환경의 차원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그 예술 작품

은 캐프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술이 관객의 현실을 에워싸는 환경으로 확장되면

관객은 더 이상 자신이 처한 현실과 예술 사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계 흐

리기’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캐프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덜 예술적이고 더 삶 같은 것이 되는 “실패” "failure" of being less

artistic and more lifelike”를 제안한다.228) 여기에서 그가 사용한 ‘실패’라는

단어는 앞서 논의한 구성과 형식의 ‘실패’보다 넓은 의미이다. ‘삶 같은 실패’

라는 표현은 예술이 환경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삶과의 구분이 허물어진 상

태를 뜻하며, 캐프로는 이러한 상태를 ‘실패’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넓은 의미의 ‘실패’란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 상태와 다름 아니다.

정리하면, 좁은 의미의 ‘실패’는 작품의 내적 구성과 형식상의 완결을 ‘실

패’로 이끄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실패’는 작품이라는 고유한 범주의 완결

을 ‘실패’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넓은 의미의 ‘실패’는 좁은 의미

의 ‘실패’와 연장선상에 있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작가가 작품의 내부적인

구성을 ‘실패’로 이끌 때 그 작품은 공간, 즉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고 그

결과 삶의 영역과 섞이는 넓은 의미의 ‘실패’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캐프로는 폴록이 보여준 구성의 실패를 ‘위대한’ 것으로 인정

한 것이다.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술이 삶과 섞이는 ‘경계 흐리기’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품은 더 이상 내적으로 완결된 지점을 배타적으로 추

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삶의 영역과 섞이는 넓은 의미의

‘실패’를 지향하기에, 작품의 내적 완결성을 ‘실패’로 이끄는 현상이 야기될

227) Ibid., pp. 2-6. 캐프로는 “잭슨 폴록의 유산”에서 “환경(environments)”이라는 단어

를 이탤릭체로 강조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1965년도에 쓴 글에서는 이 단어를

“Environments”로 대문자 표기를 하였다. Allan Kaprow, "A Statements",

Happenings: An I llustrated Anthology, New York: Dutton, 1965, p. 46. 캐프로가
폴록의 회화에 착안하여 ‘환경 예술’에 집중하게 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228) Allan Kaprow, "Notes on the Creation of a Total Art", op.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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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넓은 의미의 ‘실패’이든, 좁은 의미의 ‘실패’이든 캐프로가 주목한 ‘실패’라

는 개념은 본 논의 안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모두 작품을 끊임없

이 완결되지 않은 부단한 과정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캐프로가 말하는 ‘실패’의 양상을 드러내는 작품

은 완결성을 지향하며 결국 창안을 종식시키고 마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

계를 극복한다. 캐프로는 예술과 현실이 섞이는 경지를 ‘실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통합적 창안 연극에서는 예술과 현실이 통합되는 경지를 ‘완성’이

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실패’와 ‘완성’의 경지는 각각 캐프로와

통합적 창안 연극이 작품의 지향으로 삼는 대조적인 지점들이다.

캐프로는 폴록의 작품을 비평하며 주목한 구성의 실패를 자신의 작품에서

도 접목시켜 실험하였다. 그것이 바로 해프닝이다.229) 해프닝은 기존 공연과

는 달리 관객으로 하여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

게 끝이 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행위들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해프

닝에는 처음-중간-끝으로 구성된 형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폴록의 작품에서 처음-중간-끝으로 구성되는 형식을 파괴하여 관객이 어디

에서부터 이 작품을 보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프닝 또한 폴록의 작품처럼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마주하는 행위를 판

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끔 만든다.

캐프로는 해프닝을 통해서 “실패를 기꺼이 하려는 마음(willingness to

fail)”230)을 표현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의 실패란 곧 삶과 구분될 수 없

는 경지에 예술이 이르는 넓은 의미의 ‘실패’를 말한다. 해프닝은 기성의 공

연장이 아닌 환경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의 맥락(context)231)을 중시한다. 흔히 지하실이나 텅 빈 가게, 길거리나 자

229) Philip Ursprung, op.cit., p. 27. 캐프로는 해프닝뿐 아니라 시각예술 영역에서도 공

간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였다. 우어슈프룽은 라우셴버그와 비교하며 당시 캐프로가 얼

마나 공간을 예술의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이 해석하였는가를 평가한 바 있다. 라우셴

버그는 아무리 자신의 작품을 공간이라는 확장된 장으로 옮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단

지 공간이라는 차원에 기존 작품이 지녔던 권위를 양도해주는 것에 불과한 반면, 캐

프로는 관객을 감싸는 공간, 즉 환경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라우셴버그의

공간이란 관객들로 하여금 기념사진을 찍게 하는 포토존에 불과하였다면, 캐프로의

공간은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과 상호 작용을 하며 다양한 소통을 체험하게 하는 환경

으로서 존재하였다.

230) Allan Kaprow, "Happening in the New York Scene", op.cit.,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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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공간 같은 곳에서 해프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렇

게 환경적인 맥락을 지닌 공간에서는 관객과 공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캐프로는 해프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일종의 “서식지(habitats)”라고 명명

하기도 하였다.232)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예술적 대상이 놓이는 자리가 아니

라 작품과 관객, 더 나아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장(場)이

다. 해프닝을 비롯하여 ‘삶 같은 예술’이 토대로 하는 공간은 이렇게 갤러리

나 극장 공간을 넘어서 관객의 삶과 중첩되는 현실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② 경험으로서의 예술

캐프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실패’를 주장하면서 삶의 영역과의 경

계가 흐려진 예술을 지향한다. 그런데 예술이 이렇게 삶의 영역과 섞이기

위해서는 단지 창작자가 ‘너머’의 자세를 취하고 작품이 구성상의 ‘실패’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캐프로는 예술이 현실과 ‘경계 흐리기’ 상태

에 이르기 위해서는 작품을 접한 관객이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한다.233)

캐프로가 관객의 경험 능력을 중시하는 데에는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에게서 받은 영향이 크다.234) 듀이는 “삶이 환경 안에서 지속된

231) Allan Kaprow, "The Education of the Un-Artist, PartⅠ", op.cit., p. 105. 캐프로는
비-예술을 논의하며 범주(category)보다 맥락(context)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서 말한 ‘맥락’이란 해프닝에서 중시하는 공간의 개념과 긴밀하게 교차된다.

232) Allan Kaprow, "Happening in the New York Scene", op.cit., p. 18.

233) Nick Kaye, Postmodernism and Performance, op.cit., p. 4. 캐프로와 같은 입장에

서 관객의 경험 능력을 중시한 연구자로 케이를 들 수 있다. 그는 케이지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침묵’이라는 일상의 소재를 음악의 영역에 끌어 옴으로써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관객의 경험 능력에 의해서라고 보았다. 특히

관객이 이 공연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지점에서 작품이 지닌 의의가 드러나

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작품의 진정한 의미가 애초부터 고정적으로 전제된 것이 아니

라 뒤늦게 촉발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는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작품을

더 이상 특정하고(particular), 특별한(distinction)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fluid), 개방

적인(open) 성격을 지닌다고 표현한다.

234) Jeff Kelley, "Introduction" (1992), Essays on the blurring of art and life, ed. Jeff
Kel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ⅺ. 켈리는 캐프로가 듀이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예술론의 기조를 구축한 점을 강조한다. 특히 켈리는 듀이가

1934년도에 쓴 『경험으로서의 예술 Art as experience』 중 “예술은 경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를 캐프로가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스스로의 이론적 원천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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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삶이 단지 환경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넘어서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235) 캐프로 역시 예술이 환경

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을 주장하면서 관객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기대

하였다. 나아가 듀이는 환경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 작용

이란 인간이 지닌 경험 능력에 의해 더욱 심층적인 차원으로까지 갈 수 있

다고 보았다.236) 즉 물리적인 시공간이 인간의 경험 능력과 만나면 그 한계

를 초월하여 무한한 영역의 시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

간의 경험 능력을 토대로 물리적인 제약을 가진 환경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듀이의 입장은 캐프로에게서 발견된다. 캐프로는 폴록의 회화가 네

면으로 된 인공적인 ‘끝(ending)’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게끔 만든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237) 폴록의 작품은 관객과의 만남

을 통해서 관객의 경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캐프로

역시 예술이 관객의 경험 능력과 만나면 작품이 위치하는 물리적인 환경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한한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238)

그런데 앞서 논의한 본고의 논지를 접목하면 폴록의 작품이 거대한 규모

의 공간감을 환기시킬 수 있게 되는 데에는 그것이 단지 거대한 캔버스 위

에 그려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취한 ‘너

머’의 태도가 관객에게로 전이되는 맥락이 있다. ‘너머’의 위치에서 폴록의

회화를 마주하는 관객은 작가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가늠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고, 작품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캐프로는

이렇게 관객이 창작자가 취한 ‘너머’의 태도를 공유하는 경험 능력을 발휘할

때 작품은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게 된다는 발견을 하였다.

캐프로는 이러한 발견을 작품의 모티프로 삼아 다음과 같은 작품 창작을

고 말한다.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nguin, 2005 [1934].

235) John Dewey, op.cit., p. 22.
236) Ibid, p. 24. 그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수년 간 각인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닌 경험 능력 때문이라고 보았다.

237) Allan Kaprow, "The Legacy of Jackson Pollock", op.cit., p. 5.
238) William Kaizen, op.cit., p. 84. 카이젠은 관객이 폴록의 작품을 볼 때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sucked in)”는 표현을 하였다. 이렇게 카이젠 역시 폴록의 작품을 예

로 들며 작품으로부터 발현되는 무한한 느낌은 관객의 경험 능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인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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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뜰 Yard, 1961>에서 캐프로는 다세대 주택 뒤뜰에 셀 수 없

이 많은 타이어들을 아무런 질서 없이 흩뿌려 놓았다. 이 작품은 폴록의 액

션 페인팅을 삼차원의 공간으로 확장시킨 형태였다. 이렇게 캐프로는 폴록

의 회화에서 발견한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실제로 삼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해프닝이다. 해프닝은 지금-

여기를 전제로 하는 공연예술인만큼 삼차원의 공간뿐 아니라 사차원의 시간

까지도 활용한다. 이와 같이 캐프로는 폴록의 회화로부터 발견한 무한 확장

의 가능성을 삼차원의 공간으로 확장시켜 환경 예술을 시도하고, 이를 다시

사차원으로 확장시켜 해프닝을 시도하였다.

※ 그림 10. 앨런 캐프로, <뜰>239)

관객의 경험 능력을 중시하는 캐프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물리적인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극히

239) 자료 출처 : Allan Kaprow papers, ca. 1940-1997, Research Library,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Los Angeles, California (980063) © Photo : Ken

Heyman-Woodfin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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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고 덧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관념을 드러내는 작품을 시

도하였다. <뜰>에서 보여준 광대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얼음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유동물 Fluids, 1967>이라는 해프닝이

그 사례이다. 이 작품은 길이 9미터, 너비 3미터, 높이 2.4미터에 달하는 직

육면체의 얼음 구조물을 쌓아 올린 작품이었다.

※ 그림 11. 앨런 캐프로, <유동물>240)

※ 그림 12. 앨런 캐프로, <유동물> 포스터241)

240) 자료 출처 : Allan Kaprow, F luids, 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 Konig,
1999. 중(中).

241) 자료 출처 : Allan Kaprow, F luids, 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 Konig,
1999. 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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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음 덩어리들은 수 일이 지나서 녹아 없어졌지만, 작품이 사라진 이

후에도 여전히 이 작품을 알리는 포스터들은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

다.242) 그래서 수 일 후에 이 해프닝을 보러 온 관객들은 작품은 볼 수 없고

작품의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만 볼 수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

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거대한 구조물로 전시되어

있던 얼음 구조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른 형체를 드러내며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지는 광경을 드러내는 이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시

간과 공간의 덧없음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생활공간 속에서 가시적인 구

조물로 세워져 있다가243) 서서히 사라지는 이 작품은 “매일의 삶과 해프닝

의 경계는 가능한 유동적이고 아마도 흐릿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The

line between the Happening and daily life should be kept as fluid and

perhaps indistinct as possible.”244)라는 캐프로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현시한

다.

캐프로가 자신의 예술론을 실험하기 위해 해프닝이라는 공연예술을 시도

하게 된 의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공연예술은 그가

근간을 두어 온 시각예술과는 달리 지금-여기라는 현장의 일회성을 전제로

하기에, 물리적인 환경의 덧없음을 실험하는 데 적합한 매체일 수 있는 것

이다. 캐프로가 해프닝을 다른 예술 장르와 구별 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물

리적 취약성(physical fragility)’을 들었던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

다.245) 또한 캐프로가 정립한 비-예술은 “어떠한 원자 내 미립자처럼 오로

지 덧없이 존재하는(exists only fleetingly, like some subatomic particle)”

속성을 지닌 것이라는 사실 또한 지금의 논지와 상통한다.

캐프로는 무한히 확장되는 차원의 환경뿐 아니라 이렇게 한 순간 일어나

고 사라져 버리는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환경 또한 중시한다. 그런데

이 두 차원의 환경은 모두 물리적인 시공간을 재해석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

통적이다. 캐프로는 관객으로 하여금 환경과의 보다 긴밀한 상호 작용을 자

242) Philip Ursprung, op.cit., p. 110.
243) 이 얼음 덩어리들은 레스토랑 옆, 베버리 힐즈(Beverly Hills)의 저택 옆, 주차장 등

서른 곳에 달하는 도시의 곳곳에 배치되었다.

244) Allan Kaprow, "Happenings are Dead : Long Live the Happenings!", op.cit., p.
62.

245) Philip Ursprung, op.cit., p. 1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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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하고자 물리적 차원의 환경을 재고하게 하는 극단적 방식의 환경을 제시

한다. 여기에서 캐프로의 주된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객의 경험 능력을 강렬하게 일깨우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경험 능력을 통

해 관객이 환경으로 확장된 예술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가 비로소 현실화될 것을 기대한다.

3) 작품과 관객 : 상호 유동하는 관계

이제까지 캐프로가 주장한 작품의 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캐프로는 폴

록의 작품에서나 자신이 시도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작품이 구성상의

‘실패’에 이르고, 그럼으로써 관객의 현실을 에워싸는 환경의 영역으로 확장

될 것, 나아가 그 작품이 관객의 경험 능력과 만나 관객과 긴밀한 상호 작

용을 할 것을 기대한다. 여기에서 캐프로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작품

과 관객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미 앞 장에서 작품의

양상에 관해 논의하며 작품과 관객 사이의 긴밀한 상호 작용에 주목한 바

있는데, 이 장에서는 관계라는 키워드에 더욱 집중하여 논의를 발전시킬 것

이다.

모든 예술은 그 작품만의 방식으로 관객과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여기

에서 캐프로가 강조한 관계란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는 기존

예술에서처럼 작품과 관객이 서로 구분된 상태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

라, 서로의 입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성되는 관계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캐프로가 1958년도에 뉴욕 한사 갤러리(Hansa Gallery)에서 전시한 작품

<앨런 캐프로 : 전시 Allan Kaprow : An Exhibition>을 들 수 있다. 이 작

품에서 캐프로는 관객이 작품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사물들을 보지 않게 된다. 그저 우리의 “참여” 능력에 따라서 수동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그저 들어서고, 둘러싸이고, 우리를 둘러싸는 것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그 일부의 역할을 했던 거리나 집 전체에서 빠져 나왔던 것과 아주 꼭 같은 방식으

로 말이다. 우리 자신이 형체들이다. (비록 이 사실을 자주 의식하지는 않지만) 우리

는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또 움직이고 느끼고 말하고 남들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들도 다양하다. 그리 함으로써 우리는 작품의 “의미”를 부단히 변화시킬 것

이다. we do not come to look at things. We simply enter, are surround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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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part of what surrounds us, passively or actively according to our talents

for "engagement," in much the same way that we have moved out of the totality

of the street or our home where we also played a part. We ourselves are shapes

(though we are not often conscious of this fact). We have differently colored

clothing; can move, feel, speak, and observe others variously; and will constantly

change the "meaning" of the work by so doing.246)

위의 내용에 따르면 작품이 관객을 에워싸는 환경으로 확장된 경우 관객

은 작품의 전체를 가늠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을 둘러싼 그 작품의 일부가

된다. 이는 폴록의 회화에서 작가가 작품 ‘안’에 잠입함으로써 겪게 되는 현

상과 동일하다. 관객 개개인이 환경 예술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shapes)”

이라고 보는 것은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연한다. 이

렇게 작품의 일부로 포섭된 관객 개개인은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그럼으로

써 끊임없이 작품의 “의미(meaning)”를 “변화(change)”시킨다. 여기에 흥미

로운 점은 관객이 작품의 전체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존재로 인하

여 작품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환경으로 확장된

예술이 관객을 에워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화

의 과정을 겪게 되는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관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작품은 다시 관객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작품과 관객은

각자가 서로에게 매우 상호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상호적이라 함

은 작품과 관객이 서로 연결되어 있되 양자가 서로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연

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서 상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관객을 압도하는 위치에 놓이거나 관객이 작품을

평가하는 위치에서 양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를테면 관

객이 만들어내는 ‘소리들, 침묵들, 그들[관객들] 사이의 공간들 (그들의 “여

기-” 그리고 “거기-”임) the sounds, the silences, and the spaces between

them (their "here-" and "there-"ness)’247)로 인하여 작품의 임의적인 질서

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하여 다시 관객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현상들을 만

들어낸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의 양상은 캐프로

246) Allan Kaprow, "Notes on the Creation of a Total Art", op.cit., p. 11.
247)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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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품을 창작하고 선보이는 행위에서 강조한 “대화(dialogue)”의 양상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캐프로는 케이지가 ‘침묵’을 작품 안으로 들여오고, 라

우셴버그가 텅 빈 캔버스를 전시하고, 조지 브레히트가 몇 단어 적히지 않

은 카드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작품에서는 작가와 관객이 서로 매개되고 형성됨으로써 발현되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된다고 보았다.248) 캐프로는 이렇게 작품과 관객 사이

에 대화가 가능해지는 상태를 “부수어지기 쉬움(fragility)”이라는 단어로 제

시한 바 있다.249) 여기에서 작품이 관객에 의해 ‘부수어지기 쉬운’ 속성이 만

들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 장에서 ‘실패’의 개념을 고찰하며 논

의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작품이 처음-중간-끝이라는 내적으로 완

결된 구성을 확보하지 않기에 작품은 관객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쉽게 부

수어지고 변형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 이와 더불어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작품의 의미 자체가 불명료하게 제시되기에 작품은 부수어질 수 있는 상태

에 놓인다. 예를 들어 해프닝은 처음-중간-끝이라는 형식적인 구성이 부재

하기 때문에 작품이 고정적인 위치에 놓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구사되는 배우들의 언어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위치가 불투명해지는 지점도 있다. 해프닝에서는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하

는 언어보다는 의미 자체가 모호한 소음이나 음향 등이 더욱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프닝은 애초부터 내용적인 의미가 모호하게 고안되

기에 관객의 해석에 따라 작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품이 흘러

갈 수 있다. 그리고 관객의 해석에 의해 의도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작품이

흘러가게 되어도 그것은 결코 틀린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캐프로는 작품이

맞고 틀린 것의 여부를 떠나 관객과 함께 “흔들리는(shaking)” 상태에 있을

것을 주장한다.250) 이렇게 작품이 관객에 의해 ‘부수어지기 쉬운’ 상태에 놓

이는 상황은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논해질 수 있

다.

캐프로가 지시한 ‘부수어지기 쉬운’, ‘흔들리는’이라는 단어의 뜻은 비단 작

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캐프로가 지향하는 작품 행위에서 발생

248) Allan Kaprow, "Assemblage, Environments & Happenings", op.cit., p. 173.

249) Ibid., p. 167.
250) Allan Kaprow, “Happenings in the New York Scene”, op.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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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성격에 두루 적용된다. 이를테면 작가와 작품, 작품

과 관객, 작가와 관객 등의 관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캐프로가 중시한 ‘관계’라는 키워드의 속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면 이는 그가 수차례 강조한 ‘유동적인(fluid)’이라는 단어로 이해된다. 이를

테면 그는 비-예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 개념의 핵심이 “유동하는

정체성(fluid identity)”에 있다고 보았으며,251) 해프닝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도 “매일의 삶과 해프닝의 경계선은 가능한 유동적이고 아마도 흐릿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The line between the Happening and daily life should

be kept as fluid and perhaps indistinct as possible.”252)고 말하며 유동적인

성질을 탐구하였다. 또한 앞서 논하였던 <유동물(Fluids)>이라는 작품은 자

신이 탐구하고자 했던 유동성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실제적인 작품의 형상으

로 실험해 보고자 한 시도였다.

이렇게 캐프로가 자신의 주요한 이론들을 정립하며 반복적으로 의식한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캐프로의 주장 전반을 핵심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키

워드이다. 또한 캐프로가 자신이 구축해 온 전체 논의를 가다듬어 결론적으

로 ‘관계’라는 요소에 접근한 만큼, 이 관계의 속성에 해당하는 ‘유동성’이라

는 개념은 캐프로가 주장하는 여타의 요소들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작품과 관객 사이에 유동적인 관계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작품 자체가 고정

적인 영역을 점하지 않고 관객의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동

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이 이렇게 유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앞서 창작자가 유동적인 위치에서 창작에 임했기 때문이

다. 결국 앞서 논의한 창작자의 태도와 작품의 양상, 이 두 요소가 모두 유

동적인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작품과 관객 사이에는 지속적인 대화가 형성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창작자와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라는 세

요소는 모두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연결 고리로 묶여 있다.

창작자의 태도, 작품의 양상, 관객과의 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 세 요

소는 캐프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계 흐리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제적인 항목들이라고 하였다. 이 지점에서 세 요소의 전제가 되었던 ‘경계

251) Philip Ursprung, op.cit., p. 98. 재인용.
252) Allan Kaprow, "Happenings are Dead : Long Live the Happenings!", op.cit.,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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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기’와 세 요소의 결론적 키워드인 ‘유동성’이 빚어내는 의미상의 차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캐프로가 지향한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라는 개념을 구현하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즉,

창작자와 작품 모두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작품 행위에서 빚어지는 제 관계

가 유동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경지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

는 것 그 이상의 경지이다. 따라서 예술이 현실과 ‘경계 흐리기’의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유동성이라는 가치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유

동성은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기 때문이

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캐프로가 강조한 ‘유동성’이라는 키워드

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발원한 창안 공연의 한 유형을 수립할 수 있다. 캐

프로의 예술론을 토대로 하는 창안 공연을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고 명명하

고 이를 앞서 논한 통합적 창안 연극과는 상이한 기원을 가지는 또 다른 창

안 공연의 유형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미 캐프로가 주장한 ‘경계 흐리기’의 개념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였듯이, 유동적 창안

공연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마련되어 있

다. 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는

캐프로가 주장한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 유동하는 관계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그리고 창안을 추구하면서도 작품 내부의 배타적

인 완결 지점을 상정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는 ‘실패’를 지향하며 부

단한 창안의 과정 상태를 지속케 하는 작품의 양상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는 각각 Ⅳ.2.3)장과 Ⅳ.2.2)장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의를 가능케 한 것은 모두 Ⅳ.2.1)장에서 고찰한 ‘너머’의 창작

태도에서부터 연원한다.

구체적으로 이 두 유형의 창안 공연이 세 가지 측면, 창작자의 태도, 작품

의 양상,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에서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지점들을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캐프로는 창작자를 작품의

독립적 창작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 반면, 코포와 태양 극단은 배우라는 확

고한 창작 주체를 상정한다. 코포가 창안 공연의 현대적 기원을 마련한 인

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극작가에게서 배우로 창작의 중심을 이동시킴으

로써 즉흥적인 창조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코포의 정신을 계승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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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역시 배우의 확고한 창작 능력을 신봉한다. 이 극단이 1년여에 달하는

연습 기간을 가지면서 배우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최대한 발산케 하고,

최대한 많은 즉흥을 유도하는 것은 배우들의 창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극단은 창작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을 매우 중시

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참여자들 누구나 상대방으로부터 경청 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입증한다. 므누슈킨이 배우들의 공동 창

작 능력을 중시함과 동시에 연출자의 결정 능력 또한 중시한 것 역시 배우

와 연출자 가운데 누가 되었든 공연 창작 그룹 내부에 있는 창작자들이 창

작의 확연한 주체로서 설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드러낸다. 이 극단은 배우

라는 창작 주체의 확고한 능력을 신뢰하고, 이를 또 다른 막강한 역량을 지

닌 연출자의 능력과 상생시킬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다.

또한 통합적 창안 연극에서는 배우, 연출자, 관객, 작품 각각이 저마다 고

정적인 위치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배우와 연출자, 그리고 관객은 각기

정해진 서로 다른 위치에 서서 작품 내부에 상정된 확고한 하나의 구심적

가치를 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통합이 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이는

유동적 창안 공연에서 창작자, 작품, 관객이 저마다 유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으로써 창작 과정이나 상연 과정에서 어떠한 상충하는 힘들도 하나의

구심점으로 통합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상반된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

로 유동적 창안 공연에서는 부지불식간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치부

해 버렸던 것들조차도 창작 과정과 상연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시금 변화하

고 충돌될 수 있는 것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로 작품 양상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통합적 창안 연극에서

는 연극이 신성한 경지에 이를 것을 지향하며 작품의 내적 완결성을 표방한

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완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창작의 에너지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구심적인 창안을 추구한다. 그러나 유동적 창안 공연에

서는 작품의 내적 구조뿐 아니라 작품이라는 범주 자체가 ‘실패’에 이를 것

을 표방하며, 작품이 고유한 완결성을 지니지 않고 부단한 창안의 과정 중

에 있을 것을 추구한다. 예술이 현실과 ‘경계 흐리기’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을 지향하는 유동적 창안 공연은 코포나 태양 극단과 같이 신의 경지와 만

나는 예술이 아니라 삶의 영역과 만나는 예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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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작품의 양상을 이끄는 두 유형은 공간

구조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뷔이-콜롱비에

극장이나 카르투슈리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통합적 창안 연극은 전적

으로 창작자들의 예술적 표현 능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고안

하여 운영한다면, 유동적 창안 공연은 창작자들의 표현 능력이 부수어지고

변형될 수 있는 ‘환경’으로 확장된 공간을 선호한다. 고반과 니콜슨은 창안

공연에서 공간이라는 요소가 예술적 실험을 뒷받침해 줄 뼈대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253) 이 가운데 코포

와 태양 극단이 운영했던 극장 공간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캐프로가

지향한 공간은 후자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작품으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에 대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통합적 창안 연극은 작품이 신성함의 경지에까지 이를 것을 지향하며 작품

이 다다를 수 있는 최종 지점을 염두에 두기에 늘 이 완성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한다. 통합적 창안 연극에서는 이렇게

작품의 내부를 향해 나아가는 구심적 에너지와 이를 이탈하는 원심적 에너

지 사이의 철저한 구분이 생긴다. 이 구분은 작품의 내적 완결성을 추구하

는 이상 극복되기 어렵다. 그러나 유동적 창안 공연은 애초에 작품 내부에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확고한 지점을 마련하지 않기에 관객은 작품의 비

전에 동참을 할 수도, 그렇다고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즉

작품 자체가 고정적인 형식이나 내용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정체

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하지 않으며, 작품을 잘못된 방향으

로 끌고 가게 할 관계를 지양하지도 않는 것이다. 따라서 캐프로가 기대하

는 관계란 코포와 태양 극단과 같이 작품이 지향하는 지점에 적극적으로 힘

을 실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작품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역으로 창조시켜 줄

수 있는 관계이다.

작품 행위를 둘러싼 관계에 있어서 통합적 창안 연극이 지향하는 형태는

‘상호의존적인’254)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결합의 차원을 넘어

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함으로써 일체화되는 통합의 관계로, 코포가 주장

한 ‘역동적 부동성’의 성격과 관계된다. 이와 달리 유동적 창안 공연에서는

253)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 104.
254) Albert M. Katz, op.cit., p.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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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행위를 둘러싼 관계가 완전무결하게 연결될 것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성을 담보로 한 불완전한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유동적

창안 공연은 창작 그룹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역시 통합적 창안 연극

에 비해 보다 느슨하게 연결될 것을 추구한다. 특히 캐프로의 해프닝에서는

화가, 조각가, 연주자, 무용수 등 다양한 장르에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창

작자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를 전제로 작품 창작에 임한다.255) 정리

해서 말하면, 창작자들 사이의 관계,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작

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 등 작품 행위를 둘러싼 제 관계에 있어서 통합적 창

안 연극은 개개의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온전한 통합의 상

태에 이를 것을 추구한다면, 유동적 창안 공연은 개개의 요소들이 ‘상호 유

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불완전하게 오갈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러한 태도는 연극과 현실, 더 나아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인식

하는 태도의 차이로도 드러난다. 코포는 예술과 현실이 “고도의 섬세한 감

각”256)을 통하여 공고하게 결합된 관계에 있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

는 예술과 현실이 통합된 상태로 “깨어지지 않는 전체성”257)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경지를 바로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경지라고 보았다. 반면

캐프로는 예술과 현실 사이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흐릿하게 상

대의 영역을 넘나드는 관계를 형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코포가 주장한

공고하게 결합된 관계와는 다른 유동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예술과 현실이

흐릿한 경지에서 혼합되기 위해서는 코포가 주장한 ‘고도의 섬세한 감각’보

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생성이 요구된다.258) 그리고 이것은 신적인 경지

255) James T. Hindman, "Self-Performance: Allan Kaprow's Activities", The Drama
Review, Vol. 23, No.1, Mar, 1979, p. 97.

256) Ralph Yarrow, op.cit., p. 2.

257) Ibid., p. 1.
258) Allan Kaprow, "The Education of the Un-Artist, PartⅠ", op.cit., p. 105. 자생성
(spontaneity)이라는 단어는 캐프로가 비-예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인데, 그는 이 단어를 ‘그 자체(as itself)’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natural)

상태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캐프로가 말한 ‘자생성’은 통합적 창안 연극에서 중시하는

창작의 과정과 비교되는 지점이 있다. 앞서 그로토프스키의 연극론을 통합적 창안 연

극의 영역에서 논의하며 그가 고안한 연기 훈련법이 배우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자

신의 신체와 정신 안에 내재된 모순된 지점들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결

코 ‘자발적(voluntary)’인 것도 ‘자연스러운(natural)’ 것도 아니라고 논의한 바 있다.

(각주 96 참고.) 그로토프스키를 포함하여 통합적 창안 연극이 거치는 연극 창작의

과정은 온갖 모순을 극복하여 최종의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자발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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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이 아니라 삶의 영역과 융합되는 경지를 향해 나아가

는 예술이다.

이렇게 유동적 창안 공연에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유동적 창안 공연은 통합적 창

안 연극과 같이 명료한 개념적 유형으로 정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

하면 유동적 창안 공연의 기조가 되는 캐프로의 이론은 코포와 달리 기성

연극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연극적 카테

고리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캐프로가 주장하는 창작자의 태도, 작품의 양상,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세운 것이기에, ‘유동성’이

나름의 개념적 항목들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캐프로가 예술의 토대를

정립하는 개념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가 예술의 개념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캐프로가 지향하는 반-토대적인 경향의 예술

이란 기성 예술에 대항하여 새로운 예술의 개념적 토대를 구축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지, 예술이 전면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캐프로가 제시한 비-예술이라는 개념은 이미 ‘어떠한

미학적 역할이나 예술가적인 입지를 모두 버린 상태’, ‘예술이라는 어떤 고

유한 개념에 대한 의지나 미련을 갖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캐프로가 주장한 창작자의 태도,

작품의 양상,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는 모두 배타적 고유성을 구축하려는

개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너머’라고 칭한 창작자의 태도는 창작

자가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점하지 ‘않을’ 것, ‘실패’라고 칭한 작품의 양상

은 작품이 처음-중간-끝의 완결된 구조를 취하지 ‘않을’ 것을 지향하는 개념

이다. 그리고 상호 유동하는 관계란 일방적이거나 고정적인 방향성을 취하

지 ‘않는’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유동적 창안 공연에 해당하는 개념적 요소

들은 통합적 창안 연극의 키워드인 ‘구심적 통합성’,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동적 부동성’과 같이 고유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

거리가 멀다. 코포가 말한 ‘고도의 섬세한 감각’이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 역시 자발성

과는 거리가 먼 통합적 창안 연극의 창작 과정을 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캐프로는

작품 창작 과정에서 모순을 극복하여 최종의 지향점에 이르기 위함보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생’적인 상태를 보존할 것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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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을 본고 논의의 큰 테두리로 의식한 예술의 시대사적 맥락에

접목한다면, ‘통합성’과 ‘유동성’이 드러내는 차이는 각각 20세기 초 아방가르

드 연극과 1960년대에 부상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예술이 드러내는 차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을 수용하는 ‘유동성’이

창안 공연의 영역에서 ‘통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의란, 창

작의 ‘과정’ 자체를 더욱 보존케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기존 연구

자들이 ‘공동 창작’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해 온 ‘창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다. 유동적 창안 공연은 창안의 ‘과정’이라는

상태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에 의의가 있는 유형인만큼, 이 유형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적용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런데 이렇게 창작의 ‘과정’을 작품의 중심에 두는 태도는 코포에게서

도 발견할 수 있다. 코포가 대본의 부재와 배우들의 즉흥적 신체 표현, 그리

고 공동 창작을 강조한 것의 근원에는 모두 역동적인 창작 과정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베르그송이 주장한 비가역적인 창조성을 공연예술에서 구현하고

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에 강조된 창

작 과정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중요한 의미를 획

득한 창작의 ‘과정’이란 기성 예술에 대항하는 명시적인 키워드로서 ‘대본의

부재’나 ‘공동 창작’과 같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였

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자들이 창안 공연은 ‘공동 창작’과 동일시될 수 없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용어로 인지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데에는 창작

‘과정’이 여느 다른 요소로도 환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창작 ‘과정’에 접근할 때에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정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늘 함께 되어 왔다. 고반과 니콜슨은 ‘창

안 중에 있는’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

기에는 이론화하기 어려운 ‘유연성’과 ‘다공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59) 따라서 이 ‘유연성’이라는 속성은 창안 공연의 핵심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는 속성임과 동시에 창안 공연을 이론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

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난점을 수용하여 본고는 창안 공연이 내포한 유연

한 속성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나 캐프로가

259)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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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창안 공연의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

였다. 고반과 니콜슨은 창안 공연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유동 가

운데 있는(constantly in flux)”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60) 이들이 사용하는

‘유동(flux)’이라는 단어가 캐프로가 상용하는 ‘유동적인(fluid)’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261), 맥락 상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도의 의

미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반과 니콜슨이 ‘창안 중에 있는’ 창안 공연

의 애매한 본성으로 지적한 ‘유동’의 의미를 캐프로가 제시하는 유동성의 개

념으로 파악할 때, 창안 공연의 핵심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론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3. ‘유동적 창안 공연’의 난점 및 발전 양상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은 서로

상이한 스타일로 공연 창작방식을 구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

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은 이론적으로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품에서는 미묘하게 중첩되는 지점들을 발현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통

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은 우선적으로 ‘창안’이라는 공통의 테두

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에 등장한 여러 창안 극단들의 사례

를 보면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으로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960년대에는 20세기 초 이래

조짐을 보여 온 공동 창작의 작업 형태가 이 시기에 불거져 나온 공동체주

의와 함께 강조됨으로써 통합적 창안 연극이 발전됨과 동시에, 미학적인 영

역에서 부상한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가 또 다른 맥락에서 인지

되면서 유동적 창안 공연의 기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260) Ibid., p. 4.
261) ‘flux’라는 단어는 “비정상적으로 방대한 흐름(abnormally copious flow)”, ‘fluid’라는

단어는 “흐를 수 있는 물질(substance capable of flowing)”이라는 의미를 어원으로

둔다. ‘fluid’는 ‘flux’에 비해 물질적인 의미가 강하므로 ‘액체적인’이라는 의미가 함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http://www.etym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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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관찰할 수 있는 통합성과 유동성의 긴밀한 교차는 막상 유동

적 창안 공연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캐프로의 경우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

다. 캐프로는 자신이 수립한 이론적 개념들을 현실화하고자 직접 다양한 작

품들의 창작을 시도하였는데, 정작 그 작품들을 보면 캐프로가 주장했던 이

론적 지향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을 보인다. 캐프로가 실천적 측면

에서 드러낸 미흡한 지점들을 Ⅳ.3.1)장에서 논의하고, 이 맥락을 이어

Ⅳ.3.2)장에서는 캐프로 이외에 유동적 창안 공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고찰하여 이론적으로 수립한 유동적 창안 공연이 실제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논의할 것이다.

1) 캐프로 : ‘유동성’ 현실화의 난점

캐프로는 폴록의 회화에서부터 착안한 이론적 발상을 자신의 작품에서 직

접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프닝 작품을 발표하였다.262) 캐프로가 공연예

술 장르에 관심을 가진 데에는 케이지의 영향을 받아서였다.263) 케이지가 음

악에서부터 퍼포먼스로 관심사를 확장시킨 것처럼 캐프로는 회화에서부터

퍼포먼스로 관심사를 넓히며,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 내재된 ‘행위’의 속성을

더욱 강조하는 공연예술 실험들을 전개하였다.264) 즉, 공연예술의 고유한 전

제인 지금-여기라는 보다 실질적인 시간과 공간의 현장 안에서 폴록이 드러

262) 해프닝이라는 단어 및 개념은 캐프로가 제안하였으나 같은 시기 미국에서 로버트

휘트먼(Robert Whitman, 1925~2008), 캐롤리 슈니먼(Carolee Schneemann, 1939~) 등

이 해프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들로 거론된다.

263) Paul Schimmel, "Only memory can carry it into the future : Kaprow's

Development from the Action-Collages to the Happenings", Allan Kaprow-Art as
Life, ed. Eva Meyer-Hermann, Andrew Perchuk, and Stephanie Rosenthal, Los

Angeles: Getty Research Institute, 2008, p. 9. 캐프로는 1957년도에서 1958년도까지

‘뉴 스쿨(New School)’에서 케이지의 음악 수업을 들으며 그에게서 받은 영감을 자신

의 작품에서 실험하고자 하였다.

264) 캐프로가 폴록과 케이지의 작품 모티프를 결합한 것은 1960년대에 부상한 탈-장르

적 실험의 맥락에서도 가치 평가할 수 있다. 해프닝을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가운데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관해서는 로덴백의 논의

가 대표적이다. Judith Rodenbeck, "Madness and Method : Before Theatricality",

Grey Room, No.13, MIT Press, Fall 2003, p. 55. 미술사학자들은 캐프로가 해프닝을

통해서 그 당시 미술의 대중적인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에드워드 루

시 스미스, 앞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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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너머’의 모티프를 실험하고자 한 것이다.

캐프로가 1959년도에 발표한 최초의 해프닝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 18 Happenings in 6 Parts>265)도 1952년도에 케이지가 선보인

<무제의 사건 Untitled Event>266)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다. 이 작

품을 위해서 캐프로는 미리 뉴욕에 거주하는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어 관객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해프닝이 발표되던 당일에 갤러리 입구

에서 관객들에게 관람 수칙이 적힌 카드를 나누어 주었다. 이 작품은 총 세

개의 방에서 각각 여섯 개의 퍼포먼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 방의 퍼포먼스가 종료되면 호각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관객

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러한 식으로 관객은 총 열 여

덟 개의 퍼포먼스를 접하게 된다. 세 개의 방은 반투명한 플라스틱 벽면으

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벽면에는 과거 캐프로가 발표했던 전시 작품의 부

분들이 꼴라쥬 형태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배우들이 그림을 그리거

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무언가를 읽는 행위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혹은 배우들이 부재하는 채로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음향을 송출하는 퍼포

먼스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관객은 각각의 퍼포먼스에 참여하여 즉흥적인

반응을 개입시켜 작품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관객으로 하여금 게임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지속되는

이 작품은 미리 완결된 작품의 구조를 관객에게 제시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

과는 달리 관객과 함께 작품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식이다. 공간 활용의 측

면에 있어서도 태양 극단의 작품들과는 달리 관객이 다양한 위치에서 작품

의 과정에 자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호각

소리가 들리면 관객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았는데,

265) Philip Ursprung, op.cit., p. 38.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 18>이라는

제목은 루이지 피란델로(Luigi Pirandello)의 희곡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 Six

Character in earch of an Author, 1921>에서 착안한 것이다. 캐프로는 3개월에 걸쳐

이 작품을 구상하였고, 뉴욕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18개의 해프닝이 발생할 것이

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초대장을 보내어 관객으로 참여시켰다. 이 해프닝은 1959년

10월 4일~10월 10일까지 총 6번에 걸쳐 루벤 갤러리(Reuben Gallery)에서 저녁 8시

30분에 이루어졌다.

266) 이 작품은 1952년도 블랙마운틴 대학(Black Mountain College)에서 행해졌다. 이

공연에는 시인 리차즈(M.C Richards)와 찰스 올슨(Charles Olsen)이 시를 낭독하였

고,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이 즉흥적인 무용을 선보였으며, 데이빗 튜더

(David Tuder)가 피아노 연주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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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관객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움직임은 작품의 시각적인 색감과 형태를

변화시키는 양상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시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

정들 역시 캐프로가 의도한 즉흥적인 창작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방과 방 사이를 나누는 칸막이를 반투명한 재질의 벽면으로 한 것은 관객으

로 하여금 서로 다른 방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는 의식케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하나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를 완결성을 지닌 독립된 ‘작품’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이다.

※ 그림 13. 앨런 캐프로,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267)

이렇게 작품이 고유한 내적 완결성을 고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객과 함

께 작품의 형태를 구성한다는 점은 유동적 창안 공연의 성격으로 논한 지점

들에 부합하며, 통합적 창안 연극의 형식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에 개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참여 형식은 여전히 작가

가 중심이 되어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었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작가

에 의해 선택받은 지인들이 관객으로 초청된 점, 작가가 지시해 준대로 관

객이 좌석을 할당받고 동선 이동을 해야 하는 점, 그리고 방들 사이의 벽면

에 캐프로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점 등은 모두 작가의 자의식이 과잉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작품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

기는 하였으나, 그 의도를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이

라는 실체를 흐릿하게 인식케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

의 “엄격한(rigid)”268) 존재 방식을 고스란히 체험케 하였다. 후대의 비평가

267) 자료 출처 : Allan Kaprow papers, ca. 1940-1997, Research Library,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Los Angeles, California (980063) © Photo : Fred W. McDar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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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폴 쉼멀(Paul Schimmel)은 이 작품에서 관객이란 예술가의 소망에 접목

되어야 하는 소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캐프로가 케이지와는 정

반대로 관객의 참여를 전적으로 작가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강요하였다고

비판한다.269) 당대에 이 작품에 참여했던 페어필드 포터(Fairfield Porter)는

이 작품에서 캐프로가 케이지, 라우셴버그,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1919~2009) 등의 작업을 표절하여 절충주의를 시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혹평을 가하기도 하였다.270)

무엇보다 이 작품에 모티프를 제공한 케이지 당사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캐프로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캐프로

를 “예술가적 나르시시즘(artistic narcissism)”을 지닌 인물로 보았다.271) 특

히 케이지는 이 작품에서 관객이 작가가 정해준 좌석을 할당 받아야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되었던 케이지의 작품 <무제

의 사건>에서는 관객들에게 자유로운 동선을 허용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관

객이 한 방에 입장한 다음 관객이 돌아다니는 공간의 앞과 뒤, 주변 곳곳에

서 배우들이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렇게 관객에게 먼저 관람 공간을 허한

이후에 공연을 진행한 <무제의 사건>에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를 질문케 하지 않았고, 실제로 공간적인 위계도 존재하지 않

았다.

그러나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의 경우에는 달랐다. 이

작품에는 자리의 위계가 있었다. 물론 입장할 때 임의적으로 받는 카드에

따라서 할당받는 좌석이기는 하지만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관객은

작품이 의도하는 퍼포먼스를 한 눈에 모두 볼 수 있었고, 또 어떠한 관객은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는 입장할 때 받은 카드에 세 개의 방에 모두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관객도 있었다. 물론 이렇게 관객으로 하여

268) Philip Ursprung, op.cit., p. 37.

269) Paul Schimmel, "Leap into the Void: Performance and the Object", Out of
Actions: Between Performance and the Object, 1949–1979, ed. Paul Schimmel,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8, p. 61.

270) Fairfield Porter, untitled review of Allan Kaprow work, Art News, Vol.57(9), 9
Jan 1959, pp. 11-12.

271) Michael Kirby and Richard Schechner, "An Interview with John Cage", Tulane
Drama Review, Vol.10, No.2, Winter 1965, p. 69. 케이지는 1965년도 마이클 커비

(Michael Kirby)와의 인터뷰에서 캐프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

Philip Ursprung, op.cit.,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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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작품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든 데에는 캐프로가 주장했던 ‘너머’

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캐프로는 창작자와 관객 모두가 작품을 일방적으

로 창작하거나 관람하는 주체가 아니라 작품 ‘너머’에 있을 것을 주장하였

고, 이러한 경우에 창작자와 관객은 작품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며 단지 작품의 일부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캐프로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의 전부를 볼 수 없는 위치에 앉게 한 의도는 이와 같

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관객들이 자의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선택하고 형성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작가가 주도하여 관객들에

게 이러한 환경을 강요하였다는 점이다. 캐프로에 의해 시야가 확보되는 정

도가 다른 좌석들을 할당받은 관객들은 각기 서로 다른 관람권을 제공받은

자들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관객은 관객의 무리 안에서 위계질서를 부여받

음은 물론이고, 이러한 위계질서를 부여한 작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

히 구분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관객은 작가가 미리 상정

한 규칙들의 세계에 침투하는 식이었고, 창작자와 관객, 나아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는 ‘너머’의 차원이 아닌 일방적인 초대에 의해 형성되는 만남에

불과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매우 사소한 것마저도 치밀하게 계획해 놓는

‘엄격함’이 전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 작품은 ‘예술가적

나르시시즘’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평가된 것이다.272)

1976년도 이탈리아 프라마트 갤러리(Framart Gallery)에서 발표한 <작전

행동들 Maneuvers>에서는 캐프로가 발표한 초기 해프닝 작품들에 비해 관

객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감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작품에

서는 둘 씩 짝 지어진 관객들을 초대하여 이들에게 세 가지 패턴의 짤막한

272) Allan Kaprow, "Calling", The Tulane Drama Review, Vol. 10, No. 2, Winter,

1965, pp. 203-204. 캐프로가 창작자를 중심에 두어 작품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로 1965년도 뉴욕에서 발표한 <소명 Calling>을 들 수 있다. 캐프로는

이 작품이 오로지 창작자들만을 위한 공연이라고 밝히며 심지어 관객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작품을 실험하였다. 이 작품은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루는 도심에

서, 하루는 시골에서 진행되었고, 여기에는 총 여섯 대의 차와 스물 한 명의 배우들이

필요했다. 작품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배우 한 명의 전신을 알루미늄 호일로 싸

서 차에 태워 어딘가로 간다. 어딘가에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의 몸에서 호일을 제거

하고, 빨래 자루에 그 사람을 넣는다. 그 사람을 공용 차고지에 버린다. 다른 차가 와

서 그 사람을 태우고 중앙역 종합안내소에 놓고 가 버린다. 남겨진 그 사람은 사람들

의 이름을 부르고, 간간이 역 내 공중전화가 울린다. 결국 누군가가 공중전화를 받으

면 전화를 건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묻고는 전화를 끊는다.



- 124 -

퍼포먼스를 하게 하였다. 첫 번째 퍼포먼스는 두 사람이 문을 등지고 서 있

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말을 하고 차례로

문을 열고 뒤로 나간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들어 온 사람이 ‘(먼저 가라

고 해 주었으니) 나에게 감사해 하라’고 말을 하고, 그 문을 먼저 열고 나가

는 행위이다. 두 번째 퍼포먼스는 두 사람이 서로 문을 먼저 열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사과를 하고 나간 후에 다시 서로 먼저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서

로에게 사과를 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 퍼포먼스는 한사람이 문 앞에 서 있

고 다른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자기가 계산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이다.

이 세 개의 행위는 네 번 씩 되풀이하였고, 이 모든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캐프로는 관객들과 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작품을 통해서 캐프로는 관객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긴장감을 경험케 하였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 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대할 수도 있지만, 은밀

하게 서로를 의식하며 경계하는 심리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 작품은 하나

의 순간에 미묘하게 중첩될 수 있는 이 두 심리를 관객으로 하여금 동시에

경험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작품이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과 다른 점은 관객들로 하여금 어느 공간에서부터 작품에 참여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자유롭게 장소 이동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

다 이 작품은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에 비해서 관객들의

행위가 작품에 반영되는 비중이 훨씬 더 컸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을 보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그

리고 이 작품은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에 비해서 보다 일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캐프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일상적인 사건들을 해프닝의 소재로 삼는 것에

주력하였다.273)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에 비

해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된 작품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도 여전히 사전에 계획된 지인 및 친구들이

관객으로 초청된 점, 작품을 감상하기 전 작가가 작품의 관람 수칙을 제공

한 점, 관객이 어디까지나 작가가 제공한 수칙의 범주 안에서 즉흥적인 행

273) James T. Hindman, op.cit., p. 97.



- 125 -

위들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여전히 캐프로가 지향한 ‘유동성’의 개념을 현

실화시키는 데 아쉬운 점들로 남는다. 이와 같은 지점들로 인해 이 작품 역

시 관객이 그 어떠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가가 궁

금해 하는 범위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반응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관객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란 전적으로 작가 주도하에 전제된

질문, ‘우리가 불시에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일상의 매너와

경쟁의식 사이에서 어떠한 반응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답변들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작가가 제시한 하나의 질문에 대한 실험이며, 관객들의 행위와

반응은 작가가 주도하는 실험의 다양한 결과물들에 불과하다. 또한 이 작품

에서 시도되는 행위들은 일상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을 소재로 하지만, 고도

로 반복적으로 집중 수행되기 때문에 이는 일상 속의 행위와는 또 다른 특

수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274) 이 작품에서 관객이 경험하는 행위들

은 네 번에 걸쳐 반복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지닌 의미와 역학을 면밀하게

탐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작품을 일상의 영역과 무리 없이 결합하기보다는

여전히 ‘작품’이라는 고유한 내적 범주를 확인시켜주는 순수하고 생소한 행

위들로 인식될 수 있다.

1996년도에 캐프로는 워크숍의 일환으로 <삶을 수행하기 Performing

Life>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것은 한 명이 분필로 거리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 따라오는 사람 한 명이 그것을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퍼포

먼스였다. 이 퍼포먼스를 보던 한 행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고 질문을

하자, 이들이 단지 한 명은 계속 그림을 그리고 한 명은 계속 지우는 행위

를 반복하면서 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대답

을 들은 행인은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그것은 우리 삶과 꼭

닮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275) 이 퍼포먼스에서도 캐프로가 시도한 행위

의 의도는 예술과 삶의 ‘경계 흐리기’일지 몰라도, 이 작품에서 행해진 행위

자체는 행인들에게 지극히 생소하고 낯설게 보이는 것이었다. 이 행위는

1964년도 작품 <가정 Household>에서 여자들이 차에 칠해진 잼을 핥는 행

위를 하는 것이나, 앞서 논의한 <소명>에서 빨래 자루를 쓴 사람들이 뉴욕

274) Ibid., p. 99. 힌드만은 이 작품에서 유도되는 행위는 고도로 집중되는 행위라는 점

에서 일상성을 상실하게 되는 행위라고 보았다.

275) Philip Ursprung, op.cit., p. 3.



- 126 -

의 중앙역 한 편에 앉아 있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덜 낯설고 기괴하게 보

이는 행위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러움을 전제로

하기보다 생소함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캐프로는 이렇게 1960년대에서 1990

년대로 오면서 점차 덜 기괴하고, 덜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소재로 하는 해

프닝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의 작품들에서 시도되는 행위는 그

가 지향한 ‘경계 흐리기’ 내지 ‘유동성’이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캐프로가 실제 작품 창작에 임할 때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지향하되, 이를 구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창

작자를 작품 행위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고의 논의에서 문제적으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경우에는 창작자와 관객 사이에 엄연한

구분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분은 나아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구

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분은 유동적 창안 공연의 이

론적 토대를 성립케 하는 ‘경계 흐리기’와 ‘유동성’이라는 개념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창작자를 중심에 두었던 캐프로는 실제 작품들에서 문자 그대로 예술과 현

실이 가까스로 ‘경계 흐리기’의 상태에 도달하는 정도만을 실험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캐프로가 이론적 차원에서 지향했던 것은 ‘경계 흐리

기’를 전제로 하여 더욱 심층적인 차원으로까지 가서 논해질 수 있었던 ‘유

동성’이라는 가치였다. 즉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 상태가 충분히 구현

되어 이 두 영역이 상호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섞이며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 차원으로까지 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실제 작품에서는 예술

과 현실이 가까스로 ‘경계 흐리기’의 상태에 도달하거나 혹은 그 상태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침으로써 ‘유동성’이라는 가치에 도달하지

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 창안 공연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캐프로조차도 자신의

실제 작품 창작 행위에 있어서는 ‘유동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아

쉬움을 드러내는 만큼 ‘유동성’은 현실화 하는 데 난점이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념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유동성’과

‘유동성’을 현실화 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유동적 창안

공연의 난점은 바로 이와 같이 이론과 실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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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는 Ⅱ.2장에서 논한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

와는 매우 다른 차원의 것이다.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란 개념적으로 지

향하는 ‘통합성’ 자체가 창안 공연의 맥락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품의 완결성을 지향하는 태도, 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태도가 그 한계 지점들이었다. 이 두 지점들은

모두 통합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지점들이다. 이에 반해 유동적 창안

공연이 내포한 난점은 유동성이라는 가치가 개념에서부터 현실화로 이어지

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지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동성이라

는 가치 자체가 함의한 유연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276) 따라서 유동성이란

창안 공연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안 공연 본연의 정신에 충실한 가치이면서, 그만큼 현실화되기에는 어려

운 점을 내포한다.

4. ‘유동적 창안 공연’의 발전 양상

유동적 창안 공연이 지닌 난점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유동적 창안 공연의

발전 양상을 논하는 것 역시 유동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개념적으로 지향

되었는가의 여부보다는 유동성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되었는가의 여부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유동적 창안 공연의 흐름을 논하는 것은

통합적 창안 연극의 흐름을 논하는 것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유동적 창안 공연의 유형으로 논할 수 있는 경우란 예술과 현

실이 ‘경계 흐리기’의 상태에 이를 것을 지향하며 창안 공연을 추구한 사례

들이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캐프로와 동시대에 활발

한 활동을 한 리빙 시어터를 들 수 있다.277) 이 극단은 뉴욕에서 창설된 단

체로 직접 그로토프스키와 교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276)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p. 4. 이 맥락

은 기존 연구자들이 창안 공연을 ‘과정’이라는 유연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그 어떠한 이론화도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과 교차된다.

277) 줄리안 벡(Julian Beck)과 주디스 말리나(Judith Malina)가 이끈 리빙 시어터는

1947년도에 창단되었으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캐프로가 이론적 주장을 펼치

기 시작한 1959년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캐프로와 동시대에 활동한

극단이라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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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단은 통합적 창안 연극과도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극단이 통합적 창안 연극과 다른 점은 작품 내부 영역과 외

부 현실 사이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융합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리빙 시어터가 발표한 <지금은 천국 Paradise Now, 1968>은 1968년도

에 베트남 전에 반대하는 사회 혁명을 공연화한 것이다. 얀 코트(Jan Kott)

는 1969년도에 개최된 ‘우드스탁페스티벌’이 <지금은 천국>을 현실화한 청

년 운동이라고 말했을 만큼 이 작품은 공연예술의 형태를 띤 사회, 문화 운

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278)

이렇게 당대 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이 극단이 구

사하는 창안 공연의 방식에도 민감하게 반영이 되었다. 리빙 시어터는 외부

현실과 작품 사이의 긴밀한 교감을 창조할 것에 주력한 만큼 작품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재고하고 이 두 영역을 연결하고자 하는 1960년대의 미

학적 맥락을 실현코자 한다. 이 극단은 외부 사회 현실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사를 작품 영역 안에서 다루며 작품의 내부와 외부, 즉 예술과 현

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를 시도하였다. 애론슨도 리빙 시어터가 당대 여느

극단들과도 달리 특정 유형의 연극 제작에 몰두하지 않고, 예술과 현실 사

이의 관계를 탐구한 점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279)

구체적으로 이 극단이 작품을 통해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고

자 노력한 사례로 <연결 Connection, 1959>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다.280)

이 작품은 마약 중독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려고 극장에 모인 실제

마약 중독자들이 즉흥극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약을 줄 카우보이와

의 ‘연결(connection)’을 기다리고 있는 네 명의 재즈 뮤지션과 일군의 마약

중독자들이 등장하고, 그 외에 극 중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 극작가, 카메

라맨 등이 등장한다. 2막이 시작되기 전 중간 휴식 시간에 배우들은 로비로

나와 관객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2막에서는 카우보이가

도착하여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약 주사를 놓는다. 이 시점에 정말로

마약을 투여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상연 당시

관객들은 정말로 무대 위 배우들이 마약을 한다고 보고 질색을 하거나 극장

278) Magda Romanska, op.cit., p. 70. 재인용

279) Arnold Aronson, op.cit., pp. 53-54.
280) 이 작품은 작가 잭 갤버(Jack Gelber)에 의해 쓰여진 작품으로 뉴욕에 있는 리빙

시어터의 상설 공연장에서 1959년도 7월 15일에 초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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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났다고 한다.281) 마약이라는 요소는 공연의 행위를 즉흥적인 것으로 만

드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마약을 직접 투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약에 취한 인간들이 무대 위에서 행위를 하는 설정은 무대에서 제시되는 것

들이 공연 현장에서 갓 창조된 것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안된 즉흥성으로 인해 작품은 관객이 처한 현실과의 ‘경계 흐리기’

에 도전한다. 실제로 관객들은 이 작품을 보는 동안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행위인지 아니면 계산된 행위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어 충격과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에 1막과 2

막 사이에 있는 중간 휴식 시간에 배우들이 직접 관객에게 말을 거는 행위

를 하는 것과 이 작품이 취하는 극중극이라는 구조 또한 예술과 현실을, 작

품의 제목처럼 ‘연결’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예술과 현실 사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 작품은 캐프로가 이론적으로 주장한 ‘경계 흐리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리빙 시어터는 동시대에 활동한

1960년대의 통합적 창안 극단들, 앞서 예시한 그로토프스키와 태양 극단의

경우와 분명하게 대비되는 면이 있다. 그로토프스키와 태양 극단은 모두 공

동 창작을 전제로 작품 창작의 즉흥적인 과정에 힘을 쏟으며 어디까지나 작

품의 내적 영역에 국한된 창안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빙 시어

터의 경우에는 주제적 관심사에서부터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비

단 작품 창작 과정뿐 아니라 상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작용들에

도 관심을 둔다. 따라서 작품의 내적 영역만이 아니라 작품 내부와 외부, 즉

창작자와 관객 사이에서 창조될 수 있는 창안 효과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

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창작자를 여전히 중심에 두고 관객과 제한된 소통

을 시도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과는 달리, 관객과의 즉흥적이고 예상치 못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그리고 앞서 캐프로가 보

여주었던 ‘예술가적 나르시시즘’을 상기해 볼 때, 리빙 시어터의 <연결>은

캐프로의 해프닝 작품들에 비해 창작자의 권위를 보다 완화시킴으로써 예술

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81) Arnold Aronson, op.cit.,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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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리빙 시어터의 작품들이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상호 유동

하는 경지로까지 이끌었다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한 요소들이 있다. 태양 극

단에 비해서는 강도가 덜하지만 여전히 이들 작품에서도 배우는 관객을 작

품의 내적 영역으로 흡인시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애론슨은 리빙 시어

터가 상용하는 극중극 구조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관

객을 작품 안으로 흡인시키고자 함이라고 해석하였다.282) 연기 훈련법에 있

어서도 리빙 시어터는 최대한 관객을 작품의 내적 이상향에 적극적으로 동

참케 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은 천국>에서 배우들은 정해진 대본 없이 공동 창작 방식으로 반전 시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발성과 움직임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이

관객의 의식으로까지 전달되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공연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보면 리빙 시어터가 통합적 창안 연극에 비해서는 관객을 더

욱 중시하지만, 여전히 작품 내부로 관객을 흡인시키려는 자세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리빙 시어터와 통합적 창안 연극이 교차되는 또 다른 지점이 있다면 연극

이 신성한 경지에 이를 것을 최종적으로 지향한다는 사실이다. 벡은 리빙

시어터가 종교적이고, 신비로우며, 제의적인 뿌리로 돌아갈 것을 목표로 한

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인용한 애론슨은 리빙 시어터의 지향점이 신성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283) 이는 작품 창안의 과정을 중시하면

서도 이 모든 창작 과정의 최종적 완결 상태, 즉 배우와 관객이 작품을 통

해서 한데 종교적 체험을 하는 상태에 이를 것을 지향하는 통합적 창안 연

극의 자세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리빙 시어터는 유동적 창안 공연의 경향과 함께 통합적 창안 연극

의 한계라고 밝힌 지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런데 앞서의 논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점은 캐프로에게서도 볼 수 있다. 캐프로는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를 주장하면서도 ‘예술가적 나르시시즘’을 드러내며 창

작자와 관객, 그리고 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확연하게 구분 지었다. 이는 곧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점과 교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캐프로는 통합

적 창안 연극이 드러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을 이론적으로

282) Ibid., pp. 54-55.
283) Ibid.,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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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면서도, 정작 실제 작품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

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로 지목된 지점을 본인이 되풀이하는 아이러니를 보

여준다.

이상 캐프로와 리빙 시어터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동적 창안 공연에서 ‘경계 흐리기’라는 가치가 충분히 현

실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구현되지 못하고, 그 결과

통합적 창안 연극이 드러내는 한계를 대안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한계를 유사한 양상으로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은 이론적으로는 엄연한 차이를 논할

수 있으나, 이 두 유형이 실제 작품 창작에 있어서는 매우 밀접하게 교차된

다는 사실이다. ‘통합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앞서 제시한 캐프로의 논의

에 적용하여 다시금 정리하면 이 두 개념은 각각 예술-예술과 비-예술, 혹

은 ‘예술 같은 예술’과 ‘삶 같은 예술’에 해당한다. 캐프로가 예술-예술과 비

-예술이 얼마나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수준에서 다른지 논의한 바와 같이,

통합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 또한 세밀하게 관찰할 때만이 그 차이를 인식

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

은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차이가 모호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 부

분 중첩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를 더욱 부연시켜 줄 수 있는 예로 죠셉 체이킨(Joseph Chaikin,

1935~2003)이 이끈 오픈 시어터(Open Theatre, 1963~1973)를 들 수 있다. 체

인킨은 앞서 예로 든 <연결>에서 리치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오픈 시어

터는 체이킨에 의해 리빙 시어터의 창작방식에 영감을 받아 설립된 극단인

만큼 연구자들은 보통 이 두 극단을 한 궤에 놓고 자주 언급을 한다. 그러

나 본고에서 정립한 통합성과 유동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극단은 미묘

하게 다른 지점이 있다. 리빙 시어터는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관객과의 소

통을 강조하였다면, 이에 비해 오픈 시어터는 보다 배우 지향적이다. 오픈

시어터는 리빙 시어터에 비해 보다 소규모의 공동체를 운영하며 배우들 사

이의 공감(empathy) 능력을 전제로 한 앙상블을 더욱 중시하였다.284) 이러

한 점에서 오픈 시어터는 리빙 시어터에 비해 통합적 창안 연극의 성격을

284) Joseph Chaikin, The presence of the actor,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1991,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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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기존 연구자들은 아방가르드 연극의 맥락에서나 창안 공연의 맥락에서 그

로토프스키, 오픈 시어터, 리빙 시어터를 모두 한 궤에 놓고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본고의 논지 안에서 이들이 드러내

는 창작방식을 고찰한다면 이들의 세밀한 차이점을 포착할 수 있다. 즉 통

합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적 지형 안에서 이들의 창작방식을 고찰하면 그로

토프스키, 오픈 시어터, 리빙 시어터는 여기에 적힌 순서대로 통합성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의 성격이 복합적으

로 표출되는 현상은 유독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20세기 초 이래 구축되어 온 통합적 창안 연극이 공동체주의의 부상

과 함께 다시금 강조되고, 이와 동시에 미학적 영역에서 형성된 예술과 현

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가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출현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의 양

상이 혼재하는 과도기를 지나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점차 이 두 유형의

연극이 구분될 수 있는 현상으로 인지된다.

그 예로 셰크너가 뉴욕에서 창단한 퍼포먼스 그룹(The Performance

Group, 1967~)을 들 수 있다. 퍼포먼스 그룹은 그로토프스키가 제시한 연기

론으로부터 연극의 제의성을 고찰한 셰크너가 창단한 극단인 만큼 그로토프

스키의 연기론을 주요한 창작 방법론으로 수용한다. 그럼에도 창안 공연의

관점에서 보면 퍼포먼스 그룹은 그로토프스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로토프스키가 배우의 신성한 연기를 강조하며 연극을 철저히 배우의 예술로

인식하였다면, 퍼포먼스 그룹은 공연의 본질을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자 하기 때문이다. 셰크너가 캐프로가 시도한 환경예술의 모티프를 수용하

여 “환경연극(environmental theatr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도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공연의 가치를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환경연극’이란 앞서

논의한 ‘환경으로서의 예술’의 개념 틀을 연극의 영역에 접목한 것으로, 관

객을 배우와 구분되지 않는 공간 속으로 병합시키는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

다. 이렇게 퍼포먼스 그룹은 배우가 관객보다 우위에 서서 관객에게 일방적

인 소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빙 시어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드러

낸다. 오히려 퍼포먼스 그룹은 관객이 배우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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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게끔 유발하기도 한다. 때로는 관객이 배우를 납치하기도 하고, 여

배우의 몸을 애무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285) 1970년도에 제작한 <코뮨

Commune>에서는 선택된 관객과 함께 공연을 이끌어가야 했는데 그 관객

이 극장에 오지 않는 바람에 공연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셰크너는 이러한

현상을 흥미롭게 보았다고 하지만, 정작 배우들은 이러한 행위로부터 공포

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퍼포먼스 그룹은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캐프로나 리빙 시어터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인 성취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배우가 관객 우위에 서서 작품 내부로 관객을 흡인시키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캐프로, 리빙 시

어터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캐프로가 ‘경계 흐리기’를 이론적으로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다다르고자 했던 ‘유동성’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본다

면, 퍼포먼스 그룹은 캐프로나 리빙 시어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미흡한

점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관객이 배우의 존재를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배우로 하여금 관객을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계 심리를 유발하는 작품에서는 배우와 관객 사

이에 상호 유동하는 관계가 역시나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리빙 시어터, 퍼포먼스 그룹과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

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시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1978년 이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한 테칭 시에(Tehching Hsieh)의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대만 출신의 퍼포먼스 예술가로 주로 뉴욕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활동

하고 있다. 시에는 보통 혼자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예술가이지만 다른 예술

가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구체적인 작품으로 시에

가 뉴욕의 퍼포먼스 예술가 린다 몬태노(Linda Montano)와 함께 만든 <예

술/삶 일 년 퍼포먼스 Art/Life One Year Performance, 1983~1984>를 들

수 있다.286) 이 작품은 1983년도에서 1984년도까지 일 년에 걸쳐 두 사람이

285) Arnold Aronson, op.cit., p. 100.

286) 이 작품 외에 시에가 발표한 일 년 간 ‘길게 지속되는 공연(long durational

performance)’은 다음과 같다. 일 년 간 홀로 나무 새 장에 갇혀서 지낸 <일 년 퍼포

먼스 1978~1979 (새장 작품) One Year Performance 1978~1979 (Cage Piece)>, 일 년

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6분짜리 영상으로 만든 <일 년

퍼포먼스 1980~1981 (시간기록계 작품) One Year Performance 1980~1981 (Time

Clock Piece)>, 일 년 간 어떠한 종류의 실내 공간에도 들어가지 않고 뉴욕 길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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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묶고 생활을 하는 퍼포먼스였다. 이 둘은 작업을 시

작하기 전 일주일 동안 그 둘을 묶는 밧줄의 길이와 크기, 밧줄을 묶는 방

법 등을 실험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리허설을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이

작품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조건을 약속하였다. 그것은 “일 년 간

절대로 혼자 활동하지 않고 함께 있을 것, 실내에 있을 때에는 동시에 같은

방에 있을 것, 8 피트 길이의 밧줄로 허리를 묶은 채로 함께 있을 것, 일 년

동안 서로를 절대로 만지지 말 것”이었다.287)

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몬태노와 시에는 서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288) 몬태노는 이 작품을 미학적인 훈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면 시에는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태도로 이 작품을 수행하였다.

시에는 이와 같은 자세로 작품에 임한 만큼 몬태노를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 생각하였다. 그는 숨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몬태노의 존

재를 통해서 더욱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만큼 이 작품은 고행

그 자체였다고 말하였다.

이 작품은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캐프로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도

하고 있다. 캐프로가 예술의 영역에 일상성을 유입시키는 실험을 하였다면

이 작품에서 시에와 몬태노는 삶의 차원에서 예술적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예술과 삶의 ‘경계 흐리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이렇게 예술보다는

서 지낸 <일 년 퍼포먼스 1981~1982 (야외 작품) One Year Performance 1981~1982

(Outdoor Piece)>, 일 년 간 어떠한 예술 작품도 접하지 않고, 예술에 대해서 말도 하

지 않고, 창작 행위도 하지 않으며 지낸 <일 년 퍼포먼스 1985~1986 (비예술 작품)

One Year Performance 1985~1986 (No Art Piece)>가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 시에

가 다른 예술가와 협업을 시도한 <예술/삶 일 년 퍼포먼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다. 그 이유는 창안 공연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를 전제로 하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가 홀로 작품 행위를 시도한 경우라고 하더라

도 엄밀한 의미에서 창안 공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창안 공연이

공동 창작이라는 요건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헤돈과

밀링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2. 특히
본고에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유동적 창안 공연의 개념들은 공동 창작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시에가 다른 예술가와 공동으로 협업하여 만든 작품을 분석 사례로 하여 유동적 창안

공연의 범주 안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287) http://www.tehchinghsieh.com/

288) C.Carr, "Roped : A Saga of Art in Everyday Life" (1984), On Edge :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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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더욱 가까운 입장에서 ‘경계 흐리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들은 앞서

창안 공연을 추구하면서도 작품이 도달할 완결점을 상정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의 태도와 단연 구분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작품이란 오로지 삶의 영

역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예술이라는 고유한 범주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

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작품을 수행하는 동안 완결된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을 지향하지 않고, 이들이 어떠한 지점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따라서 앞서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

이자 캐프로와 리빙 시어터의 경우에도 포착할 수 있었던 창작자와 관객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태도 역시 이들 작품에서는 볼 수 없다. 이들은 예술과

삶 사이의 경계를 온전히 자기 자신 안에서 융화시킨 상태로 작품에 임하고

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객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기 위해 작품

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관객들로부터 숨어서 지내려고 하였다. 왜냐

하면 이들이 관객들로부터 바라보아지는 순간 이들은 엄연히 삶과 분리된

행위를 하고 있는 인물들인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

다. 이들은 관객뿐 아니라 비평가나 기자들의 관심 또한 의도적으로 거부하

였다.289) 이렇게 이들은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선을 철저히 거부하며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 그림 14. 테칭 시에, <예술/삶 일 년 퍼포먼스, 1983~1984>290)

시에와 몬태노는 이렇게 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관객을 작품 내

289) C.Carr, op.cit., p. 3.
290) 자료 출처 : 테칭 시에 공식 홈페이지 http://www.tehchinghsie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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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흡인시키고자 하는 통합성을 발휘하지 않는 대신 관객을 배제하여 작

품 안에는 오로지 예술가 자신만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배우

보다 관객을 더욱 적극적인 공연 창작자로 세우고자 했던 퍼포먼스 그룹이

취한 태도와도 구별된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와 몬태노가 이 작품을 수행하

는 동안 관객을 배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들이 유동

적 창안 공연의 맥락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왜냐

하면 관객을 배제하는 이상 관객과의 상호 유동하는 관계를 최종의 목표로

삼는 유동적 창안 공연의 심층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291)

이상 캐프로 외에도 리빙 시어터, 퍼포먼스 그룹, 시에의 작품 사례를 통

해서 유동적 창안 공연이 지향하는 예술과 삶의 ‘경계 흐리기’가 어떻게 시

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각의 작품들이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

리기’에 주목하면서도 왜 ‘유동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 미흡하였는가

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빙 시

어터, 퍼포먼스 그룹, 시에는 모두 작품에서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 상

태에 도달할 것을 지향하였으나 그 접근 방식은 모두 달랐다. 리빙 시어터

는 여전히 배우를 관객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퍼포먼스 그룹은 이와 정반대

로 관객을 배우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그리고 시에는 관객을 아예 배제함으

로써 각기 ‘경계 흐리기’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가까

스로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 상태에 도달이 가능했지만 이 두 영역이

상호 유동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지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아쉬움을 보였

다. 본고에서 정립한 유동성이란 예술과 현실이 단지 ‘경계 흐리기’의 상태

에 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배우와 관객 사이, 작품의 내부와 외부 사이, 더 나아가서 예술과 현실 사이

의 영토가 부피감 있게 가시화되고, 그 사이의 영토 안에서 양 영역이 끊임

없이 상호 유동하는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이다. 다

291)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앞서 논한 캐프로의 <소명>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캐프로 역시 관객이 없는 창작자들만을 위한 해프닝을 시도하기도 하였

기 때문이다. 이렇게 캐프로는 때로는 관객을 작품 내부로 흡인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며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와 유사한 양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시에의 작품과 같이 관객을 아예 배제하며 예술의 범주를 배격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

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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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장에서는 예술과 현실 양 영역이 상호 유동적 관계를 확보하여 캐프로의

이론으로부터 정립한 유동적 창안 공연이 현실화될 수 있는 사례에 관해 논

의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는 개념적 유형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Ⅴ.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 ‘유동적 창안 공연’

의 발전적 현실화

1. ‘유동성’의 현실화 : ‘공존’과 ‘절충’

앞 장에서 논한 캐프로, 리빙 시어터, 퍼포먼스 그룹, 시에가 유동성을 실

현하는 데 미흡했던 이유는 이상의 인물과 극단들이 각기 창안 공연을 운영

하면서 배우와 관객 간의 경계를 흐리면서도 동시에 배우 혹은 관객 가운데

한 편에 고정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리빙 시어터의 경우에

는 관객보다는 배우의 편에 섬으로써, 퍼포먼스 그룹은 이와 반대로 배우보

다는 관객의 편에 섬으로써, 시에의 경우에는 관객의 자리를 아예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나름의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들이 배우와 관객 사이의 관계를 운영함에 있어 통합적 창

안 연극 유형과 같이 고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태양 극

단의 경우에서처럼 배우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

으로 전제한 채 배우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분명 통합적 창안

연극에 비해서는 배우와 관객 사이의 보다 미묘하고 섬세하게 형성될 수 있

는 관계에 관심을 두고 양편의 경계가 모호하게 흐려짐을 인식한다. 그럼에

도 이들은 배우와 관객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작품의 내부와 외부,

더 나아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느 한 편에 상대적인 우위를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예술

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면서도 양자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립시키려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개념화한 유동적 창안 공연이란 예술과 현실이 상호 유동

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영역이 충분한 ‘경계 흐리기’의 상

태에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 이 점에서 상기의 극단들은 유동적 창안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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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현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경계 흐리기’를 넘어서는 유동적 관계를 폴란드의 사회

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제시한 ‘유동성

(liquidity/fluidity)’292) 개념에 의거하여 해명할 수 있다. 바우만은 안전과 자

유라는 가치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논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나 자유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함으로써 삶을 안정적으로 구원하기를 원

한다. 그러나 실은 자유 없는 안전은 감금이나 다름없고, 안전 없는 자유는

만성적인 불안감을 만들 따름이어서 어느 한 편만의 선택은 결코 만족스러

울 수 없다.293) 따라서 안전이나 자유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대신에 양자

의 사이에서 적정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전과

자유의 사이에서 양자를 공존하도록 하는 일은 양자가 상호배타적인 한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양자가 용케 공존한다고 하여도 그 공존방식은

양자의 긴장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양자의

‘공존’은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안전에서 자유로, 다시 자유에서 안전으로

오고 가는 ‘유동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자유와 안전의 사이에서 양자가 유동하는 상태로 공존하는 현상을 탐구한

292) 바우만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유행, 공동체성, 사랑, 공포 등 다양한 현상들을 ‘유

동성(liquidity/fluidity)’이라는 공통된 개념으로 진단하며 1990년대 중반 이래 다작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바우만은 근대 사회가 도래한 이래 이제까지 구축되어 온 제도

적인 것들을 ‘고체의(solid)’ 힘으로 인식하며 이에 맞서는 것으로 액화된 힘, 유동적

인 힘을 강조한 것이다. 그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곧 ‘유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

된다. 본고는 그의 저작 가운데 유동성의 개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두 권의

책 『액체 근대』와 『유행의 시대-유동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를 참고하였다. 지그

문트 바우만, 『액체 근대』, 이일수 역, 강, 2009. & Zygmunt Bauman,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 지그문트 바우만, 『유행의 시대-유동

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 윤태준 역, 오월의 봄, 2013. 바우만은 문맥에 따라서

‘fluid(ity)’와 liquid(ity)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국내 번역서 가운데 이

일수 역본에서는 바우만이 사용한 ‘fluid(ity)’라는 단어는 ‘유동하는(유동성)’으로,

‘liquid(ity)’는 ‘액체적인(액체성)’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윤태준 역본에서는

‘fluid(ity)’와 ‘liquid(ity)’ 모두를 ‘유동하는(유동성)’으로 번역하였다. ‘fluid(ity)’와

‘liquid(ity)’는 어원을 검색해 보면 각각 "liquid, capable of flowing", "fluid, liquid,

moist"인 만큼 이 두 단어는 근원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두 단어의 어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etymonline.com/ 본고는 바

우만이 언급한 ‘fluid(ity)’와 ‘liquid(ity)’가 넓은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시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 두 단어를 모두 ‘유동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것이다. 본고에서 지

시하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캐프로가 자주 언급한 ‘fluid(ity)’라는 개념에서 출발하

며, 특히 이 장에서는 바우만이 인지한 ‘fluid(ity)’와 ‘liquid(ity)’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293) 지그문트 바우만, 『유행의 시대-유동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 앞의 책,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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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만의 연구는 본고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앞서 살펴 본 사례들

이 유동성을 현실화하는 데 미흡했던 이유를 바우만의 논지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이들이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면서도 어느 한 편에 선 채로 안

정적인 자리를 구축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배우와 관객, 더 나아

가 작품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관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더욱

우위를 두어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고자 하였다. 즉, 작품 내부에 속한 배우

가 관객의 존재를, 혹은 작품 외부에 속한 관객이 배우를 통제하게 하여 양

자가 지속적인 상태로 공존할 수 없게끔 한 것이다.

본고는 바우만의 논지를 수용하면서 유동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단서를

‘공존’이라는 모티프에서 찾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동적 창안 공연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동시대 극단으로 영국의 포스트 엔터테인먼트(Forced

Entertainment, 1984~, 이하 ‘FE’)를 연구하고자 한다.294) FE는 작품사례들에

서 예술과 현실 ‘사이의 영토’를 끊임없이 오고 가며, 이 두 영역 사이에서

행해질 수 있는 무수한 경험들을 유발하는 것에 주력한다. 그럼으로써 비로

소 이 두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극

단이 일관적으로 구사하는 ‘공존’의 모티프이다. 이는 FE 작품 창작의 핵심

동력으로서 캐프로가 제시한 ‘유동성’이라는 모호하고 유연한 가치를 바우만

이 제시한 방식으로 현실화하게끔 만든다. 즉, 바우만이 끊임없이 자유와 안

전이 공존하는 상태를 감내할 때만이 ‘유동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

한 것 같이, FE는 예술과 현실이 끊임없이 공존하는 상태를 감내함으로써

294) FE는 영국의 도시 셰필드(Sheffield)를 근거지로 여섯 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창단한

극단이다. 예술 감독 에첼스와 배우 겸 작가의 역할을 공유하는 오코너, 리차드 로던

(Richard Lowdon), 로빈 아서(Robin Arthur), 클레어 마샬(Claire Marshall), 캐시 네

이든(Cathy Naden)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 각자는 FE라는 극단에 소속되어 함께 활

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로던은 빈센트 댄

스 시어터(Vincent Dance Theatre) 에서 무대 세트 디자인 작업을 하고, 네이든은 영

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이며, 아서는 그가 근거지로 두고 있는 독일에서 독립적인

연극 작업을 하는 예술가이다. 특히 이 극단의 예술 감독이자 연출자인 에첼스는 전

시, 설치 미술, 소설, 에세이 등 다방면의 예술 장르에서 활발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독립 예술가이다. 에첼스는 현재 랭캐스터 대학교(Lancaster University)의 퍼포먼스

전공 교수이다. 그는 FE의 작업 외에도 사진작가인 휴고 글랜디닝(Hugo

Glendinning),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프랑코 비(Franko B) 등과 지속적인 합작을 해

왔다. 이렇게 FE는 각자 장르의 구분 없이 독자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여섯 명의 예

술가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극단인 만큼 이들 각자가 배우와 작가, 연출자 등 구분된

역할 없이 적극적으로 공동 창작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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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라는 가치를 현실화한다. Ⅴ.2, Ⅴ.3, Ⅴ.4장에서는 FE가 구사하는

다양한 창작방식에 내재된 공존과 절충의 모티프를 토대로 하여 앞서 캐프

로의 예술론을 고찰하며 순차적으로 논의한 창작자의 태도, 작품의 양상, 작

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각각 논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FE가 앞서 제시한

여타의 유동적 창안 공연의 사례들과는 달리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 두 영역이 상호 유동하는 관계를 형성케

하는 과정을 논의할 것이다.

2. 창작자의 태도 : ‘너머’

1) 내면적인 모티프 : 외부인 의식

앞서 고찰한 태양 극단은 모던 마임에 계보를 두면서 유럽 모더니즘 연극

을 정신적 기원으로 삼아 창안 공연을 운영한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FE는

전혀 유럽 모더니즘 연극의 맥락 안에 속해있지 않다. 에첼스는 스스로 자

신을 “연극에서의 외부인(outsider in theatre)”이라고 하며, 자신이 관심을

두는 것은 연극이 아니라 예술일 뿐이라고 말한다.295) 이러한 점에서 FE의

작품이 어떠한 프레임 안에서도 해석이 애매해지는 이유를 에첼스가 스스로

밝힌 특유의 ‘외부인(outsider)’296) 의식으로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FE가 외부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단이 창단되던 당시 연극계의 상황

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Ⅱ.3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영국 연극계

295) 2015/11/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

(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연구자 : 당신은 창안 연

극이나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관점에서 FE 작품을 평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에첼스 : 나는 FE 작업에 대한 연극 평론가들의 해석에 대해서 잘 알

지 못한다. 나는 연극 내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연극에서의 외부인

(outsider in theatre)’이다. FE 작업은 연극적 맥락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예술에 관심

이 있을 뿐이다. / 연구자 :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말

해 줄 수 있는가? / 에첼스 : 나는 보리스 샤마츠(Boris Charmatz), 메그 스튜어트

(Meg Stuart), 제롬 벨(Jerome Bel), 조나단 버로우(Jonathan Burrows)를 좋아한다.

그러고 보니 모두 동시대 안무가들이다.

296) 본고는 FE가 드러내는 ‘아웃사이더(outsider)’ 의식을 ‘외부인’ 의식이라고 번역, 표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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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컴플리시떼와 같이 르코크의 영향을 받은 창안 극단들이 다수 출현하여

두각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창안 공연의 창작방식과 함께 다

양한 표현 매체를 배우의 몸과 혼합하는 신체 연극 장르를 표방하며 당시

영국 연극계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다.297) 그러나 FE는 당대 연극 경향과

는 무관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작업들을 하였다.298) 이는 그들 스스로가 연

극의 동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연극적 지형 안에서

이 극단의 작품을 파악하려 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평의 관점이 애

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은 단순히 주류의 연극계로부터

소외당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를 어디에도 소속시

키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정체성의 표명으로 읽을 수 있다. 에첼스는 FE가

“무언가 다른 것(something else)”을 향해 옮아가는 것을 창작과정에서 중요

하게 다룬다고 말하였다. 극장의 안과 바깥에는 “일상의 차원(a level of

ordinariness)”에서부터 그 이상의 차원으로 가는 “강도의 상이한 차원들

(different levels of intensity)”이 있는데,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이란 이렇

게 다른 차원들 사이의 “변형(transform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299)

297)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p. 178. 헤돈과 밀링은 1980년대 중반 이

후 영국에서는 창안 공연과 신체 연극이 주류 경향이 되었고, 그 결과 대학 내 연극

전공 학과에서는 이 두 영역을 주요 교과 내용으로 배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주류를 대표하는 극단이 바로 앞서 논한 컴플리시떼이다. 컴플리시떼는 1983

년도에 창단한 이래 평단과 다수의 관객들로부터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298) 손원정, 「세계는 : 영국의 포스트드라마 FE(Forced Entertainment)의 연극미학」,

앞의 책, 122면. 이 글에서는 컴플리시떼가 유수의 성과를 드러내며 유럽 전역의 주요

작품상을 수상하고 평단을 넘어선 대중적인 인기도를 달성한 반면, 같은 시기 창단된

FE는 화려한 수상 경력 없이 영국 내 소수의 마니아 관객층을 보유하는 대조적인 성

격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두 극단이 보여주는 상반된 행보를 다음과 같

이 표현하였다. “학자는 FE를, 기자를 컴플리시떼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 글이 출간

된 이후인 2016년도 3월, FE는 입센 어워즈(Ibsen Awards)를 수상하며 국제 연극계

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입센 어워즈는 이제까지 피터 브룩, 므누슈킨,

욘 포세(Jon Fosse), 하이너 괴벨스(Heiner Goebbels), 페터 한트케(Peter Handke) 등

유럽의 영향력 있는 연극 연출가 및 작가들에게 부여되어 온 상이다.

299) 2015/11/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

(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에첼스 : 나는 [우리 작품

에서]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강도의 상이한 차원들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일상

의 차원과 매일의 차원이 있고, [이것들을] 끌어 올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것이 무언가 다른 것이 되는 차원, 변형의 차원이 있다. [이러한 창작의] 많은 조각

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부터 변형적이고, 마술적이고, 허구적인 것 사이에 있는 우

리들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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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첼스는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이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차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바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 곧 FE는 무언가 다른 차원을 향해 나아가되 그 어떠한 차원에

도달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차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FE가 지닌 외부인 상태란 단지 주류에 속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곳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FE는 어

떠한 영역에도 스스로를 소속케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어느 특정

영역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특정 영역을 개척하지도 않는다. 즉 FE

는 어떠한 영역이든지 그 안에 정박되지 않고자 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소외되기를 자처한다. 에첼스는 ‘일상의 차원’과 “변형의 차원(a

level of transformation)”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 두 차원을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 두 차원을 경계 “너머

(beyond)”에서 결합시킴으로써 이 가운데 어디에도 자신들의 소속을 두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이 두 차원 모두를 배제하지 않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자

유로워질 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은 단순히 이 극단이 성립된 배경을 설명

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 창작의 근원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기존

의 많은 연구자들이 FE의 작품에 내재된 성격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300) 그 이유는 FE가 어디에도 자신의 소속을 두

300) 기존 연구자들은 에첼스 자신이 밝힌 FE의 탈-좌표적 성격을 염두하며 FE가 그

어떠한 영역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특한 지위를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연구들로 다음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op.cit. Liz Tomlin, "Beyond Cynicism:
The Sceptical Imperative and (Future) Contemporary & Performance",

Contemporary Theatre Review, Vol.18(3), Routledge, 2008, pp. 355-369. John
Freeman, John Freeman, New Performance/New Writing, London: Macmillan,
2007, pp. 128-134. 특히 존 프리만(John Freeman)은 FE가 보여주는 이러한 탈-좌표

적 성격 자체가 동시대 공연예술의 독보적인 가치로 인정된다고 보고 FE를 20세기

연극사의 지형을 변화시킨 한 사례로 인정한다. FE는 창안 공연의 범주에서도 주요

한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다. 창안 공연에 관한 최초의 논의를 제시하였던 오디는 자

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FE의 작품 사례를 언급하였다. Alison

Oddey, op,cit. 고반과 니콜슨, 노밍턴은 FE와 함께 호주의 렉스 온 더 월(Legs on

the Wall), 미국의 고트 아일랜드(Goat Island)를 창안 공연의 표본 극단으로 삼아 창

안 공연에 관한 연구를 전개하였다. Emma Govan and Helen Nicholson and Katie

Normington, op,cit. 이에 비해 헤돈과 밀링은 창안 공연의 사례들을 목록화 하는 것

이 자신들의 의도임을 밝힌 만큼 FE를 수많은 극단들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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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외부인 의식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은

어디에도 스스로를 소속시키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그 어떠한 영역도 배

제하지 않고자 하는 탈-좌표적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FE가 취하는 외부인 태도는 캐프로가 제시한 ‘너머’의 자세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캐프로는 폴록이 작가 자신을 고정적인 위치를 점한 작품 창작

의 주체로 두지 않고, 작품 ‘안’/‘너머’301)에 잠입케 하여 스스로 자신이 어디

에 있는지를 알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창작자가 ‘너머’의 자

세를 취하면 고정된 하나의 지점을 자신의 위치로 삼지 않고 유동적으로 이

동하며 창작을 할 수 있게 된다. FE 역시 작품 창작에 임할 때 스스로를 고

정적인 창작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자기-외부인

(self-outsider)’302) 태도를 보여준다. 즉, 대본 작업을 할 때에는 작가로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에는 배우로서 스스로를 고정적인 창작의 주체로

둘 수 있는가를 자문하고, 의심하며 작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창작

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만드는 ‘너머’의 태도를 구사한다. 극단

의 구성원인 오코너는 대본 구성 작업을 할 때 FE가 임하는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전 단어들에 그다지 능하지 않아요. 단어들을 둘러싼 어려움을 [직접] 공연하는 일에

더 익숙하죠. 말을 생각해내고 공간과 문맥상에서 단어들을 신중히 골라 쓰고 현장에

서 즉석으로 잘못된 단어들을 버리고 다시 시도하는 일에 더 익숙하단 거예요. FE의

작품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생각의 시간을 표현해주는 많은 텍스트들을

내놓았던 셈입니다. 단어들과는 문제적이면서도 장난스러운 관계를 맺은 거죠. I'm

not so good with words. I'm more used to performing the difficulty around them.

다. Deirdre Heddon and Jane Milling, op,cit. 창안 공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전

개한 이 세 단행본의 연구 외에 FE의 작품을 창안 공연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를 전개한 경우로 케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케이는 다음의 두 저서에서 FE의 작품

을 사례로 하여 공간과 매체성을 키워드로 창안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Nick Kaye,

Art into Theatre: Performance Interviews and Document, op,cit. & Nick Kaye,
Site-specific Art: performance, place, and document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301) Ⅳ.2.1)장에서 폴록이 ‘안’이라고 표기한 단어를 캐프로가 ‘너머’로 재해석한 맥락에

관해 논의했다.

302) 기존 FE의 작품 연구 가운데 이와 같은 용어가 사용된 사례는 없었으나 FE가 지

닌 뿌리 깊은 외부인(outsider)의식이 창작자인 자기 자신에게도 심층적으로 작용한다

고 보고, 이를 하나의 용어로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외부인

(self-outsider)’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 144 -

I'm more used to thinking of them, weighing them in a space, a context,

discarding them for being wrong and trying again, off the page, in the moment.

Throughout the work of Forced Entertainment, we've ended up with many texts

articulating this thinking time, a problematic and a playful relationship with

words.303)

이렇게 대본 구성 작업을 할 때 단어들을 다루는 일보다 단어들을 다루지

못하는 (혹은 않는) 일에 더욱 소질이 있다고 밝히는 오코너의 언급을 보면,

FE는 대본 구성 작업에서부터 스스로를 자신감 넘치는 창작의 주체로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지 대본 구성 작업에서만 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FE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에도 마치 스스로가 배우라

는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의심스럽고, 불신 받아야 할 사건이라는 듯 행

동한다. 예를 들어 FE는 무대 위에 서서 행위를 하다가도 스스로 자신의 행

위를 미심쩍어 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준다. FE 공연의 다수를 차지하는 스

토리텔링 형식의 공연에서 특히 이러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 공

연이라는 자기 고백적 형식을 자주 취하는 태도에는 이미 FE가 스스로 자

신감 넘치는 연기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도 있다.

그러나 FE의 스토리텔링 공연은 단지 이러한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더욱

심층적인 의미의 자기-외부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FE가 2011년도에 발표한

<내일의 단체들>304)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가 한 명 씩 등장하여 관객을 보고 나란히 서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짧은

대화 형식으로 지속시키는 스토리텔링 공연이다. 이 두 배우는 각자 “미래

에는... In the future...”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자신이 상상하는 상황들을

나열한다. 이 둘은 순서를 지키면서 교대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듯 보이지만, 이 둘의 이야기는 서로 소통을 위한 대화인지, 서로를 설득시

303) Terry O’Connor, op.cit., p. 88.

304) 이 작품은 에첼스가 사진작가인 글랜디닝과 함께 작업한 사진 전시 <앞날을 생각

하기 Looking Forwards, 1993>를 발표한 이후 8년이 지난 2011년도에 공연 작품으로

재창작하여 발표되었다.

Tim Etchells, <내일의 단체들 Tomorrow’s Parties>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notebook-entry/tomorrows-parties-programme-not

e-by-tim-etch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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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논쟁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두 배우는 각자 서로의 이야기에 미

묘하지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 서로의 이야기에 대립을 하기도 하고, 가

끔은 보강을 하기도 하며, 반복을 하기도 하고, 연결 고리를 만들어 이야기

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에첼스가 프로그램 소개 글 가운데 말한 다음의 내

용처럼 이 공연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불분명하고 다양한 두 배우 사이의

상호 작용에 있다.

이 놀이의 핵심에서 우리는 두 배우가 시시각각 교대로 경쟁하듯 서로의 말을 가로

채 반복하며 서로를 넘어서기도 하고 또 때때로 서로를 지지하는 광경을 매우 분명

하게 보게 된다. At the heart of this game we get to see the two performers very

clearly, moment by moment, taking turns, competing, riffing off each other,

out-doing each other and at times supporting each other.305)

이렇게 두 배우는 각자 부동의 자세로 서서 각자 서로의 이야기에 무관심

한 듯 태도를 취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호적으로 미묘한 역학 작용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미묘한 태도로 임하는 자세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발화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들을 만든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자신의 이야기 순서가

오면 이 두 배우는 항상 “혹은~ Or~”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단어를 발화할 때 담겨 있는 자기 의혹과 자기 불신, 혹은 자기 확신과 자

기 암시 등의 에너지는 이 단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보다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한다. 즉 이들은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확정지을 수 없는 불분명하고 다양한, 그리고

연약하고 미묘한 태도를 취한다. 즉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조를 표할 것인지,

질문을 제기할 것인지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발화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신뢰를 할 것인지, 불신을

하는 것인지를 불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약하고 다양한 연결 고리를 드러내는 이 공연

305) Tim Etchells, <내일의 단체들>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notebook-entry/tomorrows-parties-programme-not

e-by-tim-etch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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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인극(duet play)의 형식을 띠지만 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독백극으로도 볼 수 없는 형식을 제시

한다. 이렇게 타자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불분명한 태도로 실연에

임하는 배우들로부터 앞서 논한 자기-외부인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FE는 대본 구성 작업에서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실연을 함에 있어

서도 창작자 스스로를 고정적인 창작 주체로 세우는 것을 불신한다. 즉 FE

는 대본 구성을 할 때에는 작가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실연을 할 때에는 배

우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불신하는 것이다.

※ 그림 15. FE, <내일의 단체들>306)

그런데 이 작품에는 FE의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기-외부

인 태도 외에도 이러한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가 들어 있다. 에첼스

는 이 공연의 모티프가 된 사진 전시 <앞날을 생각하기> 소개 글에서 “다

양한 해독이 가능하지만 그 누구도 최종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A

multiplicity of readings are possible but none of them can have final

authority”307)는 점을 전시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앞날을 생각하기> 작업을 함께 한 글랜디닝과 에첼스는 사

306) 자료 출처 : FE 공식 홈페이지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tomorrows-parties/

307) Tim Etchells, <내일의 단체들>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notebook-entry/tomorrows-parties-programme-not

e-by-tim-etch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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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포즈와 공간을 잡아서 자유롭게 스스

로를 연출하되 카메라가 있는 곳을 바로 “미래(future)”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this moment)”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무언

가를 보여주라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미래’라는 미지의 지점을 향하

는 지금 ‘이 순간’의 시선을 사진의 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했던 이 작품 자체

에는 미지를 향한 불확정적인 에너지가 포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에첼스는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에서 이중적인 거리감을 발견한다.308) 이 사진들에

는 사진이 찍히던 순간에 미래로 상정된 순간의 시점과 사진을 찍던 그 당

시의 시점 사이의 거리감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체로

기록된 이후에 그 사진을 바라보는 시점과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시점 사

이의 거리감 또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초점은 그 이중적 거리

감 속에서 형성된 “거리(distance)” 자체에 맞추어져 있다.

※ 그림 16. 팀 에첼스 & 휴고 글랜디닝, 사진 전시 <앞날을 생각하기>309)

308) Tim Etchells, <내일의 단체들>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notebook-entry/tomorrows-parties-programme-not

e-by-tim-etchells/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사진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멀리 보인다. 사진에 찍히기 위해 포즈를 잡은 사색의 상태와 여기에 사진들이 찍힌

이후 경과한 시간이 더해져서 어떻게든 그 거리를 증가시키도록 결합한다. Looking

at the photographs the people in them seem doubly far away; the contemplative

state of posing to be photographed, plus the passage of time since the pictures

were taken, somehow combines to multiply the distance.”

309) 자료 출처 : FE 공식 홈페이지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looking-fo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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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첼스는 바로 이러한 ‘거리’를 <내일의 단체들>에서도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배우들의 스토리텔링을 연출하였다.310) 이 공연도 <앞날을 생각하

기>와 마찬가지로 무대에 서 있는 배우는 지금 ‘이 순간’에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 작품에서 <앞날을 생각하기>의 경우 ‘미래’의 위

치로 설정되어 있던 카메라의 위치는 객석으로 재설정된다. 따라서 두 배우

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를 응시하듯이 공연이 시작해서 끝이 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시선을 이동하지 않으며 ‘미래’라고 설정된 객석의 공간을 응시한

다. 그리고 무대 위에 부동의 자세로 서서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 지금 ‘이

순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 작품은 <앞날을 생각하기>와 마찬가지

로 작품의 지향점이 ‘미래’라는 미지의 영역이기에 지금 ‘이 순간’ 발화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상상력에 불과한 것들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

서 두 배우는 스스로의 발화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더욱 깊게 인식하

며 자기-외부인 태도를 더욱 강화시켜 보여줄 수 있다. 이 두 배우는 이 사

실을 인식하고서 스토리텔링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지

의 지향점과 현재의 불완전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가며 스토리텔링을 지속

하기에, 이 두 배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모호한 기

류의 대화 식 이야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내일의 단체들>을 통해서 FE에게서 볼 수 있는 자기-외부인 모티

프가 스토리텔링 형식의 공연에서 드러나는 사례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러

한 모티프는 무대 세트가 있는 일반 연극 형식의 공연에서도 볼 수 있다.

시각적인 요소가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공연에서 볼 수 있었던

미묘한 뉘앙스의 자기-외부인 태도가 보다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FE는 연기를 하는 도중에 휴식을 취하거나 상대방의 연기를 바라

보고, 때로는 퇴장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연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15년도 국립아시아예술극장에서 관람한 <마지막 탐험>311)을 그 예로

310) Tim Etchells, <내일의 단체들>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notebook-entry/tomorrows-parties-programme-not

e-by-tim-etchells/

311) <마지막 탐험>은 2013년도에 초연되었고, 2015년도 11/27~11/28에 국립아시아예술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레바논 출신의 사운드 아티스트인 타렉 아투이(Tareck Atoui),

12명의 배우들이 합작하여 만든 작품으로 FE가 형식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실험을 추

구한 작품 중에 하나이다. Tim Etchells, <마지막 탐험>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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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 작품 가운데 전쟁놀이를 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배

우 마샬은 난장을 벌이며 전쟁놀이에 열중을 하다가 너무 지쳤다는 듯이 무

대 바닥에 앉아서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본다. 마샬뿐 아니라 이 장면에서

는 다른 몇 몇 배우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기를 하다가 이따금씩 휴식을

취하는데, FE는 이렇게 연기와 비-연기를 오고 가는 행위를 때로는 매우 눈

에 잘 보일 정도로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FE가 오고 가는 연기와 비-연기 사이에는 비-연기인 것처럼 보이

는 연기도 존재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이는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마지막 탐험> 공연 리허설 중에 경험한 일화이다. 마샬이 전쟁놀이를 하

는 장면에서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실수한 듯이 멋쩍게 웃는 장면이 있

었다. 연구자는 리허설 중에 이 행위를 본 것이었으므로 이것이 비-연기라

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날 마샬은 동일한 행위를 본 공연 중에 무대 위

에서 다시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연 중에도 같은 행위를 다시 한

번 반복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연구자는 FE가 창작을 할 때 구사하

는 외부인 의식이 순수하게 스스로를 불신하는 마음을 넘어서 스스로를 불

신하고자 하는 의도로 무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즉 FE

는 작가로서나 배우로서나 고정적인 창작의 주체로 스스로를 불신하는 자기

-외부인 태도를 드러내는데, 여기에는 때로는 엄격한 의도가 전제되어 있기

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FE에게서 볼 수 있는 외부인 의식이란 의도적

으로 고안되고 훈련되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FE의 작품에는 ‘진짜’ 비-연기인 것도 있고, 비-연기인 듯 보이는

연기도 있다. 여기에 만일 캐프로의 논의를 접목시켜 본다면, ‘진짜’ 비-연기

란 비-예술에 해당할 것이고, 비-연기인 것처럼 보이는 연기는 창작자의

“의도(intent)”312)를 지닌 반-예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분류를 넘어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FE가 ‘진짜’ 연기에서부터 ‘진

짜’ 비-연기에 이르기까지, 비-연기인 듯 보이는 연기, 혹은 연기인 듯 보이

는 비-연기 등 이 스펙트럼 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지점의 행위들을 산발적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the-last-adventures/

본고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연구자가 2015/11/27에 관람한 <마지막 탐험>의 리허설

및 같은 날과 11/28에 상연된 작품을 보고 서술한 것이다.

312) Allan Kaprow, "The Education of the Un-Artist, PartⅠ", op.cit.,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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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포시켜 보여준다는 점이다. 관객은 배우들의 행위가 연기와 비-연기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배우들이 연

기와 비-연기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쌓아가는 동안 비로소 관객 역시 연극과 비-연극 사이를 끊

임없이 오고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 그림 17. FE, <마지막 탐험>313)

이러한 식으로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와 비-연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며 배역 인물이 되었다가 배우 자신이 되었다가를 오고 가는 행위는 이들

다수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관된 스타일이다.314) 에첼스는 “실제적인

313) 자료 출처 : <마지막 탐험> 공연 DVD 영상 중(中), 27:12.

314) FE가 이렇게 배우로 하여금 연기와 비-연기 사이를 오고 가게 하고, 그럼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 사이를 오고 가게 하는 일관된 스타일을 구사하는

것에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부기하겠다. 2015/11/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

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에첼스 : [...] [테이블 위의 펜을 들면서] 따라서 이것이 왕이 될 수 있다.

[휴지 한 장을 뽑아 그 휴지를 펜 위로 내저으면서] 이것을 이용하면 폭풍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종류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연극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놀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

은 우리가 공연 공간에서 무언가를 일종의 의도적인 연극, 활동적인 연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나는 당신[관객]으로 하여금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여기에서 만약 이것을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왕

도 가지게 되고, 왕인 것처럼 가장하는 연기도 가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차원 사이에

는 상호적인 조율이 존재한다. 당신은 두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왕의 이야

기를 보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왕이 되는 척 하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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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환영적인 것 사이의 영토를 무대화하는 것 to stage the territory

between the real and phantasmatic”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FE

는 실제와 환영, 현실과 허구, 비-연극과 연극 ‘사이의 영토’를 무대화하기

위하여 배우로 하여금 연기와 비-연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게 한다. 그

럼으로써 무대 위의 배우는 실제와 환영 사이에 있는 인물이 되며, 그 결과

‘배우’라고 인식되는 고정적인 창작의 주체 위치에 놓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FE는 연극과 비-연극이라는 두 극단 지점 그 사이에 있는 부피감

있는 영토, 에첼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이의 영토’를 드러내고 경험하게

하는 것에 주력한다. FE 작품에서 가시화되는 연극과 비-연극, 그 ‘사이의

영토’ 안에는 캐프로가 반-예술이라 말했던 것도, 예술-예술이라고 말했던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FE는 캐프로처럼 예술-예술, 반-예술, 비-예술

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 미묘하게 다른 정체성을 지닌 이 영역들이 끊임

없이 교차되고, 횡단됨으로써 종국에는 오히려 구분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

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사이의 영토’를 드러내는 행위는 캐프로가 주장한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적극적인 강도로 구현하게 한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

해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앞

서 논한 <마지막 탐험>에 비해서 연기와 비-연기 사이를 오고 가는 시각적

행위를 드러내는 양상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 이 작품의 무대 양 쪽에는

수많은 옷가지와 카드보드들이 널려 있다. 다섯 명의 배우들은 끊임없이 무

대 양 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옷에 맞는 카드보드들을 들고 무대 중앙

하는 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재미있게 다가온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왕이 왕인 것처럼 연기하는] 놀이도 눈에 보이고, [왕이 왕

인 것처럼 하는] 연기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건이다. 이것들은 분명히 눈

에 보인다. 당신은 내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에 따라 현실이 변

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 <마지막 탐험>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시성과

층위를 가진다. 당신은 그들이 의상을 찾는 것, 의상을 갈아입는 것, 무언가를 정의하

려고 노력하는 것, 무언가를 세우는 것, 무언가를 하는 것을 [동일한 가시성과 층위에

서] 본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하나의 그림 속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

하다. 하나의 그림에 담긴 이러한 상이한 차원들은 이 그림이 완벽한 기계가 아니고

에너지는 생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우리 작품에서]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강도의 상이한 차원들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일상의 차원과 매일의 차원이

있고, [이것들을] 끌어 올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것이 무언가 다른 것이

되는 차원, 변형의 차원이 있다. [이러한 창작의] 많은 조각들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변형적이고, 마술적이고, 허구적인 것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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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나온다. 관객을 향해서 카드보드에 해당하는 인물인 것처럼 잠깐 서

있거나 그 자리에서 제자리 달리기를 한다. 그러다가 다시 무대 한 쪽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오기를 반복한다. 에첼스는 이 공연에서 배우들

이 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혼란스러운 놀이의 파편에서 유령 인물들이 소환된다. 카드보드 기호들과 의상들과

그것들을 살아내는 배우들의 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초-허구들이 만들어진다. 늘

이 공연의 핵심에서는 판본들과 판본성의 감각이 있고 이것이라면, 이것이다라는 움

직임이 계속되며 새로운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살아지다가 결국 버려지고 다른 것으

로 교체되기도 한다. 만일 저것이 아니라면, 이것이다. phantom figures summoned

in the chaotic game of the piece, para-fictions made in the interplay between

cardboard signs, costumes and performers’ bodies inhabiting them. Always, at the

heart of this performance there’s a sense of versions and versionality, a perpetual

motion of if this, then this, new possibilities continually inhabited and each

eventually abandoned and replaced with another one. If not that, then this.315)

여기에서 에첼스가 말한 “만일 저것이 아니라면, 이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들이 실행하는 행위는 탈진에 이를 정도로 바쁘게 움직인다. 배

우들은 빠른 속도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제자리 달리기를 하다가, 다시

퇴장해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과열된

행위와 함께 포화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시각 재료들을 무대

위에 쌓아감으로써 배우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 그 ‘사이의

영토’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연극과 비-연극 가운

데 어느 한 편도 배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

든다. 이렇게 FE는 연극과 비-연극 이 두 영역 사이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오고 가는 행위에 매진함으로써 그 ‘사이의 영토’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

이라면 그 어떠한 현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그 무엇도 실종시키

지 않는 상태를 구현한다. 이 지점에서 주디스 헬머(Judith Helmer)가 FE

작품에는 “아무 것도 실종시키지 않는(nothing is missing)”316) 힘이 내재한

다고 말한 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앞서 FE가 구

315) Tim Etchells,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12am-awake-looking-down/

316)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op.cit.,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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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독특한 창작방식이라고 말한 ‘공존’과 ‘절충’에 해당한다.

※ 그림 18. FE,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317)

여기에서 캐프로가 지향한 ‘경계 흐리기’의 개념을 상기할 수 있다. 에첼

스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acting)”와 “비-연기(not-acting)”를 오고

가는 행위를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관객으로 하여금 배우들

이 ‘기계’318)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319) 배우가 연기와 비-연기를 오고감으로써 관객은 연극

과 비-연극을 오고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곧 캐프로가 이론적으로

정립한 예술과 삶의 ‘경계 흐리기’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FE

317) 자료 출처 :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 공연 DVD 영상 중(中), 18:4.

318) 이 표현은 에첼스가 연구자와 인터뷰 가운데 사용한 것이다. 각주 314 참고.

319) Michael Kirby, "On Acting and Not-acting", Acting (Re)Considered, ed. Phillip
Zarrill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p. 40-52.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는 해프닝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연기(acting)와 비-연기

(not-acting) 사이의 개념적 차이를 조명한 바 있다. 그는 “배우”라는 입장을 얼마나

단단하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가장 연기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비-연기적인 것까지의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기적인 것에서부터 언

급하면 복잡한 연기(complex acting), 단순한 연기(simple acting),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연기(received acting), 상징화된 행렬(symbolized matrix), 비수열화된 퍼포먼

스(nonmatrixed performing) 순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해프닝에서 행해지는

행위란 배우가 연기를 할 필요를 거의 못 느끼는 차원에서 행하는 비-연기에 가깝다

고 보았다. 본고는 여기에서 커비가 언급한 분류법을 전제로 연기와 비-연기라는 단

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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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캐프로에게서 한 발 더 나아간 점은 예술과 현실이 단순히 경계가 흐려

진 상태에 두는 것을 작품의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술과 현실 두 영역이 ‘공

존’하고 ‘절충’하는 상태에 있음을 관객에게 지속적으로 현시하는 것이다. 그

럼으로써 그 ‘사이의 영토’ 안에서 예술과 현실이 상호 유동적인 관계를 맺

는 경지로까지 끌고 간다. 이는 바우만이 말한 바와 같이 상이한 두 영역을

‘공존’케 함으로써 ‘유동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FE가 앞서 논의한

여타 유동적 창안 공연의 사례들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2) 형식적인 모티프 : 파편화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이 캐프로가 주장한 ‘너머’의 창작 태도를 내면적

으로 구사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면, 이 장에서는 ‘너머’의 창작 태

도를 구사하는 FE의 형식적인 동력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고정적인 창작

주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FE가 작품의 형식적 모티프로 삼는 것은 ‘파편’이

다. 에첼스가 FE의 창작 과정을 기록한 책의 제목을 『어떠한 파편들 : 동

시대 공연과 FE』라고 한 것, 이 책의 서문에서 에첼스가 스스로 “우리가

회귀해 온 주제들은 사랑과 파편화이다. The themes we have returned to

are love and fragmentations.”320)라고 말한 것은 FE가 파편이라는 소재를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알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파편적인 형식을 공연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

는 것은 비단 FE뿐 아니라 창안 공연을 지향하는 다수의 극단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파편들이란 다수의 창작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창작의 과정을 만들어 나갈 때 양산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케이는 파편화된 재료들을 공연의 형식으로 삼는 현상은 창안 공연의 영역

320) Tim Etchells, Certain Fragments : Contemporary Performance and Forced
Entertainment, London: Routledge, 1999. p. 9. 제목에서 환기 되는대로 이 책은 FE

가 다양한 뉘앙스에서 창작의 파편들을 찾고, 발견하고, 드러내는 일련의 행위를 기록

한 것이다. 에첼스는 이미지이든, 사운드이든, 움직임이든, 텍스트이든 간에 FE 작품

의 제반의 요소들은 대부분 ‘파편들(fragments)’과 ‘겹들(layers)’의 양상을 거쳐 창작

되기 때문에 이 책의 구성 또한 일련의 파편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힌

다. 따라서 그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그들의 작품을 대하는 관객들과 마찬

가지로) 책에서 제시된 파편들 가운데 스스로가 어디에 위치하고, 미끄러지고, 연결되

어야 할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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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포스트모던 공연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

하기도 하였다.321) 그만큼 ‘파편화’라는 양상은 동시대 공연예술에서 주목할

만한 하나의 스타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FE가 구사하는 파편적인 형식

이란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논해질 수 있는 것 이상의 독특한 성격을 가

진다.

앞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태양 극단에서도 극단 구성원들은 창안 연극

이라는 명목 아래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다수의 이야기와 생각의 파편들을

모집하여 공연 창작 과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

들을 취합하여 작품 창작에 이르는 만큼 태양 극단이 구성하는 작품의 구조

역시 파편적인 형식을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앞서 고찰한 <하루살이들>의

파편화된 시간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태양 극단은 파편들의 다양성

에 집중하되 종국에는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이 모든 재료들을 구심적으

로 통합시키는 방식을 택한다. 태양 극단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

정에서나, 장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들로부터 수집된 수많은 파편적인

재료들이 “날 재료들 이상(more than raw materials)”의 것으로 해석된다.

므누슈킨은 이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must help to

develop)”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이들이 수집한 파편들은 최종의 완성된 경

지를 향해 통합 수렴된다. 므누슈킨이 연출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들로부터 제안된 다양한 재료들을 “통합(synthesis)”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322) 태양 극단이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결

국 이를 ‘통합성’이라는 가치로 수렴해내는 창작방식은 이 극단이 발표한 작

품들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

소>와 <하루살이들>에서 태양 극단은 최초에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하여,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변들을 다양한 파편들로 제시하지만, 이 파편들은

완결적인 구조를 향한 파편들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태양 극단의 작품들은

선형적인 구조가 아닌 파편화된 모자이크 식의 구조를 취하지만 결국에는

작품 속의 모든 파편들이 작품 속의 통일된 지점을 지향하며 완결된 구조로

통합되는 양상을 취한다. 따라서 태양 극단이 구사하는 파편은 전체를 구성

321) Nick Kaye, Postmodernism and Performance, op.cit., p. 13. 그는 미국의 우스터그
룹과 리차드 포먼, 영국의 로버트 윌슨 등의 작품들을 예로 들며 포스트모던 공연예

술에서 파편화의 양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322) Emile Copfermann, op.cit.,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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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들에 해당하며 이 파편들은 작품 전체의 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제

시하는 재료로 기능한다. 비록 이 파편들은 기존 관습처럼 선형적인 구조를

취하지 않고 실험적인 표현 형식과 과감한 주제 의식을 전면화하지만, 결국

새로운 재현의 테두리에 머물러 창작자들이 내부적으로 합의한 구조를 전시

한다. 따라서 태양 극단이 창작의 재료로 구사하는 파편들은 미시적인 파편

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작품 전체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는 ‘전

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태양 극단이 여전히 작품의

‘전체’를 창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작품을 ‘전체화

(totalization)’할 수 있다고 보는 믿음은 곧 예술 작품이 고유한 토대를 차지

하며, 온전한 범주와 순수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323)

이와 달리 FE는 창작의 재료로 발현된 파편들이 오로지 파편 ‘그 자체’로

서만 존재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FE가 구사하는 파편은 거시적인 구

조로 편입되지도 않고, 어떤 다른 파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위적인 의미

로 덧입혀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FE가 지향하는 파편들이란 태양 극단과 같

이 결코 ‘이후’에 통합된 지점으로 수렴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 오히

려 FE는 자신이 구사하는 파편들이 ‘그 자체’로서의 파편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에첼스는 스토리텔링의 파편들을 발견

하는 방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직접 밝혔다. “나는 이에 대해 어떤 전략

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우연히 걸려드는 것이다. 너무 지치고

바쁘거나, 산만해지거나, 우연히 벌어지는 무언가에 매료되거나, (환각제를

써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방식으로) 의식이 몽롱해지거나, 실수를 저질

러 사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흐름을 따름으로써 말이다. I don't have a

strategy for this. I get tricked by accident - by being too tired, too

busy, by being distracted, by getting fascinated with something that is

happening, by becoming delirious (in a banal way, not thinking of

hallucinogens), by making mistakes, generating accidents or by following

a flow.” 이렇게 에첼스는 어떠한 ‘전략(strategy)’도 없이, 우발적인 사고와

같은 사건들 혹은 ‘흐름(flow)’에 의해서 파편을 발견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가 전략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전략이란 우리 자신을 보다 “더욱 그럴싸

한(more likely)” 위치에 둘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과 일

323) Nick Kaye, Postmodernism and Performance, op.cit.,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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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324) 따라서 그들은 파편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확대되거나 연결되지 않고, 그저 파편 자체로만 머무를

수 있는 파편을 찾으려 한다.

이렇게 FE는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파편들을 작품의 재료로 삼기에

작품은 선형적인 구조로 발전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여 선형적인 구조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는 실험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다. 단지 FE는 규정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파편들을 연쇄시킴으로써 개개의 파편들이 그 이상의

확장된 구조로 발전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지점에서 FE가 구사하는 ‘그 자

체’의 파편은 작품의 내적 구성을 ‘실패’로 이끈다는 점에서 캐프로가 인식

한 좁은 의미의 ‘실패’, 즉 형식 및 구성상의 ‘실패’ 개념과 접목시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FE가 구사하는 파편은 작품의 구성을 ‘실패’로 이끄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캐프로가 말한 ‘너머’의 창작 모티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나단 캘브(Jonathan Kalb)는 <시력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

장 먼저 잃으려 하는 감각이다>에서 배우 짐 플렛쳐(Jim Fletcher)가 무표

정한 얼굴로 수 백 개의 선언문들을 읽는데, 이 문장들은 때로는 명확하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호하게 분열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

면서 이러한 느슨한 연결은 작품의 의도적인 구성을 ‘실패’로 이끈다고 보았

다.325) FE가 구사하는 파편적인 형식은 단지 서사의 구성을 ‘실패’로 이끄는

것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 또한 ‘실패’에 이르게 한다.

제랄드 지그문트(Gerald Siegmund)는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에

서 배우들이 끊임없이 재빠르게 다양한 카드보드들을 바꿔 들고 나오는 행

위에 주목하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가 도망치듯 다시 사라지는 행

위를 지속시킴으로써 관객은 그 어떠한 캐릭터도 손에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326) 지그문트는 FE가 파편적인 시각 이미지를 운영함으로써 완결된

캐릭터 구축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FE가 구사하는 파편적인 모티프가 작품의 구성을 ‘실패’로 이끈다는 사실

324) Terry O'Connor, "Virtuous Errors and the Fortune of Mistakes: A personal

account of making and performing text with Forced Entertainment", Performance
Research, Vol.14(1), Routledge, 2009, p. 88. 재인용.

325) Jonathan Kalb, "Amazing Untold Stories of Catalogues", PAJ: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 Vol. 31(2), MIT Press, May, 2009, pp. 3-5.

326) Gerald Siegmund, op.cit.,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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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직접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극단이 자주 구사하는 ‘길게

지속되는 공연’327)을 들 수 있다. FE는 기존에 발표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상연 시간에 달하는 작품들을 길게 지속되는 공연으로 재창작하

는 시도를 많이 해 왔다. FE가 최초로 시도한 길게 지속되는 공연인 <12

am: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은 <마법에 걸린 임마누엘>에 속한 단 하나의

시퀀스를 열 한 시간으로 연장하여 재창작한 공연이고, <그리고 천일 째 밤

에...>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에 지나지 않는 길이의 공연인 <누가 나에

게 놀라게 하지 않을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나?>의 한 부분을 스물 네 시간

으로 연장하여 다시 만든 공연이다.328) 이렇게 기존에 한 시간 정도의 규모

로 창작된 공연을 하루에 이르는 긴 시간으로 연장하여 보여주는 것은 기존

공연에서 다루었던 시간의 속성을 매우 미시적으로 재탐구하는 것이다. 즉

기존 공연에 삽입되어 있던 하나의 장면 내지 하나의 순간을 마치 현미경으

로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탐구하여 다시 보여준다. 에첼스는 애드리안 헤

드필드(Adrian Heathfield)와의 인터뷰에서 길게 지속되는 공연에 관해서 다

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상연 시간을

지닌 공연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처음-중간-끝이라고 하는 “인체공학적 형태

(ergonomic shape)”를 머리에 그리도록 강요하고,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완

결을 지어서 관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반면, 길게 지속되는 공연은 그러한

구성상의 인식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길게 지속되는 공연은 구성

에 대한 압박감과 완결에 대한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된(freed)” 상태를 제공

하기에 창작자의 입장에서나 관객의 입장에서 오히려 접근하기 쉬운 공연이

다.329) 결과적으로 FE가 구사하는 길게 지속되는 공연에서는 기존의 정상적

327) 앞서 시에의 작업을 논하면서 이미 사용한 바 있듯이, ‘long durational

performance’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길게 지속되는 공연’이라고 용어로 사용하겠다.

참고로 이 용어는 한국어로 ‘긴 공연’이라고 번역된 바 있다. 손원정, 「세계는 : 영국

의 포스트드라마 포스드 엔터테인먼트(Forced Entertainment)의 연극미학」, 앞의 책,

124면. 본고는 이 용어가 지닌 특성화된 개념을 환기하고자 ‘길게 지속되는 공연’이라

는 용어로 번역, 사용할 것이다.

328) Judith Helmer, "Always Under Investigation / From Speak Bitterness to Bloody

Mess", Not Even a Game Anymore :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ed.
Judith Helmer. Berlin: Alexander Verlag, 2012, p. 57.

329) Adrian Heathfield, "As if Things Got More Real: A Conversation with Tim

Etchells", Not Even a Game Anymore :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op.cit.,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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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라고 알려진 시간의 규모 내지 처음-중간-끝이라는 작품의 구성이

미시적으로 재조명됨으로써, 더 이상 기존의 시간적 규모와 형식상의 구성

이 인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대신 오로지 시간과 장면의 미시적

인 파편들 ‘그 자체’만이 남는다.330) 이렇게 FE의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지위

를 파편의 상태로 “회귀(returned to)”331)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작품의 구성

이나 형체를 가늠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이는 폴록이 회화 세계

‘안’에 잠입하여, 스스로 회화를 관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한 것과 상

통한다.332)

이제까지 FE가 구사하는 ‘그 자체’의 파편이 작품의 구성을 ‘실패’로 이끄

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유념할

점은 작품의 구성을 ‘실패’로 이끈다는 말은 결코 선형적인 구조를 전복하는

비선형적인 구조를 취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품의 구성이

‘실패’에 이른다는 것은 선형적이든 비선형적이든 작가의 “의도”로 고안된

구성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FE가 추구하는 구성상의 ‘실패’란

그 어떠한 의도적인 구조도 일관적으로 고수하지 않는 자세로 드러난다. 이

러한 양상은 FE가 구사하는 작품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는 대본 구

성 작업에서부터,333) 무대 위에서 공연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330) 태양 극단에서도 길게 지속되는 공연을 상연한 바 있다. 태양 극단의 공연 중 가장

길게 지속되는 공연으로 일곱 시간에 걸쳐 상연된 <하루살이들>이 있다. 그런데 태

양 극단의 공연과 FE의 길게 지속되는 공연은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코퍼만이

<1789>의 상연 시간이 왜 다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이 아닌 세 시간인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므누슈킨은 공연의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과된 시간이 세 시간

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작품에 적합한 구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

시간이라는 상연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Emile Copfermann,

op.cit., p. 21. 그러나 FE가 구사하는 길게 지속되는 공연은 이러한 ‘새로운’ 구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작품이 취할 수 있는 내적인 구성을 ‘실패’

의 상태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331) Tim Etchells, Certain Fragments : Contemporary Performance and Forced
Entertainment, op.cit., p. 9. “우리가 회귀해 온 주제들은 사랑과 파편화이다. The

themes we have returned to are love and fragmentations.”

332) Adrian Heathfield, op.cit., p. 80. 에첼스가 ‘완결이 되었다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자

아내는, 처음-중간-끝의 유형’을 거부한 것은 앞서 폴록의 회화가 기존의 회화에서

중시해 온, 처음-중간-끝으로 이루어진 “구성(composition)”을 거부한 점과 상통한다.

에첼스는 공연에 의도적으로 부여된 그 어떠한 형식적인 “건축(architecture)”도 없는

공연을 지향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건축’이라는 단어는 캐프로가 말한 ‘구성’이라

는 단어와 상통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333) Tim Etchells, Instructions for Forgetting, The Drama Review, Vol.50(3),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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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존재하는 파편적인 요소를 형식적 재료로 삼음으로써 고정적인 의

미를 구축하지도, 의도적으로 고정적인 의미를 해체하지도 ‘않는’ 방식을 취

한다. 이들이 구사하는 스토리텔링 공연으로 <고통을 말하라>, <퀴즐라!>,

<더러운 일>, <그리고 천일 째 밤에...>, <시력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으려 하는 감각이다. Sight is the sense that dying people tend to

lose first, 2008>, <내일의 단체들>, <추잡한 단어들 & 문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들 가운데 <퀴즐라!>334), <더러운 일>, <내일의 단체들>

에서는 두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 등장한다. 각 공연에 등장하는 두 명의

배우는 앞서 <내일의 단체들>에서 논한 바와 같이 모두 파편적인 대화를

교대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선형적이지도, 그렇다고 비-선형적이기만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속시킨다. 그럼으로써 두 명의 배우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지 관객들로 하여금 명확히 알 수 없게 만드

는 모호한 공기를 창출한다. 상기의 스토리텔링 공연 중에서 <고통을 말하

라>, <그리고 천일 째 밤에...>335)는 여섯 명에서 여덟 명 정도의 배우가 무

Press, Fall 2006, p. 112. FE가 ‘그 자체’의 파편을 고안하는 작업은 대본 구성 작업에

서부터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FE는 지인들, 행인들, 현재 활동 중인 예술가들, 가

족들, 관객들, 극단 구성원들의 생각과 질문 등을 문장으로 기록하여 이를 취합하는

것으로 대본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취합된 불특정 다수의

문장들을 대본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료로 삼고, 이들 가운데 몇 몇을 선택하여

대본을 구성한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극단 구성원들끼리만 대본 구성 작업을 하기

도 하고, 극단의 예술 감독인 에첼스가 대부분의 대본 구성 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대본은 파편적인 재료로 구성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34) <퀴즐라!>에서는 배우 한 명이 손에 수많은 카드를 들고 즉흥적으로 카드를 골라

가며 그 안에 적혀 있는 질문을 다른 배우에게 한다. 상대 배우는 즉흥적으로 그 질

문에 대한 답을 한다. 이 두 명의 대화는 어떨 때에는 짧게 끝이 나고, 또 어떨 때에

는 길게 지속되기도 한다. 이 질문들 가운데에는 “철학적인 것도 있고, 사소하거나 지

극히 개인적인 것도”있다. 질문의 내용은 범위를 초월하는 것들이다. 이 공연은 여섯

시간에서 스물 네 시간에 걸쳐 공연이 되었다. 관객은 이 상연 시간 동안 자유로이

입장과 퇴장을 할 수 있었으며, 배우들은 여섯 명이 세 팀을 이루어 공연을 진행해

갔다. <퀴즐라!> 공연 소개 글 참고.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quizoola/

335) 이 공연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천일야화’ 설화의 형식을 작품의 모

티프로 삼는다.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 덧대기’의 구조로 죽음을 면할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스토리텔링의 힘을 실험한다. 여덟 명의 배우가 허름하게 왕과 왕비

분장을 하고 “길고, 상호적이며, 끝나지 않는 자기-취소”의 구조를 보이는 이야기를

지속해 간다. 이야기의 스펙트럼은 “금기를 건드리는 것에서부터 영화적인 플롯, 종교

적인 우화, 동화 속 이야기, 전통 설화, 농담과 현대적인 신화, 무서운 이야기, 사랑

이야기, 섹스 이야기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천일 째 밤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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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의 순서를 정해가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단

시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336) 특히 <그리고 천일 째

밤에...>의 경우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명의 배우가 수도 없이 다시 시작하

는 구조를 취한다. 한 명의 배우가 최초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한 명의 배우가 그 이야기를 다른 판본으로 다시 이야기

하고, 또 다른 배우가 그 이야기를 다시 끊고 이야기하는 식이다. 이렇게 끊

임없이 이전의 이야기가 다음의 이야기에 의해 분절되고 파편화되는 양상을

되풀이하는 이 작품의 구성은 결코 진전되거나 완결된 방향으로 구축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작품 역시 <내일의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단순

히 의미를 해체시키는 일변도로 이야기 파편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즉, 이

작품 또한 <내일의 단체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를 낯설

게 느끼도록 의미를 교란시키는 방향을 애써 취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예

를 들어 <그리고 천일 째 밤에...>에서는 끊임없이 앞선 배우가 했던 이야

기를 다른 배우가 또 다른 판본으로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337)의 형식

을 지속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최소한 이 작품의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즉,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른 누군

가가 이야기를 끊을 것이고, 다시 전에 했던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

대기 할 것이라는 정도의 형식적 규약이 관객에게 통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FE가 스토리텔링 공연에서 구사하는 언어의 파편들은 예상 가능

한 서사 구조로 구축되지 않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철저히 이해 불가한 낯

선 형식으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FE가 이러한 절충적인 방식을 취하는 이유

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공연을 구성하는 파편적인 상태의 재료들이 창작자의

명확한 의도에 의해 거시적인 구조로 확장되지 않고 ‘그 자체’의 파편 상태

로 유지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 결과 FE의 작품 구조는 캐프로가 의식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and-on-the-thousandth-night/

336) <그리고 천일 째 밤에...>에서는 한 명의 배우가 다른 배우가 하는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만(stop)”이라고 말하고, 자기 차례를 만들어

이야기하기를 지속해 간다. <고통을 말하라>에서는 특별한 장치 없이 분위기를 흐름

을 타면서 자기 차례를 만들어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 두 공연 모두에서 이야기를

자기 차례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공연의 과정 중에 즉흥적으로 일어난다.

337) Gerald Siegmund, "The Dusk of Language : The Violet Hour in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net", Not Even a Game Anymore :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op.cit.,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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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로 구성상의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다음과 같이 비언어적인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작품들

에서도 일관적으로 구사된다. <200% 그리고 피투성이에 목마른>, <마법에

걸린 임마누엘>,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 <누가 나에게 놀라지

않게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나? Who Can Sing a Song to Unfrighten Me?,

1999>, <피투성이 엉망진창>, <마지막 탐험> 등의 작품들에서는 앞서 예시

한 스토리텔링 공연들과는 달리 언어보다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작품의 주된

표현 매체로 운영한다. 그러나 FE가 시청각적 이미지를 운영하는 방식은 앞

서 논의한 스토리텔링 공연들에서 언어를 운용하는 방식과 같다. 이 작품들

에서는 파편적인 형태를 띤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연쇄되는 방식으로 공연이

전개되는데, 산발적으로 어지럽게 제시되는 이 이미지들은 결코 어떠한 일

관된 구조나 의미를 형성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시종일관 낯설게 투

척되지도 않는다. FE는 관객으로 하여금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아

날로그적인 방식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구사한다.

앞 장에서 논의한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를 다시 예로 들어

보겠다. 이 작품은 스토리텔링 공연의 파편적 언어들을 파편적인 시각 이미

지들로 대체하여 보여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 마치 묵언 수행을 하거나 말을 하

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배우들은 자신을 소개해 주는 카드보드들을

들고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가 다시 퇴장을 한다. 배우들이 들고 나오는 카

드보드들에는 예를 들면 “길 잃은 리사(LOST LISA)”, “엘비스 프레슬리(죽

은 가수)(ELVIS PRESLEY(THE DEAD SINGER))”, “너무 멀린 간 남자

(THE MAN WHO WENT TOO FAR)” 등과 같은 소개가 쓰여 있다. 이

작품은 앞서 예시한 스토리텔링 공연들과 달리 언어가 소거된 상태에서 진

행되지만 배우들이 제시하는 이미지 재료들은 스토리텔링 공연의 언어와 마

찬가지로 연결되지 않은 파편적 형태로 끊임없이 연쇄된다. 즉 스토리텔링

공연의 파편화된 언어가 이 공연에서는 카드보드에 적힌 파편화된 언어들로

대체되고 더 나아가 카드보드를 들고 있는 캐릭터들의 파편적인 등퇴장으로

확장된다. 이 작품에서도 끊임없이 연쇄되는 카드보드들은 발전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방향을 띠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

개되지도 않는다. 최소한 배우들이 카드보드들을 들고 나와 거기에 적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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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것처럼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다른 카드보드들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정도의 커다란 형식적 규약은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관

객은 파편화된 이미지들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

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우들이 가지고 나오는 카드보드들의 이미지가 또

한 관객에게 낯설지 않은 느낌을 준다. 배우들은 지금 막 손으로 찢어서 만

든 박스에 대충 쓴 듯한 글씨로 되어 있는 카드보드들을 들고 나오는데, 이

오브제들이 환기하는 특유의 장난스러움과 아날로그함은 관객에게 낯선 긴

장감과 위화감을 덜어 준다. 또한 이 카드보드들을 들고 나오는 배우들 또

한 관객에게 낯설지 않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배우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보드를 약간 어색하게 들거나 장난스러운 태도로 드

는 등 카드보드와 자기 자신 사이에는 온전히 합치되지 않은 공기가 서려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이미지를 제시하고 강요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 그림 19. 팀 에첼스 & 휴고 글랜디닝, 사진 전시

<카드보드 사인 사진들 Cardboard Sign Photographs, 1992>338)

338) 카드보드를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말을 대체하는 연출 작업은 FE가 구사하는

독특한 연출 기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법은 <12 am: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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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본 구성 작업에 있어서나, 스토

리텔링 공연, 시각 이미지를 주재료로 하는 공연을 운영함에 있어서 FE는

의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선형적 구조와 비-의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비선형적 구조 모두를 배제하지도, 추앙하지도 않음으로써 결국 파편 ‘그 자

체’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FE에게 파편이란

창작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지점이며, 작품을 어떠한 일관된 구조로도 발전

시키지 않고 ‘실패’하게끔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FE는 의미와

비-의미 영역 모두를 절충적으로 공존시키면서 이 두 영역 ‘사이의 영토’를

자유자재로 오고 갈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를 영위하게 된다.

이렇게 의미와 비-의미 영역 ‘사이의 영토’를 오가는 유동적인 행위를 하

는 것은 기존의 관습적인 언어가 지닌 의미를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자 하

는 ‘포스트드라마 연극(postdramatic theatre)’과 구별되는 지점이다.339) 레만

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사례로 지목한 작품들 대다수는 언어와 이미지의

물질성에 치중하며 기존 연극에서 구축해 온 언어의 관습적인 의미를 해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취한다.340) 그러나 FE가 취하는 파편화된 언어와 이미

서뿐 아니라, 이 작품의 바탕이 된 <마법에 걸린 임마누엘>에서도 볼 수 있으며, 사

진작가 글랜디닝과 합작한 다음의 사진 전시 작업에서도 볼 수 있다. FE는 글랜디닝

과 함께 <카드보드 사인 사진들 Cardboard Sign Photographs, 1992>이라는 제목의

전시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에서 FE의 배우들은 “프랭크(술 취

한)(FRANK(DRUNK))”, “최면에 걸린 소녀(THE HYPNOTISED GIRL)” 등 FE의

공연에서 등장함직한 카드보드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FE

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매체를 넘어서 시각 이미지로 된 매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언어

의 파편들을 탐구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자료 출처 및 각주 내용 참고: <카드보드 사

인 사진들> 작품 소개 글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cardboard-sign-photographs/

339)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용어는 1988년도에 리차드 셰크너(Richard Schechner)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1999년도에 한스-티즈 레만(Hans-Thies Lehmann)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 Richard Schechner, Performance theory, New York :

Routledge, 1988. 레만은 이 용어를 제목으로 한 저서를 발간하였는데 국내에는 2013

년도에 이 저서가 번역 출간되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기성이 농후한 이 개념은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의 보강을 요한

다. 레만이 자신의 저서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고 정립한 용어는 산만하게 흩어

져 있는 다발적인 공연예술의 현상들을 소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스 티즈

레만, 『포스트드라마 연극』, 김기란 역, 현대미학사, 2013. & Hans-Thies Lehmann,

Postdramatic theatre, Abingdon, England ; New York : Routledge, 2006.

340) Hans-Thies Lehmann, op.cit., pp. 107-109. 레만은 얀 라우어스(Jan Lauwers)를

예로 들면서 비명 지르고, 신음을 하는 등 “소리의 물리(physis of voice)”를 제시하며

단어가 지닌 뜻에 “신성모독(desecration)”을 하는 것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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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료들은 관객들에게 소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낯선 양상에만 치중

하지는 않는다.341) 물론 FE가 구사하는 파편적인 언어와 이미지 가운데에도

관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부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는 관객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의 파

편들,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에 더욱 치중한다. 즉, FE가

구사하는 언어와 이미지의 파편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낯설음과 친밀감을 동

시에 느끼게 함으로써 그 상반된 감정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공존’의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FE는 단지 관습적인 언어의 구조를 교란시켜 관객과

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편적인 재료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로 존재하는 파편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사유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파편적인 형식을 구사한

다.342) 그 결과 FE가 추구하는 것은 관객에게서 작품으로부터 생소한 거리

수 있는 언어 사용의 양상이라고 보았다. 즉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는 언어가 기존

연극에서처럼 내용적인 의미나 형식적인 구조를 구축하지 않고, 언어 자체가 지닌 물

질성을 드러내며 관객에게 전시된다. 비단 언어뿐 아니라 제반의 무대 형식 재료들이

극적인 구조를 지탱하거나, 선형적인 의미를 구축해 가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렇게 파편화된 물질로서 전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완결된 플롯을 구현하는 ‘드

라마(drama)’의 속성을 지양하고, 말 그대로 ‘탈(post)-드라마(drama)’의 성격을 형식

적으로 표면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 외에도 레만은 하이너 뮐러(Heiner Müller,

1929~1995), 로버트 윌슨, 피나 바우쉬(Pina Bausch, 1940~2009) 등을 예로 들어 기존

의 관습적인 의미를 소거한 시각적인 언어의 양상을 탐구하였다. Ibid., pp. 145-150.
341) 앞서 <내일의 단체들>을 사례로 들어 서술한 내용을 상기하면, 이 작품에서 두 배

우가 구사하는 언어는 연결과 구조가 모호할 뿐 언어 그 자체로서 의미 파악이 어렵

거나 낯설지 않은 양상을 띤다. 이는 각주 340에서 레만이 사례로 든 작가들의 작품

양상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342) 현 논의와 관련하여 레만이 FE의 작품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관점에서 해석한 견

해에 대하여 에첼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을 부기한다.

2015/11/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연구자 : 레만이 FE의 작품들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흥미로운 사례들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에첼스 : 작품은 이러한 종류의 연극적 논쟁들이나 범주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

한다. 물론 한스-티즈는 수 년 간 FE의 많은 작품들을 보았다. 그는 우리들 작품을

매우 좋아한다. (웃음) 나는 그가 장면들을 보고 [동시에] 관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개념은 장면들을 가로지르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또 [공연 중에] 관객들은 어떠한 종

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만든 하나의 방식이 된다. 따라

서 나는 우리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시한 적은 결코 없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

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우리가 늘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하는 일에

관해 관심을 둔다고 생각한다. 한스-티즈가 [우리 공연에 관해서] 쓴 글을 읽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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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상태에 이

른 관객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FE가 ‘포스트드

라마 연극’을 넘어서, ‘포스트-포스트드라마 연극(post-postdramatic

theatre)’343)이라고 칭해지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가 쓴 글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명료한 이해를 정말

로 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가 쓴 글에

비해서는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도 알다시피, [공연의] 대상, 공연, 공

연의 실행은 그 어떠한 다른 이론적 기술들보다도 더욱 복잡하다. 공연의 대상, 그리

고 공연의 실행은 그것만의 고유한 복잡함과 통합성을 가진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범주나 이론을 위한 예증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무엇이다. 당신에게 관심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 주자면, 우리가 공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그

[공연의] 대상과 실행을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종류의 것으로 만들려 노력한

다는 것이다. 그 [복잡한] 요소들은 각자 우리 대화 속에서 모두 존재하던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대화 속에서 요소들을 찾는 것] [역시]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

은 내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무엇이며, 그것은 관객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우리가 시

도하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그 요소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

는 곳에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하는 긴장 상태[의 문제에 더욱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제 말했던 여정들[복잡한 여정과 단순한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여정

들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일시적인 구조를 취하게 한다. 우리가 [만들고자] 노력하는

구조들이란 우리의 복잡함에 기반을 둔 채로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는 것들이다. 심

지어는 그 구조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긴장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 말이다.] 그

래서 우리는 구조를 닫히지 않고 열린 채로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343) 레만은 자신의 저서인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뿐 아니라 다음의 논문에서 FE

의 작품을 자신이 정립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맥락 안에서 면밀하게 점검한 바 있

다. Hans-Thies Lehmann, "Shakespeare's Grin Remarks on World Theatre with

Forced Entertainment", Not Even a Game Anymore :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op.cit., pp. 103-117. 그는 FE의 작품에서 구사되는 구어적 뇌우, 독

백, 혹독한 정치적 논쟁,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이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어두운 비극

적 무대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셰익스피어적인 전통과 교차되면서도 동시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하였다. 레만이 FE의 작품에서 여타의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차별되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영국만

이 소유한 셰익스피어적인 전통을 FE가 계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만은 여전히

자신이 정립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테두리 안에서 FE의 작품을 논하며, 여기에 추

가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전통으로부터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음을 논의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 논의에는 본고에서 지적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의 개념과 FE의 작품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간극에 대한 인지는 없다. 그러나 FE에

이러한 수식이 가해지는 것은 동시대 영국 극계가 레만이 제안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연

극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드라마(drama)’와 ‘연극(theatre)’라는 용어는 같은 개념을

담당해 왔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영국 극계는 신체 연극과 창안

공연이 주를 이루는 특정한 맥락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1999

년도 베를린에서 출간된 레만의 저서 『포스트드라마 연극 Postdramatisches Theate

r』가 7년 후인 2006년도 영국에 소개되었을 때, 영국 극계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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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는 이렇게 언어가 지닌 의미와 비-의미 영역 모두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범주에서 제약을 받아 온 글쓰기 행위를 다시

금 진지한 태도로 인식한다.344) 그러나 FE가 고군분투하는 것은 다시 관습

적인 드라마 구조의 글쓰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구조의 언어

를 구사하면서도 의미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FE는 독립된 기능을 지닌 글쓰기보다는 이미 쓰여진 것들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생각을 요하는 글쓰기에 더욱 많은 관심을 피력한

다.345) 즉, 쓰여진(written) 텍스트보다는 써나가는(writing) 텍스트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FE가 대본 구성 작업을 할 때 거치는 특수한

창작방식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에첼스가 공개한 한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FE가 대본 구성 작업을 할 때 취하는 통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346) 이 영상에서 에첼스는 15년 간 써 온 일기장의 조각들을 카드에 써

라는 개념이 즉시 수용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실제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용어가 막 수용되던 당시 영국의 연극 현장에서는 이를 소위 ‘유럽의 대륙 연극’의

계보로부터 발생한 신조어로 인식하였다. 그 정도로 이 용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인

칭적인 동조를 표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http://www.theguardian.com/stage/theatreblog/2008/nov/11/

postdramatic-theatre-lehmann 2006년 당시 영국에 이 책을 번역 출간한 카렌 위르스

문비(Karen Jürs-Munby)는 이 책의 서문에 영국 연극계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

는 용어 및 현상을 접목시키는 문제에 관해 논하면서 집중적으로 FE를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FE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넘어서 ‘포스트-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라고 지칭될 수 있는 맥락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Hans-Thies Lehmann,

Postdramatic theatre, op.cit., pp. 7-11. 그녀가 FE의 작품에 ‘포스트-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헬머 또한 ‘포스트-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FE의 작품을 해석한 바 있다.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Not Even a Game Anymore :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op.cit., p. 11. 문비와 헬머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FE는 단순히 포스트드라마 연극

의 사례만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레만 자신은 FE를 흥미로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사례로서 조명하고 있으나, 정작 영국 연극계 안에서는 이 극단

의 작품을 포함하여 여느 동시대 영국 극단의 작품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고 단순

수식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수용

하여 FE의 작업이 과연 레만이 정립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얼마나 교차될 수 있

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344) Gerald Siegmund, op.cit., p. 210 지그문트 역시 FE가 구사하는 언어와 스토리텔링

의 특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는 에첼스가 언어의 힘을 매우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는 세계를 관객에게 현현시킬 수 있는 힘을 에첼스는 언어라는

매체의 힘으로 구사한다고 하였다.

345) Patricia Benecke, "The Making of... From the Beginnings to Hidden J ", Not
Even a Game Anymore: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op.cit.,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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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카드를 자유로이 섞고 재배열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러한 과정이

FE의 대본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하였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창작의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카드를 뽑아 들었다.

“그것들은 악기들 같다. 그 눈물들은 악기들 같다. 산들은 악기들 같다. 나

무들은 악기들 같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은 악기들 같다. Those are like

musical instruments, the tears are like musical instruments, mountains

are like musical instruments, trees are like musical instruments, and the

branches musical instruments.” 그가 이 문장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문장

이 취하는 형식이 다른 문장들에 비해서 보다 용이하게 덧붙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악기들 같다. are like musical instruments.”라는 어

구 앞에 그 어떠한 다른 주어347)가 등장하여도 이 문장은 그런대로 시적인

의미를 만들며, 또한 보다 풍성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에첼스가 강조하는 것은 대본의 언어를 구성할 때 “악

기들 같다.”와 같이 응용이 가능한 어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구가

발견되면 또 다른 파편들이 다양하게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앞서 언급했던 것 가운데 <그리고 천일 째 밤에...>에서 어떤 배우 한

명이 “옛날 옛적에(Once upon a time)”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또 다른 배우

가 “그만(Stop)”이라는 단어로 그 이야기를 끊고 다시 “옛날 옛적에(Once

upon a time)”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내일의 단체들>에서 한 명의 배

우가 “미래에는(In the future)”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치면 다른 한 명

의 배우가 “또는~(Or~)”이라는 단어를 독특한 억양으로 발화하고 이어서 다

시 “미래에는(In the future)”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모

두 여기에서 에첼스가 말한 응용 가능한 반복 어구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

다.

이 작품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FE가 응용 가능한 어구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관객과 최소한의 소통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346) 1984년도에 창단한 FE는 2014년도에 창단 30주년 기념으로 다방면에 걸친 공연 창

작방식에 관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 중 에첼스가 대본을 구성하는 작업을

직접 소개한 영상 <#FE84-14 No. 18 Solo Work | Moving Words, Tim Etchells>의

내용을 참고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Forced Entertainment 84-14 No.1~30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fe84-14/

347) 그 어떠한 다른 주어로 “고양이들과 개들(cats and dogs)”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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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첼스가 여기에서 중시한 응용 가능성이란 FE의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드

러나는 특징과 맞닿아 있다. 에첼스는 헤드필드와의 인터뷰에서 FE가 ‘차이

가 나면서도 연관된 원칙들(different-but-related principles)’348)을 고수한다

고 말하였다. 위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 역시 즉흥적이되 반복적인, 따라서

차이가 나면서도 연관된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에서 ‘연관된’ 원칙을 지향하는 태도란 이를테면 태양 극단의 경우에서 본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자세와는 전혀 다르다. 에첼스는

이 영상에서 응용 가능성과 함께 동등하게 중시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데, 그것은 우연성이다. 우연성의 개념을 이해하면 에첼스가 말한 ‘연관된

원칙들’ 혹은 ‘응용 가능성’이 태양 극단이 지향하는 통합적 구조화와 어떻

게 다른지 알 수 있다.

에첼스는 파편적 대본을 작품의 대본으로 구성할 때 응용 가능성과 함께

반드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문장을 적은 카

드를 무작위로 섞는 것이다. 앞서 응용 가능성을 중시한 창작방식이 문장의

의미를 구축하는 방향을 지닌 행위라면, 이것은 문장의 의미를 역으로 와해

하는 방향을 지닌 행위이다. 무작위로 섞은 문장들을 다시금 읽어보면서 에

첼스는 언어와 음악, 언어와 리듬, 혹은 언어와 ‘결(texture)’ 사이에서 우연

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미지의 작용들을 찾는다고 한다. 이렇게 그는 언어

가 언어 이상의 요소인 리듬, 결, 음악 등과 상호 작용을 하며 빚어낼 수 있

는 가능성을 찾는다. 이렇게 FE가 언어의 의미를 초월하는 리듬감을 중시하

는 입장은 FE의 구성원인 오코너가 대본 작업 과정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

에도 드러나 있다. 오코너는 FE가 구성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우연과 실수에

의해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어서 1986년부터 FE는 정상적인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 “횡설수설(gibberish)”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349) 이렇게 탈-

언어적인 지점을 중시하게 된 것은 언어가 발휘하는 의미가 음악적인 리듬

감으로 인해서 역으로 창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FE가 대본의 언어를 창작할 때 다음의 두 방식

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응용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응용 가능성을 다시 임의적으로 와해시키는 우연성이다. FE는 응용 가능성

348) Adrian Heathfield, op.cit., p. 78.
349) Terry O’Connor, op.cit.,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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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장치를 두었다가도 다시금 여기에 우연성을 개입시키고, 여기에 또

다시 응용 가능한 것을 찾고, 그리고 또 다시 우연 가능한 것을 찾는 식의

반복 과정을 거친다. FE가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이라는 두 창작방식을 중시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하며 공존하는 상태를 중시하

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FE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해 가능한 의미 영역

과 이를 다시금 와해하는 비-의미 영역, 그 ‘사이의 영토’를 오고갈 수 있는

파편들을 양산한다. 따라서 FE가 응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창작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파편들을 양산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이 상연될 때 최대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난해하지 않은 언어와 이야기를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FE가 우

연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응용 가능성의 의의를 다시금 와해시키

기 위해서이다.

에첼스가 말한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이 조합되는 양상은 단지 언어의 차

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통을 말하라>와 같은 작품을

보면, 응용 가능성이 반복되는 어구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형식

자체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350) 이 작품은 에첼스가 밝힌 파편의 창작

방식이 아예 공연의 무대 형식으로 구현된 경우이다. 이 공연에서는 여섯

명의 배우가 자유로이 등퇴장을 하며 무대 앞에 놓인 긴 테이블 위에 앉고,

테이블 위에 산재해 있는 종이 가운데 한 장을 선택한다. 누군가가 먼저 종

이를 집어 들어 종이에 적힌 파편적인 문장들을 읽고, 대충 그 사람의 이야

기가 끝이 난 것 같으면 다른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자신이 집은 종이에 적

힌 문장들을 읽는다. 무대 위 긴 테이블에는 무수히 많은 종이들이 산재해

있고, 각 종이마다 무수히 많은 문장들이 적혀 있다. 이 공연은 여섯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읽혀지는 언어의 파편들은

관객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보다 오히려 의미를 제대로 다 포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언어를 감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한다.

여기에는 긴 테이블 위에서 누군가가 한 장의 종이를 들면 그 사람이 이

야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싶으면 다른 사람이 임

350) 연구자는 2015년도 2월 20일,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시카고 동시대 예술 미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에서 공연된 <고통을 말하라>를 라이브 스

트림(live stream) 버전(공연 실황을 웹상에 생중계하는 것)으로 감상하고, 이 공연의

대본을 참고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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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종이를 택하여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약이 있다.

바로 이 규약이 이 공연의 형식을 운영하게 하는 커다란 테두리로서 응용

가능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그리고 우연성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들의 이야

기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점이고, 또한 배우들이 택하는 종이

역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순서와 이

야기의 내용은 모두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로서 공연의 현장에서 즉

흥적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배우들은 미리 정해 놓은 약속들과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즉흥적 행위들, 즉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 ‘사이의 영

토’를 오고 가는 행위를 그대로 관객의 눈앞에 제시한다. 배우들은 테이블

위에 산재해 있는 종이들을 그대로 관객의 눈앞에 내 보인 채로 그 가운데

한 장의 종이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며, 관객의 눈앞에서 이야기의 순서를 즉

흥적으로 정하며 진행해간다. 이러한 행위를 보는 관객은 바로 눈앞에서 작

품의 내용과 구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 그림 20. FE, <고통을 말하라>351)

이렇게 FE는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을 동시에 중시하며 창작의 재료를 구

성함으로써 앞서 말한 의미와 비-의미의 영역 모두를 배제하지 않는 파편들

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응용 가능성이란 예상 가능한 형식의 토

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의 영역을 구축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

351) 자료 출처 : <고통을 말하라> 공연 DVD 영상 중(中),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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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우연성이란 이 예상 가능했던 것을 다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

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의미의 영역을 공존케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여기

에서 중요한 점은 관객들과 안정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 가능성이

라는 장치와 이 장치를 다시금 와해시키는 우연성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

지며 공존한다는 점이고, 그 결과 FE 작품에는 의미와 비-의미 영역이 상호

유동하는 상태로 공존한다는 사실이다.352)

3) ‘외부인-파편’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볼 때 FE가 구사하는 외부인 의식과 파편이라는

모티프는 각기 ‘너머’의 창작 태도를 구사하게 하는 내면적인 동력과 형식적

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둘은 결합하여 하나의 몸체로 작용한다. 즉, FE가

구사하는 ‘외부인-파편’은 연극과 비-연극, 의미와 비-의미 두 영역 가운데

어느 한 편에 창작 요소를 고정화하지 않고, 영역들 간의 ‘사이의 영토’를

드러나게 하며, 그 영토를 관객의 눈앞에 끊임없이 현시함으로써 영역들 간

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그런데 FE는 관객으로 하여금 단지 이 두 영역

간의 ‘경계 흐리기’ 상태를 주목케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두 영역 사이를 상호 유동적으로 오고 가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서 FE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 의미와 비-의미 등 상반된 두 영역

사이를 유동적으로 오고 가게 하는 것은 FE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

는 ‘공존’과 ‘절충’이라는 가치에 의거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어 FE의 외부인-파편 모티프가

캐프로가 말한 ‘너머’의 창작 태도로 기능하는지 고찰해 보겠다. 분석의 대

352)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op.cit., p. 12. 헬머는 FE

가 ‘연극(theatre)’을 사랑하고, 동시에 불신하는 강도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정도로 동등하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FE가 기성의 질서를 지닌 연극을 부정도, 긍정

도 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FE가 대본을 구성할 때 응용 가능

성과 우연성이라는 요소를 공존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바로 헬머가 말한 이 문장

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FE가 응용 가능한 장치를 배제하지 않는 것은 기존 연극

이 고수해 온 연극적인 규약 내지 테두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다. 앞서 <고통을 말하라>에서 예로 든 응용 가능성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것이 ‘연

극’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연극’인지를 알게 하

는 장치로 작용한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장치를 다시금 질문하게 하는 즉흥적인 요

소들을 공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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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고자 하는 작품은 에첼스의 전시 작품인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

하여 And For The Rest (Basel), 2015>이다. 이 장에서 FE의 공연예술 작

품이 아닌 에첼스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전시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파편화된 언어의 구사 방식은 FE가 보편적

으로 취하는 공연 대본 구성 및 스토리텔링 공연 연출 방식을 더욱 직접적

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는 2015년도 스위스의 도시 바젤 거리 곳곳

에서 전시된 작품이다.353) 에첼스는 스위스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다양한

사람들 - 아이들에서부터 망명자들, 이민자와 난민들, 정신 이상자들을 인터

뷰하여 이들이 사회에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을 짤막한 단어와 문장들로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이 쓴 문구 가운데에는 현재 자신의 사회적인 상

태를 표현하는 “경계”, “밖”, “장벽”, “국경” 등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

다.354) 그리고 장벽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태를

꿈꾸는 문장들도 있다.355) 혹은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정체성

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는 문장도 있다.356) 에첼스는 이렇게 실제 인터뷰를

통해 받은 문장들에 보다 보편적이고357), 시(詩)적인358) 단어들을 덧대어 ‘남

353) 이 작품은 에첼스가 2014년도 벨기에 브뤼셀(Bruxelles)에서 먼저 선보인 거리 전시

였다.

354) “우리는 우리가 세운 장벽들을 걷어내야 한다. We should take down the barriers

we put up.”, “나는 라인 강 없는 바젤을 선호한다. 아. 밖에서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

지만, 이는 위험하다. 당신은 그 물에 익사 당한다. 나는 사막을 선호한다. I’d prefer

Basel without the Rhine. Ha. It's nice to look at from the outside, but it's

dangerous. You drown in water. I prefer the desert.”, “국경을 없애라 - 그것이 내

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Abolish borders – That's what I would do.”

355) “나는 거리에 보다 많은 부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외 부엌과 요리 - 사람들이 함

께 요리하고 먹으며 서로를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I would

have more kitchens in the street - outdoor kitchens and cooking - people could

cook and eat together, get to knnow each other, learn things”

356) “당신은 당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그 일은 당신이 생각

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일어날 수 있다. Did you know that you can forget your

mother tongue? It can happen faster than you think.”

357) “나는 전 세계에 잔디 깎기 기계가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든 잔

디가 있을 것이다. 길거리 위에도 말이다. I’d be happy if lawnmowers disappeared,

all around the world. Then there would be grass everywhere, also on the street.”,

“그들은 어디에든 좋은 침대를 놓아야 한다. -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자고 싶은 곳

어디에서나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They should

set up nice beds everywhere – then you could just sleep wherever you are, have

a break and then car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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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들’이 처한 상태를 보다 인간적인 소외의 상태로 볼 수 있게끔 표현하

였다. 에첼스가 덧댄 문장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것도 있고,359) 개인과 사회

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다.360) 또한 이 가운데에는 FE 작품들의 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주와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문장들도 있다.361)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받은 문장들과 에첼스가 직접 쓴 문장들이 병렬되

면서 지엽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들과 보편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의미를 전하는 문장들 사이의 간극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만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시계를 거꾸로 돌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우리는 여전히 다마스쿠스에 있을 것이다. 우리 집은 여전히 하

나의 조각으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알

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362)와 같은 문장들은 다음의 문장들과 함께 병렬

하였다. “만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몇 년 간 나의 유년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 세계는 정말로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 보일까?”363) 그리고 “나는

나의 아이들이 더 이상 자기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364)라는 문장 다음에는 “나는 내 방을 검게 칠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358) “나는 내가 춤을 출 수 있었으면 한다. 가끔은 학교까지 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춤을 추었으면 한다. I wish I could dance, sometimes also run, to school,

but mostly dance.”, “월요일이 사라지고 있다. 나는 월요일을 다시 가지고 싶다.

Monday is missing. I want to have Monday back.”, “만일 내가 마술사였다면 나는

더욱 많이 마술을 부릴 텐데. If I were a magician, I would magic more time.”

359) “가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망각한다. Sometimes people forget to live their

lives.”, “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

다. I try to search for happiness, because happiness comes and goes.”, “나는 가끔

언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I’m sometimes worried about the language,

worried about the future.”, “나이 든 사람들은 특별대우를 받는다. 마치 그들이 더

이상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듯이 The old people receive special treatment. As

if we were not longer part of this world.”

360) “나는 절대로 나 혼자서 산책을 나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 없이는 아무도 아

니다. I never go out for a walk on my own. I’m nobody without other people.”

361) “모든 것은 거기에 열려 있다. 당신은 밖에서 자고, 하늘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매우 많은 공간이 존재한다. Everything is open there - you sleep outside, you can

see the sky; there’s so much space.”, “태양이 여기에서 사라지고 있다, 바다(에서).

The sun is missing here, the sea.”

362) If I could, I would turn the clocks back. And Everything would be fine and

we'd still be in Damascus. Our house would still be in one piece, and I wouldn't

have seen all the things I can't tell you about.

363) If I could, I would return to my childhood for a few hours. Did the world really

look like I rememb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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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허락받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 전염된다고 말한다. 방의 색깔

이.”365)와 같은 문장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똑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누가 부자이고 가난한지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366)라는 문장

들은 “나는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면 좋겠다. 가끔은 또 뛸 수 있다면, 하지

만 대부분은 춤을 출 수 있다면 좋겠다.”367)라는 문장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병렬된 문장들 사이에는 반복적인 어구가 사용되

었다는 사실이다. 참여자들이 “만약 내가 ~수 있다면 If I could”이라고 문장

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에첼스도 같은 단어들로 문장을 시작하였고, “나는 ~

하고 싶다 I’d like”라고 시작한 경우에는 에첼스도 이와 같은 단어들로 문장

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반복적인 어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서

스토리텔링 파편들을 창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응용 가능성을 중시한 점과

상통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응용 가능한 어구들을 통해 작품은 현실과

상상, 즉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의 지극히 꾸밈없고 현실적인 목소리와 인

간적이고 시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을 환기해내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현실과 상상의 공

존 방식은 앞서의 논의를 구체화해 줄 수 있다. 앞서 FE는 연극과 비-연극,

의미와 비-의미 가운데 그 어느 영역도 배제하지 않고, 그 ‘사이의 영토’를

드러내면서 이 두 영역을 공존케 한다고 논의하였다. FE가 ‘사이의 영토’를

드러내는 방식은 예컨대 이 작품에서와 같이 현실과 상상이라는 두 차원의

영역이 극명한 간극을 드러내면서 서로 너무도 멀리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

을 알려주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드러내며 지

속적으로 공존하는 식이다. 이렇게 상이한 두 영역이 지속적으로 간극과 접

점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두 영역 ‘사이의 영토’가 유동적인 상태로 공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실과 상상의 영역에 속한 두 차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교차

364) I would like that my children no longer notice that they are foreigners.

365) I’d like to paint my room black. But I’m not allowed to. They say it’s too

contagious, the colour of the room.

366) I wish everyone looked the same. I don’t want to be able to see who is rich

and who is poor.

367) I wish I could dance, sometimes also run, to school, but mostl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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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공존시킴으로써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외부인들(outsiders)’이란 과

연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에첼스는 인터뷰를 해서 받은 당

사자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장들에 자신이 직접 쓴 문장들을 덧댐으로써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온 ‘외부인들’이라는 존재와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이

해될 수 있는 근원적인 ‘외부인들’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병치시킨다. 그는

이렇게 상이한 차원의 의미가 공존하는 풍경을 하나의 판넬 안에 만들고자

한 것이다.368)

※ 그림 21. 팀 에첼스, 거리 전시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369)

368) 에첼스는 이 전시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환상적이고 가당치 않

은 바람에서부터 단순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요구에 이르기까지, 흰 바탕에 검정 글씨

로 무난하게 쓰인 포스터 위에 적힌 이들의 목소리는 행인들로 하여금 선거권 투쟁을

넘어선 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다가오게 하고 싶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자

신을 둘러싼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바꾸기를 희망하는가? 그들이 이 도시에서의 그

들의 삶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이 작품의 소개 글 중(中).

http://timetchells.com/projects/and-for-the-rest-basel/?numPosts=12&action=projects_lo

op_handler

369) 자료 출처 : 팀 에첼스 공식 홈페이지

http://timetchells.com/projects/and-for-the-rest-basel/?numPosts=12&action=projects_lo

op_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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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 작품은 ‘외부인’이라는 소재를 직접 작품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부터 앞서 고찰한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을 상기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이 작품이 구사하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앞서 논한 ‘외부인’

의 시선을 고찰할 수 있다. FE가 지닌 외부인 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도 소속되지 않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떠한 것도 배척하지 않게 하는 ‘너머’

의 힘으로 작용하는데, 이 작품의 표현 방식에서도 이러한 외부인 모티프가

작동한다. 이 작품은 지극히 상반된 현실과 상상의 영역에 속한 두 차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교차시킴으로써 작품을 대하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그들

은 외부인들’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지엽적이고 현실적인 시선과 이를 뛰어

넘는 ‘우리 모두는 외부인들’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시선을 끊임없이 오고 가

게 한다. 그럼으로써 관람자들이 길을 걷는 짧은 순간이나마 이 두 영역 사

이를 부유하며, 스스로를 어디에 소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케 하며

결국 현실과 상상 그 ‘사이의 영토’에 서게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비

로소 앞서 말한 ‘외부인들이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FE가 주변부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창조하는 하

나의 방식이다. 에첼스는 FE의 드라마투르그의 성격을 ‘주변부적인 것들

(peripheries)’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370) 그런데 여기

에서 FE가 주변부적인 것을 다루는 방식이란 단지 주변부에 속한 소재를

일차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와 중심부 사이의 구분을 넘어

서는 ‘너머’의 시선으로 주변부를 조명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변부를 바

라보는 보다 거시적인 시선을 창조한다. 이 작품에서 바로 FE가 주변부적인

시선을 창조하는 방식을 볼 수 있다. 지엽적인 ‘외부인’과 근원적인 ‘외부인’

사이를 오고 가며 주변부와 중심부 사이의 구분을 넘어서는 ‘너머’의 시선으

로 ‘외부인들’이라는 존재를 들여다보고, 그럼으로써 ‘외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유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상의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작품을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된 재료가 언어의 파편들이었기 때문이라

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언어가 파편적인 언어들이었기에 이 파편과

파편들 사이에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고 규정될 수 없는 공기가 존재한

다. 참여자들이 쓴 문장들과 에첼스가 덧대어 쓴 문장들 사이에는 뚜렷한

370) Tim Etchells, "Doing Time", Performance Research, Vol.14(3), Routledge,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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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나 주제적인 알레고리, 혹은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어구를 뛰어 넘

는 규정할 수 없는 공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문구들로 나열되는 언

어의 파편과 파편 그 사이에는 어떠한 확정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기에, 관

람자들은 그 ‘사이의 영토’에 비로소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기는

특히 이 작품이 전시된 공간의 성격과 만나서 더욱 증폭된다. 이 작품은 바

젤 도시 곳곳에 판넬들로 전시되거나, 가로수 배너로 전시되기도 하였다. 에

첼스는 이 작품을 바젤의 거리 곳곳에 전시함으로써 일상 공간인 거리를 활

보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읽히도록 하였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바

젤이라는 도시에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특정한 공간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대상으로 불규칙하게 배치된 파편적인 언어들은 작품에서 부여하는

규정되지 않은 파편과 파편 그 사이의 규정할 수 없는 ‘사이의 공기’를 행인

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자각케 하였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의 작품에는 앞서 논의했

던 FE의 두 창작 동력, 외부인 의식과 파편적인 모티프가 하나의 몸체로 힘

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모티프가 발휘하는 힘이란, 좁게는 사

회 소수자들과 에첼스의 목소리 ‘사이의 영토’, 더 넓게는 이 작품과 행인

자신 ‘사이의 영토’를 창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자의 결과는 전자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에첼스의 목소리가 병치

되고 덧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들의 교차 안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행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행인들이 작품과 자신 사이에 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도 FE의 작품에서 주목했던 ‘공존’을 중시하는 태도가

중요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작품의 양상

1) 연극/비-연극의 ‘균열’을 통한 ‘경계 흐리기’

FE가 드러내는 외부인-파편 모티프가 캐프로가 주장한 ‘너머’의 모티프와

상통하는 면이 있듯이, FE가 드러내는 작품의 양상은 창작자가 ‘너머’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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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프로 창작에 임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예술’의 개념과 교

차되는 지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FE가 드러내는 ‘공존’과 ‘절충’이라는 특유

의 창작방식이 어떻게 환경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창조하는 데 역할

을 하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에첼스는 FE가 ‘공식적인(official)’ 입장과 ‘비공식적인(unofficial)’ 입장 모

두를 중시하는 드라마투르그를 구사하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371) 여기에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당시 강의

를 하는 자신의 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즉, 이 강의 행위 안에는 ‘FE

의 드라마투르그’를 표명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행위도 있고, 이 강

의를 하기 위해 강연장까지 오면서 겪게 된 수많은 잠재적인 행위와 사건들

도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강연실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

하는 “이 작은 방(this small room)”이 포함되면서도, 강연실에 오기까지 에

첼스가 거쳐 온 공간들, 예를 들면 셰필드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부터 맨체

스터 공항 터미널, 루프트한자 비행기, 비엔나의 아파트 등과 같은 비공식적

인 공간들이 함께 유입된다. 이렇게 그 “이상의(over)”, 더욱 확장된 공간과

이 ‘작은 방’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만나는데, 에첼스는 바로 이러한 양상이

FE가 취하는 드라마투르그의 핵심이라고 밝힌다.

여기에서 에첼스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비교하며 ‘작은 방’과

그 ‘이상의’ 확장된 공간이라는, 공간적 규모를 형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은 앞서 캐프로가 폴록의 회화를 예로 들며 공간적 차원의 인식을 드러냈던

점을 상기시킨다. 즉 에첼스가 공식적인 것을 표현하며 ‘작은 방’이라고 한

것은 캐프로가 폴록의 회화와 비교하며 논의한 기성의 회화, 처음-중간-끝

의 구성을 구축하는 이차원적인 회화가 점유하는 공간적 영역을 연상케 한

다. 반면 에첼스가 말한 ‘작은 방’ 그 ‘이상의’ 더욱 확장된 공간이란, 캐프로

가 말한 처음-중간-끝의 구성이 실패에 이르러 ‘공간(space)’, 그리고 ‘환경’

으로 확장된 예술의 영역과 접목시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은 방’으로 비유된 공식적인 입장이란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

로 고안된 것이므로 그것은 특정한 일부 세계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371) Tim Etchells, "Doing Time", op.cit., p. 71-72. 이는 에첼스가 2007년도 프랑크푸르

트(Frankfurt)에서 개최된 한 강연회에서 ‘FE의 드라마투르그’에 관해 강의한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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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 ‘이상’의 공간으로 묘사된 비공식적인 입장은 작가의 의도 그 이상

의 “너머(beyond)”372)에 있는 것으로, 무언가가 존재하는 전모를 보여줄 수

있다. 에첼스가 말한 그 ‘이상’의 비공식적인 영역이란 창작자의 선재적 의

도에 의해 미리 구축된 공식적인 영역을 오히려 ‘실패’로 이끄는 주변부적인

공간이며, 따라서 이는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 작가를 둘러싼 ‘환경’이 되는

공간이다. 기성의 공연들은 ‘작은 방’ 안에서 공식적으로 살아남은 것들만

중시한다면 에첼스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 이면에 있는 주변부적인 것들,

즉 공식적인 것의 ‘실패’로 드러난 것들이 오히려 이 ‘작은 방’ ‘이상’의 확장

된 공간을 드러내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비공식적인

공간이란 작가의 의도 ‘너머’에서 작품의 전모를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앞

서 FE가 파편적인 형식을 중시하며 강조했던 ‘그 자체’의 상태를 구사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FE는 이렇게 비공식적인 영역이 작품 안에 유입될 것을 강조하면

서 작품이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영

역에 대한 강조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FE가 ‘환경으로

서의 예술’을 지향하면서도 캐프로와 상이한 태도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에

첼스는 이 강연에서 비공식적인 것뿐 아니라 공식적인 것의 중요성을 동시

에 강조하였다. 그는 공식적인 것 ‘너머’의 영역을 비공식적인 것이 에워싼

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비공식적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것

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

인 것이 공존의 상태를 이룰 것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 이유는 이 두 영

역이 함께 드러날 때 비로소 영역들 ‘사이의 영토’에서 “균열(crack)”이 가시

화되고, 그 ‘균열’로 인해 이 ‘작은 방’ ‘너머’로 확장되는 세계를 조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에첼스가 말한 ‘균열’의 지점이란 곧 캐프

로가 말한 ‘너머’의 초월적인 지대로 옮아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동력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균열’의 지점을 통해서 관객은 공식적인

영역과 비공식적인 영역이 공존하는 상태로 ‘경계 흐리기’에 이르는 것을 눈

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FE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

기는 ‘공존’과 ‘절충’ 또한 ‘균열’의 지점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372) Ibid.,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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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작품으로 FE가 1995년도 셰필드에

서, 1997년도 로테르담(Rotterdam)에서 각각 한 번씩 발표한 <이 도시의 밤

들 Nights in This City>이라는 장소 특정형 공연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공연은 버스 기사와 투어 인솔자 역할을 하는 배우가 관객들을 버스에 태우

고 함께 도시 여행을 하는 형식으로 꾸려진다. 셰필드에서 이루어졌던 공연

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관객들은 저녁 7시에 페이터노스터 로우

(Paternoster Row) 거리에서 만난다. 관객이 50인승 버스에 탑승을 하고 운

전자 레이(Ray)가 버스 운행을 시작하며, 자신이 결혼했던 장소, 일했던 장

소를 가리키며 과거 이야기를 한다. 버스가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앨런(Alan)

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솔자, FE의 배우인 로던이 버스에 탄다. 그다지 볼거

리 없는 장소들을 배회하다가 버스가 텅 빈 주차장으로 가서 잠시 쉰다. 관

객들이 내려서 자유 시간을 갖다가 다시 버스에 타고 매이너(Manor) 단지

쪽으로 간다. 매이너 단지 어딘가에 버스를 세우고 앨런이 땅에 버려진 캔

들을 줍는다. 이후 리드밀(Leadmill) 버스 차고지에 가서 차를 세우고 관객

들을 버스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 차고지 바닥에는 거대한 크기로 A에서 Z

까지 분필 글씨가 쓰여 있고, 이 공간 끝에는 붉은 네온사인이 설치되어 있

다. 여기에는 “부유하는 & 추락하는 FLOATING & FALLING”이라는 문구

가 쓰여 있다.373)

※ 그

※ 그림 22. FE, <이 도시의 밤들>374)

373) Tim Etchells, "Performance Text of <Nights in This City>", Forced
Entertainment, 199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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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은 50인승 버스에 관객을 태우고, 관광 인솔자라는 인물을 상정하

며 표면적으로는 촘촘하게 일정이 구성된 단체 관광 형식을 취하지만, 실상

은 정반대 성격의 여행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예상할 수 없는 목적지를 향

해 가고,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관객으로 하여금 이 행위가 무엇

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든다. 단지 목적지만이 불명료한 것이 아니

라 여행의 목적 자체가 불명료하다. 여행의 목적이 모호하기에 여행의 매

순간들 자체도 모호한 상태로 지속된다. 여행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 공연의

성격을 둘로 정리하면, 하나는 지극히 예상할 수 없고 의미가 불명료한 것

이라는 점, 그리고 고도로 개인적인 여행이라는 점이다. 이 두 성격은 표면

적으로 취해진 단체 관광 형식에 모두 철저히 대조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소위 단체 관광은 미리 약속된 목적지와 일정을 수행하며, 따라서 여행의

목적 자체도 매우 명료하고, 인솔자 역시 더 이상 적나라할 수 없을 정도로

피상적이고 분명한 내용으로 단체 관광이 가능한 차원에서만 할 법한 이야

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연의 인솔자가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우리

가 흔히 알고 있는 ‘단체 관광’의 행위, 그리고 단체 관광을 ‘인솔’하는 행위

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성립 불가능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375)

운전자인 레이 역시 자신이 일했던 곳, 결혼했던 곳, 술 마셨던 곳 등지로

관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소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이렇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기억으로 성립된 관광 지도를 관객에게 제시하는데, 누군가의 지

극히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지도(autobiographical map)”376)를 따라가며 여

행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 공연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체적인

것이 될 수 없는가를 질문케 한다.

이렇게 이 공연은 기존의 단체 관광이 상정한 두 전제, 미리 약속한 사건

들을 수행할 것, 그리고 단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의 가

374) 자료 출처 : FE 공식 홈페이지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nights-in-this-city/

375) Tim Etchells, "Performance Text of <Nights in This City>", op.cit., p. 7. 이 공

연의 인솔자는 여행을 ‘단체’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말하려 하는 듯

이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관객들과 주고받으려 한다. 그리고 여행을 누군가가 ‘인

솔’해 주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자각하게 하려는 듯이 길을 잃었다고 말

을 하기도 한다. 그는 끊임없이 관객에게 누군가에게 인솔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

을 느끼게 한다.

376) Liz Tomlin, "Transgressing Boundaries", The Drama Review, Vol. 43(2), MIT
Press, Summer 1999, p. 138.



- 183 -

능 여부를 끊임없이 되묻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여기에서 기존의 단체 관광

이 취하는 이 두 전제를 에첼스 표현대로 공식적인 것이라고 칭한다면, 정

작 이 공연에서 행해지는 예상할 수 없고 의미가 불명료한 사건들,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들은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FE는 이 공연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예상 가능할 법한 행위를 기대하게 하는 ‘단체 관광’이라는

공식적인 형식을 취하면서, 실상 아무 것도 예상할 수 없고 의미를 불명료

하게 하는 비공식적인 행위를 수행한다. 그럼으로써 관객은 공식적인 프레

임 안에서 비공식적인 행위를 지속케 하는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작품에는 배우들이 미리 연극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과 그

렇지 않은 것, 이 두 영역이 공존하는데 이 역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들이 미리 약속된 동선

으로 여행을 진행하는 것을 공식적인 것이라 한다면, 정해진 장소에 가서

관객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지 모르고, 언제까지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될지

모르는 등의 요소는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단체 관

광’이라는 형식적 틀 거리를 둘러싸고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을

함께 드러내는 것과는 또 달리 공연의 내용 안에서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

적인 입장 사이의 ‘균열’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균열’은 관객들로 하

여금 여느 단체 관광 투어와는 달리 여행하는 공간들이 얼마나 그 의의와

위상이 불명료하고, 말해지기 모호하며,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에 의해 주

관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공간들인가를 느끼게 한다.

또한 이 작품의 재료가 되는 공간적 소재들은 FE가 취하는 형식 모티프

인 파편적인 양상을 띤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이 유도

하는 공간들은 물리적으로나 서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파편화된 공간들이

다. 이렇게 파편화된 공간들을 관객에게 안내하며 역으로 관객이 불확정적

이고 내면적인 개인 서사를 만들도록 자극하는 이 공연의 형식은 집단적이

고 극명한 서사를 전제로 하는 ‘단체 관광’이라는 외면적인 형식과 교차하여

생생한 ‘균열’을 발생시킨다. 안케 슐레퍼(Anke Schleper)는 이 공연이 도시

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지속된다고 하면서, 여

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점점 더 이 공간을 확실히 알게 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377) 즉 이 공연은 참여자들에게 점점 더 이 공간을 벗어나

377) Anke Schleper, "Off the Route / Strategies and Approaches to the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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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사유와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관광이 의도하

는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헬머는 특별히 이 공연을 지칭하지

는 않았으나, FE가 만든 장소 특정형 공연을 두고,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가득한 “도시(urban)”를 경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즉 FE의 장소 특정형

공연에서는 구체적인 공간 자체를 탐구하고, 도시 그 자체를 인식하게 하지

않고, 도시라는 감각을 창조하고 공유하게 한다는 것이다.378) 헬머의 말대로

이 공연 역시 지극히 정의내릴 수 없고 개인적인 경험들, 이 비공식적인 차

원의 파편들이 모여서 직조되는 형식의 구조를 보인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공연 안에는 점점 더 모호하고, 상호 이질적이고, 분열적인 개인들의 감정과

경험이 파편적으로 축적된다. 이 공연은 관객에게 주어지는 공간적인 형식

재료가 파편들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관객으로부터 형성되는 경험들 역시 파

편적인 양상을 띤다. 이 공연에서는 개개인의 수많은 감정과 경험의 파편들

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며 다른 이들의 경험과 함께 유동한다. 그리

고 이렇게 상호 유동하는 경험의 파편들은 결코 단체적인 경험으로 통합되

지 않고, 저마다 자신만의 경험을 보존케 하는 ‘그 자체’로서의 외부인-파편

들이다.

이렇게 점차 개인적이고 불명료한 경험의 파편들로 채워지는 이 공연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점점 더 비공식적인 공기의 부피가 늘어난다. 그런데 이

렇게 비공식적인 입장을 향유하는 것이 이 공연의 주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으나, FE의 관심사는 앞서도 말했듯이 공식적인 것을 전복하는 비공식적

인 것의 압도적인 위력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 이를테면 FE는 예상 불

of Space", Not Even a Game Anymore: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op.cit., p. 200.

378)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op.cit., p. 16. 헬머는 FE

가 만든 극장형 공연에서도 무대 위 다양한 공연의 요소와 요소들이 상호 ‘이종적인

(heterogenous)’ 관계를 맺는 양태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장소 특정

형 공연에서도 동등하게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Anke Schleper, op.cit. pp.
185-202. 슐레퍼 역시 FE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공연

을 창작해 왔음에 주목했다. 슐레퍼가 언급한 도시를 소재로 한 FE의 공연 목록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적인 공간(poetic space)’에 주목한 <FE

의 십 년>, <여행들>, 둘째, 도시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하는 시선을 구사한 설치미술

<낙원을 위한 지상 계획들 Ground Plans for Paradise, 1997>, 셋째, 도시를 정처 없

이 돌아다니는 행인들의 감각을 조명한 사진 작업 <몽유병자들 Nightwalks, 1998>과

같은 작품이 있다. 본고에서 다룬 <이 도시의 밤들>은 이 가운데 세 번째 부류에 속

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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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비공식적인 뉘앙스를 자극하기 위하여 여느 장소 특정형 공연들이

그러한 것처럼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거나 기이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우발적인 사건들을 배치해 놓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공연은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 즉 의도된 것과 비-의도된 것, 앞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연

극과 비-연극 사이를 구분할 수 없게끔 만든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관객

들이 더 이상 배우에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공연의 공식적 입장이고, 작품

내부 영역인지를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379) 관객들 개개인이 이

공연의 공식적 입장과 비공식적 입장을 스스로 가름 하며 공연의 구조를 인

지하고, 창조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이 공연의 공식적 입장과 비공식적 입장 사이의

경계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케 하는 이유는 이 공연이 애초에 공식적

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으로 분명하게 판가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다.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정답을 알 수 없게 하는 상태로

지속되는 이 공연의 모호한 공기는 결국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을

구분하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차원으로 옮아가게 만든다. 이는

곧 연극과 비-연극의 경계를 초월한 ‘너머’의 지대로 옮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객들이 연극과 비-연극의 구분 ‘너머’로 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FE가 지닌 자기-외부인 태도, 즉 연극과 비-연극 가운데 어디에

도 자기 자신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관객에게로까

지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는 캐프로가 폴록의 작품을 비평하며 작가가 유동

적인 위치에서 작품 창작에 임한 경우, 그 작품을 접한 관객들은 작가와 마

찬가지로 유동적인 위치에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 바와

379) 여기에서 에첼스가 말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보다 이해하기 편한 표현

으로 대체한다면, 연극의 내부와 연극의 외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표현 역시 에첼

스가 사용했던 것들이다. 에첼스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연극의 ‘내부(inside)’와

‘외부(outside)’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에 각기 대응되는 표현들이다. 연극이라는 프레임에는 내부와 외부의 세계가 공존

하는데, 이를테면 배우, 무대 세트 등 무대 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극의 내

부(inside)에 해당한다면, 무대 바깥에서부터 들어 온 재료들, 예를 들어 관객이 호주

머니 속에 넣고 들어 온 것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 가능한 그 모든 것이 연극의 외

부(outside)에 속한다. 에첼스는 이 인터뷰에서 연극이란 외부의 세계에 속한 것을 내

부의 세계로 소환하는 것(summoning)이라고 말하였다. <# Forced Entertainment

84-14 No. 15 Inside/Outside | Recurring Texts, Tim Etchells>

https://www.youtube.com/watch?v=Vzfm_BG36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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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작품을 사이에 둔 창작자와 관객은 작품을 대

하는 태도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태도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캐프로가 선보인 해프닝 작품들과 이 작품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

가 있다. 캐프로는 이론적으로는 예술과 현실이 모호하게 중첩되는 ‘경계 흐

리기’를 주장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실제 작품에서는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

계를 허물어뜨리는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단지 이

것을 ‘예술가적 나르시시즘’적인 실험으로 보게 하였다.380) 캐프로가 관객으

로 하여금 예술과 현실의 표면적 경계를 인식하게 하는 낯선 경험을 유도한

반면 이 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자각하지 못하

게 할 만큼 이 두 영역 사이의 경계를 내밀하고 내면적으로 연결시키는 경

험을 유도하였다. 그럼으로써 예술과 현실의 영역이 표면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넘어서, 이 두 영역을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정

도로 영역 간의 경계를 심층적인 차원에서 모호하게 한 것이다. 이는 ‘경계

흐리기’의 상태를 보다 극단적인 지점으로까지 가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 상태를 극단적인 경지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데에는 이 공연이 형식으로 구축하고 있는 여행의 모티프와도

맞물려 있다. 셰필드에서 공연된 이 작품을 경험한 리즈 톰린(Liz Tomlin)

은 이 공연에서 결국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연기의 일부처

럼 보인다고 비평하였다.381) 즉 실제로 공연에서 의도적으로 연출해 놓지 않

은 것이라 하더라도, 관객들이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모든 것은 공연의 일

부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공연은 관객으로 하여금

여행자의 시선을 가지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여행자의 시선이란 현실도 비

현실적인 것처럼 바라보게끔 만드는 초월적인 힘이 깃든 시선이기 때문이

다. 여행자가 창밖으로 바라보는 것은 엄연히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의 현

실임에도, 이들은 여행자라는 명분으로 창밖 너머로 바라보여지는 세상이

380) Ⅳ.3.1)장에서 <가정>에서 여자들이 차에 칠해진 잼을 핥는 행위를 하는 것, <소

명>에서 빨래 자루를 쓴 사람들이 뉴욕의 중앙역 한 편에 앉아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캐프로가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목표로 시도한 행위들이

실제의 행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기괴한 행위로 비추어졌을 것이라는 논의를 한 바

있다.

381) Liz Tomlin, op.cit.,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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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비현실인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행자의 시선

은 이 작품이 연극과 비-연극을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중첩시키는 힘을 발

휘하듯, 현실과 비현실을 중첩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여행자들은 현실과 비

현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고, 현실에 깃든 비현실 내지 비

현실에 깃든 현실을 맛보는 것 자체를 여행의 의미로 두기 때문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톰린은 이 공연이 관객에게 부여하는 시선을 ‘포스트-투어리즘

(post-tourism)’382)이라는 개념과 함께 논의한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논의

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여행에서는 “진짜의(real, authentic)”383) 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어떠한 이미지 내지 기호가 진짜

이든 허구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지는 경우 그 진

위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행자에게는 오로지 이미지를 감

각하고 경험하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짜에 대한 무관심을

전제로 하기에 자연스럽게 진짜와 허구 사이의 구분 자체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포스트-투어리스트(post-tourist)의 자세는 이 공연의 관객들

이 취하는 자세에 접목될 수 있다. 이 공연의 관객들은 버스 창밖으로 펼쳐

지는 풍경이 배우들에 의해 고안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현실 속의 풍경인지

를 판가름할 수 없고, 나아가 이 구분 자체를 더 이상 중시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는 이미지가 내포한 의미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그저 이미지를 감각하는 경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

-투어리스트의 자세와 상통한다.

382) ‘포스트-투어리즘(post-tourism)’이라는 용어는 존 우어리(John Urry)가 최초로 사

용한 것으로 이에 관해 맥신 페이퍼(Maxine Feifer)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페

이퍼는 이를 “그 어떠한 진짜의 경험도 존재하지 않는, 단지 일련의 게임이나 글쓰기

등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행 경험”이라고 지칭했다. Maxine Feifer, Going P laces,
London: Macmillan, 1985. 하이크 롬스(Hike Roms)와 리차드 고흐(Richard Gough)는

‘포스트-투어리즘’이란, 시간적으로는 ‘일시적(temporary)’이고, 공간적으로는 ‘추방된

(displaced)’ 상태를 경험하는 여행을 뜻한다고 정의하며, 포스트모던적인 맥락에서

‘탈-본질화된(de-essentialized)’ 여행이라고 하였다. Hike Roms & Richard Gough,

"On Tourism", Performance Research, Vol.2(2), Routledge, 1997, pp. 5-7.

383) Liz Tomlin, op.cit., p. 137. 톰린은 포스트-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이 공연과 접목

시켜서 이 공연이 관객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진정성(authenticity)의 맥락에서 어

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녀는 애초에 이 작품에는 허구와 현실 사이의

경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작품의 텍스트 역시 기성의 창작자들이 아닌 개개의 관객

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톰린은 관객의 자

발적인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지닌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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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품에서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 연극과 비-연극, 나아가

예술과 현실 사이를 더 이상 구분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관객은 여

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연이 지속되는 동안 스스로 자기만의 서사를 창

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톰린은 이 작품에서 ‘진본

(authenticity)’은 원초적으로 부재하므로, 이 작품은 공연이 지속되는 동안에

도 대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잠재된

작가들(potential authors)’인 관객들이 공연 현장에서 각자 자기만의 대본을

쓰게 되는 구조를 촉발한다고 해석하였다.384)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이

유동적 창안 공연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두 지점에서 논할 수 있다. 하나는

미리 확정된 대본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것을 지향하는 창안 공연의 성격을

십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캐프로가 말한 ‘환경으로

서의 예술’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캐프로는 ‘경계 흐리기’에 달한 작품은

환경으로서 관객을 에워쌈으로써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동적인 양상을 띤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연 현장에서 관객들로부터 형성된 개별 서사들로 인하여 작품의 내

용이 채워지는 것은 그만큼 작품의 성격이 유동적인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

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작품은 캐프로가 시도한 환경 예술

의 경우처럼 이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2) 극과 극의 ‘연결’

앞서 Ⅳ.2.2)②장에서 캐프로가 환경으로 확장된 예술을 강조하며, 이렇게

환경이 된 예술은 관객의 경험 능력에 의해 물리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차원

의 환경, 즉 무한히 확장되기도 하고 덧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환경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 사실에 관해 논의하였다. 캐프로가 주장한 이러한 논지를 FE

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FE는 관객의 경험 능

력에 의존하여 연극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극단적인 강도로까지 추진하

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앞 장에서 논한 <이 도시의 밤들>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을 구분하는 일 자체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로

384) Ibid., pp. 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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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지점이 FE가 ‘경계 흐리기’를

극단으로까지 끌고 간 사례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FE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극단화된 ‘경계 흐리기’의 양상에 집중하여 이제까지 논의해

온 작품들의 양상을 재조명하려 한다.

FE가 이렇게 극단적인 지점으로까지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를 끌고

가려 한다는 사실은 에첼스가 말한 다음의 문장들에 잘 드러나 있다. “더

이상은 게임이 아냐.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게임

의 가장자리, 게임이 현실로 돌아오는 곳까지 간 거야. Not even a game

anymore. Go too far. Go too far. Go too far. Edges of the game-where it

comes back to the real.”385) 이는 앞서 헬머가 말한 ‘아무 것도 실종시키지

않는 상태’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는 발언이다. FE가 구사하는 ‘아무

것도 실종시키지 않는 상태’란 게임 혹은 연극을 극의 지점까지 밀고 나감

으로써 현실과 만나게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다. 연극과 현실이 조

우하려면 에첼스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너무 멀리 가(go too far)’는 경

지까지 가야만 한다.

연극이 극까지 가서 폭발을 하여 현실로 연결되는 지점은 연극이 현실로

귀착되거나, 현실이 연극에 편입되는 지점과는 분명 다르다. 하나의 예를 들

면, <추잡한 단어들 & 어구들>에서 네이든은 끊임없이 칠판에 음란한 단어

들을 쓰고 지우는 행위를 한다. 이 작품은 그녀가 일곱 시간 동안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세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발표한 비디오 작품이다.

※ 그림 23. FE, 비디오 작품 <추잡한 단어들 & 어구들>386)

385)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op.cit., p. 11.
386) 자료 출처 : FE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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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든이 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한 초반부에는 그녀가 쓴 단어들

이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일곱 시간 동안 이 천 개

가 넘는 단어들을 쓰고 지우는 행위를 하는 그녀를 보면서 더 이상은 금기

시되는 단어들의 향연이 놀랍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초반에는 충격적인 행위가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반복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른다. 사라

베일스(Sara Jane Bailes)의 말대로 이 작품에서 행하는 극단적인 행위란 연

극의 극단까지 가는 행위임과 동시에 금기의 극단까지 가는 행위이다.387) 따

라서 이 작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연극을 극까지 몰고 가서 더 이상 통

상적으로 연극이 환기시키는 ‘연극적인’ 느낌을 무화시킴과 동시에 금기의

극단까지 몰고 가서 더 이상 금기가 환기시키는 ‘금기적인’ 느낌 또한 무화

시킨다. 이렇게 한 가지 행위를 지나친 강도로 행하는 것, 그리하여 그 행위

의 극단까지 감으로써 그 행위가 지닌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FE가 추구

하는 극까지 가는 방식의 일환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FE가 어떠한 행위를 극단적인 강도로 구사

함으로써 더 이상 연극과 비-연극, 나아가 예술과 현실을 서로 구분이 무의

미해지는 하나의 상태로 연결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에첼스가

“게임의 가장자리까지”까지 “너무 멀리 가”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

말의 의미를 확인시켜 준다. 이미 앞서 예로 든 <12 am : 깨어있는 & 내려

다보는>의 경우를 지금의 논지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작품에는 연기와 비-연기 사이를 오고 가는 행위의 양상이 매우 강

조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이 서로 구분

되지 않은 상태로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명료한 감각으로 확인케 한

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탈진에 이를 정도로 분주하게 연기와 비-연기 사이

를 오고 가는 배우들의 행위는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이 단지 ‘공

존’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두 영역이 구분될 수 없

는 상태로까지 가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이를 가능케 하

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배우들이 무대 옆에서 옷을 갈아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filthy-words-phrases/

387) Sara Jane Bailes, Performance Theatre and the Poetics of Failure: Forced
Entertainment, Goat Island, Elevator Repair Service, New York: Routledge, 2010.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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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비-연기와 무대 중앙에 카드보드에 소개된 인물처럼 서 있는 연기를

하는 행위는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우들

의 행위는 연기와 비-연기라는 구분된 두 영역을 교차시키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이 두 영역 사이의 스펙트럼 전체를 연결시켜 현시하는 것으로 보인

다. 두 번째로, 배우들은 연기에서 비-연기로, 다시 비-연기에서 연기로 이

어지는 행위를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판본들’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섯

명의 배우들은 모두 공연 후반에 가면 탈진에 이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인

물들을 소환해내고 그 결과 관객 앞에 포화 상태에 이르는 옷가지와 카드보

드들을 쌓아 놓는다. 이렇게 연기와 비-연기 사이의 상호 작용이 지나치게

많은 판본들에 의해서 제시됨으로써 이 두 영역 사이의 상호 작용은 더 이

상 새로울 것도 흥미로울 것도 없는 ‘판본성’에 이른다.388) 에첼스가 말한 대

로 이 공연의 핵심은 관객들이 너무도 많은 ‘판본들’을 경험함으로써 더 이

상 개별적인 판본들 자체의 의미에는 무감각해지고 오로지 ‘판본성’만을 의

식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에첼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이

관객들로 하여금 허구와 비-허구를 초월하는 ‘초-허구들(para-fictions)’을

보게 한다고 말하였다. 관객으로 하여금 ‘초-허구들’을 보게 하는 경지란 관

객에게 보여지는 배우들의 행위가 연극과 비-연극 가운데 어디에 속해도 무

방할 정도로 이 두 영역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경지를 말한다. 이는

앞서 <이 도시의 밤들>에서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극 사이의 구분

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하는 경지와 같다.389)

388) 각주 315 참고. Tim Etchells,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판본들과 판본성(versions and versionality)"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12am-awake-looking-down/

389) 추가적으로 연극과 비-연극이 ‘공존’의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두 영역이 하

나로 ‘연결’되는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자기-외부

인 의식의 면모 또한 발전적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내일의 단체

들>이나 <마지막 탐험>에 비해서 이 작품의 배우들은 자기-외부인 의식이 과열된

상태로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과열된 자기-외부인 의식을 발현함으로써

이 작품의 배우들은 또 다른 창작 주체로서 출현하게 된다. 즉 스스로를 고정된 위치

를 점하는 창작의 주체로 두지 않는 것을 넘어서, 고정적 창작 주체로 둘 수 없는 자

기 자신을 역으로 창작의 주체로 세우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객의 입

장에서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을 볼 때 <내일의 단체들>이나 <마지막

탐험>을 볼 때보다 배우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게 된다. 이렇게 역으로 세워진 창작의 주체가 드러나는 것은 앞서 FE가

‘너머’의 창작 태도를 드러낸다고 말한 것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캐프로의 이론을 통해서나 FE의 입장을 통해서 볼 때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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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한 단어들 & 어구들>에서 연극이 환기시키는 ‘연극적인’ 느낌을 무

화시키는 것이나 <이 도시의 밤들>과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

에서 연극과 비-연극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모두

‘연극’ 내지 ‘작품’이라는 독자적인 범주를 허물고, 연극과 비-연극 내지 작

품의 내부와 외부 사이를 ‘공존’케 하고, 나아가 서로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

로 하나의 상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FE가 취하는 이러한 태도는 본고 논

의 안에서 두 가지로 의의를 밝힐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태도는 창안의

방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작품’이라는 고유한 범주를 의식하며 작품의 내

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과 명확히 대비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태도는 캐프로가 말한 예술과 현실 사이

의 ‘경계 흐리기’를 극단적인 강도로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경계 흐리기’가 극단적으로 실현되어 연극이 극단까지 가서 비-연극과 하나

로 연결되는 것, 에첼스의 표현대로 말하면 ‘게임’이 ‘현실’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극단까지 가는 것은 결국 캐프로가 주장한 비-예술의 경지

에 이르는 것이다. 앞서 FE와 캐프로를 비교하면서, 캐프로가 예술을 비-예

술의 영역으로 일방적인 전이를 시키려고 하였다면 FE는 예술과 비-예술을

끊임없이 공존케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이를 지금의 논지와 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FE는 예술과 비-예술을 끊임없이 공

존케 하고, 그 ‘사이의 영토’에서 발생 가능한 무수한 경험과 행위의 양상들

에 집중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술의 극단적인 지점에까지 이르러 이를 비-예

자가 ‘너머’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창작자가 스스로를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예 소거된다는 말은 아니다. 즉 FE의 경우 자기-외

부인 창작 태도를 드러내며 ‘너머’의 자세를 구현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자기-외

부인 자세란 창작자 자신을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에 두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외부인 성향을 지닌 창작자 자신을 소거하

는 자세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자기-외부인 자세를 지닌 창작자는 끊임

없이 스스로의 위치를 질문하며 유동하는 운동성을 지닌 창작 주체로서 엄연히 작품

안에 존재한다. 또한 파편적인 형식 모티프 역시 창작자를 작품 안에 잠입케 하여 아

무리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를 가늠할 수도 고안해 낼 수도 없는 미시적인 존재로 만

든다고 하더라도, 창작자는 끊임없이 작품 안에서 운동하는 파편적 유동체로서 존재

한다. 즉, 캐프로와 FE가 취하는 ‘너머’의 창작 태도를 통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창

작자의 유동화이지, 창작자의 부재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의 배우들은 과열

된 상태로 자기-외부인 의식을 표출하는 특이점을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내면을 향

해 질문을 하고, 고정적인 위치에 서서 관객을 타자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FE가

드러내는 ‘너머’의 창작 모티프를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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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연결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FE는

예술 영역 또한 비-예술 영역만큼이나 치밀하고 면밀하리만큼 중요하게 탐

구한다. 이 지점에서 FE가 중시해 온 절충과 공존의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 FE가 추구하는 공존의 방식이란 예술과 비-예술, 공식

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연극과 비-연극, 의미와 비-의미,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 등 상이한 두 영역들을 동등한 정도로 중시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사이의 ‘균열’을 발생케 하는 것이며, 그 ‘균열’을 극단적인 지점으로까지

이끌어 두 영역을 하나의 상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FE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태양 극단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단

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FE가 연극과 현실을 하나의 상태로 연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태양 극단이 현실을 ‘연극’의 영역으로 구심적인 통합을 시키려

고 하는 태도와 상반된다. 태양 극단은 현실을 연극의 편으로 흡인하여 두

영역 사이의 구심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FE는 연극과 현실을

끊임없이 상호 유동하는 상태로 공존케 함으로써 오히려 연극의 극단까지

가서 이를 ‘현실’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거칠게 말하면, 태양 극단이 창작 과

정에서 지향하는 방향성이 ‘연극’을 향한 것이라면, FE는 이와 정반대로 ‘현

실’을 향한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의 지향점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상이하

다. FE는 연극의 극단인 현실에 다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극과 현실 사

이를 유연하게 오고가는 상태를 만들려 한다면, 태양 극단은 ‘연극’ 내지 ‘작

품’이라는 내적 범주를 지닌 영역 속으로 현실을 공고하게 통합시키기 위하

여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한다. 그 결과 FE가 지향하는 최고의 지점이란

연극과 현실이 최대치로 상호 유동하는 상태로 여전히 완결됨이 없는, 오히

려 유동화가 극에 달한 상태라면 태양 극단이 지향하는 최고의 지점이란

‘역동적 부동성’의 상태, 즉 상충하는 두 영역의 힘이 통합과 일체를 이루어

비로소 평온함과 충일함에 도달한 완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유동적 창

안’과 ‘통합적 창안’의 궁극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를 의식한다면 FE와 같이 작품 행위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완결’이 아닌 최

대치의 ‘유동하는 상태’로 두는 유동적 창안은 통합적 창안에 비해 ‘창안 중

에 있는’이라는 창안 공연의 사전적 의미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렇게 FE가 연극의 극까지 가서 행위를 하는 양상은 이 극단이 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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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대의 형식적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FE는 여섯 시간에서 하루 내지

이틀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공연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길게 지속되

는 공연’390), 불특정한 생활공간 특히 FE가 근거를 두는 도시 셰필드를 배

경으로 하는 장소 특정형 공연391), 설치 미술, 영상 및 비디오 매체 등을 무

대에서 활용하는 미디어 예술392)에서부터 아무런 무대 장치도 없는 빈 공간

에 한 두 명의 배우들만이 나와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는 스토리텔링

공연393)에 이르기까지 형식의 넘나듦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을 해

오고 있다. 작품마다 매우 다른 양식의 표현을 구사하는 FE는 관객으로 하

여금 특정한 형식에 안정적으로 길들여지지 않게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FE가 극과 극에 있는 상반된 무대 스타일을 구사하는

사례로 <더러운 일>과 <마지막 탐험>을 비교 논의할 수 있다. 이 두 작품

은 FE가 구사하는 넓은 범위의 형식적 스타일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보여

주는 작품들로 판단되어 2015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의 ‘아워 마

스터(Our Master)’ 시리즈 프로그램으로 함께 기획되기도 하였다.394) <더러

운 일>는 텅 빈 무대에 두 명의 배우가 등장하고, 무대 뒤편에는 녹음된 피

아노 음악을 재생하는 배우가 테이블 위에 컴퓨터를 놓고 앉아 있다. 무대

위에는 두 명의 배우가 앉는 작은 의자 두 개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무대

의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오래된 듯한 나무 재질로 되어 있

390)<12 am : 잠들지 않은 & 아래를 보는>, <고통을 말하라>, <퀴즐라!>, <그리고 천

번 째 밤에...>, <마라톤 렉시콘, Marathon Lexicon, 2003> 등 최소 여섯 시간 이상

길게 지속되는 공연들

391) <꿈들의 겨울>, <이 도시의 밤들>, <흉터 이야기들 Scar Stories, 2000>, <여행

들> 등

392) <빛의 방에 있는 제스카 Jessica in the Room of Lights, 1984>, <셋업 The

Set-up, 1985>, <밤을 새우는 사람들 Nighthawks, 1985>, <망각을 위한 지침들

Instructions for Forgetting, 2001> 등

393) <더러운 일>, <스펙터큘러 Spectacular, 2008>, <내일의 단체들> 등

394) 2015/11/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자가 진행한 김성희 감독 인터뷰 중(中).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예술 감독인 프리 라이젠(Frie Leysen)은 <더러운 일>와

<마지막 탐험>이 FE의 상반된 작품 스타일의 전형을 각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

품이라고 판단하여 이 두 작품을 섭외했다고 한다. 2015/11/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

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연구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워 마스터’ 프로그램

으로 왜 이 두 작품을 선택했나? / 에첼스 : 실은 프리가 이 두 작품을 선택했다.

<마지막 탐험>은 연극에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더러

운 일>은 무엇이 불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작

품은 서로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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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대의 사방은 다 해진 커튼으로 둘러쳐져 있다. 두 명의 배우는 마치

경쟁하듯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하고, 거대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열거한다. FE는 그 어떠한 연기도 이미지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언어만

을 사용한다. 에첼스는 이 공연을 “부재하는 쇼(absent show)”라고 소개하

며, “오로지 상상과 생각만으로 삶과 존재에 대한 실험을 하는 공연”이라고

하였다.395)

※ 그림 24. FE, <더러운 일>396)

반면 <마지막 탐험>은 <더러운 일>과는 달리 무대 전체가 다양한 소품

과 세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채워진다. 무대의 이미지들뿐 아니

라 사운드와 조명 이미지도 포화 상태로 제시된다. 특히 사운드적인 연출이

주를 이루는데, 아투이가 미리 녹음해 둔 사운드트랙과 무대 위에서 직접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이 동시에 연주되고 음악만으로도 혼잡스러운 장면에

배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내지 비언어의 음향을 만

든다.

이렇게 <더러운 일>에서는 진공 상태의 고요함 속에서 오로지 배우들의

목소리만을 집중하여 듣게 하는 반면, <마지막 탐험>에서는 어지러울 정도

395) Tim Etchells, "A Note on Dirty Work" in Dirty Work Performance text, Forced
Entertainment Ltd, 1998.

396) 자료 출처 : 2015/11/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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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표현 요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무대 위의 재료들이

관객에게 소화도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잠식당하는 풍경을 보여준다. FE가

구사하는 이러한 대비적인 표현 양식에 대한 발언으로 에첼스가 말한 인터

뷰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에첼스는 캘브와의 인터뷰에서 FE의 연극 유희

충동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이미지나 텍

스트의 층위들을 연극 속에 최대한 많이 과중하게 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극을 온전히 비워내는 것이다. 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게, 심

지어 거의 텅 빈 무대 위에 배우 한 명만 남게끔 무대를 축소하는 것이

다.397) 여기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마지막 탐험>이라면, 후자에 해

397) Jonathan Kalb, op.cit., p. 3. 재인용. 현 논의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인터뷰한 내용

을 참고할 수 있다. 에첼스는 캘브와의 인터뷰 가운데 말한 “과중하게 실어내는” 방

식과 “온전히 비워내는” 방식을 연구자와의 인터뷰 가운데에서는 각각 “복잡한

(complicated)” 방식과 “평이한(simple)” 방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2015/11/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에첼스 : [...] 일상성,

“괜찮아”와 같은 차원, 평이함과 같은 종류는 [우리 작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러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에는]

복잡한 것이 두 가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우리가 연극이라는 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냐하

면 그들은 모든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시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광택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은 그

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 “이게 뭐지?”[라고 묻게 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그들

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몇몇의

작품들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의도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다. <첫날 밤>과 같은 작품들을 보면, 무대에 상연될 때 다소 가면들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존재한다. 관객이 봤을 때 매우 공격적이고, 삶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

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일종의 평이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작품들 또한 실

행해 왔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보다 인공적이고 거리감 있는 작품들은 균열들을 만

들고 그러면 당신은 그 [균열의] 아래를 보게 된다. 어떠한 공연들은 매우 단순하고,

[또 다른 공연들은] 보다 복잡하고, 허구적이고, 변형적이며, 일종의 거리를 구축한다.

[복잡한 공연들의 경우] 우리는 당신들[관객들]이 무언가의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한다고 느껴진다. 다른 공연들[단순한 공연들]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복잡한 공연들이 만들었던] 균열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갑자기 관객을 그 한 가운데에 있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공연을

만들 때] [두 가지] 다른 여정을 취한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여기

에 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흥미롭다고 다가온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 연구자 :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단순함과 복잡함, [FE가] 무대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은 하나의 작품 안에도 공존할 수 있는가? / 에

첼스 : 그렇다. <노트북> 같은 작품의 경우가 있다. 이 작품은 소설에 기반을 둔 공

연인데, 시작 부분은 보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시간 정도 이후에는 두 번째 부

분이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형식성이 털어지고 당신은 [무대 위] 그들을 보다 리

차드와 로빈[배우들의 이름]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부분들 사이]는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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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경우는 <더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398) 이렇게 상반된 무대 형식

의 스타일은 한 작품 안에서 동시에 드러나기도 한다. 하나의 예로 <마지막

탐험>에서 사운드 아티스트인 아투이가 만들어내는 고도로 기술적인 라이

브 사운드와 함께 배우들이 지금 막 손으로 만든 듯한 투박한 박스 나무 모

형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조명과 사운드는 “하이테크

(high-tech)”를 유지하면서도 퍼포먼스는 “로우파이(low-fi)”를 지향하는 이

중적인 성격은 <마지막 탐험>의 작품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다.399)

이렇게 FE는 그저 다양한 무대 형식을 산발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과 극에 있는 상반된 스타일의 무대 형식을 의도적으로 구사하는

면이 있다. FE가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상반된 스타일의 무

대 형식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한 데 연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FE가 문학, 미술, 음악, 영상 등 탈-연극적 형식의 극단까지 가는 실험을 하

면서도 고전적인 연극 형식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FE는 기성 연극을 ‘드라마적인 연극(dramatic theatre)’이라고 치부하고 그에

대한 대항 담론을 주장하는 ‘탈-드라마적 연극(postdramatic theatre)’400)을

부식된다. 더욱 현존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이 관객과 약정된 본질, 현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98) 이러한 대비는 FE의 다른 작품 사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러운 일>과 같이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떠한 미쟝센도 구사하지 않고 스토리텔링만으로 진행하

는 공연들로 <FE의 십 년 A Decade of Forced Entertainment, 1994>, <고통을 말하

라>, <퀴즐라!>, <그리고 천일 째 밤에...>, <여행들>, <스펙테큘러>, <내일의 단체

들>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마지막 탐험>과 같이 대사는 거의 없이 미쟝센만으로

진행되는 공연들로는 <200% 그리고 피투성이에 목마른>, <마법에 걸린 임마누엘>,

<12 am: 잠들지 않은 & 아래를 보는>, <피투성이 엉망진창>, <다가오는 재앙 The

Coming Storm,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비 외에도 FE는 설치 미술 내지

영상 장치를 활용한 뉴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들-<빛의 방에 있는 제시카>, <셋업>,

<밤을 새우는 사람들>, <망각을 위한 지침들> 등-에서부터 고전적인 소재로 구성된

아날로그적인 연극 무대-<더러운 일>-에 이르는 상반된 스타일을 구사하는 작품들

을 보여주기도 한다.

399) <마지막 탐험> 프로그램 소개 글 중(中)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notebook-entry/the-last-adventures-programme-n

ote-by-tim-etchells/

400) 앞서 이미 레만이 제안한 ‘포스트드라마 연극(postdramatic theatre)’이라는 용어를

소개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용어가 ‘드라마적 연극’에 대항하는 입장에 있는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탈-드라마 연극’이라는 용어로 번역,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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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하는 연극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세를 취한다. 헬머는 이렇게 FE가 연

극과 탈-연극적 형식 모두를 치열하게 탐구하는 자세에 주목하며 이를 ‘폭

발하는(exploding)’ 경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헬머는 FE가 기성 연극을 사

랑하는 정도와 불신하는 정도가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그러하기에 FE는 늘

연극의 프레임을 존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연극이 한계로 치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보았다.401) 헬머에 따르면, FE는 급기야 연극

이 폭발하는 경지까지 나아가고, 관객에게 연극이 폭발하여 분해된 물질들

을 만나게 하려 한다.402) 그리고 이렇게 연극이 폭발되는 경지까지 가야만

비로소 관객과 함께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앞서 에첼스가

“게임의 가장자리까지”까지 “너무 멀리 가”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

한 내용과 상통한다. 다만 에첼스는 내용적 측면에서 연극이 극단까지 가서

현실과 조우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주목한 것이고, 헬머는 형식적 측면에

서 연극이 극단까지 가서 탈-연극과 조우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주목한 것

이다.

FE가 보여주는 형식적 차원의 극단적인 실험은 ‘경계 흐리기’의 측면에서

도 논할 수 있다. 즉, FE는 그 어느 특정한 형식에도 스스로를 정박시키지

않고, 극단적으로 다른 스타일의 형식을 함께 포섭함으로써 형식 자체를 일

종의 환경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FE에게 형식이란 창작자들의 의

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선택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창작자들을 에워싸는

환경처럼 존재한다. 따라서 창작자들은 환경으로 확장된 형식 안에서 유동

적으로 운신하며,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형식들까지도 함께 아

우르며 그 개개 형식들 ‘사이의 영토’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시

도한다. 예를 들면 <마지막 탐험>에서 고도의 기술적 형식과 지극히 아날

로그적인 형식을 교차시키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지 FE가 구사하는 형

식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FE는 이

두 양식의 형식을 공존케 함으로써 스스로가 구사하는 개별적인 형식들 자

체가 얼마나 와해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으며, 그 형식들이 또 다시

와해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FE가 구사하는 개별 형식들 자체

가 얼마나 불완전한 위치에 있으며, 그렇기에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형식들

401) Judith Helmer, "From Speak Bitterness to Bloody Mess", op.cit., p. 73.
402)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op.cit.,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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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도 얼마나 상호 유동하는 관계 망 속에서 함께 구사될 수 있는가를 보

여주고자 한다.

이렇게 FE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극이 극단까지 가서 현실과 만나

는 경지를 추구함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연극적 형식이

극단적인 경지로까지 가서 탈-연극적인 형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경지를 추구

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극과 극을 연결시키는 행위에 치중

하는 이유는, FE가 서로 상반된 곳에 있는 극단적인 지점들을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극단화된 유동성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

화된 유동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역시나 FE가 일관되게 중시해 온 ‘공존’과

‘절충’이라는 가치로 인한 것이다. 상이한 영역들이 극단적인 강도로까지 공

존하고 절충할 것을 강조한 결과 FE는 극과 극이 연결되는 극단화된 유동

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4. 작품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

1) 창작자 자신과의 관계 : 실패해도 괜찮은 관계

FE가 관객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FE가 창작

영역 안에서 자기 자신들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FE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성격은 고스란히 관객과의 관계 형성에도 반영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먼저 FE가 자기-외부인 의식을 구사하

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FE는 스스로가 창작자로서 고정적인 위치를 점한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불신하고 우려하면서 자기-외부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창작자

로서 자신을 고정적인 위치에 놓지 않고 유동적인 위치에 두고자 하는 FE

는 작품과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캐프로는 폴록의 경우를 예로 들어

창작자가 유동적인 위치에서 창작에 임할 때 작품과 유동적인 관계가 형성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창작자와 작품 사이는 곧 화가와 캔버스라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차원에 거한다. 그러나 FE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가 작가,

배우, 실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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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작가로서의 자아와 무대 위에 선 실연자로서의 자아, 혹은 배우로서

의 자아와 무대 위에 선 실연자로서의 자아 사이 등으로 표출된다. 이와 같

은 관계는 물리적으로 동일인이라는 중첩된 차원을 공유한다. 따라서 캐프

로가 말한 작가와 작품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 유동성이란 FE 작품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인물이 자기 자신과 취하는 자기-유동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작가로서든, 배우로서든 자기-외부인 태도로 창작에 임하는 FE는 스

스로를 끊임없이 다양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한 명의

자아 안에 무수히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는 다른 내적 주체들을 발견하고

드러낸다. 그 결과 작가와 배우, 배우와 실연자, 실연자와 작가 등 한 명의

인물 안에 다각적으로 공존하는 다양한 입지의 존재들이 유동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FE가 구사하는 창작 태도와 작품 양상을 통합적 창안 연극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시켜 볼 수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첫째, 배우 연기 차원에서의 창작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통합적 창안

연극에서는 ‘역동적 부동성’을 지향하며 배우와 배역 사이의 온전한 통합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FE는 배우와 배역 사이에 끊임없이 상호 의심하는 관

계를 만들며 결코 통합의 지점을 만들지 않는다. FE는 통합의 지점 대신 연

기와 비-연기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좌표들을 오고 가며, 그 ‘사이의 영

토’에서 창조 가능한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관계에 집중한다.

둘째, 창작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FE는 한 명의 창작자

안에서 다수의 창작 주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반면 통합적 창안 연극의 경우

에는 다수의 창작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창작 지표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찾는다. 태양 극단을 예로 들면 ‘마술적 순간’이 이에 해당한다. 한 명의

창작자에게서 다수의 창작 가능성을 발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창

작자들에게서 하나의 창작 지점을 발견하게 할 것인가의 차이는 ‘유동적 창

안’과 ‘통합적 창안’의 극명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FE가 드러내는 자기-유동적 관계란, 창작자로서 자

신 안에 다수의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기

자신‘들’과 끊임없이 완결되지 않는 상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는 창작자로서 자기 존재의 확고함을 부단히 부정하는 태도가 깃들어 있다.

이러한 점은 아도르노가 새뮤얼 베케트(Samuel Beckett, 1906~1989)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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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기 부정의 인물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아도르노

는 베케트의 <엔드게임 Endgame, 1957>에 등장하는 햄(Hamm)이 단지 무

기력한 “성격(personality)”을 지닌 하나의 ‘역할(role)’을 행하는 인물이 아니

라, 자기 동일성을 지니지 못한 인물을 겨우 흉내 내는 정도에 불과한 존재

라고 본다.403)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해석도 하나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

으며 어떠한 존재도 부단한 사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아도르노의 부

정 사유에 베케트의 작품은 적합한 사례로 제시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

렇게 하나의 특정한 인물로서 구축되지 않는 햄의 ‘비-동일성(non-identity)’

은 비로소 작품이 진행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는 FE의 경

우에도 접목되는 지점이 있다. FE는 창작자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고착된

인물로 형상화하지 않고 자기 안에 다수의 존재를 발견하여 그 다수의 존재

들과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품 창작에 임하기 때문이다. 이

렇게 창작자로서 자기-유동적 관계를 형성하며 창작에 임하고자 하는 FE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아도르노가 강조한 ‘비-동일성’의 개념을 실현

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

FE가 드러내는 자기-유동적 관계에는 아도르노가 제시한 자기 부정의 개

념과 함께 베케트 작품에 드러난 ‘실패’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도 있

다. 베일스는 FE와 베케트 사이에는 ‘실패’라는 개념이 공통분모로 자리한다

고 보았는데,404) 그녀가 논하는 ‘실패’란 확고한 가치를 거부함으로써 단순히

403) Theodor W. Adorno, "Trying to Understand Endgame", New German Critique,
No. 26, Spring-Summer, 1982, pp. 143-145.

404) Sara Jane Bailes, op.cit., pp. 63-109. 베일스는 FE뿐 아니라 호주의 극단 고트 아

일랜드, 미국의 극단 엘리베이터 리페어 서비스라는 극단의 작품을 베케트가 추구한

‘실패’라는 개념과 접목시켜 고찰하였다. 베일스 외에 FE의 작품을 ‘실패’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접근한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다. Jonathan Kalb, op.cit., pp. 1-10. 조
나단 캘브는 이 논문에서 FE의 스토리텔링 공연을 중심으로 FE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가 비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가를 연구하였다. Terry O'Connor, op.cit., pp.
88-94. FE의 구성원인 오코너가 쓴 이 글에서는 FE가 창작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매

순간 변화하고 불확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발견하고 구성해 가는지를 논의하였

다. 손원정, 「Understanding the Dramatic Void of Forced Entertainment's The

World in Pictures」, 『현대영미드라마』, 26권 2호,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13,

173-195면. 이 논문에서는 베일스가 논의한 FE의 ‘실패’의 미학을 재조명하며 FE가

구사하는 ‘텅 빈(void)’ 서사가 지닌 역동적 성격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FE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떠한 영역과 영역 사이의 모호한 경계 선상에서 작

품을 창작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 결과 특정하게 포착이 가능한 기본 개요나 사상, 혹

은 형식적 스타일을 모두 비켜가는 작품 양상을 드러내는 점에 주목한다. 이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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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것도 출현할 수 있고

생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개념이다.405) 베일스가 인지한 FE

작품에 드러난 ‘실패’라는 개념은 본고의 논의 안에서 캐프로가 제시한 ‘실

패’의 개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베일스는 FE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라

도 괜찮다고 납득시키는 실패 fail to convince us that anything is alright”

를 구사한다고 보았다.406) 그녀가 한 말은 FE가 연극과 비-연극 사이를 공

은 FE의 작품이 개념적인 분석 ‘너머’의 차원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패

(failure)’, ‘텅 빈(void)’, ‘잘못(mistake)’, ‘실수(error) 등의 단어들로 FE 작품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실패’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에첼스 자신이

FE의 작품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실패’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다. Tim Etchells, Certain Fragments :
Contemporary Performance and Forced Entertainment, op.cit. Tim Etchells, While
You Are With Us Here Tonight, op.cit. Tim Etchells, "Instructions for

Forgetting", op.cit., pp. 108-130. Tim Etchells, "Doing Time", op.cit., pp. 71-80.
Tim Etchells, "In The Silences: A Text With Very Many Digressions And

Forty-Three Footnotes Concerning The Process Of Making Performance",

Performance Research, Vol. 17, No.1, Routledge, 2012, pp. 33-37. Tim Etchells,

"Live Forever / In fragments, to begin...", Performance Research, Vol. 20, No. 5,
Routledge, 2015, pp. 87-95. 그 외 에첼스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가디언(guardian)

지에 기고한 FE 작품에 대한 다수의 컬럼들

http://www.theguardian.com/profile/tim-etchells 에첼스는 ‘실패’라는 개념을 강조하

며 2001년도에 시카고의 극단인 고트 아일랜드의 구성원인 메튜 골리쉬(Matthew

Goulish)와 함께 ‘실패 협회(Institute of Failure)’라는 이름의 그룹을 창단하기도 하였

다. 이 그룹은 글과 강연, 퍼포먼스의 형태로 ‘실패’라는 키워드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

를 시도하는 그룹이다. 작가이자 공연예술가인 베일스, 다원예술가 앤 햄튼(Ant

Hampton), 연극학자 헤드필드, 다원예술가 매리 크렐(Mary Agnes Krell), 다원예술

가 하워드 매튜(Howard Matthew)가 이 그룹의 구성원이다.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stitute-of-failure.com/

405) Sara Jane Bailes, op.cit., p.26.
406) Ibid., p. 65. 여기에서 베일스는 ‘anything’이라는 단어를 이탤릭체로 강조 표기하였

다. 연구자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 가운데 베일스가 말한 논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FE의 작품이 환기하는 ‘괜찮아 it's alright’라는 느낌에 대해 나눈 대화의 내

용을 부기한다. 2015/11/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

뷰 내용 중(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연구자 : [...] 나

는 관객들이 그들 눈앞의 무대와 닮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FE가 관객들에게 주는

공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괜찮아.”, “어쨌거나 괜찮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FE

가 무대 위에서 단순한 방식을 보여주든지, 연기하는 방식을 보여주든지 간에 나는

관객으로서 그와 같은 종류의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괜찮아. 우리는 인간이니까.” /

에첼스 : 그런 말을 들으니 반갑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하려고 노력하

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상과 단순함의 차원을 가진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물론 우리는

[일상과 단순함의 차원으로부터] 다른 방향들로 벗어나려고도 한다. 그러나 그 토양은

언제나 “괜찮아.”라는 생각, “우리는 여기에 있을 뿐이고, 당신은 거기에 있을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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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케 하는 태도에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다. FE의 작품에서는 배우가 연기

와 비-연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감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과 비-연

극이 수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관객은 연

극이 ‘어떠한 것이라도 괜찮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상태는 곧 연극이

더 이상 작품의 내적 완결성을 추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연극이라는 독자

적 범주를 고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상태이며, 연극이 삶의 영역

과 섞여 있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베일스가 FE의

작품에 대해서 주목한 ‘실패’란 캐프로가 말한 ‘삶 같은 실패’와 상통한다.

FE가 창작자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실패해도 괜찮은 관계’로 인정하

는 태도는 FE로 하여금 기존에 창작했던 작품들을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끊임없이 재창작하는 행위를 시도하게끔 만드는 양상으로도 드러난다.407) 이

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데에는 이미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결코 완결된 상태

에 있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금 ‘실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FE는 극장에서 공연으로 상연했던 작품을 비디오 아트로

다시금 재창작하기도 하고,408) 자신들이 이미 선보였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우리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생각이다.

407) 참고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다시금 재창작하여 발표하는 행위는 캐프로에게서도 발

견할 수 있다. 캐프로 역시 1959년도에 최초의 해프닝으로 발표했던 <여섯 부분으로

된 열여덟 개의 해프닝>을 1988년도에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작품은 관

객 없이 진행되어 대외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기존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연출로

재창작을 시도하였다. 또한 1962년도에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발표한 <죽은 이들을

위한 봉사>는 같은 해에 <죽은 이들을 위한 봉사 Ⅱ>라는 제목으로 전혀 다른 분위

기의 해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을 보면 캐프로 역시 작가로서

의 자기 반성적 태도를 취하려 하는 것을 추측 수 있다. 물론 개별 작품들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술가적 나르시시즘’을 충분히 극복하지는 못했

지만 말이다.

408) <더러운 일>을 <스타퍼커 Starfucker, 2001>라는 비디오 아트로 재창작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더러운 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명의 남, 녀 배우가 등장하여 다

채로운 소재로 지속되는 광범위한 이야기를 그 어떠한 이미지도 제공하지 않은 채 오

로지 스토리텔링만으로 끌고 가는 작품이다. <스타퍼커> 역시 <더러운 일>와 마찬

가지로 그 어떠한 이미지의 제공도 없이 오로지 자막으로 처리되는 내레이션에만 의

존하는 형식이다. 이 두 작품은 각기 공연과 비디오 아트라는 시각 장르 예술의 기존

관습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모두 이미지를 삭제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통

의 의도를 공유하지만, 이 두 작품은 각기 공연과 영상 예술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미지를 삭제시키는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효과는 서로 다르다. 이

를테면 바로 이러한 지점을 실험하기 위해 FE는 끊임없이 원작을 재창작하는 시도를

한다. FE는 하나의 모티프를 두고 서로 다른 예술 형식들을 오고 가는 실험들을 함

으로써 하나의 모티프가 얼마나 불완전하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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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정도의 상연 시간을 가진 공연을 길게 지속되는 공연으로 재창작하기도

한다.409) 그리고 이제까지 작업해 온 다수의 작품들을 회고하며 이 작품들에

대한 일련의 회고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키기도 한다.410)

이렇게 FE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텍스트, 과거의 공연, 과거의 배우 상태

가 온전하게 귀결되지 않은 것이며, 이것들이 현재 시점에 소환되어 재해석

될 때 새로운 ‘실패’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여 FE는 기 창작된

작품들로부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의미를 탐구하고 대화를 시도한다. 이는

태양 극단의 경우처럼 ‘마술적인 순간’과 같이 모든 창작자들이 합의하여 작

품의 형태와 얼개를 ‘완결’시키는 신성한 순간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대비되는 태도이다. 오히려 FE는 끊임없이 과거의 작품들로부터 미해결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끝나지 않는’ 지점들을 발견하고 탐구하려고 한다. 이

렇게 FE의 창작태도에 내재된 ‘실패’라는 개념은 ‘끝나지 않는’ 행위를 추동

하게 하는 생산적인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FE의 작품에 내재된 ‘실패’는 베

일스가 말한 대로 단순히 허무한 상태가 아니라 완결성을 거부함으로써 발

현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상태이며, 나아가 최종의 순간까지 완결보다는

미완의 과정을 존속케 해 준다는 점에서 부단한 창안의 과정 중에 있는 ‘창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실험은 앞서 말한 ‘차이가 나면서도 연관된 원칙들’을 실험

코자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각주 348 참고.) 상이한 장르 영역들

그 ‘사이의 영토’를 횡단하며 그 영역들을 ‘공존’케 하려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09) <12 am : 깨어있는 & 내려다보는>은 <마법에 걸린 임마누엘>에 속한 단 하나의

시퀀스를 확장하여 만든 공연으로, 상연 시간은 경우에 따라서 여섯 시간에서부터 열

한 시간에 이른다. <그리고 천 일째 밤에...>는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누가 나에게

놀라지 않게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나?>의 한 부분을 여섯 시간 정도로 축소하여 만

든 공연이다.

410) <FE의 십 년>은 1994년도에 FE의 창단 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 FE가 발표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이 작품들에 대한 배우들의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공연의 내용

을 이룬다. 그 외에 2014년도에 창단 30주년을 기념하여 극단 구성원들과 지인의 글

들을 모아서 웹상에 발표한 텍스트 작업도 있다. 아래 첨부 참조.

http://www.forcedentertainment.com/project/fe365/

2015/11/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연구자 : 지난 30년 간 FE의 작

품은 달라져 왔다고 생각하는가? / 에첼스 : 우리는 지난 30년 간 부수어지고 부식되

어 왔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해 온 방식이다.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스타일에 의한 것

은 아니다. 우리가 지속해 온 궤적이 곧 변화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때마다 관객과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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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개념을 충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FE가 스스로와 ‘실패해도 괜찮은 관계’를 구사함으로써 생

산적인 작품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캐프로가 말한 “비옥한(fertile)”

상태와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411) 캐프로는 작가와 작품, 작품과 관객 사이

에는 불안정성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리게 된

다고 하면서, 이 구멍들은 불완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무엇도 가능할

수 있는 ‘비옥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캐프로가 말한 ‘비

옥한’이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곧 무엇도 배제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FE의 태도와 상통한다. 캐프로는 ‘비옥한’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

미를 지시하는 것으로 ‘불순함(impurity)’412)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 이는 ‘순수성(purity)’이라는 단어와 대비 고찰하며 사용한 것으로 예술

에 한 가지의 성격 그 이상의 성격들이 혼합된 상태를 지시한다.

FE가 늘 ‘실패’를 염두에 두어 작품의 창작에 임하기에 ‘비옥한’ 상태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코너가 밝힌 FE 대본 구성 작업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코너는 FE가 공연에서 구사하는 단어들이 연습실이나 회

의실 등에서 늘 불분명한 상태로 출현한 것들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단어들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였

다.413) 헬머는 오코너가 말한 창작 과정의 불명료성이 FE 작업의 핵심이 되

는 요소라고 보았고, FE는 이렇게 리허설이나 연습 과정 속에서 불명료한

상태로 창작에 임하기에 오히려 사물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고 보았다. 왜냐하면 헬머는 모든 “사물의 본질(nature of materials)”이 “이

종적(heterogeneous)”인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414) 이렇게 분해 불가

능한 사물의 이종적 본질은 리허설이나 비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 본디 더

욱 잘 드러나는 것인데, FE의 창작 과정은 바로 이러한 본질에 충실한 것이

다. 여기에서 헬머가 말한 ‘이종적’인 사물의 본질이란 캐프로가 말한 ‘불순

함’, 그리고 ‘비옥함’과 상통한다. 오코너는 창작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

서 발로된 단어들이 “유기적인(organic)”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여기에서

‘유기적인’이라는 표현 역시 ‘비옥함’이라는 개념과 맞물린다.415) 캐프로는 특

411) Allan Kaprow, "Happening in the New York Scene", op.cit., p. 18.

412) Allan Kaprow, "Impurity", op.cit., pp. 27-45.

413) Terry O'Connor, op.cit., p. 88.
414) Judith Helmer, "Plenty of Leads to Follow / Foreword", op.cit.,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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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프닝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자연 그 자체(nature itself)”의 상태를 드

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에서 “자연스러운(natural)”이라는

단어는 캐프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캐프로는 예술이 아무런 인공적

인 의도 내지 선재하는 의식 없이 자연의 상태와 합치될 수 있는 경지에 이

를 것을 지향한다. 즉 자연 그 자체를 모델로 하여 자연과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예술을 주장하며, 이러한 차원의 예술은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무

한히 유동적(perfectly natural and infinitely flexible)”이라고 본다.416) 오코

너가 말한 ‘유기적인’ 것이란 캐프로가 말한 ‘자연스러운’ 것, 즉 창작자의 인

공적인 의도 내지 그러한 의도를 전제로 한 계산이 없는 상태와 상통한다.

이는 의도보다는 ‘우연(chance)’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불안’하고, ‘이종적’이며, ‘비옥’하고, ‘불순’하고, ‘자연스러운'이라는

표현은 FE가 창작 과정에서 형성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속성에 해당하

는 단어들임과 동시에 캐프로가 지향한 예술의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FE가 창작 과정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

계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이는 다시 한 번 태양 극단의 경우와 대비 고찰할

수 있다. 므누슈킨은 “피터 브룩과 같이, 나는 빈 공간의 개념에 토대를 두

고 작업을 한다. [...] 나는 순수함을 좋아한다, 그러나 금욕적인 것은 싫어한

다. 나는 배우가 근사한 빈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Like Peter

Brook, I work on the concept of the empty space. [...] I like purity, but I

hate austerity. I think an actor needs a magnificent empty space.”라고 말

하였다. 여기에서 므누슈킨은 ‘빈 공간’을 언급하며 ‘순수함(purity)’을 지향하

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 내용은 그녀가 코포의 뷔이-콜롱비에 극장의 ‘빈 공

간’의 영향을 받아 카르투슈리를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으로 고안했다고

말한 것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417) 그녀는 뷔이-콜롱비에 극장과

피터 브룩이 제안한 텅 빈 공간 모두를 순수하고, 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

하고 이를 수용한다. 이렇게 순수하고 통합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그녀는 창

작 그룹 내부 영역에서의 관계나 더 나아가서 관객과의 관계까지도 순수하

고 통합적인 성격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FE가 지향하는 ‘불순한’

415) Terry O'Connor, op.cit., p. 88.

416) Allan Kaprow, "Notes on the Creation of a Total Art", op.cit., p. 10.
417) 아리안느 므누슈킨,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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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러므로 ‘비옥’하고 그 무엇도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와 매우 대조적

이다.

이제까지 FE가 작품 창작에 임할 때 창작자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

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FE가 지닌 자기-외부인 의식, 그

로 인해 창작자인 자기 자신과 형성하는 ‘실패해도 괜찮은 관계’는 결국 하

나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FE가 과거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소환하여 재탄생시키는

행위는 과거의 창작자로서든, 현재의 창작자로서든 자기 자신을 미해결의

‘실패’ 상태에 둠으로써 스스로를 불안정하고 유동할 수 있는 자기-유동적

위치에 놓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상

호 유동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출처가 불분명한 창작 재료

들을 가지고 창작에 임할 때에도 역시나 FE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출처와

의도, 그리고 의미가 모호한 재료와 재료들 사이에서 상호 유동적으로 창조

되는 관계이다. 이러한 상호 유동적인 관계를 담보로 하기에 ‘실패해도 괜찮

은 관계’는 ‘비옥한’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다.

2) 관객과의 관계 : 상호 유동하는 관계

FE가 형성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곧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로

적용되고, 이는 다시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로 전이된다. 다시 말해 FE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실패해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비옥한’ 것으로 인식하는 양상은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관계에도 반영된다.

먼저 ‘실패해도 괜찮은 관계’가 창작자와 관객 사이에도 형성되는 측면에 관

해서 논의해 보자. 플로리안 말자허(Florian Malzacher)는 FE의 작품에서

관객은 자신이 본 것을 완전하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작품에 대하여 일

말의 ‘책임감(responsibility)’과 ‘죄책감(feeling of guilt)’을 느끼게 된다고 하

였다.418) 말자허는 관객이 작품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공연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위태로운(risky)’ 상황 속에 관객이 놓여 있기

418) Florian Malzacher, There is a Word for People Like You : Audience, The

Spectator as Bad Witness and Bad Voyeur, Not Even a Game Anymore : The
Theatre of Forced Entertainment, Alexander Verlag Berlin, 2004.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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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말은 곧 FE의 작품은 무대 위에 상연되는 시점에 가

서까지도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가 남아 있고, 이러한 지점을 접한 관객은

‘위태로운’ 분위기를 직감한다는 것이다. 말자허에 따르면 FE의 공연은 관객

에게 불완전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관객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무언가를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책

임감을 느끼게 한다.419) 이는 곧 FE가 창작 그룹 내부에서 이미 형성해 온

미완의 ‘실패’ 모티프가 관객과의 관계로 전이되는 것이다. 작품이 ‘실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그 불안감에 가담하고 있다는 모종의 책임

감으로 인하여 관객은 작품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해결의 상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불안정성을 내포

함과 동시에 앞서 말한 ‘비옥함’을 내포하기도 한다. 즉 어떠한 것도 결정되

지 않은 상태의 창작물을 관객이 접하는 것인 만큼 작품과 관객 사이에는

그 무엇도 가능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2009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페

스티벌 봄’에서 <스펙타큘라> 상연 당시 관객과의 대화에서 배우 아서가

한 말을 보면, FE가 내포한 미해결의 상태가 불안정함과 비옥함 모두를 관

객에게 환기시킬 수 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관객과 만나는 지점, 관객과 교류하는 지점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었지만, 이 공간에 같이 있었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두

배우도 각각의 다른 연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 있는 관객들도 다 다르게 느끼고 있었

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말 자체도 잘 성립되지 않는 그런 양면성이 있

고요. 저 자신도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앞에 가리개가 있어 가지고 관객을 정확히 볼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419) 말자허에 따르면 FE의 작품에서 관객과 배우가 상호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는 FE가 공유하는 공연 현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그에 따르면 FE의 공

연에서 관객은 배우와 시공간을 공유할 뿐 아니라 공연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말자허는 관객이 ‘관객(spectators)’으로서든, ‘목격자(witnesses)’로서든, ‘관음

을 하는 사람(voyeurs)’으로서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공연을 보고 있는 동안

에는 어쩔 수 없이 배우와 함께 책임감을 공유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차원의

관계란 기존의 공연예술에서 소통 내지 관객 참여라고 칭해진 차원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말자허는 기존 공연예술에서의 소통이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목적을 지닌 것

이었다면, FE의 공연에서 빚어지는 배우와 관객 사이의 관계란 어떠한 차원의 사회

적 대의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오로지 공연을 통해서만 형성이 가능

한 관계이며,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모종의 불완전함에 대한

공감대, 위태로움에 대한 공감대이다.



- 209 -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양면성, 관객과의 만나는 지점, 그리고 관객과 단절되는 지점,

그 두 개의 모호한 경계선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20)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서는 배우로서 관객을 대할 때 자신의 입지

를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았던” “양면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와

동시에 관객이라는 존재 역시 소통될 수 있으면서도 단절도 가능한 ‘양면적’

존재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 스스로에게 내재된 양면성이 해결

되지 않은 채 관객에게 전달되고, 그로써 관객과의 관계 역시 “모호한 경계

선”을 사이에 둔 양면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FE가 창작 그룹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나 관객과의 관계에서 전제로 하

는 ‘위태로운’ 미해결의 상태는 여기에서 아서가 말한 대로 양면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아서가 말하는 양면성이란 앞서 본고에서 주력해 온 ‘공존’

이라는 키워드와도 상통한다. FE는 늘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

의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므로 관객과의 관계에서도 ‘모호한 경계선’을 사

이에 두고 단절이 되거나, 소통이 될 수 있는 양면적 양상을 드러낼 수 있

는 것이다.

그런데 FE가 인식하는 관객과의 관계란 FE가 창작자로서 자기 자신들과

맺는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는 캐프로가 예술과 현실이 ‘경계 흐리기’

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작품과 관객 사이

에 형성되는 상호 유동적인 관계라고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

다. FE 역시 자신이 구사하는 모든 창작 행위의 의미화를 결국 관객과의 관

계로 둔다. 에첼스가 헤드필드와의 인터뷰 가운데 말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FE가 관객이라는 존재를 어떠한 자세로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420) 2009/04/01,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페스티벌 봄’ 프로그램 <스펙테큘라> 공연 종

료 이후 관객과의 대화 중(中). 자료 정리 : 김민관. 이 답변은 관객의 질문 “이 작품

은 특히 관객들의 반응이 매우 다양할 것 같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배우 분

들이 특별히 관객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즐거운 교감의 기억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

다.”에 대한 답변이다. 이 답변 이전에 공연을 함께 한 배우 마샬은 같은 질문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제가 한 역할이 관객과 눈을 안 맞추는 것이기 때문

에 제가 웃을 때 관객에게서 웃음이 나오면 반응이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요. 사

실은 청중 각자가 다르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연극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공연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웃기는 공연이네 하고 완전

히 다른 방향이 나오는 게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만큼 반응이 다양하

게 나올 때 내가 그만큼 발전하는 공연을 했구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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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훨씬 더 관객을 알아채고 상대하기 시작했어

요. [첫 작품을 발표하고] 오 년이 지나자 관객에게 상당히 많이 말을 걸긴 했었

는데 그들을 바라다보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꾸며대는 일도 자주 있었

지요. [...] 더 최근에 <여행들> 같은 작품들이나 나의 개인작인 <망각을 위한 지

침들>, 또 <천일 째 밤에...> 같은 장기 작품들에서는 관객에게 훨씬 더 평이하

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허구화나 오인 없이 말입니다. [...] 수년에 걸쳐

서 관객과의 관계에서 가식을 천천히 벗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극 상황

을 점점 더 훌륭하게 인정한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 거구요.

그들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 as the work developed we

began to notice and deal with the audience a lot more. Five years later we

were talking quite a lot to the audience, and we were looking at them but

often very emphatically misrecognising them or spinning them. [...] More

recently in pieces like The Travels or my solo Instructions for Forgetting or

in the durational works like Thousandth N ight, the audience are addressed

much more simply- without this kind of fictionalisation or misrecognition [...]

Over the years perhaps what you can see there is a slow stripping of

pretence in relation to the audience. A greater and greater acknowledgement

of the theatre situation. We come closer to them. We want them closer to

us!"421)

위의 내용을 보면 FE는 활동 초반부에 비해서 점차 더욱 “가식을 벗기

는 것(stripping of pretence)”에 집중하며 관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허구화(fictionalisation)”를 위한 장치보다는 더욱 “평이

하게(simply)” 관객과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FE는 계획적이

고, 창작자 중심의 주도적인 방식이 아닌 단순한 방식으로 관객과 가까워지

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하여 필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에첼스가 관객

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인용해 보겠다.

“나는 우리가 천천히 해오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대 위에서 존재하는 방식

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대 위에 존재하는 방식이]

일상적이고, 조용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매우 평이한 방식이 된다. 그리고 또 어

떤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연기하는 방식, 여전히 연기를 둘러싼 인용 부호를 가

421) Adrian Heathfield, op.cit.,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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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방식이 된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싶어 하는 방식들 가

운데 하나는 당신과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관객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나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놀면서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

들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관객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

은 인간적 범위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가 일상적이고 일대일과

같은 상태로 머무르려 하는 기본, 바탕이다. 우리 연극은 우리의 연극적 법칙, 마

술적 법칙과 연결된 거대하고 과장된 것이 아니다. 혹은 또 다른 우주가 아니다.

우리 연극은 세계가 그러한 것과 같이 거칠고, 그저 사람들이 있는 곳일 뿐이다

.”422)

여기에서 에첼스는 FE가 무대 위에서 “평이한 방식(simple way)”과 “연

기하는 방식(acting way)”,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말한

다. FE가 취하는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은 곧 FE가 관객과 형성하는 관계의

방식으로 투영된다. 즉,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은 관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

서 헤드필드와의 인터뷰 중에 에첼스가 말한 “평이”한 관계를 만들거나 “허

구”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평이한 방식’과 ‘연기하는 방식’은 엄연히 다

른 방향을 지니지만, FE는 이 상이한 방식 모두를 중시하며 이 두 방식을

통해서 결국 “인간적 범위(human scale)”에서 관객과 함께 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에첼스가 밝힌 대로 FE가 무대 위에서 구사하는 스타일은 한 가지로 통

일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FE는 ‘인간적 범위’에서 관객과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 창작의 기본 토대가 되는 대본

구성 작업에서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다. 앞서 Ⅴ.2.2)장에서 FE가 대본을 구

성할 때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이라는 상충하는 두 힘을 동시에 중시한다고

논의하였다. FE가 대본을 구성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응용 가능한 어구

를 설정하는 이유는 관객들에게 공연의 뼈대가 되는 최소한의 원리와 모티

프를 제공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으로부터 지나친 거리감을 가지지 않고

‘인간적 범위’에서 관객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

시에 우연성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중시하는 이유는 창작자가 관객에게 부여

422) 2015/11/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

(中), 영어 통역 및 기록 : 연구자, 영문 기록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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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용 가능한 장치를 다시금 관객으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

형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응용 가능성이 창작자를 주체적 입

장에 두어 관객과의 관계를 형성케 하는 동력이 된다면, 우연성은 창작자와

관객 모두를 동등한 주체의 입장에 두어 양자 간의 관계를 형성케 하는 동

력이 된다. FE는 서로 다른 방점을 지닌 이 두 가치가 단순히 공존의 상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 교차되어 서로를 와해시키면서 예상하

지 못했던 역학 작용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창작자와 관객 모두의 입장에서 관계를 형성케 하는 동력을 중시

하는 FE는 앞서 논의한 여타의 유동적 창안 극단들이 보여주었던 편파적인

관계 양상과 단연 비교된다. 우선 FE가 취하는 태도는 앞서 고찰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캐프로, 리빙 시어터가 실제 작품 사례에서 관객을 향해 취했

던 태도와 대조적이다. 통합적 창안 연극의 경우에는 관객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엄연히 창작자와 관객 사이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여전히 창

작자를 우위에 두어 관객을 작품의 내부 영역으로 흡인시키고자 노력한다.

캐프로와 리빙 시어터는 비록 통합적 창안 연극에 비해서는 완화된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창작자를 관객보다 우위에 두어 양자 간의 유동적인 관계

를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FE는 작품 내부 영역에 있

는 창작자를 관객보다 우위에 두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은 앞

서 유동적 창안 극단의 또 다른 예로 든 퍼포먼스 그룹과 같이 역으로 관객

을 창작자보다 소통의 중심에 둠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 유동적인 관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해하는 것 또한 지양한다.

FE는 창작자를 중심에 둔 소통 내지 관객을 중심에 둔 소통에 관심을 두

지 않는다. 그 이유는 FE는 배우와 관객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창작자와 관객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창작자와 관객이 같은 위치를 점하는 상태에 있다

는 말은 아니다. 창작자와 관객은 각자가 점한 각각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점한 각각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이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창작자가 자기 자신

과의 관계를 ‘실패해도 괜찮은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창작자는 관객의

존재 또한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실패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나아가 창작자와 관객 모두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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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치에 서서 상호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FE는 창작자와 관객 모두를 중시하는 것이며, 이 각각의

존재는 FE가 구사하는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이라는 창작요소를 통해 구체

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FE는 응용 가능성과 우연성이라는 상충하

는 두 힘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바우만이 말한 대로 상충하는 두 영역 가

운데 어디에도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지 않고 비로소 두 영역을 유동하는

상태로 공존케 하는 경지에 이른다. 그 결과 앞서 논의했던 여느 유동적 창

안 공연 유형에 속한 극단들과는 달리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상호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정리하면, 통합적 창안 연극과 캐프로, 리빙 시어터의 창

착자 중심의 관계 맺기가 드러낸 문제는 FE가 중시하는 우연성이라는 요소

로, 퍼포먼스 그룹의 관객 중심 관계 맺기가 드러낸 문제는 FE가 중시하는

응용 가능성이라는 요소로 각각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Ⅵ. 결론

창안 공연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극이 중시해 온 대본에 의거한 작품의 완

결적 가치를 재고한다. 따라서 작가 중심의 완결 지향적 연극과는 달리 창

안 공연은 공연 현장 중심의 즉흥적 가치에 집중한다. 이러한 점에서 창안

공연은 흔히 창작과정에서 확정적인 대본을 거부하고, 배우의 신체 훈련을

중시하며, 공연 참여자들 사이의 공동 창작 능력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 알려져 왔다. 창작 과정상의 이러한 세 특징을 토대로 창안 공연의 작품

들은 대체로 첫째, 선형적이고 완결적인 극 구조 대신 파편적인 서사 구조

를 드러내고, 둘째, 무대와 객석 사이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관습적인 극장

구조 대신 그 구분을 지양하는 공간 구조를 구사한다. 작품의 양상으로 드

러나는 이 두 가지 표면적인 특징은 심층적으로는 각각 기존 연극이 구축해

온 작품의 독자적 ‘완결성’과 작품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구분’을 극복하는

지향성을 갖는다.

본고는 창안 공연이 기존의 관습적 연극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라는 기본적 사실을 수용하되 보다 세부적인 관점에서 창안 공연에는 서로

다른 기원으로부터 발원하는 상이한 유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각 창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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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유형에 대한 본고의 고찰 결과, 창안 공연 일반의 특징으로 뭉뚱그려

지기 쉬운 상기의 요소들이 실은 유형 별로 서로 다르게 접근되고 실현되어

짐을 볼 수 있다.

‘통합적 창안 연극’으로 수립한 유형은 확정적인 대본의 거부, 배우의 신

체 훈련 및 공동 창작의 강조라는 상기 창작 과정상의 세 요소를 엄격하게

준수한다. 이러한 점에서 분명 기존의 관습적인 연극을 거부하는 혁신적인

면이 있다. 실제로 통합적 창안 연극의 기원을 마련한 코포는 기존 자연주

의 연극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 하에 공동 창작을 중시하는 연극을 주창한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군의 연구자들은 창안 연극을 곧 ‘공동

창작’을 중시하는 연극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또한 코포가 취하는 이

러한 입장은 기성 연극에 대항하기 위한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맥락과 궤를 함께 한다. 이러한 점에서 코포에게서 발원하는 통합적 창안

연극은 근본적으로 기존 연극의 관습을 쇄신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 의식

을 지닌다.

역설적인 점은 통합적 창안 연극이 드러내는 창안의 지향성이다. 통합적

창안 연극은 위에서 제시한 창작 과정상의 세 요소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완결과 구분이라고 말한 창안의 지향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다. 표면적으로 보면 통합적 창안 연극은 선형적인 완결 구조가 아닌 비선

형적이고 파편적인 서사 구조를 구사하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관습적 구분

을 지양한다. 이러한 사실은 본고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을 계승한 태양 극

단의 작품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창안 연극에서 시도

하는 파편적 서사 구조와 비-관습적 공간은 결국 새로운 차원에서 작품의

독자적 ‘완결성’과 작품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구분 짓기’를 초래한다. 물론

기존의 관습적인 연극에 비해서는 작품의 완결성과 작품의 내부와 외부 사

이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로 드러나지만, 근원적으로는 완결과

구분이라는 요소가 극복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태양 극단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파편적 서사들을 제시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파편들을 하나의 통합

적 서사로 수렴해내는 것이나, 무대와 객석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간을

연출하면서도 작품의 내부와 외부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인식하는 점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통합적 창안 연극이 창안의 기원

적 정신을 마련한 유형임에는 틀림없지만 창안의 본질적 지향을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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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부분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유동적 창안 공연’은 통합적 창안 연극과 달리 위에서 언급한

창작 과정상의 세 요소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물론 유동적 창안 공연에

서도 대본의 부재, 배우의 신체 훈련, 공동 창작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동적 창안 공연은 끊임없이 확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부단히

열린 상태로 지속될 수 있는 창안의 ‘과정’ 자체를 더욱 중시하기에, 만일

그 창안의 ‘과정’을 훼손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세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

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유동적 창안 공연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캐프로가 창안의 ‘과정’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수용하였

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네오-아방가르드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칭

해지는 예술의 맥락이 출현하면서 기성 예술에 대항하려는 태도 자체와 새

로운 예술적 개념을 세우려는 태도 자체를 거부하는 반-토대적 경향이 부상

한다. 특히 예술의 영역에 일상이 유입되면서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출현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예술의 반-토대적 경

향은 더욱 구체화된다. 즉, 예술은 더 이상 ‘작품’이라는 고유한 범주를 고수

하는 특정 형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섞여 부단히 변화하고 만들

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캐프로는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라는 개념을 주장한다. 이 개념

을 중심으로 본고는 유동적 창안 공연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였다.

유동적 창안 공연은 통합적 창안 연극과 달리 창작 과정상의 세 요소를

엄수하기보다는 완결과 구분을 극복하는 창안 공연의 작품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캐프로가 주장한 예술과 현실의 ‘경계 흐리기’는 문자 그대로 작

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양상을 극복케 하며, 작품 구성상의 ‘실패’와

‘삶 같은 실패’ 개념은 작품의 독자적 완결성을 근원적으로 ‘실패’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동적 창안 공연은 통합적 창안 연극이 드러낸 역설

적인 지점들을 극복하여 창안의 본질적 지향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의의

가 있다.

특히 작품의 완결성을 극복하는 유동적 창안 공연의 성격은 캐프로가 창

안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태도와 다시금 상통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공

동 창작’과 창안의 ‘과정’을 두고 창안 연극을 이해하는 상이한 태도를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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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데,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이 두 요소는 각기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

적 창안 공연의 상이한 유형적 기원에서부터 발원한다. 여기에서 통합적 창

안 연극이 ‘공동 창작’이라는 요소를, 유동적 창안 공연이 창안의 ‘과정’이라

는 요소를 각각 전면적으로 중시한 데에는 이 두 유형의 기원이 성립되던

당시인 20세기 초와 1960년대의 상이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통합적 창안’은 기성 연극에 대

항하기 위한 연극사적인 맥락을 지닌 것인 만큼 통합적 창안 ‘연극’이라는

명명으로 제시하였고, ‘유동적 창안’은 기성 예술에 대항하려는 자세를 거부

하는 반-토대적 경향을 취하며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탈

-연극적 맥락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는 명명으로 제

시하였다.

이렇게 본고는 기존 연구자들이 주로 용어 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

한 ‘공동 창작’과 창안의 열린 ‘과정’이라는 요소를 연극사 및 공연예술사적

맥락과 각 시대에 형성된 미학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그 결과

‘통합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창안 공연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였다. 통합

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상호 비교되고 보완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하지만, 그 각각으로도 창안 공연의 영역에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창안

공연에서 공동 창작자들이 발현한 다양한 에너지를 하나의 이상적 지점으로

수렴할 것을 추구하는 통합성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작

품으로서의 결과적인 구조를 수립해야만 하는 창작의 현실적 과제와 직결되

어 있는 개념이다. 반면 유동성은 끊임없이 확정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창안 공연의 내면적인 상태를 직접 대면하고 인

식할 수 있게 해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통합성과 유동성은 각각 다른 차원

에서 창안 공연의 주요한 문제를 바라보고, 질문하고, 탐구하게 해주는 개념

들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나아가 통합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으로 20세기

전반의 현상을 논의해 온 기존 연극학의 흐름에도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기존 연극학에서는 1960년대라는 시기에 부상한 예술의 변화를 많

은 부분 20세기 초에 형성된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과 가지는 유사성에 초점

을 맞추어 논의해 왔다. 본고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

의 맥락을 통합성이라는 개념으로, 1960년대에 부상한 예술의 변화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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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수립하여 기존 창안 공연과

아방가르드 연극에 관련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유동성은 1960년대에 형성된 반-토대적인 경향의

예술을 캐프로가 제시한 특수한 이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조명한 결과

얻어진 개념이다. 이는 공연예술 영역에서 1960년대의 시대적 변별성을 인

식하였음에도 네오-아방가르드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이상을 제시하지 않았던 피셔-리히테와 케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다. 유동성은 캐프로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창작자가 창작의 주체라는 고정

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 것, 작품이 ‘작품’이라는 범주를 고수하지 ‘않을’ 것,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고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토대적인

구체 요소들로 정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요소들로 이해될 때 유동

성 개념은 부단한 창안 과정 중에 있는 ‘창안 공연’의 사전적 의미를 십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캐프로의 예술론을 근거로 유동성 개념을 수립한 것에서 더 나아

가 본고는 이 개념이 이론적 차원을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유동

성이 현실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타진하기 위하여 바우만이 제시한

유동성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고찰하였다. 캐프로와 바우만이 제시한 유동성

개념을 상호 접맥하여 고찰한 결과 ‘공존’이라는 개념에 도달하였다. 구체적

으로 FE가 드러내는 창작자의 태도, 작품의 양상,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관

계들에서 바우만이 제시한 ‘공존’이라는 가치가 구현되는 양상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 유동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FE가 ‘공존’과

‘절충’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현실화하는 양상은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FE가 구사하는 외부인 의식은 연극과 비-연극 사

이를, 파편적인 형식 모티프는 의미와 비-의미, 그리고 응용 가능성과 우연

성 사이를 절충적으로 공존케 함으로써 각 영역들 간의 관계를 상호 유동하

게끔 만든다. 둘째, FE가 구사하는 작품은 공식적인 영역과 비공식적인 영

역, 즉 연극과 비-연극, 나아가 예술과 현실 사이를 절충적으로 공존케 한

다. 그럼으로써 그 두 영역 사이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이 두 영역

을 보다 극단적인 상태로까지 공존케 하여 더 이상의 구분이 불가능해질 정

도로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럼으로써 FE는 캐프로가 주장했던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흐리기’를 구현하여 이 두 영역이 상호 유동하는 상태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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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만든다. 그 결과 셋째, FE는 캐프로가 최종적으로 강조했던 작품

과 관객 사이의 상호 유동하는 관계를 현실화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맥락들로부터 밝혀지는, 통합성 개념과 구별되는 유

동성 개념의 속성은 기존 창안 공연 연구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사항인 만큼

기존 연구에서 유사한 부류로 해석되어 온 사례들을 미묘하게 다른 성격을

드러내는 사례들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를테면 기존 창안 공연

연구에서 그로토프스키, 오픈 시어터, 리빙 시어터, 태양 극단은 유사한 계

열의 사례들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본고의 논지 안에서 이 인물 및 극단들

은 ‘통합적 창안’과 ‘유동적 창안’의 스펙트럼 가운데 각기 상이한 좌표를 지

니는 사례들로 밝혀졌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영국 포스트드라

마 연극’이라는 범주로 함께 파악했던 창안 극단인 컴플리시떼와 FE의 경우

에도, 본고의 논지 안에서는 각기 통합적 창안과 유동적 창안이라는 상이한

유형에 소속된 사례들로 해석되었다. 이 문제에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또한 동반된다. 기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영역 안에서 함께 인식되어 온 컴플리시떼와 FE가 사실 매우 상이한 지향

을 가진다는 사실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개념에 세부적인 논란의 여지

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 문제는 Ⅴ.2.2)장에서 FE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초

월하는 ‘포스트-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수식을 받게 된 맥락에 관해 고찰

하면서 상술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FE를 사례로 고찰한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충족 받지 못하는 영역, 이를테면 텍스트와

탈-텍스트의 ‘공존’, 드라마와 반-드라마의 ‘공존’을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동성 개념은 레만이 제시한 포스트드라마 연극 개념

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해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상으로 정리한 바와 같이 통합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기존 창안 공

연 연구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사례들의 미학적 차이를 보다 섬세한 관찰력

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

이라는 이론적 유형은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온 다양한 창안의 사

례들을 재해석하게 해 주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언급된 창

안의 사례들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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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창안 공연의 유형별 사례423)

이 도표는 본고에서 창안 공연을 구사한 사례로 논의해 온 인물 및 극단

들을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는 이론적 구분의 토대 위에

표기한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주요 창안 공연의 모든 사례를 표기한 것이

아니기에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계속 누락된 사례들이 보강될 여지가 있다.

표 아래 1, 2, 3의 내용으로 표기한 것은 각각 창작자의 태도, 작품의 양상,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이

대비되는 성격을 드러내는 지점들을 서술한 것이다.424) 이 도표에서 흥미롭

423) 이 도표에 표기한 내용은 “(국가명의 첫 글자), 극단 명, 창단 시기”이다. 국가 명은

“미국, 폴란드, 프랑스, 호주, 영국”의 첫 글자를 각기 표기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리

빙 시어터 이름 뒤에 표기한 연도는 이 극단의 창단 시기가 아니라 창안 공연과 함께

논해질 수 있는 주요 작품 발표 이후의 시기를 표기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해

서 볼 점은 캐프로의 위치이다. 이 위치는 캐프로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표명한 자신

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작품에서 드러낸 입지를 표기한 것이다. 캐프로가 주장한 이

론과 그의 실천 사이의 간극에 관해서는 Ⅳ.3.1)장에서 상술하였다. 그리고 이 도표에

표기된 각각의 사례들에 관해서는 두 유형의 창안 공연 계승 및 발전 양상을 고찰한

Ⅱ.3장과 Ⅳ.3.2)장에서 논의하였다.

424) 이 두 유형이 빚어내는 대조적인 지점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은 Ⅳ.2.3)장 후반부에

서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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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볼 수 있는 점은 이 두 유형의 창안 공연은 각각의 기원이 성립된 시기

는 다르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상이한 유형적 성격을 드러내며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도표에서 주목할 점은 본고에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

동적 창안 공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한 태양 극단과 FE의 위치이다. 이

두 극단은 각각의 창안 공연 유형의 핵심적인 본질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유형이 내포한 태생적인 한계 내지 난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극복하

고자 시도한다.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는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지속적인

창작의 ‘과정’에 놓여있는 창안 공연의 사전적 의미에 배치되는 점에 있고,

유동적 창안 공연의 난점은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애매한

본성을 지닌 점에 있다. 이렇게 통합적 창안 연극의 한계는 통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닌 속성에 있는 만큼 그 한계를 극복할수록 통합성이 완화

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유동적 창안 공연의 난점은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현실화’하는 것에 있는 만큼 그 난점을 극복할수록 유동성이라는 개

념이 강화되어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도표 상에서 태양 극단은 통합적 창안

연극의 영역에서 통합성이 약화된 위치에 표기되고, FE는 유동적 창안 공연

의 영역에서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강화된 위치에 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

다.

이론적으로 규명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의 특성은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사례들에서는 엄격하게 이분되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각 시례들은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 가운데 어

느 한 영역에 속하기보다 이 두 유형 사이의 스펙트럼 안에서 상대적인 좌

표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양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이 두 유형이 결국

에는 창안 공연이라는 이상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유형에서 이론적

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는 ‘공동 창작’과 창작의 ‘과정’이라는 개념이 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의 이론을 실제 공연 작품에 접목시킬 때에는 두 가지의 유념할 점이

따른다. 하나는 이 두 유형은 상호 배타적인 성격으로 운영되지 않고, 오히

려 긴밀하고 복합적인 관계성 속에서 운영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두 유형이 곧 창안 공연 전체 영역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다. 창안 공연에 해당하는 실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할 때에는 통합적

창안 연극과 유동적 창안 공연이라는 유형적 개념을 다만 상대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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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이 두 유형은

공연 현장에서도 유용한 이론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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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모리스 뒤로지에 인터뷰

1) 2015/12/1,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기록 및 인터뷰 진행 : 연구

자.

연구자 : 태양 극단에서 작품을 창작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야기

해 줄 수 있나?

뒤로지에 : 우선은 최초의 작품 모티프는 보통 므누슈킨에 의해서 제안되는

데, 이 최초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모든 배우들은 각자 다양한 자료

를 수집해서 모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중시하는 자료란 기사나 책을

통해서가 아닌 경험이나 장면을 통한 것이다. 즉 이들은 정보가 아닌 이미

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을 중

시한다. 진짜 경험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는 난민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프랑스

에 거주하는 다양한 난민들에 관해서 리서치를 했다. 정말 많은 난민 텐트

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장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미

지를 가지기 위해서 리서치를 했다. 내가 상가뜨(Sangatte)라는 난민 텐트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2000명이 넘게 모여 있는 텐트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흥분시키기 시작했다.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난민이고, 이것 좀 봐라. 이게 내 집이다. 이라크에서

는 다섯 대의 TV가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았다. 그 후

어느 날 연습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처럼 옷을 입었

다. 그 사람처럼 검은 수염을 달고, 배를 크게 만들었다. 수건을 목에 걸고

슬리퍼를 신으면서 고함을 치면서 무대에 들어왔다. 그것이 이 연극의 하나

의 인물이 되었다. 그가 나를 부른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내 주위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라크인을 연기할 수 있었다. ‘티모’라는 이름이었

다. 배역은 이런 식으로 나를 키워나가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가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모



- 235 -

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한다. 배우뿐 아니라 연출자, 음악 연주자, 무대

스텝들 모두가 모인다. 우리는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눈 후에 무대로 가서

즉흥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본다. 한 사람이 한 가운데 들어가서 즉흥을

해보고, 어떨 때에는 번갈아가면서 사람들을 바꾸어 가며 상대와 즉흥을 하

고, 그룹을 지어서 즉흥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제안에 대한 발전을 시작했

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시간이 들더라

도 서로를 기다려주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공동 창작의 작업이 있다.

모든 타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어야 했다. 어떨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야기들도 모두 들어주어야 했다. 우리는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우리

는 연극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가 자신의 틀을 깨지 못

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다. 그건 아니

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태양 극단의 큰 특징이다. 이

렇게 예술가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에는 ‘저항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고 싶은 순간이 너무도 많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다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아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

리고 그 일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에고와 성격을 옆에 두고

일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굉장히 길고, 두려웠다.

그럼 여기에서 배우는 과연 무엇을 할까? 우리는 다 같이 여기에서 하나

의 역사를 찾고 있다. 작은 시나리오지만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는 배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역을 연기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배우로서의 역할과 공동 창작을 함께

하는 역할이. 다 같이 들어주고, 찾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배우의 디테

일을 찾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겠다. <하루살이들>에 나오는 나의 대사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대사가 나온다. 그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다. 물론 다시 그 이야기는 다른 여행을

하는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그 이야기는 나에게 내면적인 이야기였다.

누구나가 잃어버린 듯한 것에 대한 내면적인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품들을 준비해야만 했다. 매우 넓은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모든 소품들을 매우 구체적인 장소에 가져다 놓기 시

작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놓아서 넘칠 지경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연습이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즉흥적인 것이지만, 무대

소품이나 배우의 연기 구현은 매우 디테일하게 한다. 우리는 즉흥을 하면서

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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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 그 다음에는 저녁 시간이 왔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 날 우리가 한 연

습의 장면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놓는다. 그래서 한두 달 후에 우리

가 예전의 연습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돌려 볼 수 있게끔 만든다. 그리고 수

많은 영상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아리안느가 가장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

면, 그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완전히 똑같이 재연해 줄 것을 바랬다. 우리

가 이렇게 매일 매일의 연습을 영상으로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는

‘창작 과정에서 그 어떠한 기댈만한 흔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으로 연습 과정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을 필요로 했다.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찾아

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 작품 당

평균 400개에서 500개에 달하는 기록물들이 나왔다. 한 사람은 매일 매일

연습 과정을 기록하는 일만 했다. 이러한 기록들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아리

안느가 찾아내었고, 그리고 난 후에는 선택된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야

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한 장면과 장면, 상황과 상황들

을 엮어가면서 조금씩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연구자 : 이렇게 작품 준비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뒤로지에 : 보통 1년 정도 연습을 하고, 관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어 반응이

좋으면 공연을 1년 정도 한다. 그리고 다시 연습에 들어간다. 이렇게 길게

연습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관객에게 70번째의 리허설을 보여주기 보다는

첫 번째의 완성도 있는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연구자 : 긴 연습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창작자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순간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뒤로지에 : 그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매 번 작품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터무니

없는 희망의 난파>에서 내가 극 중 연출가 역할을 했다. 이 작품을 창작하

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 배우에게 이렇게

공허한 순간이 찾아들 때 연극은 그 배우를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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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 배우가 갈 길이 막히면 다른 배우가 얼마든지 그 배역을 시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갈 길이 막혀서 연출가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므

누슈킨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장(그 연출자의 이름)’이라고 부르면서 연주자

에게 목신의 피아노를 치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목신의 춤을 추기 시작했

다. 그 순간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장이라는 인물을 찾아내게 된 것이

다. 연출자, 배우, 연주자가 함께 하나의 순간에 말이다. 므누슈킨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연주자 장 자끄 르메트르(Jean-Jacques Lemêtre)의

음악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인물을 못 찾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모순

적인 것들이 합치되는 마술적인 순간을 찾는다. 연주자 장 자끄는 항상 우

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에게 모든 즉흥에 대한 정보를 주어

야 했다. 이 장면이 시간이 몇 시이고, 비가 오는지 등등의······. 음악과의

연관이 굉장히 중요했다. 연주자도 늘 즉흥 과정 중에 함께 한다. 즉흥을 하

면서 우리는 음악도 함께 찾아간다. 연주자는 기성곡을 찾아오기도 하고, 직

접 작곡을 하기도 한다. 음악은 즉흥에서 정말 중요하다. 음악은 모든 배우

내면 속에 있는 감정 변화를 말해준다. 우리 내면에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있

듯이 음악은 늘 함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지, 음악이 먼저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 거꾸로 음악에 따라서 장면이 창

조되기도 한다. 이 순간이 오면 그저 완벽하게 하나의 합일점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 창작 과정에서 결국 이 순간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러한 ‘마술적 순간’이 도래하면 연출자와 배우, 연주자는 누가 먼

저랄 것도 없이 하나의 창조적 상태를 함께 만들어낸다.

연구자 : 구체적으로 므누슈킨은 창작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뒤로지에 : 아리안느는 최초로 작품의 모티프가 되는 질문을 배우들에게 제

시한다. 그리고 작품 전반의 무대그림을 제안한다.

연구자 : <유랑자들의 마지막 숙소>에서도 공연의 전반적인 무대 이미지를

므누슈킨이 제안하였는가?

뒤로지에 : 그렇다. 이 연극은 이동 숙소를 무대 세트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

했다. 처음에 우리는 트럭을 생각했다. 이들은 늘 트럭을 타고 다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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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는 트럭을 밀고 트럭을 따라서 뛰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더니

아리안느가 아니라고 했다. 너무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무대 뒤에서 어떤 수

레 같은 것을 가져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은 수레를 밀고, 또

한 사람은 뛰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되었다. 그 때부

터 연극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오늘 워크숍에서 했던 것처럼 더 이상 현실

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

는 것.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한 부분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것에서 연극이 시작된다. 그 이동식 무대는 이를테면 영화의 카메라 기법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동 공간을 사용해서 공간 표현을 해 보

니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관객이 카메라였다. 물론 그 모티프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냥 연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다.

배우들이 이동 무대 위에 서서 이렇게 떠다니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 연

극은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무대가 끊

임없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했다. 갑자기 그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그 장면에 임하는 연기자의 태도도 변하고 말

이다.

뒤로지에 : 아까 말했던 일들[최초의 작품 모티프 제안, 작품 전반의 무대그

림 제안]과 함께 아리안느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연습 마무리 단

계에서 모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

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리안느이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그것은 매우 정확

했다. 그 모든 재료는 우리가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건축한 것은 아리안느

였다.

2) 2015/12/2, 소월아트홀, 불어 통역 : 이리타, 기록 및 인터뷰 진행 : 연구

자.

연구자 : 태양 극단의 배우로서 어제 말한 것과 같은 창작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뒤로지에 : 어제 말한 것과 같은 창작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들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능력, 즉흥적인 능력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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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이 즉흥을 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작품에 있어

최초의 모티프 제안과 최후의 결정은 반드시 아리안느가 한다. 아리안느가

반드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무대 전반의 형식이

다.

연구자 : 무대 공간의 전반적인 연출 컨셉은 늘 므누슈킨이 결정하는가?

뒤로지에 : 그렇다. 무대의 가장 큰 컨셉은 늘 아리안느가 제안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무대그림은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

연구자 : <하루살이들>의 창작 모티프는 어떻게 제안되었나?

뒤로지에 : 매 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과정, 길이 다르다. 항상 똑같은 집단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스펙터클마다 발견해내는 지점이 있다. <하루살

이들>은 굉장히 희한한 작품이다. 그 작품은 우리들을 굉장히 많이 놀라게

한 작품이다. 보통 우리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내면에 대한 이야기

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이 작품에는 매우 내면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한 스

펙터클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아리안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지구가 유성에 부딪혀서 우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떨까?’ 배우들은

이렇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이후의 존재가 인간

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

우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태

양 극단의 작업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태양 극단은 통상적

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품은 배우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배우들 개인 개인의 이야기로 만

들어진 작품이고, 그래서 이 작품은 아리안느가 유일하게 자신을 연출자라

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리[배우]들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고, 아리안느는 총괄 지휘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의심이 많이 갔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와 같은 생각들로 말이다. 그래서 중간 중간 멈추어 서서 공간

에 대한 질문도 해 보기도 했다. 이 작품 연습을 잠시 중단하고 아리안느가

제안한 이 작품의 회전 무대에 서서 한 달 정도 셰익스피어, 체홉 작품을

읽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잘 읽혀지더라. 그래서 문제는 무대가 아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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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웃음) 그래서 더 시간을 많이 가졌

다.

연구자 : 카투슈리에는 장터 같은 공간으로 알고 있다.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때로는 관극 중에도 관객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사용은 관객과 배우, 그리고 관

객과 연극 세계 사이를 허물어 낼 수 있는가?

뒤로지에 : 관객이 무대와 자발적인 공간을 재형성하면서 작품 자체와 소통

하는 구조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은 <1789>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조차

관객과 무대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1789> 공연을 할 때에는 관객들

이 배우 사이를 지나가는 동선도 있기는 하지만, 배우와 관객 사이에는 분

명히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든 옆에 서 있든,

관객과 무대 사이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2. 팀 에첼스 인터뷰

1) 2015/11/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영어 통역/기록/

인터뷰 진행 : 연구자.

연구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워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왜 이

두 작품을 선택했나? Why did you select these two works for 'Our

Master' programme in Asian Art Theatre?

에첼스 : 실은 프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예술 감독]가 이 두 작품

을 선택했다. <마지막 탐험>은 연극에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면 <더러운 일>은 무엇이 불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

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작품은 서로 관계된다. Actually Frie selected

those. These two have a relationships to each other in that <Last

Adventures> shows what might be possible in theatre and <Dirty

Work> shows impossible in theatre.

연구자 : 당신은 창안 연극이나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관점에서 FE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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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ritics for FE's in terms of devising or postdramatic theatre?

에첼스 : 나는 FE 작업에 대한 연극 평론가들의 해석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한다. 나는 연극 내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연극에서 외부인이

다. FE 작업은 연극적 맥락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예술에 관심이 있을 뿐이

다. I don't know well about that because I'm not inside the theatre. I'm

an outsider in theatre. FE's are not inside theatrical context. I'm only

interested in art.

연구자 :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말해 줄 수

있는가? So thus can you tell me who your favourite artists are?

에첼스 : 나는 보리스 샤마츠(Boris Charmatz), 메그 스튜어트(Meg Stuart),

제롬 벨(Jerome Bel), 조나단 버로우(Jonathan Burrows)를 좋아한다. 그러고

보니 모두 동시대 안무가들이다. I like Boris Charmatz, Meg Stuart,

Jerome Bel, Jonathan Burrows. Come to think of it, they are all

contemporary choreographers.

연구자 : 지난 30년 간 FE의 작품은 달라져 왔다고 생각하는가? Do you

think FE‘s have been changed in the last 30 years?

에첼스 : 우리는 지난 30년 간 부수어지고 부식되어 왔다. 그것이 우리가 변

화해 온 방식이다.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스타일에 의한 것은 아니다. 우리

가 지속해 온 궤적이 곧 변화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때에 관객과 연결되

어 있다. We've been ruined and corroded in the last 30 years. That is

the way we've changed, not by a certain kind of refreshing style. The

trace of wheels we've lasted out is a change. And the change is

connected to audience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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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11/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영어 통역/기록/인

터뷰 진행 : 연구자.

연구자 : 캐프로의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How do you think

about Allan Kaprow's Happenings?

에첼스 : 나는 60년대 혹은 해프닝에서부터 시작된 퍼포먼스의 컨셉들은 우

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컨셉들은 무엇이 연극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또 다른 연극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언가가

일종의 논리로 발전될 수 있는가의 입장에서 아마도 그 컨셉들은 비-드라마

적인 구조들을 지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해프닝과 같이 시각

적인 퍼포먼스에서 출발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그것들은 우리가 설 수 있고 당신이 설 수 있는 또 다른 공간, 지반을

확립하였기 때문이다. [해프닝과 같은 공연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극작에 기

반을 둔 연극과 비교된다. 우리는 전혀 그러한 전통적 연극과 연결되어 있

지 않다. 어쨌거나 우리는 퍼포먼스로부터 시작된 특정한 종류의 실행들과

연결될 때 더욱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말해두어야 할 것은, 만일 당신이

우리 작품을 본다면 [알겠지만], [우리 작품들 가운데에는] 시각적 퍼포먼스

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토대를 둔 이러한 종류의 것도 있지만, 그 곁에는 연

극에 대해서 천진난만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특정한 종류의 것도 있다는 것

이다. 이를테면 아이들의 놀이, 의상 등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갑

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동시에 텔레비전, 캬바레, 보드빌 같은 것들로부터

낯선 영감을 받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것들 모두가 작품 속에서 서로 일종

의 관계를 만들려고 애쓴다고 생각한다. Well, I think those concepts of

the performances that come from the 60's and from Happenings are

important for us because they are on another theatrical way of

understanding what it might be for plays. I suppose perhaps they point

non-dramatic structures in terms of how something might develop to a

kind of logic. So I think the works from visual performance like

Happenings are important for us because they established the ground, the

different place we can stand or you can stand. Compared to thinking

about plays based on playwrights in the traditional, we don't have any

connection with that. Anyway we feel easier for the connec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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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kind of practices that begin from performances. But I would say,

if you look our work, there's this kind of ground or influence from

visual performance from galleries and next to that there's also certain

kind of naive ways thinking about theatre like children's play, costumes

and so on, we suddenly refer to those things and then at the same time

we see a strange inspiration from television, from cabaret, from

vaudeville. I think all of these things seek to find a kind of relationships

to each other in the work.

연구자 : 나는 FE 작품들에서 당신이 말한 재료들 가운데 아이들의 놀이와

같은 것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마지막 탐험>은 어른들이 흉내

내는 아이들의 놀이 같았다. 이 작품에서처럼 FE 작품들에는 아이들의 것과

어른들의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일종의 천진난만한 분위기와 함께 매우 심

각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 모티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설명

해 달라. I can feel a kind of children's plays from FE's interesting

among those materials that you said. For example, In <Last

Adventures> I can see the children's plays imitated by adults. Like this,

in FE's children's and adults' coexist so they have a kind of naive

mood and very seriousness. Please tell me about the motif of children's

more.

에첼스 :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 가운데 하나는

매일의 현실, 매일의 공간의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상

상하면서. [테이블 위의 펜을 들면서] 따라서 이것이 왕이 될 수 있다. [휴지

한 장을 뽑아 그 휴지를 펜 위로 내저으면서] 이것을 이용하면 폭풍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종류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우리가 하는] 연극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놀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공연 공간에서 무언가를 일종의 의도적인

연극, 활동적인 연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나는 당신[관객]

으로 하여금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여기

에서 만약 이것을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왕도 가지게 되고, 왕인

것처럼 가장하는 연기도 가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차원 사이에는 상호적인

조율이 존재한다. 당신은 두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왕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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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왕이 되는 척 하는 이

야기를 하는 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재미있게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왕이 왕인 것처럼 연기하는] 놀이

도 눈에 보이고, [왕이 왕인 것처럼 하는] 연기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것이 관건이다. 이것들은 분명히 눈에 보인다. 당신은 내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에 따라 현실이 변형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I

guess one understanding we have about children's play is transformation

of everyday-reality, everyday-space by pretending that it is all things.

So thus that can become a king or using this can make a storm. This

kind of simple transformation you can see in a children's play. That's

the beginning of the theatre. So I think one way of we think about play

is we're doing something as a kind of deliberate play, an active play in

performance space. Here I'm interested that you have several things

visible at the same time, for here if this is king we have a king and

this act of pretending to be a king. There's a mutual tuning between

these two levels. You get to two things, you get to see the story of the

king or you get to see the act of pretending to be a king. I think that's

interesting to us because it means the play is visible and the acting is

visible. It's the subject. It's never invisible. you get to see I'm thinking

about those processes whereby the reality is being transformed.

연구자 : 그렇다. [FE 작품에서는] 그 상호적인 것들이 눈에 매우 잘 보인

다. <마지막 탐험>에서도 그 놀이와 연기 사이의 가시적인 변형을 볼 수

있다. Yes. I have a very good view of the mutual things. In <the Last

Adventures> I can see the visible transformation between the play and

the acting.

에첼스 : 바로 그렇다. <마지막 탐험>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시성과 층

위를 가진다. 당신은 그들이 의상을 찾는 것, 의상을 갈아입는 것, 무언가를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것, 무언가를 세우는 것, 무언가를 하는 것을 [동일한

가시성과 층위에서] 본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하나의 그림 속에 있다. 그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그림에 담긴 이러한 상이한 차원들은

이 그림이 완벽한 기계가 아니고 에너지는 생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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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우리 작품에서]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강도의 상이한 차원들이라

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일상의 차원과 매일의 차원이 있고, [이것들을] 끌어

올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것이 무언가 다른 것이 되는 차원, 변

형의 차원이 있다. [이러한 창작의] 많은 조각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부

터 변형적이고, 마술적이고, 허구적인 것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Exactly. In <the Last Adventures> everything has the same

visibility and status. You see them looking for costumes, changing

costumes, trying to define something, setting something up, and you see

them doing something. And the all are there in a picture. That's very

important to us. These different levels in a picture shows the picture is

not the perfect machine whereby the energy is produced. I think what

you see is different levels of intensity. There's a level of ordinariness,

everyday-ness to picking this up, thinking what it is and there's a level

that it becomes something else, level of transformation. Many of the

pieces are made through our dialogues between the banal and the

transformational, the magical and the fictional.

연구자 : 당신이 말한 “마술적”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

다. 나는 FE의 “마술적”인 것이 태양 극단의 “마술적”인 것과 비교된다고

생각한다. 태양 극단 같은 경우에는 작품 안에서 “마술적인 지점”을 매우 열

성적으로 만들어 보여주려고 한다면, FE는 그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마술적

인 것을 보여준다. 당신들이 보여주는 마술적인 순간들이란 매우 투박하고,

자연스럽고, 은밀하다. I'd like to think more about the word "magical"

you've said about. I think the word of "magical" for FE is compared to

that for Theatre du Soleil. Such as Theatre du Soleil is very eager to

make and show the "magical Point" in a work, but FE shows opposite

way to be magical. Your magical moments are very rough, natural and

secret.

에첼스 : 맞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천천히 해오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대 위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 무대 위에 존재하는 방식이] 일상적이고, 조용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매

우 평이한 방식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연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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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여전히 연기를 둘러싼 인용 부호를 가진 방식이 된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싶어 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과 같이, 무

언가를 하고 있는 관객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나 그것[그들과의 관계]은 우리에게 중요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놀면서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

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관객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은 인

간적 범위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가 일상적이고 일대일과

같은 상태로 머무르려 하는 기본, 바탕이다. 우리 연극은 우리의 연극적 법

칙, 마술적 법칙과 연결된 거대하고 과장된 것이 아니다. 혹은 또 다른 우주

가 아니다. 우리 연극은 세계가 그러한 것과 같이 거칠고, 그저 사람들이 있

는 곳일 뿐이다. Right. But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e've done

slowly is to look for a way of being on the stage. In a way there's a

ordinary, quiet, banal and quite simple way. And in another way there's

a still acting way and it still has a quotation marks around it. Though

these ways, I think one of the ways we'd like to try to do is to make a

contact with the audience who is doing something like you. They might

be the people doing something ridiculous or crazy but it's important to

us because they play with us to make something happen. And it's

important to us somehow connection to this audience. It's the idea about

human scale, so the idea is the base, the bottom we'd like to stay in a

kind of ordinary, one to one. Our theatre is not the huge, exaggerated

related to our theatrical law, magical law, or it's not the another

universe. It's rough because that what the world is like. It's just a place

where people is in there.

연구자 : 그런 말을 들으니 행복하다. 나는 관객들이 그들 눈앞의 무대와 닮

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FE가 관객들에게 주는 공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괜찮아.”, “어쨌거나 괜찮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FE가 무대 위에서

단순한 방식을 보여주든지, 연기하는 방식을 보여주든지 간에 나는 관객으

로서 그와 같은 종류의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괜찮아. 우리는 인간이니까.”

I'm happy to hear that. I think audiences comes to resemble the stage

before them. I'd like to express the atmosphere you give to the audience

is "It's alright.", "Anyway it's all right." As you said, whether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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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e simple way or acting way on the stage, I can feel that kind

of atmosphere as an audience. “It's alright, because we are human."

에첼스 : 그런 말을 들으니 반갑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상과 단순함의 차원을 가진다고 느끼게 만들

려고 노력한다. 물론 우리는 [일상과 단순함의 차원으로부터] 다른 방향들로

벗어나려고도 한다. 그러나 그 토양은 언제나 “괜찮아.”라는 생각, “우리는

여기에 있을 뿐이고, 당신은 거기에 있을 뿐이며, 우리는 무언가를 한다.”라

는 생각이다. That's nice. I think that is something, one of the things we

try to do on the stage. We try to make people feel like what's

happening has a level of ordinariness or simplicity. and of course we go

away from that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 ground is always this idea

of "It's alright.", "We are just here, you are just there, we do

something."

연구자 :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나는 FE의 작품들이 캐프로의 작품들과 다

르다고 생각한다. 캐프로의 작품들은 “괜찮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면, FE

의 작품들은 “괜찮아.”라는 공기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캐프로의

해프닝들은 관객을 편치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프로의 해프닝

의 개념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울 것을 지향했을지 몰라도 실제의 행위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And in that sense, I think FE's are different from

Kaprow's. I think if Kaprow's present the concept of "It's alright.", FE's

make the atmosphere of "It's alright". Because Kaprow's Happenings

made the audience too uncomfortable to be alright. So even though the

concept of Kaprow's Happenings were aimed to be ordinary and natural,

the real acts were not.

에첼스 :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

로 우리 작품에는 그러한 생각이 존재한다. 일상성, “괜찮아”와 같은 차원,

평이함과 같은 종류는 [우리 작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은 우

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에는] 복

잡한 것이 두 가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우리가 연극이라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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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매우 스트레스

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시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광택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 “이게

뭐지?”[라고 묻게 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몇몇의 작품들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의도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다.

<첫날 밤>과 같은 작품들을 보면, 무대에 상연될 때 다소 가면들 속에 있

는 것들이 정말로 존재한다. 관객이 봤을 때 매우 공격적이고, 삶을 정말 불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일종의 평이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작품들 또한 실행해 왔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보다 인공적이고 거리

감 있는 작품들은 균열들을 만들고 그러면 당신은 그 [균열의] 아래를 보게

된다. 어떠한 공연들은 매우 단순하고, [또 다른 공연들은] 보다 복잡하고,

허구적이고, 변형적이며, 일종의 거리를 구축한다. [복잡한 공연들의 경우]

우리는 당신들[관객들]이 무언가의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한다

고 느껴진다. 다른 공연들[단순한 공연들]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상하게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복잡한 공연들이 만들었던] 균열

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갑자기 관객을 그 한 가운데에 있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공연을 만들 때] [두 가지] 다른 여정을 취한다. 하지만 [두 가지 경

우 모두에 있어서] ‘여기에 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흥미롭다고 다가온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Yes. I think it's

complicated thing. Fundamentally there is this idea in our work. I think

a kind of ordinariness and this level of "it's okay", simplicity is the core.

That's very important for us. But I think there are two things which are

complicated. One is that we are not inside the frame of the theatre.

Some people is very stressful to see us in the theatre because they've

been used to be everything is in the theatre presented to them in a

particular way. So this banality, ordinariness in a way refusal to polish

everything becomes a problem to some people, "what is this?"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looking at. That's one thing and the other

thing is I think, in some projects we do, that we are deliberately step

away from that. If you look at something like <First Night>, there are

really more or less in masks when it comes up to the stage. I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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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ve and it makes lives quite uncomfortable for the audience. So

we've definitely done projects that don't take this kind of simplicity also.

Usually this kind of more artificial and distant things make cracks and

then you can see below it. Some shows start very simple and we build

more complicated, fictional, transformed, kind of space. We feel you

travel a long way to get inside something. Other shows start in

something this is a little bit stranger but they break the cracks so by

the middle suddenly we are here. We take it different journeys. But I

think this ‘here-ness’ is always interesting to us. It's probably the most

fundamental thing in our work.

연구자 :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단순함과 복잡함, [FE가] 무대 위에 존재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은 하나의 작품 안에도 공존할 수 있는가? So

thus the two ways of being on the stage, simplicity and complicatedness

can coexist in one work?

에첼스 : 그렇다. <노트북> 같은 작품의 경우가 있다. 이 작품은 소설에 기

반을 둔 공연인데, 시작 부분은 보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시간 정도

이후에는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형식성이 털어지고 당

신은 [무대 위] 그들을 보다 리차드와 로빈[배우들의 이름]으로 느끼기 시작

한다. 그러나 이 [부분들 사이]는 느리게 부식된다. 더욱 현존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이 관객과 약정된 본질, 현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Yes. In something like <the Notebook> which is a story based on a

novel starts out much more formally, after two hours the second part

begins which the formality is dripped away and you start to feel them

much more just Richard and Robin. But it's decayed slowly in order to

be more present. I think this is a question of presentness, the nature of

contract with the audience.

연구자 : 당신이 말한 “균열”이라는 것에서 나는 문학적인 균열이 연상된다.

왜냐하면 [글은] 묵독이 되기 때문에 문학적인 균열은 마치 당신들 작품의

균열처럼 내면적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FE가 내면적이고 때로는

침묵하는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문학적이라는 생각을 해 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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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신들이 만드는 그 문학적인 균열은 나에게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FE 작품들에서 단순함과 복잡함이 하나의

작품에 공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The "crack" you said reminds me

of cracks in literature because cracks in literature are like yours being

in internal and indistinct for being read silently. I've thought FE's are

literary in taking existing method for being internal and silent sometimes.

And the literary cracks you are making make me feel intimacy and

distance at the same time. In this sense I can understand the coexistence

of simplicity and complexity in one work of FE's.

에첼스 : 그렇다.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당신이 말한 단어들은 관계의 측면

에서 또한 흥미롭다. 연극에서는 관계가 사회적인 반면에 문학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 작품에서 우리는 관객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

려고 노력한다.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게 하면서. Yes. That's very interesting. The words you said

are also interesting in relationships. Literature has a private relationship

whereas in the theatre the relationships are socially. But I think in our

work, we try to make private relationships with the audience, make them

ask what's going on this stage for themselves.

3) 2015/11/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층 로비, 영어 통역/기록/인

터뷰 진행 : 연구자.

연구자 : FE의 길게 지속되는 공연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달라. 조나단 캘브

는 FE의 공연이 불가능한 것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돈키호테>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나는 그러한 종류의 모티프들이 특히 FE의 길게 지속되

는 공연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Please tell me about FE's long

durational performances. Jonathan Kalb says FE's performances are like

<Don Quixote> in that you heads for impossible things. I think that kind

of motives especially come out well through your long durational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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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첼스 : 그렇다.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당신은 모든 일을 통제하거나 놓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공연자로서 우리는

당신들을 통제하거나 당신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임수나 행위

를 줄 수 없다. 관객도 마찬가지이다. 여섯 시간 동안 지속되는 <퀴즐라!>

에서 관객들은 매우 지쳐간다. 관객들은 어떠한 종류의 방어적인 행위도 하

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Yes. In an impossible positions, you

can't control or keep track of everything. That is a interesting point to

us. As a performer we are not able to control and give you our all the

best tricks or behaviour. Also the audience are. In <Quizoola!> it goes

to 6 hours and people get very tired. You get to see them being without

any sort of defensive acting.

연구자 : 하지만 [FE의 길게 지속되는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자유롭게 들어

오고 나갈 수 있지 않나? But they can get in and out freely, right?

에첼스 : 물론이다. 어떤 사람들은 20분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섯

시간동안 있기도 한다. 한 번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24명이 남아 있었다. Of

course. Some people stay just 20 minutes and some people to six hours.

Once 24 people stayed till the ending.

연구자 : 불완전함에 집중하고자 하는 당신 작품들의 본질로 인해 그 관객

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완전함에 집중하기에]

공기는 계속 바뀌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게 지속되는 시간을 견딜 수 있

었을 것이다. I think the audiences can stay till the ending because of the

nature of your works to concentrate imperfectness, so the atmosphere

keeps changing, and the people can endure the long durational time.

에첼스 : 그것이 긴 공연들의 재미있는 지점이다.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정도의 연극 공연들, <내일의 단체들>이나 <더러운 일>에서 당신은 우리가

[상연] 시간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섯 시간의 경우에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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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에서는 다른 방식들로 당신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

각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늘 우리는

관객을 즐겁게 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통제하지 않는다. That

is the interesting point about long performances. In theatre shows of one

or one and half hour like <Tomorrow's party> or <Dirty Work>, you

can think we should be able to control what's happening in the time.

But in six hours, you can't do it. In <the Last Adventures>, in different

ways you can't do. Because this music happens endlessly, all the time

we can't please the audience. We don't control anything.

연구자 : 인생의 고통과 비슷하다. That's like the pain of life.

에첼스 : 그것이 또한 즐거움이기도 하다. Oh, that is the joy also.

연구자 : 레만이 FE의 작품들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흥미로운 사례들로 해

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How do you think about

Lehmann's critic that FE's are interesting examples for postdramatic

theatre?

에첼스 : 작품은 이러한 종류의 연극적 논쟁들이나 범주들로부터 독립적으

로 존재한다. 물론 한스-티즈는 수 년 간 FE의 많은 작품들을 보았다. 그는

우리들 작품을 매우 좋아한다. (웃음) 나는 그가 장면들을 보고 [동시에] 관

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개념은 장면들을 가로지르는 무언가를 이

해하고, 또 [공연 중에] 관객들은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

기 위해 노력하고자 만든 하나의 방식이 된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시한 적은 결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우리가 늘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하는

일에 관해 관심을 둔다고 생각한다. 한스-티즈가 [우리 공연에 관해서] 쓴

글을 읽을 때, 나는 그가 쓴 글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



- 253 -

해서 명료한 이해를 정말로 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와 동시에, 우

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가 쓴 글에 비해서는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다. 당신도 알다시피, [공연의] 대상, 공연, 공연의 실행은 그 어떠한 다른

이론적 기술들보다도 더욱 복잡하다. 공연의 대상, 그리고 공연의 실행은 그

것만의 고유한 복잡함과 통합성을 가진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범주나 이

론을 위한 예증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무엇이다. 당신에게 관심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 주자면, 우리가 공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그 [공연의] 대상과 실행을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종류의

것으로 만들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 [복잡한] 요소들은 각자 우리 대화 속

에서 모두 존재하던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대화 속에서 요소들을

찾는 것] [역시]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무엇이

며, 그것은 관객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우리가 시도하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그 요소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곳에 않기 때문

이다. 그것은 [오히려]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하는 긴장 상태[의 문제에 더욱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제 말했던 여정들[복잡한 여정과 단순한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여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일시적인 구조를 취하게 한다. 우리가 [만

들고자] 노력하는 구조들이란 우리의 복잡함에 기반을 둔 채로 계속해서 긴

장감을 가지는 것들이다. 심지어는 그 구조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긴장감

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닫히지 않고 열린

채로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The work independently exists from this

kind of theatrical discussions and categories. So Hans-Thies is, of

course, watching a lot of performances of FE for years and he is a big

fan. So I think he's watching the scenes and seeing what people are

doing and then I think he formulates "postdramatic theatre". So it

becomes as a way for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across the scenes

and what kind of things the people are doing. So I don't think we've

ever set anything to make postdramatic theatre. And it doesn't interest

me whether we are wrong or not. It does not matter to me. I think we

are always just concerned to do the way we're doing. When I read

Hans-Thies', I really come to understand what is describing mak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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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somethings clear about what we are doing. But of course in the

same time what we are doing is, I think, more complicated to what is

describing. As you know, the object, the performance, the event of

performance is more complicated than any theoretical descriptions. The

object of performances and the event of performances has its own

complexity and its own integrity so it's not the illustrations for a

category or theory, it's something else. If I have a something to tell you,

maybe this speak is to be your good interest, one of the ways we are

thinking about performances is we try to make objects or event that

have a kind of unsolvable complexity. They consist of elements where all

of the elements are in our dialogues each other. But that's not the

solutions. That's another way I think we try to empower the audience

because it's not something where you come up with conclusions with

that. It's much more about being in tensions that give the audience to a

space to think for themselves. So we think about the journeys I've said

to you yesterday, which cause us just a temporal structure. We try to

think about some structures that continue to have a tension on our

complexity even after they've gone to be. So we try to not to be closed,

we try to leave them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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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origin of devising

performance by its type and to study the practical cases. Trying to

understand what devising performance is, it has constantly raised a

question about on which part we should put more emphasis between

'collaborative creation' and 'process' of creation. Previous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this is the problem mainly posed in terms of the

terminology. On the other hand, this thesis sees the problem originated

from the different art-historical context that enabled the advent of

devising performance with a view to uncovering the origin of devising

performance which has collaborative creation and process of creation as

its central elements. The origin of each term can be found in Jacques

Copeau's theatrical theory formed during 1910s, and Allan Kaprow's

theory of art since 1960s.

'Devising performance' originated from Copeau, emphasiz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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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collaborative creation', being oriented to 'integrity'. However,

the one originated from Kaprow, emphasizes the concept, 'process' of

creation, oriented to 'fluidity'. First 'integrity' can be understood on the

basis of the theatre movement of Avant-garde in the early 20th century

which was designed to re-normalize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new theatre against the traditional drama. Copeau emphasized

anti-textuality and also accepted the idea of Avant-garde theatre

movement which aimed to transfer the authority of the writers to the

creativity of the actors. Further, he devised a new way of creating the

theatres by having the actors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In that he

emphasized the collaborative creation among actors, existing researchers

have evaluated Copeau as the figure who set the solid foundation of

modern devising performance.

By the way, Copeau emphasized collaborative creation in order to

overthrow the authority of the creation that the established writers prior

to staging. For that reason, he wanted the creators’ ideas to be

integrated, not to be divid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their firm

creativity alternatively. In this regard, we can see that Copeau is

oriented to 'integrity' for the core value of devising performance. In

‘Integrated Devising Theatre’, in case 'integrity' is realized which

emphasizes collaborative creators' strong solidarity, the close cohesion as

compared to that of ritual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can be made. At this time, even the audiences can attain to sacredness

as well as the collaborative creators. However, Integrated Devising

Theatre is on the premise of centripetal integrity, resulting in a

phenomenon that separates the actors and the audience that can reach

the ultimate goal of the work and the ones who cannot. In addition,

Integrated Devising Theatre introducing the ultimate goal makes it no

longer possible for the devising performance to go through devising

process.

In the 1960s, Unlike the Avant-garde theatre movement of the early

20th century, the ‘anti-foundational art’, neither even attempting to resist

against the established art, nor establishing any alternativ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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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d. This artistic trend naturally goes on moving with the

ambiguity of boundaries between art and life as the value of ordinariness

and everyday-ness is found in the realm of art. Art does not have a

unique category of 'work' which is separated from the reality. Rather, it

keeps unclear boundaries between art and life, being in the state of the

'process' that can never be completed. During this period, the term

'devising performance' which focuses on the process of creation itself

emerged in the area of performance.

Kaprow is the one who combined the artistic trend in the 1960s with

the ideal of devising performance. 'Happening' which he invented has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as an important event from the existing

researchers of devising performance in terms of emphasizing chance in

earnest. This thesis has been more focused on theoretical concepts of

Kaprow's 'happenings', trying to achieve its conceptualiz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new devising performance he suggested. He aimed at

being in the state of 'blurring' between art and life. To do this, he

suggested that the creator will 'not' stand on the position of the steady

subject of the creation when creating the work, the work should 'not'

have the completion form of beginning-middle-end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work and the audience should 'not' be fixed or one-sided.

Like this way, by overcoming the 'fixedness', 'completion' and

'separation' in performing the act of creation, Kaprow sublated the art

with an independent foundation. In this respect, the concept he suggested

has a potential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grated Devising

Theatre' which pursued the property of devising performance, being on

the premise of 'separation' and 'completion'. Furthermore, Kaprow

suggested that the creators and the works during the process of

creation and the works and the audience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should have interactive relation with fluidity, not having unilateral

communication. In this sense, this thesis established the concept of 'Fluid

Devising Performance' based on Kaprow’s assertion.

By the way, Fluid Devising Performance inherently accords with the

natural value of pliable devising performance thanks to its fl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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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t in the real

works due for the reason. This can clearly be seen in the practices of

Kaprow's works. He is left regretting that he could not fully realize his

idealistic theory of art in his actual works. If the limitations of

‘Integrated Devising Theatre’ is generated from the paradox that the

unique meanings of 'devising' and the theoretical concepts of 'integrity'

are collided each other, the problem of ‘Fluid Devising Performance' may

arise from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fluidity' that accords with the

unique meaning of 'devising' performance is too difficult to be realized.

At this point, the paradox that Integrated Devising Theatre faces with

and the problem that Fluid Devising Performance is confronted with are

generated each from the theories of Copeau and Kaprow. Therefore, the

devising performance groups that have correlations wit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se two figures cannot be free from each of these issues. This

thesis deals with the contemporary performance groups which inherit the

critical nature of these two types, trying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out of them among the devising performance groups.

For Integrated Devising Theatre, the object of the study is taken from

Théâtre du Soleil founded in France in 1964 and as for Fluid Devising

Performance, ‘Forced Entertainment’ founded in the UK in 1984. Théâtre

du Soleil put a lot of emphasis on the variety of creative ability of

individual actor in the process of creation, which is equivalent to the

leadership skills of the director. By doing this, they try to mitigate the

termination tendency of devising caused by integrated completion which

Integrated Devising Theatre theoretically conceives. For instance, to

create a single piece of work, each individual actor collects a wide range

of research material and each of the actors goes through a long process

of creating a variety of improvised scenes, resulting in delaying the

moment of exerting the integrated force. Nevertheless, the director

eventually converges and integrates all the research material and

resources, which follows the basic framework of Integrated Devising

Theatre.

Forced Entertainment is to create the volume of betweenn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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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between the two areas of art and life, where the actors and

audiences can constantly traverse, stay and move around. Members of

Forced Entertainment exposes consciousness of 'self-outsider' being

suspicious of placing themselves on the position of the fixed creators,

both when creating the performance text and when standing on the

stage. By creating the text and acting on the stage with this attitude,

they displays the constant state of moving in and out of 'theatre' and

'non-theatre' before the eyes of the audience. In addition, Forced

Entertainment makes a use of a variety of method which makes it

possible for negotiating the theatre and non-theatre to co-exist

eclectically. By constantly making art and life negotiate, Forced

Entertainment is able to reach the state of 'blurring' between these two

realms and further,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teractively

fluid. This aspect overcomes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Kaprow who did

not fully realize 'blurring' between art and life, showing the clumsiness

to op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alms.

Like this way, both Théâtre du Soleil and Forced Entertainment

illustrate the aspect which developmentally tries to overcome the

problems that Copeau and Kaprow had with its own style. This thesis

established the basis for theories of Integrated Devising Theatre and

Fluid Devising Performance proved by Copeau and Kaprow respectively

and illustrated the each cases of contemporary performance groups by

analyzing the nature of the creation method and the works of Théâtre du

Soleil and Forced Entertainment. Theoretical distinction and its case

analysis of devising performance made in this thesis could be the

nourishment for the development of devising performance henceforward.

Key Words : devising, collaboration, integration, fluidity, Jacques Copeau,

Allan Kaprow, Théâtre du Soleil, Forced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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