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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무술을 활용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의 의사전달 매커니즘

- 자크 라캉의 L도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이      상      준

  21세기 공연예술의 주요 흐름은 ‘능동적 관객 참여’와 ‘새로운 무대 공

간’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들이다. 그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인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는 그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비언어적 공연 

진행과 신체적 언어를 중심소재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 공연예술의 양상은 한국 공연예술에도 영향을 주면서 대표적으로 <난

타>, <점프> 등과 같은 공연이 제작되었다. 이 중 <점프>는 넌버벌 퍼포먼스의 

특징인 비언어적 진행과 신체적 언어 구성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며 창작 무술

공연으로서 공연예술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기타 창작 무술공연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을 작가와 관객의 관계(관객 참여), 작가와 공연의 관계(신체적 언어)라는 공연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대 공연예술의 변화에 대한 발

전적인 논의가 미비하였으며, 공연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가 부족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공연의 소통 구조(작가-관객) 및 구성(작가-공연) 변화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공연 <점프>를 대상으로 첫째, 공연의 전체적인 구조 

분석을 통한 작가와 관객과의 소통 변화, 둘째, 공연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적 

언어 분석을 통한 작가와 공연의 관계 변화, 그리고 본 공연의 중심 소재인 무

술이 기존 무술공연에서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정하였다.



  위 연구 목적을 위해 자크 라캉(Jaque Lacan)의 주체 개념을 적용하여 본 공

연의 텍스트 구조를 작가의 무의식을 이루는 언어로 된 구조물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개념의 핵심인 ‘L도식’에서의 주체 상호 간의 관계에

서의 작가(말하는 주체)와 주체 내적 구조 속에서의 작가(욕망하는 주체)의 내용

을 통하여 공연분석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점프>에서 작가와 관객의 주체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라캉이 말

한 의미소통 원리인 ‘사후작용’ 개념을 통해 공연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였

다. 즉 작가가 전달하는 말(공연)이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관계 맺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점프>에서의 작가의 주체 내적 구조에 대해서는 라

캉이 말한 인간 무의식을 운용하는 원리인 ‘은유’ 개념을 통해 공연 속 은유

적 신체언어를 도출하였다. 이는 공연의 내적 구조가 작가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분석 결과, 첫 번째로 본 공연은 고정점의 불명확성, 코드의 부재로 인해 불

완전한 문장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관객의 상상적 관계에 

지배되는 ‘텅 빈 말’에 가까운 구조로서 언술행위 주체로서의 작가가 소외되

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은유적 신체언어로서 드러난 무술은 본 공연에서 

감정표현행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욕망 발산의 도구인 무술이 공연의 중

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여 언술 주체로서의 작가도 소외되는 것이었다.

  종합해보면, 공연 <점프>에서의 작가는 주체 내·외적으로 모두 소외되는 주

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언술행위 주체의 소외는 관객의 위상을 작가보다 

우선하게 하여 관객 참여의 개념을 공연의 주체적 해석의 범위로까지 확장하여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욕망의 언어인 무술이 공연의 중심요소로 작용하지 못하

였지만 그것이 작가의 욕망을 내재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범·재

현공연에서의 성질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었다.1)

주요어 :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신체적 언어, 무술, 라캉의 L도식 
학  번 : 2012-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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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연예술의 양상과 패러다임이 실험적 양상의 추세에 

따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 초까지 인간의 삶

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전통적 예술의 경향에 대한 반발로서 대중과 무대

를 분리하던 기존 공연예술을 지양하는 새로운 실험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이원

현, 2009).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의 정보기술 발달과 영상문화의 발전으로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공연예술의 급진적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 ‘퍼포먼스(performan

ce)’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광범위하게는 연극, 무용, 음악을 포함하는 ‘공연

예술’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Roselee(2011)는 그의 저서인 『Performance 

art』에서 퍼포먼스가 20세기 초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방가르

드(Avangarde) 예술을 시작으로 1950년대 미국의 해프닝(Happening), 1960년대

의 이벤트(Event)와 1970년대 이후 퍼포먼스로 불리는 급진적 예술운동 등으로 

그 전개과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서 퍼포먼스라는 말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것은 

결과를 중시하는 전통적 예술과는 다른 현대 예술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하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연극이나 해체적 연극의 특성과 동반하여 21세기의 주요 

연극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퍼포먼스의 한 장르인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는 말 그

대로 대사 없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비언어적 표현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장르이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극 구성에서 벗어나 비언어

적 표현수단 중에서도 신체적 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연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대 공연예술의 급진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

을 시도하고 있다(김은향, 2000).

  ‘넌버벌 퍼포먼스’는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국

내 공연 및 관광 산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로서 이원현(2005)이 <난타>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에 국내에서 다양한 정의들이 시도

되었다(김승태, 2004; 김선호 2006; 신재은, 2009; 전승현, 2010; 이지은, 201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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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2012; 원종원, 2013). 이를 종합해보면 넌버벌 퍼포먼스는 ‘대사가 없이 

몸짓, 소리, 음악 등 여러 형태의 비언어적 표현수단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장

르’라고 할 수 있다.

  넌버벌 퍼포먼스가 생성되고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60~70년대의 미국과 유럽

의 연극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극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능

동적인 관객 참여’의 중요성과 ‘새로운 무대 공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

서 공연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연극의 제작관점 및 방법을 바꾸었다. 특

히 과거엔 관찰자로서 소극적 역할을 하던 관객이 현대에 이르러 점차 적극적

인 참여자로 변화하였으며,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려는 공연들이 제

작되면서 넌버벌 퍼포먼스는 하나의 장르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급진적인 실험연극의 발생은 피터 브룩(Peter Brook)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기존의 대사 위주로 진행되는 공연에서 <올가스트>

(1971), <새들의 회의>(1972) 등을 통해 관객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

였다. 이렇게 텍스트 중심적인 공연 체계를 벗어나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이루려

는 시도는 현대 퍼포먼스 중에서도 넌버벌 퍼포먼스의 방향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터 브룩의 ‘보편적 연극 커뮤니케이션’의 시도는 현대 공연

예술의 변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메시지의 전달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

는 것을 말하며 둘 이상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미 있는 정보교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연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란 공연을 생산하는 주체와 수용하는 주

체 사이의 의사소통, 다시 말해 공연 그 자체와 그것을 수용하는 관객을 포괄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활용하는 비언어적 표

현수단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정진경, 2011). 현대 공연예술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대 공연예술의 변화 양상은 한국의 공연예술에도 큰 영향을 주어 1990년대 

초부터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난타>, <점프> 등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어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무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인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 

특히 <점프>라고 할 수 있다. 본 공연은 무술을 공연의 소재로 활용하여 <난

타>, <UFO>,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연 <점프>는 태권도와 택견을 기반으로 무술을 신체적 언어로 활용한 공연

이다.2) 본 공연의 특징은 무술 동작의 단순한 반복이나 드라마적 구성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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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넌버벌 퍼

포먼스의 특징인 비언어적 진행의 특성과 고난이도의 무술 동작들을 신체적 언

어로 구현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예술의 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무(武)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다

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용적 목적을 추구하는 ‘술(術)’의 단계에

서 기술의 추구 또는 기술의 극치를 추구하는 ‘예(藝)’의 단계로, 그 기술을 

통한 철학적 정신의 추구 및 수련의 목적인 교육적 차원의 ‘도(道)’의 단계로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나영일, 1994). 이 중 무술은 구체적으로 기술의 중요성과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룡 외, 2001). 이것은 기존

에는 시범이나 대련 등을 통해서 실용적·실전적 효용성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현대에 들어선 공연의 범주로 활용되면서 그것의 움직임으로 많은 부분을 표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박지영 외, 2006).

  공연의 범주로 구성되는 무술은 크게 창작·시범·재현공연의 형태로 제작되

고 있다. 여기서 창작 무술공연의 경우에는 무술을 기존의 공연예술의 제작 요

소로 흡수한 형태를 말하며, 시범·재현 무술공연은 공연 구성에 있어 서로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술에 대한 이해, 교육, 홍보 등을 위해 무술의 시연을 목

적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범·재현 무술공연이 ‘술(術)’의 개념

을 충족시키는 형태라면 공연예술의 급진적 변화 양상 속에 흡수된 무술은 기

존의 것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연 <점프>는 

이러한 창작 무술공연의 개념을 지니는 대표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넌버벌 퍼포먼스가 현대 공연예술의 주요 흐름이라는 점과 공연 

<점프>가 창작 무술공연으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통해 넌버벌 퍼포먼스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무술을 활용

한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인 <점프>, 그리고 기타 창작 무술공연에 대한 연

구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넌버벌 퍼포먼스의 등장에는 관객 참여 요소로 인한 

작가와 관객과의 관계 변화와 신체적 언어의 등장을 통한 작가와 공연의 관계 

변화를 뿌리에 두고 있다는 점을 통해 그것을 공연 커뮤니케이션의 3대 요소인 

‘작가 – 공연 - 관객’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넌버벌 퍼포먼스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공연 자체

만을 주제로 그것을 구성하는 공연요소들을 분석하면서 기존 공연 형태에서의 

탈피, 관객 참여, 무대 음악·미술 등의 특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넌버벌 퍼포먼스의 생성 계기인 연극 운동을 이끌었던 피터 브룩(Peter 

2) 점프 홈페이지. http://www.yegam.com/jump/kor/



- 4 -

Brook)이 강조한 ‘능동적 관객 참여’와 ‘새로운 무대 공간’에 대한 내용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넌버벌 퍼포먼스의 중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언어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일부 연구들에서도 그것을 공연을 구성하

는 요소 중에 하나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 수단에 대해 정의하고 분류한 연구들(Ruech & Kees, 1956; Harrison, 19

74; Knapp, 1980; Dodd, 1995)을 살펴보면 신체적 언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의 중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언어가 공연의 중심적인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신체적 언어 중에서도 무술을 활용한 공연인 <점프>에 대한 연구

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연의 성공요인 및 전략 등과 같은 마케팅 관련 연

구만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무술과 관련된 기타 창작공연들의 연구들에서도 

무술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나 공연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무술

의 독창적·역동적인 움직임 정도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

인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힘

들 것이다. 무술이 공연예술의 변화에 합류하면서 퍼포먼스적 발전을 이뤘다면 

그것이 기존의 목적과 특징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넌버벌 퍼포먼스에 관한 연구들은 그것

의 기존 특징에 대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의 중심소재인 신체

적 언어, 특히 공연 <점프>에서의 무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었

다. 이처럼 공연 자체와 그것의 중심소재인 신체적 언어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작가와 관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무

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없

이 그것의 발화자인 작가와 청자인 관객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본 연구자는 기존의 넌버벌 퍼포먼스에 대한 표면적

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메시지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과 이해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인 <점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공연을 구성하는 발화자인 작가를 중심으로 그가 관객 및 공연과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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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 매커니즘으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

였다. 이를 위해 비언어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점프>라는 텍스트 속에서 작가가 

관객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와 신체적 언어가 텍스트 내부를 구성함

으로써 작가와 공연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넌버벌 

퍼포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와 관객의 관계에 변화를 준 관객 참여요소와 

신체적 언어가 공연의 내부 구성요소로 대체되며 작가와 공연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위 두 가지 목적은 결론적으로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작가가 공연 속에서 어떠한 주체 내·외적인 위상으로 관객 및 공연과 관

계 맺고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 더불어 신체적 언어로 활용되고 있는 무술이 

현대 공연예술의 한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기존의 공연 형태에서와 어떠한 차이

와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자는 위의 두 목적을 위해서 자크 라캉(Jaque Lacan)의 개념을 적용할 

것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

서 주체는 무의식과 언어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의

식은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그 본질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라캉의 개념으로 보면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텍스트는 작가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언어로 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그 구조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공연 속에서의 작가에 대해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적 구조로 정의하면서 주체 간의 상호관계를 

‘L도식’을 통해 압축적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언술행위의 주체(말하는 주

체)가 상징계(언어)적 지배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꽉 찬 말’로, 상상

계(상상적 이미지)적 지배 속에서 그 주체가 소외되는 말을 ‘텅 빈 말’로 규

정하였다. 또한 라캉은 주체 상호 간의 의미 전달 과정에 있어서 ‘사후작용’

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주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 시간이라고 주

장하면서 말을 통해 주체가 형성되면 그 주체가 거꾸로 과거에 주입되면서 의

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라캉의 사후작용 개념을 통해서 본 

연구의 대상인 공연 <점프>라는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여 그 무의식의 구조물

의 주인인 작가가 언술행위의 주체로서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관계하고 있는

지 고찰하려고 한다.

  L도식은 주체 상호관계 뿐 아니라 주체의 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라캉은 인간의 무의식은 구조화 되어있고 인간의 의식은 은유와 환유로 구조화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무의식이라는 구조물은 은유와 환유의 규칙에 따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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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가가 그의 무의식적 욕망을 의식적으로 끌

어들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은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공연 <점프>에

서 은유적 신체언어를 도출하고 그것의 언어적 기능을 파악하여 욕망의 주체인 

작가가 무의식의 구조물 속에서 언술 주체로서 어떠한 위상으로 공연과 관계하

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더불어 분석과정에서 본 공연의 중심소재인 무술이 작가의 욕망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은유적 신체언어로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작공연 형태에서 신체적 언어로 활용되는 무술이 그것의 시연에 목적을 

두는 시범·재현공연 형태에서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 고찰할 것이다.

3. 연구 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통해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캉의 ‘사후작용’ 개념을 통해 분석한 <점프>에서의 작가는 언술행위

      주체로서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라캉의 ‘은유’ 개념을 통해 분석한 <점프>에서의 작가는 은유적 신체언어

      를 통해 어떠한 위상으로 공연과 관계하며, 그 중에서 무술은 기존 무술공

      연에서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가?

  위의 두 연구문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라캉이 L도식을 통해서 말한 주체의 외

적 구조로서의 ‘주체’와 은유를 통해 욕망을 발산하는 내적 구조로서의 ‘자

아’가 어떠한 위상으로 의사전달 매커니즘을 형성하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창작공연에서의 무술이 기존 무술공연에서와 어떠한 차이점과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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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위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라캉의 주체 개념

을 활용하여 공연 <점프>에 대한 두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는 공연 <점프>의 텍스트 구조를 라캉의 ‘사후작용’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언술행위 주체로서의 작가가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상호 관계를 맺

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분석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라캉의 ‘L도식’

은 다음 <그림.Ⅰ-1>과 같다.

<그림.Ⅰ-1> 라캉의 L도식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적 구조로 정의하면서 위의 도식을 통해 주체 상호 간

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위의 도식에서 S는 주체, A는 대타자(언어)를 상징한다. 

그리고 a＇ 는 주체에게 다가오는 소타자(상상적 이미지), a는 자아를 의미한다. 

라캉은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관계가 순수하게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 매개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소타자 a＇(상상적 이미지)가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자아 a와 맺고 있는 상상적 관계로 인해 대타자 A(언

어)가 주체 S에게 다가오는 과정에서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재한다고 말하

였다. 여기서 라캉은 언술행위의 주체가 상징계(언어)적 지배 속에서 진실을 드

러내는 말을 ‘꽉 찬 말’로, 상상계(상상적 이미지)적 지배 속에서 그 주체가 

소외되는 말을 ‘텅 빈 말’로 규정하였다.

  또한 라캉은 의미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사후작용’을 강조하면서 주체 형

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 → 현재 → 미래’로 이어지는 물리적인 시간

이 아닌 논리적 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라캉은 이것을 ‘논리적 시간개념’으

로 공식화 시키는데, 이것은 ‘결론의 순간 → 이해의 순간 → 응시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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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물리적 시간으로는 가장 늦은 결론의 순간에 주체가 형성되어 거꾸로 

이해의 순간과 응시의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라캉은 언

어나 말에 있어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기의를 기표에 고정시키는 ‘고정점’

을 통해 의미화 작용이 가능한데, 형성된 의미를 확정하는 결론의 순간은 의미 

추론의 종결이자 판단의 확정인 ‘구두점 찍기’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라캉의 입장에서 본다면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신체적 언어들을 통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부에 고정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그 의미는 구두점 찍기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

해 우선 비언어극인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에서 고정점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

하는지 탐색하여 1~4막을 장면별로 분류하고 각 장면의 의미를 구두점 찍기를 

통하여 결론을 내린 후 논리적 시간개념의 틀 속에서 그것을 서술할 것이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Ⅰ-2>와 같다.

<그림.Ⅰ-2> 라캉의 사후작용 개념에 따른 공연 <점프> 분석

  위와 같이 공연 <점프>의 고정점 탐색을 통해 장면별로 분류하고, 구두점 찍

기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공

연 <점프>라는 텍스트의 구조를 읽어내어 그 무의식의 구조물의 주인인 작가가 

언술행위의 주체로서 관객과의 주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

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함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분석 전에 각 막의 개요를 

제시하고 장면(#)별로 그 분석 내용을 논리적 시간개념의 틀 속에서 제시할 것

이다.

  두 번째로 공연 <점프>를 대상으로 라캉의 은유 개념을 적용하여 언술 주체

로서의 작가의 위상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여기서 은유란 기존의 기표를 새로

운 기표로 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어로 구성된 작가의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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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물을 운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로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을 기표에 대한 

‘선택’과 ‘대체’를 통해 의식적으로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라캉은 이 은유

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였다.

f (S＇/ S)S ≌ S (+) s

  이 은유공식은 기존의 기표(S)가 다른 기표에 대한 선택과 대체를 통해 의미

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돌파하여 의미(s)를 생산하고 동시에 의미화 된 새로운 

기표(S＇)로 탄생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캉의 은유 개념을 통해 보면 표면적으론 넌버벌 퍼포먼스에 등장하는 신체

적 언어들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표를 대체한 것으로 모두 은유의 작용

을 거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체적 언어는 이미 우리가 학습적 혹은 자

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존재한다. Ross Buck(2000)은 이것을 상징적 커뮤

니케이션과 자연발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연 

<점프>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소거하여 은유의 작용을 거쳐 탄생된 은유적 신체

언어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언어적 기능을 knapp(1980)

의 신체적 언어 분류를 기준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림.Ⅰ-3> Knapp(1980)의 신체적 언어 분류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선 공연 <점프>를 대상으로 상징적·자연발생적 성격을 

지니는 신체적 언어를 소거하여 은유적 신체언어를 도출하고 그것이 언어적으

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는 조각들인 은유적 신체언어들이 작가의 무의식의 구조물 속에서 어떠한 기능

을 하는지 파악하여 본 공연 속에서 언술 주체로서의 작가의 위상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또한 본 공연에서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무술이 작가의 

욕망과 관계하는 은유적 신체언어로 기능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기존 무술공

연 형태에서와 어떠한 차이점과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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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고찰

 1) 넌버벌 퍼포먼스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자는 우선 넌버벌 퍼포먼스와 신체적 언어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공연 커뮤니케이션의 3대 요소인 ‘작가 – 공연 – 관객’의 틀로 분류하여 기

존 연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모두 공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공연 요

소 및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공연 요소의 분류에 

대해 정의한 Harrison(1974)의 기준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였다.

  Harrison(1973)의 공연 구성요소에 관한 분류는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의사 

언어코드인 행위적 코드(performance codes), 의상, 소품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

성되는 인공적 코드(artificial codes), 공연의 플롯과 같은 시·공간적 상황을 의

미하는 상황적 코드(contextual codes),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보 선택 방법인 

매개적 코드(mediatory codes)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준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들

을 각 요소별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행위적 코드에 

해당하는 신체적 언어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첫 번째로 상황적 코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이지연(2008)은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인 <난타>와 <점프>를 비교분석 하였는데, 공연 커뮤니케

이션의 측면에서 권위적이었던 기존의 공연 양상을 벗어나 관객과의 소통을 가

능하게 한 표현양식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휘(2

007)는 <난타>와 <점프>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두 작품

의 성공요인을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발굴했다는 점과 일상에

서 벌어지는 희로애락을 코믹 드라마로 표현했다는 점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인공적 코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김이진(2009)은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영상 활용은 공연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퍼포

먼스의 내러티브 표현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정교한 영상과 인간의 커뮤니케이

션 감각이 일체화를 이루면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강은해(2004)는 비언어 타악극으로 갈래를 구축한 <난타>와 <도깨비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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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전통을 회고하여 한국문화 속 두드림의 전통이 자생한 흔적들을 재

구하였다. 그는 <난타>와 <도깨비스톰>에 등장하는 두드림은 언어 이상의 의미

를 표현하는 초언어로 규정하면서 한국인들은 부여의 영고에서부터 불교의 범

종, 농악의 풍물, 사물놀이, 여인들의 다듬이, 지게꾼의 지게목발, 젓가락 장단에 

이르기까지 두드림의 리듬을 형성해 왔다고 말하였다.

  세 번째로 다양한 코드들을 복합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유미애(2011)는 공연 <난타>의 주요 관객층인 아시아 관객이 공연에서 어떻게 

상호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 넌버벌 퍼포먼스의 발전 방향을 탐

구하였다. 그 결과 <난타>의 콘텐츠는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비언어 소통수단, 

관객 참여 장치(상황적 코드), 코믹한 스토리(매개적 코드) 등을 통하여 관객과 

보편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는 점과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말하였다. 이는 상황적 코드를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정(2013)은 현재 상설공연 중인 <난타>, <점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

나>, <비밥>의 공연요소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국내 넌버벌 퍼포먼스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결과, 단순하고 간단한 플롯과 다양한 캐릭터(매개

적 코드), 핵심기예와 드라마에 어울리는 무대미술과 다양한 음악의 활용(인공

적 코드), 공연의 흥미유발과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관객 참여(상황적 

코드) 유도가 공연의 주된 요소로 분석되었다.

  김미혜(2005)는 대표적인 국내 넌버벌 퍼포먼스인 <난타>의 특징적인 요소들

을 퍼포먼스 공연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난타>의 일반적인 연극과의 차

이점을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상황적 코드), 단순한 이야기 구조와 단순하고 전

형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장인물(매개적 코드)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연 커뮤니케

이션 측면에서 행위 자체와 우연성과 즉흥성 등을 강조하였다.

  전시교(2003)은 기존 퍼포먼스 연구를 한층 심화하여 개념적 분석(텍스트 특

성, 관객 특성), 사례분석(탈 텍스트 중심주의적 특징, 능동적 관객 참여 특징), 

실증분석 방법(성공요인, 활성화방안 등)을 종합한 통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퍼포먼스의 특성인 관객참여의 적극성(상황적 코드), 무대장치의 우수

성(인공적 코드)에 대해 일반관객, 전문가 모두 높은 인식수준을 보여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 관객의 인식 수준이 전문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위의 세 연구 모두 상황적 코드, 인공적 코드, 매개적 코드를 복합적으로 다

루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행위적 코드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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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2007)은 2006년 공연된 <맥베드>, <리어카, 뒤집어지다>, <안경, 잡지, 

식욕>의 세 연극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음성 언어기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의도

적으로 제한하는 연극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의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 

<맥베드>에서의 배우들의 몸짓(행위적 코드)과 의성어, 북소리(인공적 코드)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들은 원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며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강요한다고 보았고, <리어카, 뒤집어지다>는 언어기호가 사라진 무대 위에서 오

브제(인공적 코드)와 그와 일체화된 배우의 몸짓(행위적 코드)이 극화(劇化)된다

고 말하였다. 또한 <안경, 잡지, 식욕>은 시대상을 지시하는 사실적 오브제들과 

배우들의 전형적 복장과 연기(인공적 코드)를 통해서 의미작용이 가능하다고 말

하였다.

  이원현(2005)은 한국 넌버벌 퍼포먼스 작품의 활용도와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치밀한 작품분석과 효과적인 전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한국의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UFO>가 지니고 있는 마당극의 실험적 

특성들을 찾아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의 넌버벌 퍼포먼스가 언어중심의 

공연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인 음악(인공적 코드)과 춤(행위적 코드)을 활

용한 ‘열린 대화의 체계’로 전환을 이룬다는 사실과 관객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실험적 방법들로 기존의 재현적 공연형태로부터 이탈하고 있음

을 확인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원현(2009)의 후속연구에서는 90년대 초 생성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대중화에 성공하고 있는 한국 넌버벌 퍼포먼스의 본질과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그는 한국 넌버벌 퍼포먼스가 제스처 동작(행위적 코드), 사운드(인공적 코

드) 등을 통해 비언어적 연극을 강조하고 배우와 관객 간의 공간적 관계(상황적 

코드)와 연극 환경에 대한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관객의 능동적 참여(상황적 코드), 무대음악이

나 미술(인공적 코드), 공연의 플롯과 캐릭터(매개적 코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넌버벌 퍼포먼스의 생성 계기

인 연극 운동을 이끌었던 피터 브룩(Peter Brook)이 강조한 ‘능동적인 관객참

여’, ‘새로운 무대 공간’에 대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행위적 코드, 즉 신체적 언어에 관한 연구들도 

대부분 그것을 극을 구성하는 여러 코드 중에 하나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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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연 <점프>에 관한 연구

  넌버벌 퍼포먼스 자체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은 넌버벌 퍼포먼스가 내재하고 

있는 기존 특징들에 대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공연의 중심 

요소인 신체적 언어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이자 무술을 활용한 공연인 <점프>에 대해 어

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연구들이 공연의 성공요인과 전략에 대한 분

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염광록(2008)은 공연 <점프>의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해외 마케팅 성공사례를 분석하였고, 허봉수(2012)는 공연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핵심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성모(2010)는 흥행성공의 요소를 제작, 배급, 

마케팅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요소들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공연 <점프>

에 관한 연구들은 흥행성공요인에 대한 분석만이 이루어졌을 뿐 공연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연구들

도 있었지만(이수정, 2013; 홍승진, 2013; 박원상, 2012; 곽택영, 2012; 전승현, 20

10; 이지연, 2008) 모두 공연의 연혁이나 개요 등만을 다루고 있을 뿐 공연에 대

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위의 연구들과 같이 공연 <점프>가 국내·외적으로 큰 성공을 지속하면서 공

연의 마케팅 전략, 성공요인 등에 대한 연구들만이 진행되었고 공연 자체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무술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연구

  넌버벌 퍼포먼스와 신체적 언어, 공연 <점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

듯이 넌버벌 퍼포먼스 자체와 신체적 언어, 특히 무술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미

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무술을 활용한 창

작공연들에 관한 연구들에선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원상(2012)은 공연예술로 표현되는 동양무예의 예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

해 수련(修練)을 통한 동양무예의 신체움직임 보다 한 차원 높은 아름다움의 예

술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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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연의 스토리(story)를 통하여 공연예술로서의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둘째, 스토리와 캐릭터의 조화로 관객을 위한 소재를 구성할 수 있었다. 

셋째, 동양무예를 통한 독창적인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었다. 넷째, 심신수련의 

목적이 아닌 신체움직임을 미화하는 데 그 목적에 차이가 있다. 다섯째, 동양무

예의 독창적인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선 자기관리와 신체훈련이 중요하다. 여

섯째, 동양무예 지도자가 배우로서 활동하는 등 직업의 폭이 넓어졌다. 일곱째, 

동양무예의 예술성은 배우의 내적감정과 함께 표현될 때 그 예술적 가치를 인

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동양무예의 본질인 격투의 성격을 지양하고 내

적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을 지향해야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동양무예가 공연예술로서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은경(2013)은 무술을 활용한 비언어적 종합예술공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무술의 예술성과 공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하다. 둘째, 국내 무술공연의 제작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제작비용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무술공연의 무분별한 타 장르의 

수용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넷째, 무술공연의 공연예술로서

의 장르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제되고 정화된 순수 무술의 가치에 집중

하여 제작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처럼 무술을 활용한 비언어적 종합예술공연이 

작품 자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독창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오상묵(2012)은 공연예술에서의 무술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하여 그것이 공

연예술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무술을 활용한 공연은 공연예술의 특성인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연예술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소재, 장소, 실

현자, 관객과의 결합을 통해 공연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무술은 미학적이

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공연예술로서의 무술은 

본래의 성격인 실전성 보다는 심미성, 역동성, 세련성 등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을 한다. 넷째, 무술만의 독창적인 움직임과 표현들이 공연예술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대의 무술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며 새

로운 콘텐츠로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곽택용(2012)은 태권도 시범의 구성요소를 체계화하여 태권도 시범이 가지고 

있는 미적 표현의 예술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외 퍼포먼스의 공연 사례와 국

내 태권도 소재 공연 사례 분석을 통해 태권도 시범의 공연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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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로 첫째, 체계화된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태권도 시범이 기술 시연을 

넘어서 스토리를 포함한 퍼포먼스적 발전을 통해 예술의 승화 단계까지 발전하

였다. 둘째, 배우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상호적으로 소통한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역동적인 기술 동작과 인간 한계성에 대한 도전을 통하

여 태권도의 정수를 표현하는 예술적 표현을 이루었다. 넷째, 태권도가 무술로

서의 가치 뿐 아니라 공연예술화를 통해 경제적 수입 증대를 가져왔으며 세계

적인 문화 브랜드로 발전하였다. 다섯째, 태권도를 소재로 한 <점프>는 해외 공

연을 통하여 문화 산업의 선두적인 역할과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여섯

째, 태권도의 우수성과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를 부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연예술로서의 태권도 시범의 산업

적 가치와 미적표현, 공연화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지은(2010)은 태권도를 활용한 넌버벌 퍼포먼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와 발

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연의 유형들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태권도는 문화콘텐츠의 창작 소재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며 무한한 고

부가가치를 내재한 한국문화의 원형이다. 둘째, 태권도를 활용한 공연은 한국의 

가치관, 문화, 정서 등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한다. 셋째, 태권도를 통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

의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태권도를 활용한 넌버벌 퍼포먼스가 세계

적 수준의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공연포맷

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태권도를 소

재로 한 타 장르의 문화산업 분야의 분석을 통해 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안창범(2010)은 태권도를 활용한 공연이 상설공연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4단계 비교방법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를 활용한 공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작품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중성과 흥행성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둘째, 무대, 음향, 조명, 효과 등을 활

용하는 타 공연들과 달리 시범 위주의 공연으로 구성되고 있다. 셋째, 출연자들

에 대한 지원체계와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여 상설공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

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대중을 감동시키는 장치(줄거리, 표현)들을 개발하

여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태권도를 활용한 공연이 대

중적이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강조된 공연 상품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해야할 것

이며, 상설공연으로의 정착을 위해 태권도의 가치문화를 인지시키고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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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본 연구자는 무술을 활용한 창작공연에 대해 어떠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진 않

고 있었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무술을 활용한 공연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김은경, 2013; 곽태용, 2012; 이지은, 2010; 안창범, 2010). 또한 무술의 예

술적 가치에 다룬 연구(박원상, 2012; 오상묵, 2012)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무술이 

지니고 있는 독창적인 움직임과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공연 속

에서 신체적 언어로서 무술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구성 및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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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공연예술로서의 넌버벌 퍼포먼스의 개념

 1) 넌버벌 퍼포먼스의 생성과 발전

  이원현(2009)에 의하면 서구 지배 문화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던 1960~70년대 

미국과 유럽의 연극운동은 기존 연극에서의 관객이 허구적인 환영과 사건에 몰

입하게 되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관객 참여’의 중요성과 ‘새

로운 무대 공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 이념은 새

로운 형식의 연극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들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과 연극의 기

원으로 회귀하여 그 뿌리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의해 몸짓, 음악 등을 통한 비언어적 연극의 강조와 즉흥연기나 시나리

오에 대한 의존, 제의나 의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배우와 관객 간의 공간적 관

계 및 연극 환경에 대한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그로토프스키(Jerzy Grotowski)와 피터 브룩(Peter Brook) 그리고 미국의 1960~

70년대 급진적 실험연극인들, 리챠드 포먼(Richard Foreman)과 로버트 윌슨(Rob

ert Wilson) 그리고 피나 바우쉬(Pina Bausch) 등과 같은 공연 제작자 역시 기존 

대사 중심의 연극형태를 벗어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대화방식을 제시

하였다. 그중에서도 피터 브룩은 국가, 문화, 종족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커뮤니

케이션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리어왕>의 외국 순회공연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관객들을 보며 인류 공통의 의사소통 수단인 신체 움직임과 소리

를 활용한 새로운 연극 형태를 추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1971년

에 <올가스트> 공연을 제작하여 신화적 내용의 신체언어와 소리를 활용한 실험

을 시도하였고, 1972년에는 <새들의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오지의 주민들과 연

극적 표현을 교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사 중심적 공연 체계에서 벗어나 관

객과의 소통을 이루려는 시도는 현대 공연예술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

는 ‘퍼포먼스(Performance)’ 중에서도 감각의 탐닉과 유희성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는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의 방향성과 매우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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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버벌 퍼포먼스는 비언어적 표현수단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제거하였기 때

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

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텍스트가 중심이었던 공연을 지양하고, 음

악이나 춤, 서커스 등의 장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관객의 흥미를 더하고 

있으며 관객 참여를 위한 즉흥적이고 실험적인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는 없지만 극을 구성하는 플롯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르 간 경계의 해체

를 통해 다른 예술 장르들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김이진, 2009).

  넌버벌 퍼포먼스는 영국의 <스텀프(Stomp)>, 미국의 <튜브스(Tubes)>, 호주의 

<탭 덕스(Tap Dogs)> 등의 연이은 흥행으로 한국의 공연예술 변화에도 큰 영향

을 미쳐 1997년 주방을 무대로 한 최초의 넌버벌 퍼포먼스인 <난타>를 비롯하

여 태권도와 태껸을 기반으로 한 코믹 무술 퍼포먼스 <점프>, 그리고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마리오네트> 등의 작품들이 제작되어 국·내외 공연을 활발

하게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넌버벌 페스티벌인 ‘코리아 인 모션’, 

‘하이 서울 페스티벌’과 더불어 넌버벌 전용극장이 국내 곳곳에 세워지면서 

넌버벌 퍼포먼스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넌버벌 퍼포먼스의 정의 및 특징

  ① 넌버벌 퍼포먼스의 정의

  문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의 흐름 속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 장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이다.

  넌버벌 퍼포먼스는 대사 없이 공연이 진행되는 것이 주요 특징인 퍼포먼스의 

한 장르이다. ‘퍼포먼스(Performance)’라는 용어는 예술장르를 비롯하여 축제

와 스포츠 경기, 정치적인 집회·시위 등에서 ‘각종 구경거리’라는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퍼포먼스의 어원은 라틴어 perfuntio 또는 funtus(onis, fungi)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접두어 per는 공간적·시간적인 측면, 어떠한 일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도구적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퍼포먼스가 일정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예술 형식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시간의 추이에 따른 사건의 과정을 중시하는 시공간 예술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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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윤진섭, 1988).

  퍼포먼스는 공통적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해프닝, 이벤

트, 총체 연극, 복합 매체 예술 등과 같은 퍼포먼스적 예술 형식들도 과정적 성

향이 짙은데, 결과를 중시하는 전통적 의미의 예술과는 다른 현대 예술의 주된 

특징이기도하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공연예술은 그것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변

화에 따라 그 양식과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르네상스시대부터 2

0세기 초까지 세상과 인간 삶의 모습을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연극 형태

에 대해 거부하는 현대 실험 연극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현대의 정보기술 

및 영상 문화의 발전으로 그 변화와 급진적 시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이원현, 2

009).

  퍼포먼스의 한 장르인 넌버벌 퍼포먼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국내 공연 및 관광 산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다(이수정, 2013). 또한 넌

버벌 퍼포먼스의 개념은 이원현(2005)이 ‘아무런 대사 없이 리듬과 비트만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공연 장르’로 국내 넌버벌 퍼포먼스의 시초격인 <난타>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정의 내려졌다. 그 이후로도 국내에서 넌버벌 퍼포먼스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은 아무런 대사 없이 리듬과 비트로만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와 특정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공연 예술이다(김승

태, 2004)’

  ‘비언어극이란 Non-Verbal Performance로 1990년대 초에 생성된 아무런 대

사 없이 리듬과 비트로만 구성된 장르를 말한다(김선호, 2006).’

  ‘비언어극 즉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는 대사가 아닌 몸

짓과 리듬, 비트와 같은 소리만으로 구성된 극이다(신재은, 2009).’ 

  ‘넌버벌 퍼포먼스는 대사 없이 세계 공통 언어인 움직임과 소리, 음악만으로 

극 전체가 이루어져 있어 언어장벽 없이 세계인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장르이다(전승현, 2010).’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란 일반적으로 비언어극, 즉 대사

를 제외하고 몸짓, 소리, 음악 등만을 포함한 종합적인 무대요소로 구성되어 있

는 공연 장르를 말한다(이지은, 2010).’

  ‘넌버벌 퍼포먼스는 대사를 제외한 몸짓, 소리, 음악 등의 종합적인 무대요

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연 장르를 말한다(김준모, 2012).’

  ‘넌버벌 퍼포먼스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여 극을 꾸미는 일

련의 무대 콘텐츠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가급적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 상징

과 표현, 몸짓과 소리, 음악 등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공연들을 말한다(원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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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위와 같이 국내에서 넌버벌 퍼포먼스에 대해 많은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 

정작 넌버벌 퍼포먼스가 시작된 외국의 경우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개념은 사용

하고 있지 않고 ‘physical theater’, ‘show’, ‘performance art’ 등의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용어의 범위는 극의 중심을 이

루는 표현수단이 언어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 즉 용어의 범

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내에서 진행된 넌버벌 퍼포먼스에 대한 정

의들을 종합해보면 ‘대사 없이 몸짓, 소리, 음악 등 여러 형태의 비언어적 표

현수단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② 넌버벌 퍼포먼스의 특징

   가. 총체성

  넌버벌 퍼포먼스는 다양한 예술장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예술로서의 범

주를 확장시켰다. 다시 말해 시·청각 수단들인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등의 여

러 예술장르들을 공연요소로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종합예술성을 띠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넌버벌 퍼포먼스는 다양한 장르의 수용과 발전을 통해 예술로서의 범

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한 예술장르가 

수용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이지연, 2008). 이는 각 분야

별 예술 장르가 독립적인 속성을 유지하면서 융합되는 ‘총체성(Totality)’을 

지향한다.

  총체성이란 20세기부터 시작된 예술 형태의 변화를 대변하는 용어로서 퍼포

먼스는 현대의 예술 중에서도 총체예술을 지향하며 제의와 분화되기 이전 상태

의 원시종합예술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제의에 기반

을 둔 현대적인 실험연극이나 특정 퍼포먼스는 원시종합예술의 형태를 동경하

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지연, 2008).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인 몸짓과 소리 등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넌

버벌 퍼포먼스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예술장르의 수용을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독립된 예술분야의 결합으로 초점을 맞춘 장르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넌버벌 퍼포먼스는 기존의 예술 장르와

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며 하나의 장르로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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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탈 텍스트

  넌버벌 퍼포먼스는 비언어적 소통수단인 움직임과 소리 등으로 극을 구성하

는 탈 텍스트적 특징을 갖는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공연 제작

자들이 전통적인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과 각색 등을 추구하며 등장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장르의 해체로 신체를 활용한 퍼포먼스가 등장하였으며 공연예술의 

탈장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넌버벌 퍼포먼스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무용, 음악, 서커스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관객과의 의사소

통 수단으로 수용하여 공연자와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관객의 능동적인 공연 참여 형태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것은 관객에 의해서 공

연이 재해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실험극에서 나타나는 공연 텍스트의 개념은 포스트모

던시대의 열린 개념을 받아들인 희곡의 전통적인 관습과 원리를 해체시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희곡의 구조적 토대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어

적 기능마저 거부하는 양상으로서 탈 텍스트 중심주의적 특성을 지니며 

기존 텍스트의 해체 및 재구성, 또는 연출가나 공연집단이 직접 작품을 구

성하고 제작하여 공연하는 자율창조방법(autonomous creative method)을 

선택하고 있다(최치림, 2000).

  다시 말해 관객은 공연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공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공연자와 관객

이 분리된 기존 공연 형태가 아닌 관객으로 하여금 소극적인 감상의 차원을 벗

어나게 한 것이다. 즉 관객이 공연의 진행 속에서 공연자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넌버벌 퍼포먼스의 특징 중 하나인 탈 텍스트적 성격은 관

객의 적극적인 공연 참여를 유도하여 공연자와의 소통의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 신체의 움직임

  1960년대부터 퍼포먼스 제작자들은 신체를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연자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김재권, 1990). 이러한 

움직임은 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를 하나의 표현 매체로 삼아 그들

의 이념을 표출시키고자 한 것이다.

  탈 텍스트적인 특징은 신체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다양한 표현수단 중 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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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면서 공연자의 신체가 그 영역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각적인 이미

지를 통하여 전통적인 텍스트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표출하기 위함이었다.

  즉 이런 특성으로 인해 퍼포먼스 안에서의 시각적 이미지가 상승하고, 

무대 위에서의 배우들의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지며 그로 인해 생성되는 

많은 신체적 움직임의 표현들이 타 퍼포먼스에 비해 더 크고 다채롭게 구

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팔의 흔들림이 더 크게 보

이도록 두드리는 형식을 선택한다거나 얼굴 표정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

해 분장을 진하게 하는 등 시각적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텍

스트를 대신하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을 더 강조시키는 것이다(김이진, 200

9).

  즉 넌버벌 퍼포먼스는 신체 행위를 표현 매체로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극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며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색상이나 도구 등을 통해 

신체가 더욱 미학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의 신체 움직임에 예술

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이 신체적 움직임의 의미는 관객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매체이기 때문에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3) 공연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넌버벌 퍼포먼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체성과 탈 텍스트, 신체적 움직

임을 활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연 속에서 관객이 관찰자적인 

역할에서 적극적 참여자 역할로 발전하였으며 신체적 언어를 공연의 구성요소

로 대체하며 하나의 장르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단락에서는 이렇게 관객

이 적극적 참여 형태로 발전한 점을 통해 작가-공연-관객으로 구성된 공연 커

뮤니케이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공연(公演)은 무대라는 공간에서 관객에게 연극, 음악, 무용 등을 보이는 행위

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또한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공연예술(Per

forming Art)이라 총칭한다. 이는 공연자와 관객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진행되는 형태의 예술로써 공연예술에서 작가와 공연자가 관객에게 심미적․정신

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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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이 성립되려면 우선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작가와 객체가 되는 관

객, 그리고 이 주체와 객체가 만나는 무대(공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작가와 공

연, 관객이 공연 커뮤니케이션의 3대 요소로서 상호 간에 완벽한 교감과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인권, 2009).

<그림.Ⅱ-1> 공연 커뮤니케이션 구성

  위의 <그림Ⅱ-1>과 같이 예술 작품의 감상이란 작가와 관객이 공연을 통하여 

하나의 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생산하는 주체와 수용하는 주체 

사이의 의사소통, 즉 생산자인 작가와 수용자인 관객과의 소통을 공연 커뮤니케

이션이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메시지의 전달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의미

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즉 주체 상호 간의 의미 있는 정보교환과정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작가와 공연자에 의한 표현활동과 관객에 

의한 향수활동의 이중적 구조가 성립된다. 1차적으론 공연이 드러내는 의미, 정

서, 주제 등이 제시되지만 다음 단계에선 그것들이 관객에게 그대로 수용되거나 

재해석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강여주, 2006). 

<그림.Ⅱ-2> 작가-공연-관객 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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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Ⅱ-2>에서 공연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공연이 완

결되는 순간까지 모두 위와 같은 이중적 성격에 노출되는데, 이는 곧 작품이 해

석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서명수, 2005).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한 ‘의미’

란 공연이 근본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연은 작가의 세계, 공연의 

세계, 관객의 세계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4)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신체적 언어

  공연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공연자가 발화하는 언어기호와 연기로 표현되는 

동작기호, 무대와 그 안에 존재하는 각종 오브제들로 구성된 이미지기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오세정, 2007).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공연기호에 관한 대

부분의 연구들은 대사 중심의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진행되어 그 외 공연기호

들에 관한 연구가 미비했으나 최근 넌버벌 퍼포먼스와 같이 배우의 발화가 축

소된 공연형태의 등장으로 점차 비언어적 표현수단을 통한 관객과의 커뮤니케

이션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주로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언어의 상대적 의미로

써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았다. 특히 Manlandro과 Barker(1989)는 <그림

Ⅱ-3>의 커뮤니케이션 행렬표를 통해 언어를 기준으로 언어 행위와 비언어 행

위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였다.

언어 비언어

언어 언어/음성 행위 비언어/음성 행위

비음성 언어/비음성 행위 비언어/비음성 행위

<표.Ⅱ-1> Malandro ＆ Barker(1989)의 커뮤니케이션 행렬표

  일반적으로 언어기호를 배제하고 비언어기호만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메시지의 생산과 교환 과정에서 비언어기호는 대부분 언어 기호와 

함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작용한다(Ekman etl., 1969). 마찬가지로 공연에

서의 기호는 대사와 같은 언어기호, 무대나 특정 의미를 지니는 오브제들의 기

호, 공연자의 행위나 효과음과 관련된 기호, 문학․예술로서의 장르론적 기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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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히 많은 기호들로 구성된다(김영숙, 2004). 언어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호들을 활용하여 극적·미적 효과를 극대화는 넌버벌 퍼포먼스 같은 넌버벌 

씨어터와 무용 등의 신체를 중심으로 상연되는 피지컬 씨어터에서 선택되는 의

미작용의 방식이 존재할 것이다(오세정, 2007).

  Poyatos(1976)도 언어와 신체라는 두 가지 범주로 커뮤니케이션을 분류하였는

데, 구두-발성(자연언어)·비구두-발성(유사언어)·구두-비발성(기호언어)·비구

두-비발성(몸짓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그것이다. 여기서 비구두-비발성 커뮤니케

이션만이 비구두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비언어적 

표현수단은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만약 내

가 당신에게 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로 할 수 있다면 춤을 추는 데에는 

아무런 핵심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춤동작을 비롯한 비

언어 기호들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넘어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전달한다

(정진경, 2011).

  따라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란 ‘몸짓과 시·공간 등을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기 때문에 간과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므로 언어 커

뮤니케이션의 보조수단이 되기도 한다(홍기선, 1993).

  이러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체적 

언어의 기능과 분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uesch와 Kees(1956)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기호 언어(sign language), 

행위언어(actionlanguage), 사물 언어(objectlanguage)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신체적 언어는 기호화(signal)되지 않은 모든 신체 움직임으로서 일반

적인 자세나 태도 등을 말하며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과 말을 대신하

고 있다.

  Harrison(1974)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행위적 코드(performance codes), 

인공적 코드(artificialcodes), 상황적 코드(contextualcodes), 매개적 코드(mediator

y codes)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 신체적 언어를 의미하는 행위적 코드

는 얼굴 표정, 제스처, 몸의 접촉 등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행위와 목소리의 높

고 낮음, 웃음 등의 의사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Dodd(1995)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신체 언어(kinesics), 눈동자 언어(ocule

sics), 접촉 행위(haptics), 공간 언어(proxemics), 시간 언어(chronemics) 등의 다

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자세 등 신체나 신

체의 움직임에 의한 행위를 신체 언어(kinesics)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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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app(1980)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일곱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몸의 움직임 또는 신체적 행위, 신체적 특성, 신체접촉 행위, 의사 언어, 

공간적 행위, 인공물, 환경적 요인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몸의 움직임 또는 신체

적 행위를 상징행위(emblems), 설명행위(illustrators), 감정표현행위(affectdisplay), 

규제행위(regulators), 적응행위(adaptors)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분류하고 정의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신체적 언어를 가장 세밀하게 분류한 것이 Knapp

(1980)의 분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체적 언어의 분류에 대해 더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행위(emblems)는 1~2개의 단어나 구절로 정의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손으로 ‘V’자를 나타내는 것은 ‘승리’ 혹은 그

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또 손을 사용하여 ‘오라’ 혹은 ‘가라’는 신호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개 유사한 문화권 사이에서 통용되는 경우

가 많다. 이것은 보통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어를 대신

하여 사용된다.

  둘째, 설명행위(illustrators)는 언어로 전달된 내용과 직접적 관련을 갖고 사용

되는 비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의 세레모니나 관중들

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들의 경우는 언어적 표현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명행위가 언어적 표현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징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

이 있다.

  셋째, 감정표현행위(affect display)는 말 그대로 인간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얼굴표정이나 신체적 접촉행위를 말한다. 감정표현 행위는 언어적 표현의 반복

이나 그것과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 표현과 관련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규제행위(regulators)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

션에서 상호 간에 말하고 듣는 것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비언어적 행위를 말

한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는 행위는 ‘빨리 말하고 끝내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 악수나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행위와 같이 만

나거나 헤어질 때의 비언어적 행위는 커뮤니케이션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규

제행위에 해당된다.

  다섯째, 적응행위(adaptors)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이 성장과정이나 학

습을 통해 습득한 행위들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의 신체적 욕구나 감정 또는 사

회적 접촉 등을 위한 행위나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

위들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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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Knapp은 신체적 언어의 구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

었다. 그의 분류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신체적 언어, 특히 무술의 기

능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 <점프>

 1) 공연 <점프>의 개요 및 특징

  서구의 ‘마샬 아츠(Martial Arts) 퍼포먼스’를 표방하며 코믹적 요소, 무술, 

그리고 아크로바틱을 최대로 활용한 <점프>는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

껸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

바틱, 그리고 유쾌한 코미디를 결합한 공연이다.3) 본 공연은 <난타>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로서 그 작품성 및 흥행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전통무술에 코믹한 춤동작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져 서구 문화

권에서는 이색적인 동양의 무술과 음악을 조합한 신선한 문화상품으로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본 공연은 마샬아츠를 기반으로 춤, 아크로바틱이 절묘하게 결합된 퍼포먼스

이다. 여기서 마샬아츠의 의미는 말 그대로 무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최근까

지는 무도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해외 유명 

극단의 소재로 공연이 제작되면서 인간의 신체로 극의 많은 부분을 표현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점프>는 이러한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서 무술의 개념을 충족

시키는 한국 유일의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공연에서 선보이고 있는 마샬아츠는 다른 용어로 익스트림 마샬아츠(이하 

XMA)라고도 하는데 이는 미국의 배우인 차투란타붓(Michael Chaturantabut, 197

5~)이 처음으로 명명한 것으로서 쇼맨십을 강조하기 위해 무술과 아크로바틱 등

의 기술이 지니고 있는 요소를 혼합한 것이다(Yates etl., 2008). 이렇게 무술의 

요소에 다양한 형식의 움직임을 부가한 XMA는 트릭킹(tricking)이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고 맨손이나 무기를 활용한 무술과 역

동적인 춤, 계획된 음악과 함께 발현된다(Raymond, 2010).

3) 점프 공식 홈페이지. http://www.yegam.com/jump/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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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무술동작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프>의 색다른 특징은 무술 동작의 단

순한 반복이나 틀에 박힌 드라마적 구성 형식을 지양하는 퍼포먼스 공연이라는 

점이다. 또한 신체의 미적 극대화와 더불어 무술 동작을 코믹한 요소와 접목시

켜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공연은 어느 날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가족과 도둑 간의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로 자리 잡은 <점프>는 1999년부터 3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2002년 <별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을 시작하였으며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명을 <점프>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이수안, 2003). 이는 넌버벌(비언어) 형식의 공연으로서 태권도, 태껸을 비

롯한 동양무술이 총 망라된 마샬아츠(Martial Arts)와 고도의 아크로바틱 기술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2002년 시작된 <점프>는 서울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다가 2003년부

터 본격적으로 흥행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중국 북경 등에서 공연하면서 세계적인 퍼포먼스로 자리 잡

아 나갔으며 2006년부터는 그리스, 스페인, 인도, 일본, 홍콩 등 세계 여러 나라

를 순회하며 인지도를 넓혀갔으며 이후 서울 종로에 <점프> 전용극장을 개관하

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오프 브로드웨이 유니온스퀘어씨어터에서 공연하며 한

국 넌버벌 퍼포먼스로는 <난타> 이후 두 번째로 오프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작

품이 되었다. 이후에도 <점프>는 지속적인 세계 투어 공연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2) 공연 <점프>의 구성

  <점프>는 무술 합이 117단인 일가족의 좌충우돌 이야기다. 거실에 ‘평범하게 

살자’라고 걸려있는 가훈과는 달리 이 가족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평소에는 

지팡이에 의지하는 무술고수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3대가 각기 다른 무예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무술로 해결하는 별난 가족의 황당한 이야기로 90

분 간 박진감 넘치게 구성되어있다. 매일 아침 태껸을 수련하는 할아버지, 엄청

난 맷집을 지녔지만 부부싸움에선 늘 지는 태권도 고수인 아빠, 무술대회 3회 

연속 우승자 출신의 격파왕 엄마, 발레 같은 무술을 하려는 공주병 딸, 매일 술 

먹고 집 안을 어지르는 취권의 대가 노총각 삼촌과 손님으로 찾아온 총각 등이 

모여 사는 집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소동과 멋모르고 월담한 불쌍한 도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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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 승부 등이 시종일관 웃음과 박진감을 자아낸다.

  본 공연은 다음의 <표.Ⅱ-2>과 같이 총 4막으로 구성된다.4)

4) 점프 홈페이지. http://www.yegam.com/jump/kor/

1막

<오늘의 특별한 손님은?>

  매일 술에 취해 지내는 삼촌의 등장으로 깨끗하던 집안이 아침부터 엉망이 

된다. 그리고 늦잠을 잔 가족들이 외출준비로 분주한 사이 할아버지의 손님

인 총각이 찾아온다. 할아버지가 총각과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자 가족들은 

총각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데, 순하디 순해 보이는 그에겐 특별한 무엇인

가 있다.

2막

<오늘의 고수는 누구인지?>

  손님이 오셨어도 가족들은 늘 무술 수련시간을 엄수하는데 무술 고수 가족 

모두 각자의 빼어난 무술실력을 한껏 뽐내지만 이내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이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한방에 날려버릴 고수를 찾아 나선다. 고

수에게 혼이 난 가족들은 정신을 차리고 각자 화려한 무술을 선보인다.

3막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딸에게 첫눈에 반한 총각은 점점 딸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간다. 한편 

엄마는 우아한 탱고로 아빠에게 다가가지만 아빠는 영 받아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화가 난 엄마는 거부하는 아빠와 쫓고 쫓기며 무술대결로 처절

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4막

<별난 가족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가족들의 집에 도둑이 든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명의 어설픈 도둑이 무술

가족의 담벼락을 뛰어넘은 것이다. 도둑들은 이 집에서 훔칠 수 있는 건 아

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우여곡절의 한판 승부를 벌이며 탈출하

려고 하지만 온갖 봉변을 당하게 된다.

<표.Ⅱ-2> 공연 <점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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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술을 활용한 공연의 개념

 1) 무술을 활용한 공연의 정의

  공연예술은 문화산업의 하나로서 문화예술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문화의 민주

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연예술은 문화를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

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발전의 중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완성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대

중들의 문화향수권의 신장, 문화적 분위기의 확산 등을 위한 정부, 기업, 언론, 

기획사 등의 노력으로 이어져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으로의 적응을 위한 모색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향, 2000). 이에 따라 공연문화는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

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이 무술과의 접목으로 탄생된 무술

공연이다.

  무술공연이란 무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위와 삶의 영역을 무대라는 공간에

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무술, 무예, 무도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특색을 가지

고 정의되어 왔지만 그 개념은 보편적으로 실용적 목적을 추구하는 ‘술(術)’

의 단계에서 기술의 추구 또는 기술의 극치를 추구하는 ‘예(藝)’의 단계로, 

그 기술을 통한 철학적 정신의 추구와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차원의 

‘도(道)’의 단계로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나영일, 1994).

  여기서 무술은 기술의 중요성과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 격투 기술적 

가치를 본질로 강조하는 관점을 말한다(김창룡 외, 2001). 그리고 그 개념을 공

연예술과 접목하여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지영, 2006). 하지만 무(武)를 예술, 표현, 미의 측면과 연관시켜 무술의 개념

이 기술의 실전적 가치를 넘어 미적·예술적 경지를 추구하는 무예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양진방, 199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武)의 개념들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술이라는 용어로 서술하

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무술공연을 무술 자체나 체육, 스포츠에 한정해서 보는 관점이 일

반적이다. 즉 다양한 형태의 무술을 공연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

며, 무술공연에 대한 인식 또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무술은 

관람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공연적 속성을 지니며 관람용 퍼포먼스로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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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은 공연으로 범주

화 할 수 있다. 즉 무술도 공연예술에서 연극, 무용, 음악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존재해야하는 것이다. 무술이 공연의 한 장르로 발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연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며 무술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홍은영, 2008).

 2) 무술을 활용한 공연의 종류

  ① 무술의 창작공연

  무술의 창작공연은 무용, 연극, 음악과 같이 공연예술에서 무술을 중심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형태의 공연을 말한다. 즉 공연 안에서 무술을 소재로 하여 공

연자, 무대, 무대효과, 연출 등의 제작 요소와 결합하여 기획되는 공연을 말한

다. 대표적으로 <점프>와 같은 형태의 공연으로 무술공연이라고 했을 때 대중들

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형태의 공연이 무술의 창작공연이다.

  ② 무술의 재현공연

  무술의 재현공연은 무술에 대한 이해·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특정 무술

을 보여주는 방식의 공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술공연이라고 하면 공연의 중

심 소재로 무술을 활용한 형태의 창작공연으로 인식한다. 곧 대부분의 대중들은 

무술 자체를 보여주는 재현 공연이 공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무술의 재현공연은 음악, 무용이 아닌 무술의 시연을 통해 대중에

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의 범주에 속한다(오상묵, 2012). 또한 

무술의 재현공연은 공연 소재, 장소, 공연자, 관객이라는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

으며 그 종류와 방식은 창작 공연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연제작의 구성요

소인 무대, 조명, 음향 등도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무술의 재현공연은 무술의 

시연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공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

며 그 목적에서 무술의 창작공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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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무술의 시범공연

  무술의 재현 공연과 유사하게 무술에 대한 이해·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특정 무술을 보여주는 형태의 공연을 말한다. 하지만 무술의 재현공연이 전통무

예를 소재로 삼고 있다면 무술의 시범공연은 현대무술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의 다양한 현대 무술들이 여

기에 속한다. 무술의 시범 공연 또한 무술의 재현공연과 같이 무술의 시연을 대

중들이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의 범주에 속하며 공연 소재, 장

소, 공연자, 관객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술의 창작공연과 같이 

공연의 제작 요소인 무대, 조명, 음향 등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려는 경향을 보인다.

  ④ 무술의 기타공연

  무술의 창작·재현·시범 공연을 제외한 공연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술을 공연의 소재로 활용한 창작공연이나 무술 자체

의 시연을 목적으로 공연화 하는 무술의 재현·시범 공연은 그 목적은 서로 약

간씩 상이하지만 무술을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

술의 비중이 큰 공연 형식 외에 무술이 부분적으로 활용되거나 보조적인 역할

을 맡아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방식의 공연도 존재한다(홍은영, 2008).

4. 자크 라캉(Jacques Lacan) 이론의 개념

 1) 자크 라캉 이론의 개요

  자아, 주체, 무의식에 관한 고찰은 라캉의 사유와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

념이다. 자아의 형성, 주체의 변화와 무의식의 발견은 인간과 사회·문화에 대

한 새로운 해석 및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라캉 이전엔 데카르트적 사유 체계가 지배적이었다. 데카르트에게 있어 ‘자

아(ego)’란 곧 주체이며 결핍과 틈이 없는 세계였다(권택영 외, 2003). 이러한 

합리론(rationalism)적 접근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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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회의적이다. 라캉은 자아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믿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인간이 사유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이며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은 사회 속에서 객관성을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캉의 관점에서의 주체는 언어로 구성되어있으며 소외되고 결핍된 존재인데, 

여기서 ‘언어’를 기표(시니피앙)와 기의(시니피에)의 연쇄 속에서 잠시나마 의

미를 드러내는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라캉은 자아

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닌 주체 구성을 위한 상상적 단계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아는 진정한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거울에 비친 ‘타

자’의 존재를 반영한다. 여기서 ‘타자’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

언하는 매개로써 존재하는 중요한 개념이다.5)

  결론적으로 라캉의 관점에선 데카르트식의 자아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사회 속 타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성하

여 결핍된 주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

회 속의 주체는 나르시시즘적 세계 속의 자아를 벗어나 타자와 언어를 통해 자

신을 객관적 질서 속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주체는 타인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와 분리된 자신을 발견하여 진정한 나 

자신의 욕망을 바로 찾고 그것을 승화시키며 끊임없이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한 욕망의 승화란 존재할 수 없

다. 라캉에게 있어 인간이 타자로부터 의식을 구성하는 상징적 질서인 언어 또

한 타자들의 언어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의 세계란 인간이 자신

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을 결핍된 주체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체는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데카르트적 사유에서는 완벽한 

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완벽한 이성을 가진 자아에게는 ‘무의식’이라

는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이트 이후에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주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라캉에 이르

러선 그 개념이 더욱 심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캉은 완벽한 이성에 

대해 의문을 통하여 데카르트적 사고를 비판하고 욕망하는 주체에 대한 사고를 

환기시켰다.6) 또한 주체는 기존의 사유 체계인 존재의 근원이나 기원이 아닌  

5) 사람은 존재하기 위하여 타자에 의해 인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과 
동일한 우리이미지가 타자의 응시에 의해 매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타자는 
우리 자신의 보증인이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보증인으로서의 타자에게 의
존하는 동시에 그 동일한 타자와 격렬하게 경쟁한다(Homer, 2005).

6) 스스로가 더 이상 데카르트적인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고 ‘욕망하는 주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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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과 언어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고영복, 1993). 언어를 이

성의 명령으로 보았던 데카르트와는 정 반대로 주체를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라캉은 주체는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는 결여

되고 결핍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 되어 있지만 무의식 속 진실을 명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캉은 인간이 언어가 없이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조

차도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구조화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간이 언어의 세계 속

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의식 자체도 언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무의식

의 영역을 완벽히 해독 할 수는 없지만 언어로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이 라캉

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라캉의 사유에서 무의식이란 완전히 파악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그 본질은 언어적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무의식은 상징계(언어)의 법칙에서 배제되어 결여된 주체의 일부로 

기능한다. 라캉은 이것을 ‘대타자의 담론’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대타자’는 언어가 기원하는 선험적 공간이자 주체가 자신을 표현해줄 기표

를 찾는 장소이다(김석, 2010). 욕망하는 주체는 결여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법, 즉 언어의 세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재하며 고정 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언어의 특성상 획득한 의미는 찰나의 드러남과 동시에 사

라지고 만다. 따라서 인간의 풍부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역설적이고 반복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결여된 부분을 채우려는 시도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다.

 2) L도식

  ① L도식과 상호 주체성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적 구조로 정의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개념을 

심화시키는데, 그것을 집약한 표현이 바로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다.”라

는 말이다. 그리고 무의식의 장소이자 상징적 관계의 축인 대타자를 상상적 관

계의 축인 소타자와 구별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대타자의 절대성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라캉의 말에서도 

인정할 때 인간은 실재와 불행하지 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다고 라캉은 암시한다(권
택영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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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이처럼 라캉이 주장한 무의식의 언어적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

타자와 소타자의 구별과 더불어 주체 상호관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캉의 대타자와 소타자의 구별은 상상적 동일시가 아닌 상징적 동일시를 통

해서 주체의 진정한 욕망을 찾아내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라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만약 문자와 존재에 대해 말하고 소타자와 대타자를 구별한다면 

그것은 프로이트가 그 개념들을 저항과 전이의 효과와 연관되는 용어들처

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용어 속에서 혼란을 겪

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이다.7)

  이처럼 라캉은 프로이트와는 달리 소타자와 대타자를 상상계8), 상징계9)의 두 

개념으로 구별하여 이것의 서로 다른 작용과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이것을 프로

이트의 발견처럼 강조하였다. 특히 주체 간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저항과 전

이,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라캉은 이러한 주체의 내적 구조와 주체 간의 상호 관계를 <그

림Ⅱ-4>의 L도식을 통해 압축적으로 설명하였다.

7) Jacques, Lacan(1966). Écrits. Trans. Fink, Bruce(2005). Écrits: The First Complete Edi
tion in English. New York: W.W. Norton & Co. p.469.

8) 의미를 만드는 순간으로서 이것은 상징계 내부의 어긋남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그 방향성은 히스테리적·강박적 전략을 탄생시킨다. 전자는 타인의 내부에 있는 
어긋남을 가리려는 전략이고, 후자는 자신 내부의 어긋남을 가리려는 전략으로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완벽함이란 허상을 추구한다. 이 두 전략은 쉽게 무너지지만 상상계
적 전략의 지속적인 시도는 주체를 타인 혹은 자신 안에 갇히도록 하여 결국 주체적
인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든다(김서영, 2013).

9) 어긋남이 존재하는 언어의 세상으로서 언어를 학습하고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곳이
며 타인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대면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중심
이 비어있는 결코 안정될 수 없는 구조로서 인간은 이 상징계의 틀 속에서 언어를 학
습하고 그것을 통해 사유하므로 우리는 상징계의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의 구조
를 분석할 수 있다(김서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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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 라캉의 L도식

  라캉이 제시한 위의 L도식은 그리스어로 대문자 ‘λ’(lambda)와 닮았다고 

해서 ‘L’로 정의되었다. 라캉은 1955년에 처음으로 이 도식을 제시하는데, 몇 

년 후 그의 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Miller, 1964). 그리고 2년 뒤 

라캉은 이 도식을 새롭게 단순화 시킨 형태로 제시한다(Evans, 1996).

  이 도식은 주체의 탄생에 있어서 자아(a)와 소타자(a＇)와의 관계와 주체(S)와 

대타자(A)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S는 주체, A는 대타자를 지칭하고 a＇

는 주체가 마주하는 소타자, a는 자아를 의미한다. 여기서 대타자는 최초에는 

어머니였다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아버지로 변하는 언어의 장소이며 

소타자는 자아와 관계하는 자신의 완벽한 상상적 이미지이다.

  여기서 소타자란 유사자라는 용어로도 지칭되는 자아의 파트너로서 설정된 

타자를 말한다. 인간은 이 소타자(a＇)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타자로 착각하지만 대타자와 주체의 직접적인 만남은 불가능하다. 이

렇게 주체 상호 간의 만남은 언어를 매개로 하지만 상상계의 축인 자아(a)와 소

타자(a＇)에 의해 변질을 겪는다. 즉 대타자와 주체 사이의 상징적 관계는 자아

와 소타자 사이의 상상적 축에 의해 교란되기 때문에 상징적 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위의 도식에서 대타자

로 부터 나온 직선이 상상계의 축을 거치면서 점선으로 표시된다. 결국 의미화

의 작용에는 상상계의 개입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타자인 언어는 주체를 벗어나

는 알 수 없는 지식 되며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라 할 수 있다. “무의식은 대타

자의 담론이다.”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체가 알 수 

없으며 의식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말의 작용이 바로 라캉이 말한 무의식인 것

이다. 그러기에 라캉에게 있어 언어는 무의식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상징계의 만남이 상상계의 축에 의해 교란되기 때문에 진정한 욕망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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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화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상상계는 동일시, 소외, 그리고 허구적인 

것을 매개로 욕망의 진실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라캉은 자아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말실수, 거짓말, 실착 행위 등에서 진리가 더 많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라캉은 이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쯤 말하기’를 

제시하기도 한다.10)

  하지만 주체 상호 간의 담론이 상상계의 축에 의해 교란되더라도 진리의 선

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타자 A가 진리의 등록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것이 상상계적 자아가 아닌 무의식의 주체인 S를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캉은 이것을 상징적 축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는 ‘꽉 찬 

말’과 상상계적 차원의 지배를 받는 ‘텅 빈 말’로 구별하였다.11) ‘꽉 찬 

말’은 언술행위의 주체를 드러내는 말이고, ‘텅 빈 말’은 자아가 드러나면서 

욕망의 주체가 소외되는 말이다. ‘텅 빈 말’에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마치 

타인의 욕망을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게 이야기한다.12)

  라캉의 대타자와 소타자의 구별은 상상계의 개입을 경계하여 ‘꽉 찬 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주체 상호 간에 욕망의 진실을 드러낼 때 비로소 진실한 만

남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진정한 주체란 담론 속에서가 아닌 그것을 비틀 때 

나타나는 것이다.

  ② L도식에서 주체의 내적 구조

  L도식은 또한 주체의 내적 구조에 대한 설명도 포함한다. 라캉은 주체 또한 

L도식의 네 항에 걸쳐있으며 모든 항이 주체의 내적 구조를 이루면서 주체성을 

이룬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주체를 안과 밖의 구별 없는 하나의 면만을 가진 

뫼비우스 띠에 비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체와 자아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축

이 되며 소타자는 자아의 나르시시즘에서 하나의 대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3) 자아는 타자적인 심급으로서 주체를 소외시키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지로 투영될 때 대상 a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대타자는 주체

10) 라캉은 언술행위의 주체가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이 진리의 순간이라고 말하며 이 진
실의 틈은 의도적인 것이 깨질 때에만 가능하고 말하였다. 라캉은 이것을 ‘반쯤 말
하기 전략’이라고 했는데 농담이나 말실수가 그것이다(Joel, 2002).

11) Jacques, Alain Miller(1978). Le seminaire de Jacques Lacan. 2, le moi dans la theori
e de Freud et dans la technique de la psychanalyse(1954-1955). Trans. Tomaselli, Syl
vana(1988). The ego in Freud's theory and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1954-
1955. New York, N.Y.: W.W. Norton. p.211.

12) ibid. p.254.

13) ibid. 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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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주는 장소로 주체의 진정한 원인이라 할 수 있

다. 여기서 상징계 속에서 주체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언어이며 그것은 

대타자와 동일시될 수 있다. 라캉에게 주체는 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말이 기

원하는 장소인 대타자는 주체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타자는 주체가 던진 질문들을 전도된 형태로 되돌려줌으로써 주체

의 존재성을 보장하며 주체의 구성에 참여한다. 여기서 말은 상호 주체성의 구

조에서 주체를 상징계의 한 축으로 확인시켜 언술 주체로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타자에 의해서 주체는 담론의 구조에서 합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타자가 없다면 주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L도식에서 주체성의 구조는 곧 주체를 존재하게 하는 내적 구조가 된다. 

즉 외부는 내부가 되고 내부는 외부가 되는 것이다.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다.”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

는 라캉의 명제에서 주체는 대타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주체의 원인인 대타자의 역할을 상호 주체성의 구조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라캉이 말한 무의식은 주체 내부의 은밀한 욕망이 아니라 언어적 작용을 

통해 주체에게 일으키는 효과로 인식된다. 즉 주체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주체의 의도성을 비껴가는 말이기에 주체가 알 수 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다. 주

체와 대타자의 관계에 대해 라캉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 한다.

  주체는 데카르트적 주체로서 무의식의 전제이다. 대타자는 말이 진리로 

확립되기 위해 요청되는 그러한 심급이다. 무의식은 그 둘 사이에 작용하

는 단절 효과이다.14)

  이 말은 주체를 무의식의 공간을 지탱하는 물질적 실체나 무의식에 귀속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다. 대타자가 무의식적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대타자가 주체의 내적 구조이자 동시에 외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캉은 L도식을 통해 주체 상호 간의 관계와 주체의 내적 구조를 동시에 설명

하는데, 여기서 주체란 두 구조의 종합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14) ibid. p.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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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후작용과 논리적 시간개념

  라캉이 말한 ‘사후작용’은 언어, 즉 말의 의미 전달과 관련 있는데, 이는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프로이트(1917)가 유아성욕

론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의 경험 자체보다는 현재의 느낌이나 구조들을 그것에 반영하여 환상적

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김석, 2007).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한 사후작용의 핵심이며 그가 말한 유아성욕론에서도 주체가 기계처럼 과거

의 경험들을 기억하여 현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차원에서 과거 사

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라캉은 그가 저술한 『에크리』(1966)의 첫 번째 논문인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에서 <도둑맞은 편지>의 내용을 두 장면으로 나눠서 사후작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면에서 편지를 받은 여왕은 왕과 장관이 들어오자 자신의 명

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편지를 들킬까 두려워 태연한 척하며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장관은 왕비의 당혹스러워하는 얼굴에서 무언가 

문제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하여 장관은 자신의 옷에서 

왕비의 편지와 비슷해 보이는 편지 한 통을 꺼내서 보란 듯이 그것을 읽는 

척 하다가 재빨리 여왕의 편지와 바꿔친다. 여왕은 이를 보고 놀랐지만 왕

에게 들킬까봐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다. 이 장면의 끝 부분에서 왕비는 

장관이 편지를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새로운 인물인 뒤팽이 등장한다.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

라 그는 문제의 편지를 찾기 위해 장관의 집을 방문한다. 장관은 뒤팽이 자

신의 집에 온 동기를 의심하고 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

하게 방문객을 맞는다. 집 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뒤팽은 아무렇게나 구겨

져 모든 사람의 시선에 노출되어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바로 그가 찾고 있던 편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일부러 장관의 집에 담뱃갑

을 두고 나온다. 이튿날 뒤팽은 담뱃갑을 찾는다는 구실로 구겨진 편지와 

놀랄 만큼 똑같은 가짜편지를 가지고 장관의 집을 다시 방문한다. 그리고 

장관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한 사건 덕분에 뒤팽은 그 도둑맞은 편지를 가

짜편지와 바꿔친다.15)

15) Dor, Joël(2002).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Lacan : 1 . 홍준기, 강응섭 역(2009). 라
깡 세미나·에크리 독해Ⅰ. 서울: 아난케.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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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라캉은 첫 번째 장면을 원초적 장면으로, 두 번째 장면을 그것의 반복

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통해 상징계란 늘 반복하면서 거꾸로 현재의 차원에서 

과거에 의미들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의 성교를 

보고 처음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성에 눈을 뜨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의미를 무의식적 차원에서 추론해 들어간다는 

것이다.

  라캉은 이를 통해 주체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물리적

인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 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주체는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가 형성되면 그것

이 거꾸로 과거에 주입되면서 모든 것이 주체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설명된다. 

이처럼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라캉의 ‘논리적 시간개념’이다. 라캉은 

이것을 『에크리』의 Ⅲ장 「논리적 시간과 예측된 확실성의 단언」에서 세 죄

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교도소장이 3명의 죄수를 불러서 그들의 등 뒤에 원반을 하나씩 붙인 

다음 가장 먼저 자신의 원반 색을 맞추는 사람을 석방시키겠다고 한다. 교

도소장은 3개의 흰색 원반과 2개의 검은색 원반, 총 5개를 준비하여 죄수들

에게 보여준 후 그들에게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각 죄수는 자

신의 등에 한 개의 원반을 부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죄수의 등에 

부착된 원반을 볼 수는 있되 자신의 등에 부착된 원반은 볼 수 없고 서로 

대화할 수도 없다. 세 번째, 각자 추론을 통해 자신의 원반 색을 알아맞히

고 정답에 이르게 된 논리적 이유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과 함께 가장 먼저 밖으로 걸어 나와 정답을 제시하는 죄수 한 

명만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규칙을 제시한 후 교도소장은 죄수들의 등

에 모두 흰색 원반을 부착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세 명의 

죄수들은 모두 ‘동시에’ 문을 향해 걸어 나왔다.16)

  추론의 과정은 이렇다. 죄수 A(B나 C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나머지 두 

죄수가 각각 흰 원반을 붙인 것을 보지만 자신의 등에 붙은 원반은 볼 수 없다. 

A가 자신의 원반 색을 맞히기 위해서는 B와 C의 입장이 되어 두 가지 가능성

을 추론한 다음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먼저 A는 자신이 검은 원반이

라고 전제하고 추론한다. ‘지금 B는 C의 흰 원반과 나 A의 검은 원반을 보고 

있다.’ 이제 A는 B의 입장이 된다. ‘A가 검은 원반이고 나 B도 검은 원반이

라면 C는 흰 원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즉시 나가야 된다. 그런데 C가 나가지 않

16) 김원방(2009). 사후적 읽기와 끝나지 않는 작품. 현대미술사연구. 26.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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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면 내가 흰 원반임에 틀림없다.’ B가 이렇게 추론했다면 B도 나가

야 한다. 그런데 B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A는 ‘둘 다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흰 원반을 가졌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죄수 A는 죄수 B와 C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에만 논리적 정당성을 갖는다. 결국 죄수 A는 자신이 먼저 앞으로 

나섬으로써 자신의 확고한 위상과 자신과 관련된 진실(‘나는 흰 원반을 달고 

있는 사람이다.’)을 확보하게 된다. 즉 논리는 사후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라캉

은 여기서 죄수들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세 가지의 상이한 시간들을 제

시한다. 이 세 가지 시간들은 선적인 시간이 아닌 논리적 의미가 각기 다른 시

간이다.

1. 응시의 순간 : 죄수가 다른 죄수의 원반을 확인하는 순간.

2. 이해의 순간 : 죄수가 추론을 하는 순간.

3. 결론의 순간 : 죄수가 다른 죄수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주저함’으로 

                결론 내리는 순간, 즉 판단의 확정(구두점17) 찍기).

  라캉은 여기서 죄수 A, B, C가 서로의 원반을 확인하는 것을 응시의 순간, 자

신의 원반 색을 알아내기 위한 추론의 과정을 이해의 순간, 그리고 원반의 색을 

확정하는 결론의 순간으로 제시한다. 시간적 흐름에 따르면 ‘응시의 순간 – 이
해의 순간 – 결론의 순간’ 순으로 볼 수 있지만 논리적 시간에 의하면 결론의 

순간이 우선한다. 결론의 순간을 통해서 ‘나는 흰 원반을 달고 있는 사람이

다.’라는 주체의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론의 순간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죄수가 문을 나서기 위

해선 가능한 빨리 자신의 추론을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만약에 다른 

죄수가 자신보다 먼저 나간다면 그 죄수는 다른 죄수들의 ‘주저함’을 추론의 

논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수는 판단의 확정(구두점 

찍기)을 통해 추론을 끝내며 결론의 순간에 이르는 것이다. 라캉은 이러한 판단

의 확정이 ‘기대된 확실성(anticipated certainty)’에 의거해 실행된다고 말하였

다. 즉 죄수는 자신의 판단을 확정한 후에만 자신의 논리적 정당성이 소급되어 

보장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결론의 순간에 죄수는 서둘러 

자신의 원반이 흰색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 다른 죄수들이 먼저 나가면 회의

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두름 속에서 내려진 결론은 오직 결론을 내

17) 문장을 논리적으로 밝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기상의 부호이다(이응백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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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행동 속에서만 그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라캉의 표현을 

빌면 ‘단언의 주체에 의해 서둘러 주관적으로 내려지는 결론’이다.18)

  그리고 이 결론의 순간은 이해의 순간과 응시의 순간에 대한 확신을 준다. 즉 

결론의 순간을 통한 주체 형성으로 자신의 원반 색을 추론하던 과정인 이해의 

순간과 최초의 응시에 확신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라캉이 말한 사후작용의 

개념이자 주체가 가지는 논리적 시간이다. 이처럼 어떠한 사건에서 주체는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주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기 때문에 주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가 형성되면 그것이 과거 사건에 

대입되면서 모든 것이 주체로부터 설명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라캉이 말한 사후작용은 언어, 즉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언

어가 기표들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고 기의는 그 아래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말하였다. 즉 하나의 기표가 수많은 기의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기표

들의 연쇄 속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기의를 일시적으로 특정 기표에 고정시

켜주는 것이 ‘고정점’이라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장에서 의미화 작

용은 고정점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고정점의 작용을 통해 우리는 문장 안

에서 기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미화 작용을 하는 고정점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를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Bruce Fink(2004)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딕과 제인은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 …에 노출되었다(Dick and Jane we

re exposed, when  they were young children and in a repeated manner, t

o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어떤 

기표로 끝나느냐에 따라 앞서 나온 exposed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이 문

장을 듣는 사람은 exposed까지만 들었을 땐 이 기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

할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밖에 없다. exposed는 

‘경험했다’ 혹은 ‘불빛에 비춰지다’일 수도 있다. 만약 뒷부분에 ‘유

해한 방사능에’가 등장한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exposed가 ‘노출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문장에서 기표가 가지는 의미인 기의는 그 기표가 등장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등장하는 기표들로 인해 사후적으로 결정

된다.

18) 김원방(2009). 앞의 논문.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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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점의 사후적 의미화 작용은 기표에 결정된 의미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

었던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앞서 브루스 핑크의 예에서 우리는 그 문장이 

종료되고 난 후에 마치 exposed라는 기표가 원래부터 ‘노출되었다’라는 의미

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상정하게 된다. 기의의 미끄러짐과 고정점을 통한 사

후적 의미화 작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캉은 이러한 고정점의 작용이 문장 안에서 통시적 기능을 한다고 정리한다.

  “이 고정점의 통시적 기능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문장

은 오직 그것의 마지막 단어를 통해 의미화 작용을 끝내고 각 단어들은 다

른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성 안에서 예상되며, 반대로 그들의 의미를 그 소

급적 작용에 의해 봉인한다.”19)

  이처럼 말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그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기표가 발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짐과 끌어당김이라는 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에서 발견되는 ‘사후적 의미화 작

용’이다.

 4) 은유(Metaphor)

  라캉은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기 이전 단계인 상상계에서 무의식과 의

식이 상호 공존하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아이는 그 후에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oedipus complex)20) 를 극복하면서 언어를 통해 사회, 문화의 규범 체계

를 배우게 되는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고 상상계에 있던 무의식적 욕망이 의식 

밑으로 억압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이 의식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왜

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프로이트(1900)21)는 이것을 ‘응축(condensation)’과 

19) Jacques, Lacan(1966). ibid. p.469.

20)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아이가 상상계에서 지니고 있던 욕망들을 억압
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언어의 세계(상징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다.

21) 프로이트(G. Freud)는 1896년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정
신분석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처음엔 신경증환자들의 정신을 탐구하고 치료하
기 위한 개념이었지만 후엔 인간정신의 전반에 관한 ‘무의식(unconsciousness)'을 탐
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꿈의 해석』,『쾌락의 원칙을 
넘어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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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displacement)’로 설명하였다. 즉 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과정에서 

자기성애를 벗어나 사회화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거세(去勢) 위협

에 의해 무의식적 욕망이 억압되며 그것이 꿈을 통해 그 의미를 왜곡시키며 발

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꿈의 작업(dream-work)의 대표적인 매커니즘이 바로 

응축과 대치인 것이다(Eagleton, 1983). 또한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

이 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증상, 농담 등의 모든 무의식의 형성물(formation 

of unconsciousness)에 적용되는 개념으로까지 발전시킨다.

  라캉은 아이의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이 의식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

시 의식이 제공하는 재료, 즉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소쉬르의 언어원리를 적용하여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 되어 있으며 프로이트의 응축과 대치의 개념이 언어의 작용방식인 ‘은

유(Metaphor)’, ‘환유(Metonymy)’와 상통함을 밝힌다. 그리고 언어의 구조화 

방식을 야콥슨의 범열축(paradigmatisch)과 통사축(syntagmatisch)의 개념을 통하

여 더욱 구체화시킨다. 즉 범열축 내에서 유사성의 원리에 의한 선택인 은유를 

프로이트의 응축으로, 통사축 내에서 인접성의 원리에 의한 결합인 환유를 프로

이트의 대치로 정의한다(이상룡, 1999).

  이처럼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고 인간의 의식은 은유와 환유

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라캉이 말한 은유론의 핵심이다(권택영, 2003). 

즉 라캉에게 있어서 ‘무의식의 문법은 은유와 환유이며 무의식은 은유와 환유

의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다(Widmer, 1990).

  기표들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화의 연쇄 한 끝에는 환유가 있고 또 다른 

한 쪽에는 은유가 있다.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은 두 가지를 함의

하는데, 그것은 1) 은유와 환유로 구조화된 차이의 체계인 언어를 말하기

도 하고, 2)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는 소쉬르 언어관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권택영, 1994).

  우선 라캉이 적용한 소쉬르의 기호(S/s)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관한 논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S/s’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기표가 기의를 지배한다. 여기서 

지배한다는 것은 기표와 기의를 구분하는 저항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표와 기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의

미작용에 저항하는 저항선에 의하여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언어과학의 전제들은 기표의 특성을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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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고 기의를 생성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까지 기표가 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언어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작용을 만들어낸다. 어떠한 의미작용도 또 다른 의미작용을 참조

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좀 더 극단적으로 밀

고 나가면 언어(기표)가 기의의 전 영역을 대신 할 수 있다는 명제가 생겨

난다. 기의는 기표의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 기의는 기표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기표는 필연적으로 기의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언어 속에서 구성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지라도 언

어 속에서 구성된 대상은 단순히 지정된 대상이 아닌 개념이라는 것을 절

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물(thing)이라는 기표가 갖는 기의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표들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사물과 일 대 일 대응으로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 S/s 라는 연산식 속에서 기표와 

기의가 나름대로 정확성을 가지고 병치되어 있다는 점만을 강조한다면 기

의는 아직도 총체적인 신비에 둘러싸여 수수께끼 같은 것일 뿐이다. 물론 

이는 기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권택영, 1994).

  기표와 기의가 1 : 1의 상관관계를 임의적으로 맺고 있는 것이 소쉬르의 기호

체계(S/s)라고 한다면, 라캉에게는 그것이 서로 짝을 지어 대응하는 관계만을 말

하지 않는다. 소쉬르의 '기호=기표/기의'라는 공식에서 기표와 기의를 갈라놓는 

장벽 ‘/ ’의 의미는 라캉에겐 아주 다르다. 소쉬르에게 그 장벽은 단순한 임

의의 관계를 뜻하지만 라캉에겐 그것이 기표와 기의가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차단 및 저항의 선이자 무의식의 벽을 의미한다. 이 장벽으로 인해 인간이 온전

한 진리를 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라캉은 회의적이다(김형효, 

1996).

  한마디로 소쉬르에게 있어 기호는 문법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구성된 언어로서 

기의와 기표가 충실한 결합을 이루고 있다면, 기표와 유리되어 있는 기의의 언

어가 라캉의 기호이다(박찬부, 2006). 즉 기표는 기의의 효과에 불과하며 기표는 

기의 없이도 의미화 작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표와 기의는 만나되 서로 미

끄러지는 것이다(김상환 외, 2002). 더 나아가 기의는 기표의 연쇄작용에 다름 

아니며 주체는 기표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라캉에 의하면 무의식의 작용22)은 언어적 과정으로 설명되며 무의식

의 왜곡과정인 은유와 환유의 수사학이 그 자체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특히 라캉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은유보다는 차이성을 바탕에 둔 

22) 라캉에게 있어 무의식은 영원히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은 존재하는 
실체로서가 아닌 언어적 왜곡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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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유의 작용을 욕망의 수사학으로서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은유 뿐 아니라 환

유의 중요성은 무의식의 왜곡과정의 절차로서 더욱 부각된다. 이처럼 무의식의 

수사학은 은유와 환유인 것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은유(metaphor)는 ‘옮김’, ‘운송’의 뜻

을 지닌 라틴어 metaphor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하나의 시니피앙을 또 다른 시

니피앙으로 대체함으로써 의미 효과를 탄생시킨다는 개념이다. 이 때 대체를 위

해서는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표에 대한 ‘선택’과 ‘대체’를 통한 의

미효과의 생성은 은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현실주의 작품 

중에 하나인 <기억의 집요함>을 보면 올리브 나무에 시계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란 길게도 짧게도 느껴질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의 유연성을 늘어진 시계로 대체시킨 것이다. 즉 은

유란 대체되는 것이다.

  이렇듯 라캉에게 있어 은유란 기존의 기표를 유사성의 관계에 따라 다른 기

표로 대체함으로써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캉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

로 표현한다.

f (S＇/ S)S ≌ S (+) s

  위에서 f는 function(기능), S는 기존의 기표, S＇는 의미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표, s는 기의, ≌는 합동을 나타낸다.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기표와 기표의 대치 속에서 창조적인 의미의 효과가 발생한다. S＇는 의

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용어이다. 이 기의는 은유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으나 환유에서는 잠재되어 있다. ( ) 속에 새겨진 + 기호는 의미의 생성

을 말하는데 기표와 기의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계통과가 의미의 분출에 있어서 본질적인 가치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낸

다(Lemaire, 1977).

  라캉은 이 은유의 예를 ‘Booz endormi’라는 시에서 찾고 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보아즈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미망인이 된 그의 먼 친척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얻는다. 이 시에서 라캉은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그의 다발은 전혀 탐욕스럽지도 증오에 차 있지도 않았다.

Sa gerbe n＇etait point avare ni hain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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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에서 은유의 작용은 ‘다발(gerbe)’이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

다. ‘그의 다발’은 보아즈 자신을 대치한다. 여기서 다발은 보아즈를 대치하

고 보아즈는 기의의 차원으로 내려간다. 이처럼 은유를 통한 주체의 동일화를 

상징적 범주의 구성으로 볼 때 그것은 의미화(signification)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미화는 거짓 의미화, 즉 ‘의미의 거짓 분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일화되지 않은 타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

적 담론을 조작하는 이는 언제나 주체이지만 그것이 기표를 지배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것은 타자에 의해 분열되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소외된 주체에 다름 

아닌 것이다.

  즉 주체는 은유를 통하여 상상적 진리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국 실재(의미)

에 상응하는 기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부여는 불가능한 것이

며 그것이 주체의 숙명인 것이다. 은유에서 대체는 다의성을 생성시키므로 기의

는 기표 밑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짐으로써 무의식은 존재할 수 있다. 은유에 따

른 의미의 가변성은 충족될 수 없는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과 그 욕망의 표출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즉 주체는 은유를 통하여 욕망을 발산하며 또한 실재와 진

리에 다가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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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크 라캉의 주체 개념에 따른 공연 <점프> 분석

1. 사후작용 개념에 따른 공연 <점프> 구조 분석

  라캉은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 되어있다.”라고 말하면서 ‘L도

식’을 통해 주체 상호 간의 관계와 주체의 내적 구조에 대해 정의하였다. 그 

중 주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대타자인 언어는 자아에 투영되는 상상적 이미지

로 인하여 그 의도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을 내재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언

술행위의 주체가 상징계(언어)적 지배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꽉 찬 

말’, 상상계(상상적 이미지)적 지배 속에서 그 주체가 소외되는 말을 ‘텅 빈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신분석의 목적을 상상계의 개입을 경계하여 

‘꽉 찬 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주체 상호 간 관계에 대한 정의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공연에서의 

대사가 관객에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

은 라캉이 말한 꽉 찬 말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가 언술행위의 주체인 

작가가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어 공연 속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공연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특히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언어로 언어의 영역을 대체하여 관객과의 의미 소통을 하고 있

는 넌버벌 퍼포먼스에서는 공연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작가가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라캉은 언어나 말의 의미 소통 원리로 ‘사후작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주체

가 이 사후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주체 형성에 중요한 것은 과거, 현

재, 미래로 이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 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말을 통해 주체가 만들어지면 그 주체가 거꾸로 과거에 주입되면서 모든 것

이 주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라캉은 이것을 ‘논리적 시간개념’을 통해 

더욱 구체화 시키는데, 이것은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결론의 순간이라는 개

념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결론의 순간에 형성되는 주체를 통해 추론의 과정인 

이해의 순간과 최초 응시의 순간에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 결론의 순간은 

‘기대된 확실성’에 의거한 판단의 확정, 즉 구두점 찍기에 의한 추론의 종결

을 통해 얻어진다. 라캉은 이것을 ‘단언의 주체에 의해 서둘러 주관적으로 내

려지는 결론’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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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라캉은 사후작용을 통해 의미를 교환하는 문장이나 말 속에서의 언어는 

기표들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고 기의는 그 아래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말하

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기표가 수많은 기의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기의를 한순간이나마 기표에 고정시켜주는 것이 ‘고정

점’23)인데, 문장이나 말에서의 의미화는 이 고정점을 통해서 일어난다.

  넌버벌 퍼포먼스에서도 신체적 언어를 통해 의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

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의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넌버벌 퍼포먼스 내에도 

기의를 기표에 고정시키는 고정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정점

을 중심으로 생성된 의미에 대한 결론은 판단의 확정인 구두점 찍기를 통해 내

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적 언어가 언어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는 넌버

벌 퍼포먼스 내에서는 고정점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공연 <점프>를 대상으로 공연 내에 존재하는 

고정점을 탐색하여 1~4막을 장면별로 나누고 각 장면의 의미에 대한 결론(구두

점 찍기)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라캉의 논리적 시간개념 틀 속에서 서

술할 것이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Ⅲ-1>과 같다.

<그림.Ⅲ-1> 라캉의 사후작용 개념에 따른 공연 <점프> 분석

  위와 같이 본 장에서는 공연 <점프>를 대상으로 고정점 탐색을 통한 장면 분

류, 구두점 찍기를 통한 의미 추론을 진행할 것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점프>

라는 작가의 무의식의 구조물의 형태를 파악하여 신체적 언어가 언어를 대체한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작가가 언술행위의 주체로서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관

계하는지에 대해 파악함에 있다. 우선 공연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막의 개요를 제시할 것이며, 각 장면(#)별로 논리적 시간개념의 틀 속에서 그 

23) 라캉(1966)은 고정점을 그것의 작용을 통해 ‘기표가 의미화작용(signification)의 끊임
없는 미끄러짐을 정지시키는 작용’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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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1) 1막 ‘오늘의 특별한 손님은?’

  1막은 매일 술에 취해 지내는 삼촌의 등장으로 집 안이 엉망이 되면서 시작

된다. 그리고 늦잠을 잔 가족들이 외출준비로 분주한 사이 할아버지의 손님인 

총각이 찾아온다. 할아버지가 총각과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자 가족들은 총각에

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데, 순해 보이는 그에겐 특별한 무엇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막의 개요를 토대로 분류한 장면(#)과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공연은 삼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 집에 들어온 삼촌은 특이한 행동

들을 보이며 집을 어질러놓는데, 그 과정을 <표.Ⅲ-1>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삼촌의 등장 옷을 벗고 물을 꺼내 마심 반대쪽 문으로 퇴장

<표.Ⅲ-1> 1막-#1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서 고정점으로 상정한 고정점인 삼촌의 퇴장을 중심으로 그가 술에 

취해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 결론을 통해 이해의 순간 속 삼촌

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술에 취함’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삼촌

은 술에 취해 귀가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삼촌이 퇴장하고 아빠가 기지개를 켜며 등장한다. 삼촌이 어질러놓은 집을 

청소하던 아빠는 갑자기 가족들을 급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하지만 끌려나

온 가족들은 피곤한 듯 쓰러져 잠이 든다. 이 과정을 <표.Ⅲ-2>와 같이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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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아빠의 등장 잠들어버리는 가족들 알람이 울림

<표.Ⅲ-2> 1막-#2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서 고정점이라고 추정한 알람의 울림을 통해서 지금이 가족들의 기

상시간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

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기상시간’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아빠

는 가족들을 깨우기 위해 일어났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알람이 울리자 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그들은 

총각이 찾아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각자의 가방을 들고 집을 나

선다. 본 장면의 과정은 <표.Ⅲ-3>과 같았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들의 놀람 급하게 옷을 입거나 씻음 가족들의 퇴장

<표.Ⅲ-3> 1막-#3의 장면 구성

  여기서 고정점으로 상정한 가족들의 퇴장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늦잠을 자고 

급하게 외출준비를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외출준비’를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들은 늦잠을 잔 것을 깨닫고 놀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 집을 나섰던 가족들이 갑자기 다급하게 돌아온다. 그리곤 정신없이 가방을 

주고받다가 자신의 가방을 되찾아 다시 집을 나선다. 본 장면의 과정은 <표.Ⅲ-

4>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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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들의 재등장 가방을 서로 주고받음 가족들의 퇴장

<표.Ⅲ-4> 1막-#4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서 고정점으로 상정한 가족들의 퇴장을 통해 그들의 가방이 서로 

뒤바뀌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뒤바뀐 가방’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

의 순간에서 가족들은 가방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 우여곡절 끝에 집을 나섰던 가족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아빠에게 화를 내

며 가방을 던진다. 놀란 아빠는 가족들을 피해 달아나고 그 순간 할아버지가 등

장하며 상황은 정리된다. 본 장면의 과정은 <표.Ⅲ-5>와 같았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들의 재등장 도망가는 아빠 할아버지의 등장

<표.Ⅲ-5> 1막-#5의 장면 구성

  여기서 고정점으로 상정한 할아버지의 등장을 중심으로 오늘이 외출을 하지 

않는 날임을 깨달은 가족들이 아빠에게 화를 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그리고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오늘

은 휴일’임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들은 아빠에게 복수하기 위

해 돌아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6. 할아버지는 가족들 사이에 있는 총각을 보고는 크게 놀란다. 그는 총각이 

인사를 하자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딸을 불러서 총각의 옆에 세워놓고는 

퇴장해버린다. 본 장면은 <표.Ⅲ-6>의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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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할아버지의 놀람 총각의 인사, 딸을 불러냄 할아버지의 퇴장

<표.Ⅲ-6> 1막-#6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서 고정점으로 상정한 할아버지의 퇴장을 통해 총각이 가족들의 손

님이며 할아버지가 그를 딸의 사윗감으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

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사위의 등장’

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할아버지가 놀란 것은 손님으로 온 총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7. 총각이 딸의 배우자로 맺어진 것에 경악한 가족들은 모여서 무엇인가를 상

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한 명씩 돌아가며 총각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 과

정에서 삼촌이 총각의 안경을 벗기자 조명이 변하며 분위기가 전환된다. 본 장

면은 <표.Ⅲ-7>로 그 과정을 요약할 수 있었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들의 상의 총각을 괴롭힘 조명의 변화

<표.Ⅲ-7> 1막-#7의 장면 구성

  여기선 조명의 변화를 고정점으로 추정하여 가족들이 총각에게 딸의 연인으

로서 자격이 있는지 신체검사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

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신체검사’를 표현한 것이

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들은 총각의 신체검사를 계획하던 것임을 알 수 있었

다.

#8. 안경이 벗겨진 총각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당황한 가족들은 겁을 먹

고 도망가지만 총각은 자신을 괴롭히던 삼촌을 불러내어 공격한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할아버지가 안경을 다시 씌우자 총각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본 장

면은 <표.Ⅲ-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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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총각의 발작 무술 시범, 삼촌을 공격 안경을 다시 씀

<표.Ⅲ-8> 1막-#8의 장면 구성

  여기서 총각이 안경을 다시 쓰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순간을 고정점으로 추정

하였다. 그리고 총각이 안경을 매개로 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총각의 신체적 언어 연쇄

는 ‘총각의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총각은 포악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2막 ‘오늘의 고수는 누구인지?’

  2막은 가족들의 수련시간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가족들은 각자의 빼어난 무술

실력을 선보이지만 이내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이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가족

들을 혼내줄 고수를 찾아 나선다. 고수의 등장으로 크게 혼이 난 가족들은 정신

을 차리고 각자 화려한 무술을 선보인다. 이러한 2막의 개요를 토대로 분류한 

장면(#)과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디론가 도망가려던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성화로 다시 한곳에 모인다. 할

아버지는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무술시범과 대련을 하도록 지시한다. 하지

만 가족들은 이내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화가 난 할아버지는 관중석으로 내려

간다. 본 과정을 <표.Ⅲ-9>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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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들의 도망 무술시범 및 대련 관중석으로 퇴장

<표.Ⅲ-9> 2막-#1의 장면 구성

  여기서 고정점으로 상정한 할아버지가 퇴장하는 순간을 중심으로 지금이 가

족들의 수련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수련시간’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들이 도망가려고한 것은 이 수련시간을 피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

다.

#2. 관중석으로 내려간 할아버지는 관객 두 명을 데리고 올라온다. 이어서 가족

들은 관객과 대결을 하는데, 수많은 무기를 지니고 있는(연출된 것) 관객과 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관객에게 모두 패한다. 그리고 조명이 변하며 가족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 이 과정을 <표.Ⅲ-10>으로 정리했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관객1·2의 등장 가족과 관객의 대결 조명의 변화

<표.Ⅲ-10> 2막-#2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선 조명이 변하는 순간을 고정점으로 추정하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장난을 치는 가족들에게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들을 혼내줄 고수를 데리고 왔

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고수의 등장’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할아버지가 관

중석으로 내려간 것은 고수를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다시 모인 가족들은 배경 음악과 함께 무술시범을 선보인다. 이어서 그들은 

각자의 특기를 선보인 후 모두 퇴장한다. 본 장면의 과정은 <표.Ⅲ-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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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무술시범(단체) 무술시범(개인) 시범 끝(조명off)

<표.Ⅲ-11> 2막-#3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서 고정점으로 추정한 가족들의 퇴장을 중심으로 그들이 앞서 진행

되었던 것과는 달리 진지하게 수련시간에 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

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들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수련시간’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들이 모인 것은 수련을 시작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3막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3막에서는 딸에게 첫눈에 반한 총각이 딸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간다. 한편 

엄마는 우아한 탱고로 아빠를 유혹하지만 아빠는 영 받아줄 기세를 보이지 않

고 도망만 다닌다. 이에 화가 난 엄마는 자신을 거부하는 아빠와 무술대결로 처

절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이러한 3막의 개요를 토대로 분류한 장면(#)과 분

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책을 읽고 있는 총각에게 딸이 조금씩 다가간다. 총각은 처음엔 딸에게 관

심을 보이지 않다가 딸이 책을 빼앗고 안경을 벗기자 1막에서와 같이 돌변하여 

딸과 함께 춤과 무술을 혼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후 퇴장한다. 이 과정을 <표

Ⅲ-12>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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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딸의 접근 총각과 딸의 퍼포먼스 총각과 딸의 퇴장

<표.Ⅲ-12> 3막-#1의 장면 구성

  여기서 총각과 딸의 퇴장을 고정점으로 상정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총각과 딸

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총각과 딸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총각과 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며, 응

시의 순간에서 딸이 총각에게 다가가던 것은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총각과 딸이 퇴장하고 아빠가 도망치듯이 등장한다. 뒤이어 등장한 엄마는 

아빠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빠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가고 화

가 난 엄마는 아빠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결국 엄마는 아빠를 쓰러뜨리고 조명

이 변하며 2막이 종료된다. 이것을 다음의 <표.Ⅲ-13>으로 정리해보았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아빠가 도망치듯 등장 아빠와 엄마의 퍼포먼스 조명의 변화

<표.Ⅲ-13> 3막-#2의 장면 구성

  여기서 고정점으로 추정한 조명의 변화를 중심으로 엄마를 부담스러워 하는 

아빠와 화가 난 엄마가 부부싸움 벌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아빠와 엄마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부부싸움’을 표현

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아빠가 겁에 질려 등장한 것은 엄마를 부담스러워 

도망치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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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막 ‘별난 가족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 밤 중에 가족들의 집에 도둑이 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설픈 두 도둑이 

무술가족의 담벼락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들은 이 집에 훔칠 수 있는 건 아무것

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우여곡절의 한판 승부를 벌이며 탈출하려고 

하지만 온갖 봉변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4막의 개요를 토대로 분류한 장면(#)

과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무도 없는 가족들의 집에 누군가 밧줄을 타고 내려온다. 집으로 들어온 

이 의문의 등장인물A는 주위를 살피며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뒤이어 등

장인물B가 등장하고, 둘은 모여서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려고 하지만 전화벨

이 울리자 어쩔 줄 몰라 한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의문의 인물 등장 집 수색 및 가방을 뒤짐 전화벨이 울림

<표.Ⅲ-14> 4막-#1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선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을 고정점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등장인물A·B가 도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등장인물A·B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도둑의 침입’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도둑은 집 안에 몰래 침입하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전화벨이 멈추자 도둑A와 B(#1에서의 등장인물A·B)는 다시 모여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려 하지만 때마침 집으로 들어온 삼촌과 마주친다. 하지만 삼촌은 

도둑을 보고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도둑들은 안심하지만 곧 삼촌이 

다시 돌아오자 구석에 숨어버린다. 돌아온 삼촌은 술에 취한 듯 옷을 벗다가 도

둑의 가방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가 등장

한다. 본 장면의 과정을 <표.Ⅲ-15>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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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삼촌이 인사하고 나감 숨는 도둑과 가방을 뒤지는 삼촌 아빠의 등장

<표.Ⅲ-15> 4막-#2의 장면 구성

  여기서 아빠의 등장을 고정점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촌이 술에 취

해 도둑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

해의 순간 속 삼촌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술 취한 삼촌과 도둑의 만

남’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삼촌은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온 것

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아빠는 가방을 뒤지고 있는 삼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장난을 치던 삼

촌은 아빠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려 하지만 화가 난 아빠에게 혼

이 난다. 도둑들은 그 틈을 타 탈출하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가족들과 마

주친다. 본 장면은 <표.Ⅲ-16>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삼촌을 주시하는 아빠 도망가는 삼촌과 그를 혼내는 아빠 가족들의 등장

<표.Ⅲ-16> 4막-#3의 장면 구성

  여기서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고정점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중심

으로 아빠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삼촌을 구박하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아빠와 삼촌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아빠의 

구박’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아빠는 집을 어지른 삼촌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도둑을 발견한 가족들이 무기를 들고 다가오자 도둑A는 집의 조명을 꺼버

린다. 가족들은 조명이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는 동안 서로를 공격하거나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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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족사진을 찍는 등 엉뚱한 모습들을 연출한다. 그리고 도둑A는 총을 꺼내 

아빠를 인질로 잡지만 곧 할아버지에게 빼앗기고 옆에 있던 전기선을 뽑아 집

의 조명을 완전히 꺼버린다. 본 장면의 과정을 <표.Ⅲ-17>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도둑A가 조명을 끔 가족과 도둑의 퍼포먼스 도둑이 전기선을 뽑음

<표.Ⅲ-17> 4막-#4의 장면 구성

  여기서 조명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을 고정점을 추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

둑들이 가족을 피해 도망가려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 결론으로 

이해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가족과 도둑의 추격전’

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도둑A가 조명을 끈 것은 가족들을 피해 도

망가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 희미한 조명이 들어오고 가족과 도둑이 조심스레 집 안을 돌아다닌다. 이어

서 서로를 공격하는 가족들과 그들 사이로 교묘하게 도망치는 도둑의 퍼포먼스

가 연출된다. 결국 할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전기선을 다시 연결하자 집의 조

명이 다시 켜진다. 이 과정을 <표.Ⅲ-18>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방황하는 가족과 도둑 서로 싸우는 가족과 도망치는 도둑 조명on

<표.Ⅲ-18> 4막-#5의 장면 구성

  본 장면에선 조명이 다시 켜지는 순간을 고정점으로 추정하여 가족과 도둑이 

어둠 속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암흑 속의 추격전’을 표

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이들은 조명이 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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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명을 켠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더니 총을 들고 가족과 도둑을 위협한다. 그

는 곧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집 안의 물건들에 부딪히며 슬랩스틱24)을 보

이다가 기절해버린다. 가족과 도둑이 할아버지가 두고 간 총에 시선을 집중하자 

긴장감을 유도하는 배경음악이 시작된다. 본 장면은 <표.Ⅲ-19>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을 위협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슬랩스틱 BGM on

<표.Ⅲ-19> 4막-#6의 장면 구성

  여기서 배경 음악의 시작을 고정점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할아버지

가 전기선을 연결하다가 감전되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

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할아버지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할아버지의 감전’

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할아버지는 감전이 되어 의도치 않게 가족

과 도둑을 위협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7. 긴장감이 조성되고 가족과 도둑은 할아버지가 두고 간 총을 향해 몸을 던

진다. 이어지는 이들의 막상막하의 대결은 결국 도둑A가 총을 손에 넣어 가족

들을 위협하면서 끝이 난다. 도둑A는 도둑B에게 가족들을 밧줄로 묶어버리도록 

하고는 그에게 총을 건네주고 퇴장한다. 이 과정을 <표.Ⅲ-20>으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총을 향해 달려듬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결박함 도둑A의 퇴장

<표.Ⅲ-20> 4막-#7의 장면 구성

  여기서 도둑A의 퇴장을 고정점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둑과 가족의 

관계가 총을 둘러싼 대립 관계로 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총 쟁탈전’을 

24) 극단적으로 과장된 행동으로 이루어진 웃음거리(김광철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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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과 도둑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대립 

관계로 접어들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8. 도둑B는 건네받은 총을 보고 즐거워하더니 곧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족들이 거세게 저항하자 화가 난 도둑B는 칼을 꺼내들고 휘두르지만 

실수로 가족들을 묶어놨던 밧줄을 끊어버린다. 풀려난 가족에게 도둑B가 제압

되려는 순간 도둑A가 재등장한다. 본 장면의 과정을 <표.Ⅲ-21>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즐거워하는 도둑B 위협하는 도둑B와 풀려난 가족들 도둑A의 등장

<표.Ⅲ-21> 4막-#8의 장면 구성

  여기서 도둑A가 등장하는 순간을 고정점으로 상정하여 실수로 가족들을 풀어

줘 버리는 도둑B의 어설픈 면모를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러한 결론으로 

이해의 순간 속 도둑B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도둑B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도둑B가 즐거워하던 모습은 자신이 맡게 된 역

할에 만족하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9. 돌아온 도둑A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자 가족들은 크게 놀라며 도둑B를 풀어

준다. 도둑A는 그 물건을 도둑B에게 건네주고 가족들을 위협하지만 그들은 모

두 도망 가버린다. 그러자 도둑A는 현관으로 가서 도둑B에게 건네줬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다시 나타난 삼촌에게 그것을 빼앗긴다. 도둑B는 화가 난 

도둑A를 보고는 겁에 질려 도망간다. 본 장면의 과정은 <표.Ⅲ-22>와 같았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도둑A가 뭔가를 보여줌 도망가는 가족과 물건을 뺏기는 도둑B 도둑B의 퇴장

<표.Ⅲ-22> 4막-#9의 장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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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족에 이은 도둑B의 퇴장을 고정점으로 상정하여 도둑A가 가지고 있

던 물건이 열쇠였으며 그가 집에서 탈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도둑의 

탈출 시도’를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들은 도둑A가 열쇠를 가지

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0. 홀로 남아 허탈해하는 도둑A의 앞에 가족들이 다시 나타나고 도둑과 가족

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조롱당하던 도둑A가 총각에게 

분풀이 하며 그의 안경을 벗겨버린다. 그러자 조명이 변하며 총각에게 집중된

다. 이 과정을 <표.Ⅲ-23>으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의 재등장 장난을 치는 가족과 화를 내는 도둑A 조명의 변화

<표.Ⅲ-23> 4막-#10의 장면 구성

  여기서 조명의 변화를 고정점으로 추정하여 열쇠를 빼앗긴 도둑이 다시 가족

들에게 쫓기는 위치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

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위기에 빠진 도둑’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가족들의 등장은 그들이 열쇠를 빼앗아 전세를 역전시

켰다고 생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1. 안경이 벗겨진 총각은 소리를 지르며 도둑A에게 달려든다. 당황한 도둑A

는 결국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에게 패배한다. 도둑A가 쓰러진 것을 확

인한 총각은 딸에게 다가가 관심을 보이더니 관중석으로 내려가 여자 관객에게

도 관심을 보인다. 그러자 딸은 총각에게 달려가 다시 안경을 씌우고 총각은 원

래대로 돌아온다. 그 사이 쓰러져 있던 도둑A의 옆에 도둑B가 다시 등장한다. 

본 장면의 과정은 <표.Ⅲ-24>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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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총각의 돌변 딸과 관객에게 관심을 보이는 총각 도둑B의 등장

<표.Ⅲ-24> 4막-#11의 장면 구성

  여기서 고정점으로 상정한 도둑B의 등장을 토대로 안경을 벗은 총각이 포악

함과 더불어 여자를 밝히는 면모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총각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총각의 또 다른 면

모’를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총각은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던 것임

을 알 수 있었다.

#12. 다시 등장한 도둑B는 가족들에게 달려들어 아빠에 이어 삼촌까지 모두 쓰

러뜨려버린다. 패배한 삼촌이 바닥에 누워 울기 시작하자 딸이 그에게 술병을 

건넨다. 그러자 조명이 변화하며 술을 마신 삼촌이 취권 동작 선보이며 도둑B

를 쓰러뜨린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한 도둑A에게 삼촌은 또 다시 패하

고 조명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본 과정은 <표.Ⅲ-25>와 같았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가족에게 달려드는 도둑B 술병을 건네는 가족과 패배한 삼촌 조명이 돌아옴

<표.Ⅲ-25> 4막-#12의 장면 구성

  여기서 조명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순간을 고정점을 추정하여 조롱당하던 도

둑들이 가족에게 복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

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도둑의 복수’를 표현한 것이

며, 응시의 순간에 도둑B는 복수를 위해 태세를 전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3. 쓰러진 삼촌을 바라보던 아빠와 총각은 딸과 엄마를 앞으로 떠민다. 이어

서 도둑과 가족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도둑B가 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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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안경을 벗고 돌변하면서 전세가 역전된다. 하지만 도둑A가 총을 되

찾아서 쏘자 가족들은 모두 도망간다. 본 과정은 <표.Ⅲ-26>과 같았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엄마와 딸을 내보냄 가족과 도둑의 대결, 총각이 안경을 벗음 총을 쏨

<표.Ⅲ-26> 4막-#13의 장면 구성

  여기서 도둑A가 총을 쏘는 순간을 고정점으로 추정하여 본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가족과 도둑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

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주도권 쟁탈전’을 표

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아빠와 총각은 도둑에게 겁을 먹고 엄마와 딸을 

떠민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4. 도둑A는 총을 들고 다가가 엄마에게 겨눈다. 그러자 가족들이 차례로 나와 

서로 자신을 겨누도록 한다. 하지만 삼촌이 자신을 겨누던 총을 자연스럽게 도

둑A의 머리를 향하게 하자 도둑A는 화를 내며 삼촌에게 총을 쏘려고 한다. 그 

순간 무대 중앙이 스포트라이트 되며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본 과정을 <표.Ⅲ-2

7>로 정리하였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엄마에게 총을 겨눔 가족들이 나오고 도둑이 삼촌을 쏘려고 함 할아버지의 등장

<표.Ⅲ-27> 4막-#14의 장면 구성

  여기서 할아버지의 등장을 고정점으로 상정하여 위기에 몰렸던 도둑이 상황

을 역전시키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가족과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도둑의 인질극’을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도둑A는 탈출을 위해 가족들을 위협하던 것임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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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시 나타난 할아버지는 도둑A가 총을 겨누지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결국 도둑A는 그를 향해 총을 쏘고 할아버지는 그가 쏜 총알을 모두 

막아낸다. 하지만 도둑A가 ‘평범하게 살자’라고 쓰여 있는 가훈을 쏴서 떨어

뜨리자 할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여 가족과 도둑 모두를 제압해버린다. 결국 도둑

은 항복하고 조명이 꺼지며 4막이 종료된다. 본 장면의 과정은 <표.Ⅲ-28>과 같

았다.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고정점

 

움직임 없는 할아버지 총을 쏘는 도둑과 분노한 할아버지 도둑의 항복(조명off)

<표.Ⅲ-28> 4막-#15의 장면 구성

  여기서 조명의 꺼짐을 고정점으로 상정하여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도둑과의 

싸움에서 고전하던 가족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의 순간). 이

를 통해 이해의 순간 속 할아버지와 도둑의 신체적 언어 연쇄는 ‘할아버지의 

귀환과 승리’를 표현한 것이며, 응시의 순간에서 할아버지는 총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존재임을 드러내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은유 개념을 통한 공연 <점프>의 신체적 언어 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캉은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로 구조화 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L도식’을 통해 주체 상호 간의 관계와 주체의 내적 구조에 대해 

정의하였다. 앞 단락에서는 이 중 주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전달의 원리인 사후작용 개념을 통해 공연 <점프>의 구조를 분석하여 언술

행위 주체인 작가의 위상과 관객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선 <점프>의 

텍스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본 단락에서는 그 구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신체적 언어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것은 라캉이 말한 L도식에서의 

주체 내적 구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앞 단락의 분석결과에 대해 앞서 언급하면 <점프>는 불완전한 문장구조를 지

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연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관객이 스스로의 주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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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공연을 구성하고 있

는 모든 신체적 언어들이 관객의 주관적 의미 해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얼굴표정과 같이 문화권에 상관없이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신체언어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우룡 외, 2005). 그리고 같은 문화권

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습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표정뿐만 아

니라 몸짓도 상대방이 전달하는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김

우룡 외, 2004, 최광선, 1999; 홍기선, 1995).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시와 동시에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신체

적 언어들이 있는 반면에 공연 내에는 독립적으로는 의미를 공유하기 힘든 신

체적 언어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작가가 특정 움직임에 특정 의미를 부여한 신

체적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이 은유의 작용을 통해 생

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라캉이 말한 바와 같이 은유란 시니피앙(기표)의 대

체를 통한 시니피에(의미)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연을 생산

하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체하여 의미화 작용을 낳

는 것이다. 이것은 은유라는 매커니즘을 적용한 것으로 이것이 주체의 내적 구

조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캉은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있고 더불어 인간의 의식은 

은유와 환유로 구조화되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인간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

는 언어의 구조물은 무의식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유와 환유라는 의식적

인 작용에 따라 운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은유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한 

기표의 선택을, 환유는 인접성의 원리에 의한 기표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처럼 무의식의 문법은 은유와 환유의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것인데(Widme

r, 1990), 이 중에서 은유는 기표에 대한 ‘선택’과 ‘대체’를 통한 의미화 작

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은유는 한 기표를 유사성의 관계에 따라 다른 

기표로 대체함으로써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라캉은 이 은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시한다.

f (S＇/ S)S ≌ S (+) s

  이 은유공식에서 기존의 기표(S)는 의미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돌파함과 동

시에 의미(s)를 생성하여 의미화 된 기표(S＇)로 탄생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

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표에 대한 선택 

및 대체의 작업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은유적 표현들은 라캉에 의하면 단순히 기표의 대체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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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주체 자신을 대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체의 동일화를 통

한 상징적 범주의 구성으로써 의미화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체는 기

표를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며 그 주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그것

에 상응하는 기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 부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라캉의 입장이다. 하지만 주체는 은유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의 발

산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실재와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다.

  위와 같이 라캉의 욕망에 관한 수사학에 대해 살펴보면 언어로 이루어진 인

간 무의식의 구조물은 은유와 환유라는 의식적 작용에 의해 운용된다. 그 중에

서 은유는 시니피앙에 대한 선택 및 대체를 통한 의미 생성으로서 주체의 동일

화를 통해 주체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면 작가의 무의식의 구조물인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그 내부를 구성하는 

신체적 언어들 속에서도 은유의 작용을 통해 욕망을 발산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점프>에서 은유적 신체언어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응시와 동시

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언어들을 소거하려고 한다. 그것의 

기준으로는 Ross Buck(1984)이 제시한 상징적·자연발생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여기서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은 발화자와 청자가 그 의미를 사회

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적 신호체계를, 자연발생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동기 및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무의식적 신

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요소를 소거함으로써 은유적 신체적 언어를 도출

하려고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본 장에서는 <점프>를 대상으로 상징적·자연발생적 커뮤

니케이션과 관련된 요소들을 소거하여 은유의 작용을 거친 신체언어들을 도출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신체적 언어와 문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파악하고 그것을 라캉의 은유공식(f (S

＇/ S)S ≌ S (+) s)의 틀 속에서 서술할 것이다. 또한 신체적 언어들 중에서도 

본 공연의 중심 소재인 무술이 은유의 작용을 가장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지 파

악하고 그것이 공연 내에서 어떠한 언어적 기능을 하는지 knapp(1980)의 신체적 

언어 기준을 통해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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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Knapp(1980)의 신체적 언어 분류

  신체적 언어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다룬 기존의 연구들(Ruesch, Kees, 1956; 

Harrison, 1973; Dodd, 1982; Knapp, 1980) 중에서 Knapp은 위와 같이 신체적 언

어에 대해 한층 더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이 기준을 통해 은유적 신체언어, 특

히 무술이 어떠한 언어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성질을 바탕으로 무술이 본 

공연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지 고찰할 것이다.

  위의 분석은 근본적으로 신체적 언어로 구성된 공연 <점프> 속에서 은유적 

신체언어를 도출하고 그것이 공연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고찰함으로써 

언술 주체인 작가가 무의식의 구조물 속에서 위상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데 있

다. 즉 공연 속에서 욕망하는 주체인 작가가 공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더불어 본 공연에서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무술이 

작가의 욕망을 발산하는 도구로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것

이 기존 무술공연 형태에서와 어떠한 차이점과 의미를 지니는지 논할 것이다.

 1) 1막 ‘오늘의 특별한 손님은?’

#1. 삼촌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장면인 본 장면에서는 비틀거리며 옷을 벗거나 

물을 꺼내 마시는 일반적 신체언어를 통해서 삼촌이 술에 취해있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2. 가족들의 기상시간인 본 장면에서는 삼촌이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던 아빠

가 기상시간이 지났음을 깨닫고 다급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지만 가족들은 

피곤해하며 일어나지 않는다. 본 장면에서 도출한 은유적 신체언어들은 <표.Ⅲ-

29>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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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 S)S ≌ S (+) s
S S’ s

딸

엄마

삼촌

m-1
 

m-2
 

m-3

당황함

아빠

m-4
 

m-5
 

m-6
 

m-7

화남

<표.Ⅲ-29> 1막-#2의 은유적 신체 언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급한 아빠와 피곤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이 당황한 상태에서 아빠에게 끌려나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것을 위의 

m-1~3과 같은 체조 동작들로도 표현하고 있었다. 딸, 엄마, 삼촌(S)을 m-1~3(S

＇)으로 대체하여 ‘당황함’(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이어서 가족들이 피곤해하며 일어나지 않자 아빠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는 아빠의 표정과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어지는 m-4~7의 신체적 언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아빠(S)를 m-4~7(S

＇)로 대체하여 ‘화남’(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3. 알람이 울리자 늦잠을 잔 것을 깨달은 가족들은 총각이 찾아온 것도 알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급하게 외출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본 장면에서 도출

한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0>과 같았다.

f (S＇/ S)S ≌ S (+) s
S S’ s

아빠

엄마

딸

삼촌

총각

m-1
 

m-2
 

m-3
 

m-4
 

다급함

<표.Ⅲ-30> 1막-#3의 은유적 신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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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발을 구르며 급하게 옷을 입는 삼촌과 화장실로 달려가는 딸,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외출준비를 돕는 아빠의 모습 등을 통해서 가족들의 다급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등장하는 m-1~10의 신체적 언어들도 다

급함을 표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아빠, 엄마, 삼촌, 딸, 총각(S)을 m-1~1

0(S＇)으로 대체하여 ‘다급함’(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4. 외출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 가족들은 가방이 뒤바뀐 것을 깨닫고 다급하

게 집으로 돌아온다. 정신없이 자신의 가방을 되찾은 가족들은 서둘러 다시 집

을 나선다. 본 장면에서 드러난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1>과 같았다.

f (S＇/ S)S ≌ S (+) s
S S’ s

아빠

엄마

딸

삼촌 

총각 m-1

다급함

<표.Ⅲ-31> 1막-#4의 은유적 신체 언어

  본 장면에서도 발을 구르며 등장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다급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m-1의 신체적 언어 역시 다급함을 표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아빠, 엄마, 삼촌, 딸, 총각(S)을 m-1(S＇)로 대체하여 

‘다급함’(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5. 가방을 되찾고 집을 나섰던 가족들은 오늘이 휴일임을 깨닫고 돌아와서 아

m-5
 

m-6
 

m-7
 

m-8
 

m-9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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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여기서 가족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아빠에게 가방

을 던지거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

가 가족들을 혼내는 모습에서 할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6. 할아버지는 총각이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란다. 여기서 총각이 가족

들의 집에 찾아오기로 했던 손님이라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선

물을 건네는 총각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총각

에게 딸의 어깨에 손을 얹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총각을 딸의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할아버지가 총각을 딸의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에 경악한 가족들은 총각이 

딸의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신체검사를 한다. 본 장면에서 드러난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2>와 같았다.

f (S＇/ S)S ≌ S (+) s
S S’ s

아빠 

엄마

딸

삼촌 

총각

m-1
 

m-2
 

m-3

신체검사

<표.Ⅲ-32> 1막-#7의 은유적 신체 언어

  본 장면에선 신체검사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웃으며 상의를 하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m-1~3과 같은 신체적 언어들은 즐거움을 표현하기 보다는 신

체검사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빠, 엄마, 삼촌, 딸, 총각(S)을 

m-1~3(S＇)으로 대체하여 ‘신체검사’(s)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8. 신체검사를 하다가 안경이 벗겨진 총각은 포악하게 돌변한다. 그 모습에 겁

을 먹은 가족들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총각은 자신을 괴롭힌 가족들에게 복수하

려고 한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로 인해 다시 안경을 쓰게 되고 원래대로 돌아온

다. 본 장면에서 도출한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3>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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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 S)S ≌ S (+) s
S S’ s

총각

m-1
 

m-2

포악함

삼촌

m-3
 

m-4

겁에 

질림

<표.Ⅲ-33> 1막-#8의 은유적 신체 언어

  본 장면에서 총각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통해서 총각이 포악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m-1~2와 같은 발차기 동작들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총각(S)을 m-1~2(S＇)로 대체하여 ‘포악함’

(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포악하게 변한 총각을 본 가족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만 총각은 자신의 

안경을 벗긴 삼촌을 불러내는데, 삼촌의 표정과 총각을 말리려는 모습에서 겁에 

질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m-3~4와 같은 삼촌의 행위 또한 겁

에 질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삼촌(S)을 m-3~4(S＇)로 대체하

여 ‘겁에 질림’(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2) 2막 ‘오늘의 고수는 누구인지?’

#1. 2막이 시작되고 할아버지의 성화로 수련시간이 시작된다. 본 장면에서 가족

들은 차례대로 나와 무술시범을 보이며 자신의 실력을 뽐낸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내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본 장면에서의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4>와 같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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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 S)S ≌ S (+) s
S S’ s

아빠 

삼촌

m-1
 

m-2 
 

m-3 
 

m-4 

자신감

<표.Ⅲ-34> 2막-#1의 은유적 신체 언어

  가족들의 무술시범에 이어 아빠와 삼촌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앞선 무술시범

에서 보여준 자신감 있는 표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대결에 앞서 보여주는 m-1~4

와 같은 무술 동작들 또한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빠와 삼촌(S)을 m-1~4(S＇)로 대체하여 ‘자신감’(s)이라는 의미를 생

산한 것이다.

#2. 수련시간에 장난을 치는 가족들에게 화가 난 할아버지는 관중석으로 내려

가 가족들을 혼내줄 고수를 데리고 올라온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던 가족들은 

고수에게 처참하게 패배한다. 본 장면에서의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5>와 

같았다.

f (S＇/ S)S ≌ S (+) s
S S’ s

삼촌

   

m-1

자신감

<표.Ⅲ-35> 2막-#2의 은유적 신체 언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고수(관객)는 삼촌과 대결하는데, 고수를 비웃는 모습을 

통해서 삼촌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m-1의 무술 동작에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삼촌(S)을 m-1(S＇)로 대체하

여 ‘자신감’(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고수(관객)

는 가족들과 대결에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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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수에게 패배한 가족들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수련에 임한다. 본 장면은 

개인·단체별로 선보이는 무술시범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앞서 진행되었던 수

련시간을 연장하여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3막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1. 3막이 시작되고 딸이 홀로 책을 읽고 있는 총각에게 다가가 관심을 표현한

다. 딸이 안경을 벗기자 돌변한 총각은 딸과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를 선보인다. 이 과정에서의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6>과 같았다. 

f (S＇/ S)S ≌ S (+) s
S S’ s

총각

딸

 
m-1

 
m-2

 
m-3

  

사랑

<표.Ⅲ-36> 3막-#1의 은유적 신체 언어

  본 장면의 퍼포먼스에 앞서 총각과 딸이 서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m-1~3과 같

은 무술과 춤(대표적인 장면만 제시하였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총각과 딸(S)을 m-1~3(S＇)으로 대체하여 ‘사랑’(s)이라는 의미

를 생산한 것이다.

#2. 총각과 딸의 퇴장과 함께 등장한 아빠와 엄마는 처음엔 사랑의 퍼포먼스를 

보이는듯하더니 엄마를 피해 도망가는 아빠로 인해 부부싸움으로 변한다. 부부

싸움은 결국 엄마의 승리로 끝나고 3막이 종료된다. 본 장면에서의 은유적 신체

언어를 도출하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는 <표.Ⅲ-37>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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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 S)S ≌ S (+) s
S S’ s

아빠

엄마

m-1

겁에 

질림

m-2
 

m-3
 

m-4

분노

m-5
 

m-6
 

m-7

사랑

<표.Ⅲ-37> 3막-#2의 은유적 신체 언어

  아빠가 비명을 지르며 첫 등장을 하는 모습에서 그가 겁에 질렸다는 것을 바

로 알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m-1의 동작에서도 겁에 질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아빠(S)를 m-1(S＇)로 대체하여 ‘겁에 질림’(s)이라는 의미

를 생산한 것이다.

  뒤이어 등장한 엄마가 아빠에게 꽃을 주며 애정을 표현하지만 아빠가 그것을 

밟아버리자 화를 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서 이어지는 m-2~4의 무술과 춤 동

작들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빠와 엄마(S)를 m-2~4(S＇)로 

대체하여 ‘분노’(s)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총각과 딸이 돌아온 것을 발견한 아빠와 엄마는 m-5-7과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들 부부

가 총각과 딸 앞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와 엄마(S)를 m-5~7(S＇)로 대체하여 ‘사랑’(s)라는 의미를 생

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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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막 ‘별난 가족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1. 가족들의 집에 도둑A와 B가 차례로 침입하여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집 

안에 모인 그들은 가방을 열어 무엇인가 꺼내려고 하지만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크게 놀란다. 본 장면에서 은유적 신체언어를 도출하여 <표.Ⅲ-38>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f (S＇/ S)S ≌ S (+) s
S S’ s

도둑A

m-1
 

m-2
 

m-3
   

날렵함

도둑B

m-4
 

m-5

둔함

<표.Ⅲ-38> 4막-#1의 은유적 신체 언어

  집으로 들어온 도둑A와 도둑B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도둑 A의 경우에는 

집 안을 빠르게 수색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날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그것을 m-1~3의 낙법과 체조 동작과 함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둑A(S)를 m-1~3(S＇)으로 대체하여 ‘날렵함’(s)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반면에 도둑B는 등장에서부터 실수를 하면서 도둑A와는 달리 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m-4~5에서도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둑 

B(S)를 m-4~5(S＇)로 대체하여 ‘둔함’(s)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2. 집 안을 수색하려던 도둑들은 술에 취해 귀가한 삼촌과 마주치면서 집 안

에 숨어든다. 그리고 술에 취해 도둑이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한 삼촌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자 도둑은 그를 말리려고 한다. 여기선 삼촌의 술에 취함, 도둑들

의 놀람 등을 일반적인 신체언어들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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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촌이 도둑들이 실수로 두고 간 가방을 뒤지고 있는 사이 아빠가 등장한

다. 그리고 삼촌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자신을 구박하는 아빠에게 장난을 치다

가 크게 혼이 난다. 그 틈을 노려 도둑은 집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본 장면의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39>와 같이 나타났다.

f (S＇/ S)S ≌ S (+) s
S S’ s

아빠

m-1
 

m-2
 

m-3

화남

<표.Ⅲ-39> 4막-#3의 은유적 신체 언어

  본 장면에선 장난을 치는 삼촌에게 소리를 지르는 아빠의 모습에서 그가 화

가 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m-1~3의 신체적 언어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빠(S)를 m-1~3(S＇)로 대체하여 ‘화남’

(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4. 아빠가 삼촌을 혼내는 틈을 타서 탈출하려던 도둑들은 때마침 귀가하는 가

족들과 마주친다. 가족들은 이들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잡으려 

하지만 도둑A가 조명을 끄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본 장면에서의 은유적 신

체언어는 <표.Ⅲ-40>과 같이 나타났다.

f (S＇/ S)S ≌ S (+) s
S S’ s

가족

도둑

m-1
 

m-2

놀람

<표.Ⅲ-40> 4막-#4의 은유적 신체 언어

  여기선 가족과 도둑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이들이 서로를 보고 크게 놀랐다

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격전에 등장하는 m-1~2 등의 

엉뚱한 연출들에도 그 의미를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과 도둑(S)을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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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로 대체하여 ‘놀람’(s)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5. 도둑A가 전기선을 뽑아버리고 가족과 도둑의 암흑 속 추격전이 벌어진다. 

가족들은 도둑을 잡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서로를 공격하고 도둑은 기회를 틈 

타 도망가려고 한다. 본 장면에선 <표.Ⅲ-41>과 같은 은유적 신체언어들이 발견

되었다.

f (S＇/ S)S ≌ S (+) s
S S’ s

가족

도둑 m-1
 

m-2
 

m-3
 

m-4
 

m-5
 

m-6

신중함

<표.Ⅲ-41> 4막-#5의 은유적 신체 언어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분산되는 시선을 통해서 가족들은 암흑 속에서 도둑을 

잡기 위해, 그리고 도둑은 그들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신중함이지만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m-1~6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었다. 가족과 도둑(S)을 m-1~6(S＇)으

로 대체하여 ‘신중함’(s)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6. 전기선을 다시 연결한 할아버지는 감전이 되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가

족과 도둑을 총으로 위협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슬랩스틱을 선보인 후 기절해버린다. 본 장면의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42>

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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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 S)S ≌ S (+) s
S S’ s

할아버지

m-1
 

m-2
 

m-3

감전됨

<표.Ⅲ-42> 4막-#6의 은유적 신체 언어

  할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키며 총으로 가족과 도둑을 위협하는 모습에서 그가 

감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m-1~3의 신체적 언어에도 그 의

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S)를 m-1~3(S＇)으로 대체하여 ‘감전

됨’(s)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7. 할아버지가 감전되어 기절하고 가족과 도둑의 총 쟁탈전이 시작된다. 결국 

도둑A가 총을 빼앗으면서 대결은 끝이 난다. 여기서 총을 향해 몸을 던지며 대

결하는 가족과 도둑의 모습에서 총을 빼앗기 위한 다급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

#8. 총을 손에 넣은 도둑A는 가족들을 밧줄로 묶어놓고는 도둑B에게 총을 주며 

가족들을 감시하도록 맡기고 사라진다. 하지만 도둑B가 실수로 가족들은 모두 

풀어주면서 상황은 역전된다. 여기서도 가족들을 위협하려는 도둑B와 이를 조

롱하는 가족들을 일반적인 신체언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다.

#9. 도둑B를 제압한 가족들은 도둑A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풀어주고 모두 도망 가버린다. 도둑A는 그 기회를 노려 집을 탈출하려고 하지

만 삼촌이 나타나 도둑B가 들고 있던 열쇠를 빼앗아버린다. 본 장면에서의 은

유적 신체언어는 <표.Ⅲ-43>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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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 S)S ≌ S (+) s
S S’ s

도둑B

m-1

위협

<표.Ⅲ-43> 4막-#9의 은유적 신체 언어

  본 장면에서는 도둑A가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는 모습에서 그가 열쇠를 빼

앗기고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었다. 도둑B는 도둑A가 화를 내며 달려오자 m-1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화가 난 도둑A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둑B(S)를 m-1(S＇)로 대체하여 ‘위협’(s)이

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10. 도둑B마저 도망 가버리자 도둑A는 홀로 남아 허탈해한다. 그리고 가족이 

다시 등장하자 그는 열쇠를 빼앗기 위해 대결을 시작한다. 하지만 도둑들은 곧 

위기에 몰려 도망가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본 장면에선 <표.Ⅲ-44>와 같이 세 

부분으로 은유적 신체언어를 나눌 수 있었다.

f (S＇/ S)S ≌ S (+) s
S S’ s

아빠

도둑A

m-1
 

m-2

자신감

총각

도둑A

m-3
 

m-4

정신을 

잃음

<표.Ⅲ-44> 4막-#10의 은유적 신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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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도둑A의 대결에서 아빠는 m-1과 같은 무술 동작을 보이는데, 이후 대

결에서 도둑A의 공격을 모두 몸으로 막아낸다. 이를 통해 m-1은 도둑A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아빠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m-1에 이어지는 도둑A의 m-2의 무술 동작은 그런 아빠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는 상반되지만 아빠와 도둑A(S)를 m

-1~2(S＇)로 대체하여 ‘자신감’(s)이라는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이어지는 도둑A와 총각의 대결에서 둘은 머리를 부딪치는데, 어지러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머리를 부딪치고 정신을 잃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m-3~4의 군무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총각과 도둑A(S)를 m-3~4(S＇)로 대체하여 ‘정신을 잃음’(s)이라는 의미를 생

산한 것이다.

  총각과 도둑A의 군무가 끝나자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나와 환호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하는 m-5의 체조 동작들 또한 환호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S)을 m-5(S＇)로 대체하여 ‘환호’(s)의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11. 정신이 돌아온 도둑A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조롱당한 사실을 깨닫고 총각

에게 분풀이하며 안경을 벗겨버린다. 하지만 안경을 벗고 돌변한 총각에게 도둑 

A는 처참하게 패한다. 본 장면에서의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45>와 같이 나

타났다.

f (S＇/ S)S ≌ S (+) s
S S’ s

총각

m-1

포악함

<표.Ⅲ-45> 4막-#11의 은유적 신체 언어

  안경이 벗겨지고 총각이 처음으로 보이는 m-1은 이어지는 난폭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포악하게 돌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총각(S)을 m-1(S＇)로 대

아빠

엄마

삼촌

딸
m-5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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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포악함’(s)의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도둑A를 쓰러뜨린 후에 총각은 

딸에 이어 여자 관객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총각이 포악함과 더불어 여

자를 밝히는 면모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신체언어를 통해 파악

할 수 있었다.

#12. 도둑A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한 도둑B는 가족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어서 이들의 막상막하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은유

적 신체언어는 <표.Ⅲ-46>과 같았다.

f (S＇/ S)S ≌ S (+) s
S S’ s

삼촌

m-1

강해짐

도둑A

m-2
 

m-3
 

m-4

분노

<표.Ⅲ-46> 4막-#12의 은유적 신체 언어

  도둑B는 아빠에 이어 삼촌을 모두 제압해버리는데, 대결에서 패배하고 울고 

있는 삼촌이 딸이 건넨 술을 마시고는 일어나 도둑B와 대결하여 승리한다. 이

를 통해 m-1은 삼촌이 술을 마시고 더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촌(S)을 m-1(S＇)로 대체하여 ‘강해짐’(s)의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도둑B가 삼촌에게 패배하자 도둑A는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던진다. 이를 

통해 도둑A가 분노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m-2~4와 같은 무술 동작에

도 그 분노의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둑A(S)를 m-2~4(S＇)로 대체

하여 ‘분노’(s)의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13. 삼촌이 도둑A에게 패배하고 가족과 도둑이 서로 얽혀 싸우기 시작한다. 처

음엔 안경을 벗은 총각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도둑A

가 총을 되찾아 위협하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본 장면은 은유적 표현보다는 대

결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내용이 전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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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총을 가지고 나온 도둑A는 가족들을 위협한다. 본 장면에서는 가족들이 서

로 자신이 인질이 되기 위해 나서는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은유적 표

현은 발견되지 않았다.

#15. 도둑A가 마지막 인질이었던 삼촌에게 총을 쏘려고 하자 기절해있던 할아

버지가 다시 등장한다. 그는 도둑A가 가훈을 쏴서 떨어뜨리자 크게 분노하며 

가족과 도둑을 모두 제압해버린다. 결국 가족과 도둑의 대결은 가족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 본 장면에서의 은유적 신체언어는 <표.Ⅲ-47>과 같이 드러났다.

f (S＇/ S)S ≌ S (+) s
S S’ s

할아버지
m-1

날렵함

m-2

분노

<표.Ⅲ-47> 4막-#15의 은유적 신체 언어

  다시 등장한 할아버지는 도둑A가 총을 쏘자 총알을 몸으로 막아내며 자신의 

날렵함을 보여준다. 이를 m-1과 같이 총알을 잡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다. 할아버지(S)를 m-1(S＇)로 대체하여 ‘날렵함’(s)의 의미를 생산한 것이

다.

  할아버지가 총알을 모두 막아내자 도둑A는 ‘평범하게 살자’라고 쓰인 가훈

을 쏴서 떨어뜨린다. 이를 본 할아버지가 손을 떠는 모습에서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어지는 m-2의 신체적 언어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할아버지(S)를 m-2(S＇)로 대체하여 ‘분노’(s)의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 

결국 도둑들은 가족에게 패배하고 4막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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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연 <점프>에서의 의사전달 매커니즘에 관한 고찰

1. 작가와 관객의 의사전달 구조 변화

  Ⅲ장에서는 공연 <점프>에서 언술행위의 주체인 작가의 위상과 관객과의 관

계를 고찰하기 위해 본 공연의 고정점을 탐색하고 구두점 찍기를 통해 결론을 

형성하여 논리적 시간개념의 틀 속에서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의 <표Ⅳ-1>와 같다.

막 장면(#) 고정점 구두점 찍기

1

#1 삼촌의 퇴장 술에 취함

#2 알람의 울림 기상시간

#3 딸, 엄마, 삼촌, 총각의 퇴장 외출준비

#4 딸, 엄마, 삼촌, 총각의 퇴장 뒤바뀐 가방

#5 할아버지의 등장 오늘은 휴일

#6 할아버지의 퇴장 사위의 등장

#7 조명의 변화 신체검사

#8 총각이 안경을 다시 씀 총각의 이중성

2

#1 할아버지의 퇴장 수련시간

#2 조명의 변화 고수의 등장

#3 가족들의 퇴장 수련시간

3
#1 총각과 딸의 퇴장 총각과 딸의 사랑

#2 조명의 변화 부부싸움

4

#1 전화벨이 울림 도둑의 침입

#2 아빠의 등장 술 취한 삼촌과 도둑의 만남

#3 가족들의 등장 아빠의 구박

#4 조명이 꺼짐 가족과 도둑의 추격전

#5 조명이 켜짐 암흑 속의 추격전

#6 배경 음악 시작 할아버지의 감전

#7 도둑A의 퇴장 총 쟁탈전

<표.Ⅳ-1> 사후작용의 개념에 따른 공연 <점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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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라캉이 말한 의미화의 완료인 고정점은 각 장면에서 

주된 움직임을 보이던 인물의 등장 및 퇴장이 있었으며 극의 일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이 등장하면서 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나 등장인물의 퇴장으로 진행되던 전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그 외에 조명의 변화와 사물의 움직임 등은 본 연구자가 고정점으

로 추정하긴 하였지만 극 전개 전환의 단서로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우리가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언어는 앞서 브루스 핑크가 제시한 예시와 

같이 의미화 작용을 하는 고정점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하지만 위의 분석결과 

넌버벌 퍼포먼스에서는 고정점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등장인물의 등장 및 퇴장 

외에도 사물의 움직임, 조명의 변화와 같이 추측은 가능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

지 않는 고정점 또한 존재하였다. 그리고 극의 전체적인 추론의 과정에서 신체

적 언어들의 불규칙적 연쇄로 인해 언어의 문법과 같은 코드를 발견할 수 없었

다. 즉 불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정점이라고 확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신체적 움직임

들의 코드가 불분명하다면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의미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

는 것일까? 본 연구자는 그것을 작가의 의미 전달 보다 관객의 의미 해석의 측

면에서 바라보았다. 즉 공연의 해석이 구두점 찍기를 통한 결론의 순간 형성과 

이해의 순간, 응시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의미 부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라캉이 말한 것과 같이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며 관객이 스스

로의 주체형성을 통해 공연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작품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실체이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라

고 할 수 있다(손병돈, 2004). 하지만 고정점의 불명확성과 코드의 부재는 관객

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공연을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 의

미해석이 약간씩 상이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이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그 의미는 관객들을 향해 어느 정도 열려있으며 

#8 도둑A의 등장 도둑B의 어리석음

#9 도둑B의 퇴장 도둑의 탈출 시도

#10 총각에게 스포트라이트 위기에 빠진 도둑

#11 도둑B의 등장 총각의 또 다른 면모

#12 조명이 켜짐 도둑의 복수

#13 도둑A가 총을 쏨 주도권 쟁탈전

#14 할아버지의 등장 도둑의 인질극

#15 조명의 변화 할아버지의 귀환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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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인 관객은 다양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넌버벌 퍼포먼스가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 관객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그것

이 언어극과는 달리 고정점을 관객이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객이 의미에 대한 확정을 내리는 순간이 바로 고정점 

생성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점을 형성하게 하는 신체

적 언어들의 코드도 관객이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언어극은 생산자가 생성한 고정점에 의한 의미 해석인 반면에 넌버벌 

퍼포먼스는 수용자가 생성한 고정점에 의한 의미 해석인 것이다.

  즉 넌버벌 퍼포먼스는 말과 문장과 같이 사후적으로 의미를 해석하지만 그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는 바로 관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객이 의미를 생

산한다는 것은 작가와 관객의 주체 상호 간 관계에서 작가가 전달하는 무의식

의 구조물이 관객의 상상계적 작용을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라캉

이 L도식을 통해 말한 상상계적 지배 속에서 언술행위의 주체를 소외시키는 

‘텅 빈 말’에 다가가는 말인 것이다. 그것은 곧 언어극에서의 작가는 ‘꽉 찬 

말’을 지향하며 공연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공연 형태인 반면

에,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작가는 관객의 상상계적 관계 속에 지배되어 ‘텅 

빈 말’로서 자신의 위상을 지키기 힘든 공연 형태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언술행위의 주체인 작가는 소외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넌버벌 퍼포먼스의 생성 계기이자 가장 큰 특징인 관객 참여 요소가 

관객이 공연자와 함께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즉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관객은 단순히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발전한 것을 넘

어서 공연의 의미해석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의 위상

이 작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객 참여의 

개념이 공연의 의미 해석에 대한 주체적 참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2. 욕망을 내재하는 움직임으로서의 무술

  Ⅲ장의 내용과 같이 공연 <점프>에서 은유의 작용이 드러난 신체적 언어들을 

탐색하여 라캉의 은유공식의 틀 속에서 그것을 서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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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공연에서 은유의 작용이 강하게 드러난 신

체적 언어에는 크게 무술, 체조, 춤, 작가가 임의로 구성한 움직임들이 있었는

데, 그 중에서도 무술과 체조 동작이 은유적 신체언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 이 중 본 공연의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무술의 움직임에서는 

대부분 발차기 기술들이 등장하였고, 체조 동작에서는 옆 돌기 동작을 응용한 

기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위의 네 가지 은유적 신체언어들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한 가

막 장면(#) 무 술 체 조 춤
임의의 

움직임
의 미

1

#2
- m-1·2·3 - - 당황함

m-7 m-4 m-5 m-6 화남

#3 m-4·8
m-1·2·3·

6·9·10
- m-5·7 다급함

#4 - - - m-1 다급함

#7 m-2 - - m-1·3 신체검사

#8
m-1·2 - - - 포악함

- m-3·4 - - 겁에 질림

2
#1 m-1·2·3·4 - - - 자신감

#2 m-1 - - - 자신감

3

#1 m-1·2 - m-3 - 사랑

#2

m-1 - - - 겁에 질림

m-2·3 - m-4 분노

- - m-5·6·7 - 사랑

4

#1
m-1 m-2·3 - - 날렵함

- m-4·5 - - 둔함

#3 m-1·2·3 - - - 화남

#4 - - - m-1·2 놀람

#5 m-1·2·4 - - m-3·5 신중함

#6 - - - m-1·2·3 감전됨

#9 - - - m-1 위협

#10

m-1·2 - - - 자신감

- - m-3·4 - 정신 잃음

- m-5 - - 환호

#11 - - - m-1 포악함

#12
- - - m-1 강해짐

m-2·3·4 - - - 분노

#15
- - - m-1 날렵함

- - - m-2 분노

<표.Ⅳ-2> 공연 <점프>에서의 은유적 신체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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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류의 움직임만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움직임들을 복합적

으로 혼합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서 작가가 여러 가

지 움직임을 결합하여 나름대로의 코드를 형성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공연에서 도출된 은유적 신체언어들이 어떠한 언어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신체적 언어를 상징행위(emblems), 설명행위

(illustrators), 감정표현행위(affect display), 규제행위(regulators), 적응행위

(adaptors)로 세부적으로 분류한 knapp(1980)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본 공연 내에서 주로 설명행위의 기능을 하던 상징적·자연발생적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더불어 은유적 신체언어들은 그 자체로 설명행위의 기능

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것을 강화하는 감정표현행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언어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움직임들은 본 공연 내에서 형용사적 혹은 부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공연 <점프> 내에서 은유의 작용이 강하게 드러난 신체적 언어에는 

무술, 체조, 춤, 작가가 임의로 구성한 움직임들로 드러났는데, 이것들은 단독적

으로 혹은 타 장르의 움직임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됨으로써 작가가 나름

대로의 코드를 형성하려고 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으며 감정표현 행위의 기능

을 하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상태를 드러내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었다. 즉 공연 내에서 언어적으로 형용사·부사적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연에서 플롯을 이끄는 주요 신체적 행위는 상징 혹은 설명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공연에서 드러난 은유적 신체언어들은 대부분 감정표현 행위의 

성격을 지니면서 공연을 이끄는 상징·설명행위의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데 그

치고 있었다. 라캉은 은유를 무의식의 구조물을 운용하는 하나의 매커니즘으로

서 주체 자신을 대치하는 주체 내적 구조의 규칙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은유적 

표현이란 주체의 동일화 통해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며 실재에 다가가는 것이다. 

하지만 본 공연에서 드러난 은유적 신체언어들이 공연의 중심적 역할이 아닌 

그것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언술 주체로서의 작가가 자신의 욕망을 드

러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욕망하는 주체인 언술

주체도 본 공연에서 소외되는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비록 욕망의 주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연 형

태이더라도 무술의 움직임이 작가의 욕망을 발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

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무(武)라는 소재를 실천적·실용적 측면을 강조

하여 기술의 시연만을 목적으로 두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즉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무술은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단순한 퍼포먼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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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그 속에 작가의 욕망을 내재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곧 <점프>와 같

은 창작공연에서의 무술이 이해, 교육,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재현공

연에서와 확연한 차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논의처럼 무술공연

의 세 가지 형태인 무술의 창작·시범·재현공연을 공통적으로 공연의 범주로 

볼 수는 있지만 창작공연에서의 무술은 작가의 욕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형태의 공연과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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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공연예술의 양상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능

동적 관객 참여와 새로운 무대 공간 구성을 추구하며 기존의 공연 형태를 벗어

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퍼포

먼스(performance)’인데, 결과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예술과는 달리 과정을 강

조함과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해체적 연극의 특성을 띠며 21세기 주요 연극 

개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퍼포먼스의 한 장르인 ‘넌버벌 퍼포먼스(Non

-verbal performance)’는 말 그대로 대사 없이 몸짓과 소리만으로 이루어지는 

비언어적 진행과 신체적 언어를 공연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 공연예술의 변화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의 공연예술에도 큰 영향을 주

면서 대표적으로 <난타>, <점프> 등과 같은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을 탄생시켜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점프>의 경우에는 무술을 공연예

술의 한 소재로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인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기

존의 무술동작의 단순한 반복이나 드라마적 구성 형식을 벗어난 형태로 발전하

였으며 넌버벌 퍼포먼스의 특징인 비언어적 진행과 신체적 언어 구성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기존의 무술공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연예술과 접목된 무술의 개념을 공

연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 등장한 이 무술공연은 크게 창작·시

범·재현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중 창작 무술공연은 공연예술의 제작요소

들과 밀접하게 흡수된 형태로서 무술의 시연을 목적에 두는 시범·재현 형태의 

무술공연과 차이점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 <점프>는 이러한 공연예술의 

변화 속에 흡수된 대표적인 창작 무술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넌버벌 퍼포먼스, 특히 공연 <점프>가 현대 공연예술의 주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넌버벌 퍼포먼스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공

연 <점프>와 기타 창작 무술공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넌버벌 

퍼포먼스의 등장은 관객 참여 요소에 의한 작가와 관객과의 관계 변화와 신체

적 언어를 구성 요소로 하는 작가와 공연 관계의 변화가 근간이라는 점을 토대

로 그것을 공연 커뮤니케이션의 3대 요소인 ‘작가 – 공연 – 관객’으로 크게 

분류해보았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넌버벌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공연 자체만을 주제로 

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기존 공연 형태에서의 탈피,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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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무대 음악·미술 등의 특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공

연예술의 변화를 이끈 ‘능동적인 관객 참여’와 ‘새로운 무대 공간’의 추구

에 대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로 넌버벌 퍼포먼스의 중심 구성요소인 신체적 언어에 관한 연구들은 

그것을 공연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 정의하고 분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

적 언어는 비언어적 소통의 중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언어들

이 넌버벌 퍼포먼스의 중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신체적 언어 중에서도 무술을 활용한 공연인 <점프>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연의 흥행과 관련된 마케팅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

었다. 또한 창작 무술공연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무술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나 공

연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무술의 독창적·역동적인 움직임 정

도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특히 무술이 공연예술과

의 결합을 통해 기존의 시범·재현 형태의 공연에서 창작공연으로 퍼포먼스적 

발전을 이뤘다면 그것의 기존의 목적 및 특징을 넘어선 내재적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넌버벌 퍼포먼스에 관한 연구들이 그것

의 기존 특징에 대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의 중심인 신체적 언

어, 특히 <점프>에서의 무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연 자체와 그것의 중심인 신체적 언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

은 넌버벌 퍼포먼스에서 작가와 관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공연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것의 발화자인 작가와 청

자인 관객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

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인 <점프>라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

를 통해서 공연 속에서 소통하는 작가와 관객의 상호관계, 그리고 공연이라는 

매개체와 작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넌버벌 퍼포

먼스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참여 요소를 통한 작가와 관객과의 관계의 변화와 

신체적 언어가 일반적인 언어를 대신하면서 공연과 작가의 관계가 변화한 것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연 소통 구조

의 변화에 따른 작가와 관객의 관계 변화와 공연 구성의 변화에 따른 작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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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더불어 공연 <점프>를 구성하고 있는 

신체적 언어인 무술이 현대 공연예술의 한 도구로서 기존의 무술공연 형태에서

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위의 두 목적을 위해서 자크 라캉(Jaque Lacan)의 개념을 적용하

였다. 라캉은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주체가 지닌 무의식은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그 본질

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넌버벌 퍼포

먼스는 작가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언어로 된 구조물, 즉 하나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텍스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공연 속에서의 작가에 대해 

파악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적 구조로 정의하면서 ‘L도식’을 통해 주

체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라캉은 여기서 언술행위의 주체가 상징

계적 지배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꽉 찬 말’로, 상상계적 지배 속에서 

그 주체가 소외되는 말을 ‘텅 빈 말’로 규정하였다. 또한 주체 상호 간의 의

미소통 과정에 있어 ‘사후작용’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주체 형성에 있어서 중

요한 것은 논리적 시간이며, 말을 통해 주체가 형성되면 그 주체가 거꾸로 과거

에 주입되면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후작용의 개

념을 통해 <점프>라는 텍스트를 읽어내고 그 무의식의 구조물의 주인인 작가가 

언술행위의 주체로서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

려고 한다.

  L도식은 또한 주체 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라캉은 인간의 무의식

은 구조화 되어있고, 인간의 의식은 은유와 환유로 구조화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주체가 지닌 무의식의 내부는 은유와 환유의 규칙에 따라 운용된다고 주장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욕망의 주체인 언술 주체가 무의식적 욕망을 의식 속으로 끌

어들이려는 시도인 ‘은유’의 개념을 통해 <점프>에서의 신체적 언어인 무술

이 욕망의 조각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욕망의 주체인 언

술 주체가 무의식의 구조물 속에서 어떠한 위상으로 공연과 관계하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더불어 본 공연에서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무술이 작가의 욕망과 관련되는 

은유적 신체언어로 발현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작 무

술공연에서의 무술이 기존의 시범·재현공연에서와는 다른 차별성과 의미를 지

니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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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라캉의 ‘사후작용’ 개념을 통해 분석한 <점프>에서의 작가는 언술행위

      주체로서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라캉의 ‘은유’ 개념을 통해 분석한 <점프>에서의 작가는 은유적 신체언어

      를 통해 어떠한 위상으로 공연과 관계하며, 그 중에서 무술은 기존 무술공

      연에서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가?

  위의 두 연구문제는 라캉이 L도식을 통해서 말한 주체의 외적 구조로서의 

‘주체’와 은유를 통한 욕망을 발산하는 내적 구조로서의 ‘자아’가 공연 속

에서 어떠한 위상으로 관객 및 공연과 관계하며 의사전달 매커니즘을 형성하는

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창작공연에서의 무술이 기존 무술공연 형태에

서와 어떠한 차이점과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연구방법으로 라캉의 사후작용의 개념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의미화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정점’ 개념으로 <점프>를 장면별로 

분류하고, ‘구두점 찍기’를 통해 각 장면의 의미를 추론하였다. 그리고 그것

을 ‘논리적 시간개념’의 틀에 따라 서술하였다. 그 결과, 주된 움직임을 보이

는 인물의 등장 및 퇴장 외에는 고정점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

었고, 신체적 언어의 불규칙한 연쇄로 언어의 문법인 코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불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불완전한 문장 구조

는 그 의미 해석에 있어 관객의 주관적 판단을 유도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것

은 관객의 상상적 관계에 지배되어 언술행위의 주체인 작가가 소외되는 ‘텅 

빈 말’에 다가가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통해 본 공연 속에서의 관객의 위상은 

작가보다 우선하며, 관객 참여의 개념은 공연에 대한 주체적 해석의 범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연구방법으로는 라캉의 ‘은유’ 개념을 활용하였다. 우

선 <점프>에서의 상징적·자연발생적 신체언어들을 소거한 나머지 신체적 언어

를 은유의 개념을 적용하여 은유적 신체언어로서 적합한 움직임들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그것을 각 장르별로 분류하고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적 기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은유의 작용이 강하게 드러난 신체적 언어에는 무

술, 체조, 춤, 작가가 임의로 구성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은유적 신

체언어로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한 무술은 등장인물의 감정·상태를 드러내거

나 강화하는 형용사·부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무술이 

공연의 중심 요소인 설명행위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작가의 무의식적 욕망의 생산물인 무술이 공연의 중심적 역할에서 이탈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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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언술주체로서의 작가가 공연 속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술의 움직임이 작가의 욕망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공연을 통해 발산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시연

만을 목적으로 두던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작가의 욕망을 내재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작 무술공연에서의 무술은 시범·재현공연과 함께 공연의 

범주로 해석되고 있지만, 작가의 욕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타 형

태의 공연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인 <점프>에서의 작가는 주체 내·외적으로 

모두 소외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짐으

로써 언술행위 주체로서의 작가가 소외되어 관객의 위상을 작가보다 우선하게 

하여 관객 참여의 개념을 공연의 주체적 해석의 범위로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체 내적으로는 은유적 신체언어인 무술이 작가의 욕망을 드러내는 중

심요소로 자리 잡지 못하여 언술주체로서의 작가도 소외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작가의 욕망을 내재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범·재

현공연에서의 무술의 성질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넌버벌 퍼포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커뮤니

케이션’을 지향하며 ‘능동적 관객 참여’와 ‘새로운 무대 공간’을 추구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 <점프>를 통해 이 능동적 관객 참

여는 관객의 주체적 공연해석의 범위로 확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무대 공간은 

기존의 공연형태와는 달리 작가의 욕망이 발산될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았

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라캉이 제시한 L도식 개념은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보편적 커뮤니케이

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L도식은 주체 상호 간의 관

계뿐만 아니라 주체의 내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

구의 결과는 넌버벌 퍼포먼스에서의 작가가 주체 내·외적 소외로 공연의 근본

적인 가치나 의미가 훼손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 연구

자는 오히려 이것을 넌버벌 퍼포먼스가 추구하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관객이 공연을 자신의 상상적 관

계를 통해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작가가 소외되어 물러나지만 그 자리를 관객

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설명하기엔 

본 연구는 하나의 공연만을 대상으로, 또한 작가만을 중심에 두고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넌버벌 퍼포먼스의 의사전달 매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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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뿐만 아니라 관객을 중심으로 두는 연구도 필요하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곧 

주체와 주체와의 만남이며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

는 공연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그 이론적 틀은 L도식

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라캉의 사후작용 개념을 통해 넌버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의미를 내재

하는 몸짓 연기를 선보이는 스포츠 종목들(체조, 피겨 스케이팅, 댄스스포츠, 무

용 등)의 이해와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이 말한 사후적 의미부

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인 고정점은 비록 본 연구의 대상인 <점프>에서는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언술행위 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 의미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스포츠 속에서 몸짓으로 표현되는 의미들

은 고정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기준 또한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의미 전달 속에서 신체적 언어들이 그 자체로 ‘언어’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에서의 신체적 표현이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의미를 담고 있는 움직임으로 

이해되도록 하며, 해당 스포츠 경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체적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와 같은 위상을 갖출 

수 있으며, 스포츠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

다. 고정점의 명확성 확보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는 것이다.

  셋째, 은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무술의 움직임을 예술적 표현의 경

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무술은 지금까지 시범·재현공연 속에서 그것을 시연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무술은 창작 공연, 창작 품새와 

더불어 새로운 무술동작을 창작하는 형태(예:마샬아츠 트릭킹)로 발전하고 있다. 

즉 그것을 창작하는 주체가 무술의 움직임 각각에 특정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움직임들이 언술 주체(욕망하는 주체)의 욕망을 담아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무용과 같은 예술적 표현으로의 발전이 가

능할 것이다. 즉 라캉의 은유 개념에 대한 이해는 무술이 주체의 욕망을 담아내

는 예술적 차원으로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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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munication mechanism of 

Non-verbal performance <JUMP>

using martial arts 

- Focusing on Jacques Lacan＇s L-schema theory -

Lee Sang-J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recent trend of performing arts in the 21 century is the new exp

eriment pursuing ‘Active audience participation’ and ‘The new stage desig

n’. One of the typical genres is Non-verbal performance which does non-ver

bal methods and utilizes phy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The flow has had influence on performing arts in Korea. For example, there 

are <Nanta>, <Jump>. <Jump> typically takes non-verbal methods and perfectly 

makes up physical language. Also, it is developing its solid position as an origi

nal martial arts performance.

  This study reviewed the study of non-verbal performance, <Jump> and other 

original martial performances using the point of audience particip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author and audience(physical language). As a result, the previ

ous study on the change of modern performing arts is being minimally conduct

ed and the understanding of performing arts is not considered enough. So I fo

und it necessary to discuss the communication structure between authors and 

audience, and changes in composition such as author and performance through 

the profound understanding of non-verbal performance. 

  Accordingly, I set up the objectives to discuss two subjects based on <Jum

p>. First of all, there is the change in communication between author and aud

ience by figuring out the structure of performance. Second, there is the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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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n relation between author and performance through the understating of phy

sical language. The example of the change is the performance using martial a

r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consider the test structure of non-verbal per

formance <Jump> as a structure that consists of authors’ unconscious languag

e by borrowing the subject concept from Jaque Lacan. Additionally, I outlined 

the study by analyzing two kinds of subjects that the first thing is the author

(speaking subject) on the mutual relations of L-schema that is its main concep

t, and the second thing is the author(desiting subject) in the subject’s interna

l structure.

  First, I analyzed the performance’s text structure about the subject’s mut

ual relation among author and audience on <Jump> by using the ‘Afterwardn

ess’ concept whose principle is about communication suggested from Jaque L

acan. This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 of author’s speech and audience. Sec

ond, I analyzed metaphorical physical language on the performance the autho

r’s internal structure on the <Jump> through the metaphor concept which is 

a principle about humans’ unconsciousness mentioned by Jaque Lacan. This is 

a analysis on internal structure of the performance with refleting author’s de

sire.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performance has imperfect sentence structure c

aused by ambivalence of Fixed point, and the absence of code(grammar). That 

is considered as almost the same structure like ‘Empty speech’ dominated b

y audience’s imaginative relation. Also, the performance is excluded as the m

ain subject of enunciation. Also, The biggest part among metaphorical physical 

language is martial arts which play a role as the act of expressing emotion. In 

other words, martial arts which is a creation of desire cannot play a central r

ole, and is excluded as the main subject of enunciation.

  Comprehensively, the author of non-verbal performance, <Jump> is consider

ed the subject excluded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speaking subject’s  exc

lusion caused by imperfect sentence structure can make the audience’s positi

on put priority over author. It is possible that the concept of the previous aud

ience participation can make an independent interpretation. Additionally, metap

horic physical language, martial arts, cannot play a core role as a performanc

e. However, martial arts have the differentiation from the previous demon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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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and reappearance performance because that is a kind of the movement in

cluding the author’s desire, and gives off his desire.25)

Main keywords : Non-verbal performance, <Jump>, physical language, Martial arts,
                Lacan’s L-schema concept
Student number : 2012-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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