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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극단 씨티 컴퍼니(The SITI Company)의 공동

창작(Collaborative Creation)연극에 나타난 연기 방법론에 대한 연

구이다.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은 동시대 연극 제작 체제와 견주어

보았을 때, 작품 제작 과정에 극단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연출법과 연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창작의 제작 방식이 씨티 컴퍼니의

연기 방법론을 체계화시킬 수 있었던 원리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동창작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택하여, 이를 통해 배우 훈

련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연극에서 연기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를 고

찰하였다.

2장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 안에서 행해졌던 배우

훈련법이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

은 공동창작 방식을 통하여 공동 작업자로서의 역할과 작품을 구상

해내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은

극단의 주요 훈련법인 뷰포인트(Viewpoints)와 스즈키 메소드

(Suzuki Method)를 무대 형상화 작업에 활용하면서, 기존의 연극

제작 단계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배우 훈련법의 실용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씨티 컴퍼니는 기존 미국의 연극계에서 쟁점으

로 남았던 재현적(represntational) 연기술과 제시적(presentational)

연기술의 특성을 결합한 배우 훈련법을 작품 제작 과정에 응용함으

로써, 배우들이 두 연기술의 특징적 요소들을 작품 창작에 직접 적

용할 수 있게 하였다.

3장에서는 앙상블(ensemble)작업을 통해 나타나는 배우의 자아

(self)인식 과정을 인물 구축과 배우의 신체와 정신(body-mind)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씨티 컴퍼니의 배우는 인물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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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기 자신과 장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룹 내에서

의 자아, 그리고 이를 통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자신을 발

견하게 된다. 이어서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에 미하이 칙센트미하

이(Mihaly Csikszentmihalyi)의 플로우(Flow) 개념을 응용하여, 배우

의 정신과 신체의 조화가 배우 훈련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

나는지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퍼포먼스 텍스트를 창작하는 과정에서의 배우 훈련법

활용이 극단의 두 작품《작은 삶/ 큰꿈, (Small lives/ Big dream)》

과 《캐빈 프레셔, (Cabin Pressure)》의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양

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상황

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움직임에 의해 극적 전환을 전개함으로써

대사 의존도를 낮추고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인물들의 움직임과 대

사의 동등한 배열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배우들은 신체의 움직

임, 제스쳐, 과장된 얼굴 표정 등과 같은 각각의 연극적 장르에 맞

는 기술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워크샵

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함께 신체적 총보(score)를 만들어내는 배우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스즈키 메소드와 뷰포인트 훈련

을 가르침으로써 배우 훈련의 체계적 확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자

(educ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배우들의 이

러한 훈련법 활용이 위크샵 과정에서 퍼포먼스 텍스트를 창작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씨티 컴퍼니는 공동창작 방식 안에서 공연제

작에 대한 배우의 직접적인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이 과정을 주관

하는 배우의 훈련법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공동창작, 씨티 컴퍼니, 연기 방법론, 앙상블, 퍼포먼스

텍스트, 배우의 자아

학번: 2010-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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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와 문제설정

본 논문은 미국의 씨티 컴퍼니(The SITI Company)1)의 “공동창

작”(Collaborative Creation)2) 연극에 나타난 연기 방법론에 대한 연

구이다. 씨티 컴퍼니는 1992년 미국의 아방가르드 연출가 앤 보가트

(Anne Bogart, 1951∼)3)와 일본의 연출가 스즈키 타다시(Suzuki

1) 씨티 컴퍼니는 국제적인 문화교류, 새로운 창작 작업, 젊은 연극 예술가 교육과

훈련 등을 목표로 미국 뉴욕 주의 사라토가 스프링스(Saratoga Spring)에서 연

극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6년 이후부터 앤 보가트와 스즈키 타다시의 협력 작

업은 두 극단의 단원들 사이의 워크샵을 통한 교류만 있을 뿐 연출가들의 직접

적인 공동 작업 형태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앤 보가트가 씨티 컴퍼니

의 예술 감독으로 있으면서, 극단의 전속 배우를 포함한 20명 내외의 단원들을

중심으로, 공연 분야의 전문 예술가들과 공동창작을 통해서 연극 작업을 지속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가트는 현재 미국 뉴욕 주의 콜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예술대학원에서 연출 전공 주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http://www.siti.org -씨티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2) 최치림, 「연극에 있어서 공동 창조(Collective Creation)의 본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연구소』, vol. 15, 1996, p. 49. 여기에서 최치림은 연극에서의

공동창작은 “문자 그대로 공동으로 극 창작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용어상의 규정을 위해 본 연구는 씨티 컴퍼니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공동창작’(Collaborative Creation)이라는 용어를 택하였음을 밝힌다. ‘공동창작’

연극에 대하여 미국 연극계에서는 ‘Collective Creation’ 과 ‘assemble’,

‘Collaborative Creation’ 등의 용어로 연극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960년

대 이후 실험극에서부터 발생한 공동창작의 제작 방식을 일컫는 ‘Collective

Creation’ 의 경우 ‘Collective’ 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모인’, ‘집단의’ 라는 뜻은

초기 이러한 극단들의 공연 제작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공동창작을 토대로 한 극단 활동에 ‘Collaborative’ 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협력하는’, ‘공동 제작의’라는 의미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씨티 컴퍼니에서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앤 보가트는 극단 창단 이전인

19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에, 미국 예술가들의 예술적 업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종종 활용되는 베시상(BESSI Award) 창작 부문과 오비상(OBBIE Award) 연출

상을 각 두 차례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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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ashi, 1939∼)4)가 함께 설립한 극단이다. 씨티 컴퍼니는 동시대

에 존재하는 연출가 중심의 제작 과정에 나타나는 상투성과 브로드

웨이 연극의 상업적 변모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공동창작이라는

연극 제작 방식을 택하였다. 본 연구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이

기존의 연극 제작 체제에서는 개별적으로 행해졌던 배우 훈련을 작

품 창작의 주요 원리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씨티

컴퍼니는 공동창작 과정에서 배우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배우가 극단의 훈련법을 작품 제작 과정에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했던바, 본 연구는 씨티 컴퍼니의 이러한 연기 방법론이 지니는 의

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은

동시대 연극 제작 체제와 견주어 보았을 때, 작품 제작 과정에 극단

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출법과 연기 방법론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씨티 컴퍼니의 연기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

극단의 공동창작이 어떠한 체제를 토대로 확립되었는지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이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이전에도 공연을 하나의

완전한 결과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 중

점을 두고 기존의 희곡을 각색하거나 해체, 또는 재창작하는 실험극

집단의 작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은 기존

실험극 집단의 공동창작과 비교해볼 때 극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는 유사점이 있는 반면에 협동 작업을 통한 극단의 지향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공동창작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실험극 집단5)이 연극 양식에

4) 극단 SCOT(Suzuki Company of Toga)의 창립자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즈키 타다시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연극 집

단들과의 협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배우의 정교한 신체적 움직임

을 강조한 스즈키 메소드(Suzuki Method)를 창안하였다.

5) Shank, Theodore, American Alterative Theater, Grove Press, 1982, pp. 8-11.,

Bederson, Aron, “New York Avant-Garde Theatre, Values, Goals and

Resonaces”, Ph. 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pp. 1-2. 여기에

서 이 당시 미국 연극계의 다양한 연극 양식에 대한 실험적 시도는 주디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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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집단의식이 강

조된 연극 체제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다.6) 테오도르 생크(Theodore

Shank)는 실험극 집단에서의 공동 창작 방식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며 이들의 작업은 “집단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의 결과물”7)

로서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마가렛 크로이든(Margaret

Croyden)은 오픈 씨어터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실험극 형태의 연극

에서 나타나는 공동창작의 특성을 “클리셰적인 연관성을 색출함으로

써 발생되는 공동의 유대감”8)에서 찾는다. 이처럼 이 당시 실험극

집단의 공동창작은 협동 작업을 통해 표출되는 참여자들의 집단의

식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본고의 연구 대상인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

작은 공연제작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극단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강

조한다. 씨티 컴퍼니는 실험극 집단의 새로운 연극 양식에 대한 실

험적 시도로서의 공동창작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공동체적

연대감을 강조하는 집단체제로서의 방식은 지양하였다.

리나(Judith Malina, 1926∼)와 줄리앙 벡(Julian Beck, 1925∼1985)이 1946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리빙 씨어터(Living Theater)의 정치적 경향의 실험극을 필두

로 1963년 조셉 체이킨(Joseph Chaikin, 1935∼2003)이 창단한 오픈 씨어터(The

Open Theater)의 연극 작업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 후 리차드 셰

크너(Richard Schechner, 1934∼)가 1967년에 창건한 퍼포먼스 그룹(The

Performance Group)의 환경연극은 연극 제작 과정에 중점을 두고 행위자와 관

객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실험을 시도함으로써 관객의 극적 참여를 가능하

게 했다. 1970년대에는 퍼포먼스 그룹에서 발전한 우스터 그룹(Wooster Group)

과 마부 마인스(Mabou Mines)의 극단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창작 작업이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6) 최치림, 앞의 논문, pp. 50-51. 이와 관련하여 최치림은 “공동 창조에서는 어떤

미리 정해진 역할들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작품이나 제작여건에 따

라 역할들은 유통성 있게 기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 서구 연극에처럼 극작

가나 연출가의 아이디어에 의해 전 참가자들이 수동적으로 제작에 관련하는 것

이 아니라 주체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작업에 임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면

서 “공동창조의 특징이 개인들의 역할에 기초한 표현이 아니라 각 역할들의 장

벽을 넘어선 집단의 표현” 이라고 주장했다.

7) Shank, Theodore, “Collective Creation”, TDR, vol. 16. Nov. 2. 1972, pp. 3-4.

8) Croyden, Margaret. 송혜숙 역.『현대연극개론』, 한마당, 1984,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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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작 방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공동창작의 개념’9)을 연

극 작업 안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1960년대 이후 부흥했던 실험극과 대안연극에서 나

타나는 공동창작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씨티 컴퍼니가 본

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미국의 연극계는 아방가르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테크놀로지와 미디어의 조합으로 채워진 공

연 무대가 새로운 연극 매체의 중심이 되는 시기였다.10) 씨티 컴퍼

니는 이러한 사회의 격변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보다는 “연극의 본질

에 관해 질문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훈련과 작업의 형태로 찾으려

는 실험”11)을 지속하였다. 씨티 컴퍼니의 이러한 시도는 공연 제작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행해졌던 배우 훈련법의 실용적 측면을 부각

시켰다는 의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9) 이와 관련하여 공동창작에 대한 본격적인 학계의 개념화 작업은 1990년대 이후

공연 예술 분야에서 행해지는 공동 작업(Collaboration)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Oddey, Alison, Devising Theatre: A practical and Theoretical

Handbook, Routledge, 1994, pp. 2-4.. 여기에서 앨리슨 오디(Alison Oddey)는

극단원들의 협동 작업을 통해 연극을 제작하는 창조적 과정에 대해 ‘기

획’(Devising)이라는 개념을 대입하며 주변적인 성향의 연극 집단이 지니는 공

연 제작 방식의 특성을 논한다.

Heddon, Deirdre and Milling, Jane, Devising Performance, Palgrave

Macmillan, 2005, pp. 2-3. 또한 데어드레이 헤던(Deirdre Heddon)과 제인 밀링

(Jane Milling)은 앨리슨 오디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의 공동창작 작업과 예술 분야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기획의 연기,

정치극, 포스트모던 공연들을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공동창작이

라는 개념이 공연의 실험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정의되어 왔던 과거의 논의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동창작 방식을 통해 제작된 연극을 공연 양식의 한

형태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은 1990년대 이

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공동창작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 작업과 맞물

려 공연 제작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10) Aronson, Arnold, American Avant-garde Theatre, Routledge, 2000.

pp. 201-202.

11) 임형택, 「앤 보가트: 새로운 소통의 양식을 찾아서」: 최영주 외, 『동시대 연

출가론』, 연극과 인간, 200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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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컴퍼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 극단의 연출가 앤 보가트의

연출미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데이니 올스버그(Dagne

Olsberg)의 논문12)은 보가트의 연출미학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그

녀의 작품 활동을 통해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보가트

의 작품 활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녀의 연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보가트의 개인적인 연극 작업에 대

한 분석에 치중하여 그녀의 연출법이 어떻게 씨티 컴퍼니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캐

서린 앨렌 로다(Katherine Ellen Rodda)의 논문13)은 씨티 컴퍼니의

연극 작업을 보가트와 그녀의 동료인 극작가 티나 란다우(Tina

Landau)의 협동 작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로다의 연구는

극단의 작품 제작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극단 설

립 초기에 제작된 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작품의 제작 과정을

배제한 채,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보가트의 연출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낸시 퍼트남 스미너(Nancy Putnam Smithner)의 논문14)은 페미니

즘 연극의 틀 안에서 보가트의 연극 작업을 분석하였으며, 제이슨

브릭스 코미어(Jason Briggs Cormier)15)는 협동 작업을 지향하는

동시대 극단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가트의 연출 기법과 배우

훈련법을 각각 고찰하였다. 보가트의 연출 기법을 중심으로 다룬 이

12)Olsberg, Dagne, “Freedom, Structure, Freedom: Anne Bogart's directing

philosophy”, Ph. D.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1994.

13) Rodda, Katherine Ellen, “Collaborative Creation: The Directing Aesthetics of

Anne Bogart and Tina Landau”,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14) Smithner, Nancy Putnam, “Directing The Acting Ensemble: Meredith Monk,

Elizabeth Lecompte, And Anne Bogart.”,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2.

15) Cormier, Jason Briggs, “Learning to Listen: The Collaboration and Art of

The SITI Company”,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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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배우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배우 훈련법을 체계화시킨 극단의 공동창작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

를 제공하지 못한다.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창작 개념을 실험극 집단의 틀 안에서 분석함으로

써 공동창작에서 창발될 수 있는 개인의 창의력에 대한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점. 둘째, 공동창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극단에 대한 연구를 연출가 개인의 작품 평가를 토대

로 진행함으로써, 단원들의 협동 작업으로서의 공동창작이 갖는 의

의를 간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공동창작

체제 안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대되는지, 이

과정에서 배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는지,

결과적으로 극단원들의 협동 작업에서 행해지는 배우 훈련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발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연극

에서 연기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미국의 극단인 씨티 컴퍼니를 대상으로 하여, 이 극단

의 연극 제작 방식에서 나타나는 연기 방법론16)을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살펴볼 것이다. 공동창작 과정을 통한 배우 훈련법의 체계

화, 배우들의 앙상블(ensemble) 작업을 통한 배우 훈련법의 내적 형

16) 배우의 연기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연기훈련’(Acting Training), ‘연기

술’(Acting Technique), ‘연기 양식’(Acting Style), ‘연기 방법론’(Acting

Methods), (Approach) 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극단 내에

서 행해진 배우의 훈련법과 이를 통해 그들이 무대 위에서 적용한 연기술에 대

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연기 방법론’이라는 개념을

택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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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그리고 퍼포먼스 텍스트(Performance Text) 창출 과정에서 나

타나는 연기술, 이 세 가지를 이 극단의 대표 작품들에 적용하여 고

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이 공연

제작 과정에서 배우들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연극

제작 단계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배우 훈련법의 창조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창작의 제작 방

식이 극단의 연기 방법론을 체계화시킬 수 있었던 원리로 보고, 논

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동창작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택하여, 이

를 통해 배우 훈련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되었는지 분석할 것

이다.

씨티 컴퍼니는 “연기자의 독립적 위치를 보장하고 연출과의 협력

적 관계를 포함하는 의미”17)로서의 공동창작 방식을 지향한다. 보가

트는 공동창작에 대하여 “공동작업의 의미는 연출가가 제시하는 바

를 (극단원들이) 기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18) 라고 기술하면서 기존 연극에서 나타나는 연출가 중심의 공

연 제작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동시대 연극 집단이 지녔던

연극 체제에 대한 씨티 컴퍼니 단원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연극

제작 과정에서 단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고, 이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공동창작의 이념을 실현시켰다.

연극 제작 과정에서 배우 훈련법을 작품 창작의 핵심적인 원리로

발전시킨 단원들의 시도는 미국 연극계의 주목을 받으며 이 극단만

의 독특한 레퍼토리를 창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19) 스

17) 임형택, 앞의 책 p. 29.

18)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Anne Bogart Viewpoints”, A

Smith and Kraus Book, 1995, p. 11.

19) http://www.siti.org/. 씨티 컴퍼니는 앤 보가트와 단원들이 공동 창작한 작품

들로 오비 상(OBBIE Awards, 1994, 1996, 1998, 2001), 뉴욕시 오페라 코소바

상(New York City Opera Kosovar Award, 1996)과 에디 상(EDDY Award,

2000), 최근에는 아메리칸 씨어터 윙 상(American Theatre Wing Award, 2005)

등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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캇 커밍스(Scott T. Cummings)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은 항상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그 첫 번째는 연극의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그리고 관객과 배우의 동일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

한 것이며, 두 번째는 극단의 이념, 공동창작,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흔치 않은 힘에 대한 것이다.”20)라고 설명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씨티 컴퍼니의 공연 제작 방식이 배우들의

창의력을 강조한 연기 방법론과 연출법을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은 이전 극단들에서는 다소 미진했던 배

우 훈련법의 체계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배우 훈련법이 공연 제작

과정에서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공동창작 방식의 연극 집단이 배우들의

즉흥(improvisation)훈련21)에만 집중하였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공

동창작을 통한 배우 훈련법의 활용을 극대화시킨 씨티 컴퍼니의 연

극단의 수상 작품 및 주요 레퍼토리 작품으로는 <고잉 고잉 곤>(Going,

Going, Gone, 1995∼1997), <작은 삶/ 큰 꿈>(Small Lives/Big Dream, 1994∼

1997), <미디엄>(The Medium, 1993∼1996)이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극단의

작품들은 극 형식의 다양성과 실험적인 연출방식의 시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작품들은 <밥>(Bob, 1997∼2002), <세계의 전쟁>(War of the

World, 2000), <밥라우센버그아메리카>(Bobrauschenbergamerica, 2006∼2007),

<카시오페아 호텔>(Hotel Cassiopeia, 2006), <라디오 멕베드>(Radio Macbeth,

2007), <공사중>(Under Construction, 2009) 등이 있다.

20)Cummings, Scott T., Remaking American Theater: Charles Mee, Anne

Bogart and the SITI Comp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7.

21)Shank Theodore, 앞의 책, p. 4. 여기에서 “즉흥(improvisation)은 공동 창조 방

식을 지향했던 극단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테크닉이었다. 즉흥은 단원들의 훈련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위한 초기 개념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안

민수, 「1960년대 실험 연출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즉흥연기(Improvisation)연

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여기에서는 미국의 1960년대 실험극 극

단의 연출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연극 제작 과정에서 행했던 ‘즉흥’ 훈련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윤종수, 「1960년대 이후 미국 실험극단의 연기특성 연구- 리

빙씨어터, 오픈씨어터를 중심으로 」,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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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은 동시대의 연극 집단들이 기존에 존재

하는 연기 방법론을 배우 훈련 과정에서 활용한 것과는 달리, 극단

만의 연기 방법론을 정립하여 배우 훈련과정과 작품 창작에 응용했

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극단의 주요 훈련법인

뷰포인트(Viewpoints)와 스즈키 메소드(Suzuki Method), 그리고 이

러한 훈련법을 응용할 수 있는 토대인 컴포지션(Composition) 작업

을 타 연극 집단의 배우 훈련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훈련 방법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을 중심으로 완성된 연기

방법론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

을 통해서 공동창작 방식을 현재까지 견지하며 극단만의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씨티 컴퍼니의 연극 작업이 지니는 의

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논의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 안에서 행해졌던 배우

훈련법이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 고찰할 것이다. 먼저 씨티 컴퍼니

의 배우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창작하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씨티 컴퍼니

의 주요 훈련법인 뷰포인트와 컴포지션을 응용하여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대 형상화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기존

미국의 연극계에서 쟁점으로 남았던 재현적(represntational) 연기술

과 제시적(presentational) 연기술의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배우 훈련

법을 작품 창작에 직접 응용한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법이 지니

는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공동창작이라는 제작 방식을 배우들의 앙상블

(ensemble) 작업에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배우의 자아(self) 인식이

라는 개념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또한 배우의 자아 개념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해 씨티 컴퍼니의 앙상블 작업 안에서 배우의 자

아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고 배우로서의 존재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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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의 플로우(Flow) 개념을 응용하여, 극단 내에서 행

해졌던 배우 훈련의 양상을, 배우의 정신과 신체(body-mind)의 조

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서 논한 씨티 컴퍼니의 연기 방법론이 퍼포

먼스 텍스트(Performance Text) 창출 과정을 통해 극단의 두 작품

《작은 삶/ 큰꿈, (Small lives/ Big dream)》과 《캐빈 프레셔,

(Cabin Pressure)》의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씨티 컴퍼니 단원들이 워크샵(workshop)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배우 훈련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퍼포먼스

텍스트로서 활용하였는지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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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창작’ 방식을 통한 배우 훈련법의

체계화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 과정은, 연극 제작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과, 주요 훈련법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워크샵 형식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배우 훈련법이

공동창작이라는 공연 제작 방식의 핵심요소로 사용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창작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

지고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과거 실험극 집단의 실천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대상인 씨티 컴퍼니는 이

러한 참여자들의 수평적 관계를 연극 제작의 기본 전제로 삼고, 여

기에 장면 구상을 위한 즉흥 훈련 안에서 부차적으로 행해졌던 배

우 훈련법을 공동창작의 주요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연극 제작에 있

어서 배우의 주체적 참여를 구체화시켰다.22) 이를 위해 먼저 배우의

역할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서 창조자로서의 배우의 역할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2) 씨티 컴퍼니의 창단 배경 또한 배우 훈련을 중심으로 문화 교류에 역점을 둔

연극 단체 ‘Saratoga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지금의 SITI Company)이

었다는 점에서 배우 훈련이 이 극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씨티 컴퍼니는 창단 이래 현재까지 이 극단의 공동 창립자인 일본

의 연출가 스즈키 타다시(Suzuki Tadashi)의 배우 훈련법과 앤 보가트의 뷰포

인트 훈련을 결합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배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Bogart, Anne, and then, you act, Routledge, 2007, p. 44. 씨티 컴퍼니의 창립

자이자 예술 감독인 앤 보가트는 극단의 미션(missi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담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고, 이러한 작품들을 전국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공연하면서 순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연극계에 필요한 독특

하면서도 고도로 훈련받은 예술가로서 만들 수 있는 연기법을 통해 전문 연극

인들과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예술적 대화와 문화 교류를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극단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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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조자’(Creator)로서의 배우의 역할 확대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에서 배우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연극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희곡 속의 인물을 무대 위에 형상화 시

키는 배우의 본래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작품의 구성작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공동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우의

이러한 공동작업자(collaborator)로서의 역할은 기존의 전통 서구연

극에서 형식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했던 극단원들의 협동성에 기반을

둔 연극 제작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극에서

나타나는 배우의 역할 변화 과정을 극작가ㆍ연출가ㆍ배우라는 삼각

구도 안에서 살펴보겠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의 역할은 극작가와 동일시되었다. 브

로케트는 연극 공연이 경연방식으로 진행되면서부터 배우와 극작가

의 역할이 분리되었다고 말한다.23) 이 과정에서 연출가가 배우와 극

작가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점차 공연의 총괄

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게 되었다.24)

연극 제작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극작가, 배우, 그리고 연출가의

역할은 공연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각 독립성을 띠면서

세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연 제작을 총괄적으로 조직해야했던

연출가의 책임의식은 점점 더 가중되었다.25) 결국 작품에 대한 연출

가의 권한은 서구의 전통 연극계에서 공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공연의 흥행을 위한

23) Brokett, Oscar G., and Franklin J. Hildy, 전준택, 홍창수 역.『연극의 역사

Ⅰ』, 연극과 인간, 2005. p. 55.

24) Brokett, Oscar G., 김윤철 역,『연극개론』, 한신문화사, 1990, pp. 7-8.

25) Barranger, Milly S., 우수진 옮김,『서양 연극사 이야기』, 평민사, 2008, p. 13.

여기에서 연출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리허설과 공연 미

팅에서부터 배우들 및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희곡의 세계와 등장인

물들, 사건들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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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와 제작자의 상업적인 관계를 부각시켰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던 실험극 집단은 참여자들의 위계관계가 배제된 공동창작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26)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극이 공동 작업으로 제작되기 시작

하면서 연출가, 극작가, 무대감독 등 공연 제작과 관련된 참여자들

의 역할은 독립적인 것으로 확립되었지만, 배우의 역할은 연출가의

제작 방식이나 그 시대의 연극 양식에 따라 변모되었다는 것이다.27)

하지만 공동창작 방식을 통해 배우들은 기존의 연극 제작 방식28)에

서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변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29)

씨티 컴퍼니는 공동창작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배우의

역할 확대를 가장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극단이다. 씨티 컴퍼니 역

26) Shank, Theodore, American Alterative Theater, Grove Press, 1982, pp. 8-9.

여기에서 미국의 실험극 집단인 리빙 씨어터(The Living Theatre)와 오픈 씨어

터(The Open Theatre)는 공연 제작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

한 대표적인 극단이다. 특히 오픈 씨어터의 창립자인 조셉 체이킨(Josheph

Chaikin)은 배우의 현존(presence)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무대 위 배우의 주체적

인 역할을 강조했다.

리차드 셰크너, 『퍼포먼스 이론 Ι』, 이기우ㆍ김익두 옮김, 현대미학사, 2001, p.

177. 이와 관련하여 셰크너는 “공동창작을 통한 작업들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

생되는 역할의 분리를 제거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설명한다.

27) 김균형, 「배우와 연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드라마학회 드라마 논

총』, No. 21, 2003. p. 200. 여기에서 김균형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세기

이후의 현대연극에서는 배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희곡의 독점적인 지위 획득, 표현방식의 변화, 그리고 연출가의 등장이 그것이

다.”

28) 연출가 혹은 제작자가 희곡을 선정하고 선택된 희곡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자료 수집을 병행하면서 배우와 무대 디자이너, 그리고 조명 및 음향 감독을 포

함한 그 밖의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

29) 최치림, 앞의 책, p. 53. 이와 관련하여 최치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동

창조(공동창작)는 극작가로부터 해방된 연극제작 방법으로 연기자 중심의 연극

을 지향하는 속성을 띄게 된다. ‘주제’와 ‘극형식’이 토론을 거쳐 결정된 후 실시

되는 ‘장면 만들기’에서의 주체자들은 바로 연기자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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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거의 연극단체들과 같이 단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작품을 제

작할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연에 대한 동

등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30)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극단의 배우는 연극 제작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연출가

의 총체적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구상하는

공동작업자(collaborator)의 위치에서, 작품의 전체적인 장면을 공연

의 제작 초기 단계부터 연출가와 함께 구상하고 이를 “배우 훈

련”(Actor Training)31)과정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창조자(creator)의

역할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공동창작 연극 집단에 나타난

배우의 역할과 차별성을 갖는다. 여기서 창조자로서의 배우의 역할

은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의미가 더 분

명해 진다.

이 극단의 배우들은 배우 훈련과정에서 강도 높은 신체 훈련을

행한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은 엄격한 신체 훈련을 통해 상황에 따

라 변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몸짓과 소리로 표현한다. 이때 배우의

신체적 움직임은 극적 상황을 창작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며, 이 상

황 안에서 발생되는 감정의 표출은 이를 관찰하는 연출가에게 작품

30) Bogart, Anne and Landau, Tina, The Viewpoints Book, Theatre

Communication Group, 2005, p. 4.

31) Bartow, Arthur, Training of The American Actor,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06, p. ⅹⅶ, 여기에서 미국의 배우 훈련은 “배우의 내면의 삶(inner

life)을 일깨우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배우의 “표현력과 유연하고 고른

목소리,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신체, 음악적 리듬감과 절제되어있으면서도 편안한

움직임”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우 훈련(Actor Training)이라

는 용어를 배우의 신체 훈련(Physical Training)과 발성 훈련(Voice Training)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루는 씨티 컴퍼니의 배

우 훈련법(Training Method)은 배우 훈련과정에서 행해지는 이 극단의 훈련술

로, 배우의 신체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배우의 기술을 단련하는 방법을 뜻한다.

기존의 실험극 집단의 배우 훈련이 즉흥(Improvisation)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되었던 것과는 달리, 씨티 컴퍼니는 뷰포인트(Viewpoints)훈련과 스즈키 메소드

(Suzuki Method)를 공동창작 과정에 활용하여 이 극단만의 배우 훈련법으로 확

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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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극단의

예술 감독인 앤 보가트는 “연출가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연

습실에서 함께 작업하는 배우들을 관찰하는 것”32)이라고 말한다.

배우들은 신체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점차 극적 상황을 만들기 위

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사

상이나 생각을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형상화한다. 이 과정에서 배

우들은 배우 훈련법을 작품 구상 단계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리허설

과정의 한 단계로 행해졌던 배우 훈련을 작품 창작을 위한 실질적

인 수단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배우의 공동작업자와

창조자로서의 역할에 차등을 두지 않고, 배우가 연극 제작 과정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 연출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작품을 구상하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즉 씨티 컴퍼니의

이러한 제작 환경은,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배우의 창의적

인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씨티 컴퍼니의 연극 제작 과정에서 창조자로서의 배우의 역할은

공연에 대한 기초 구상 작업인 ‘원천작업’(Source-Work)에서 구현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보가트는 원천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원천작업(Source-Work)은 리허설 초기 과정에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으로

작업의 “원천”(the source)과 지적이면서, 정서적으로 또한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으로 연결을 맺기 위한 것이다.

원천작업은 공동작업자들에게 그들의 지식, 흥미, 꿈, 그리고 재료(the

material)에 대한 반응으로 채워나갈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33)

32) Diamond, David, “Balancing acts”, American Theatre, January, 2001, p. 104.

33)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앞의 책, pp. 17-18. “Source-Work

is a series of activity done at the beginning of the rehearsal process to get

in touch-both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with "the source" from which you are working.”

“Source-Work is used to provide a similar time and spac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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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작업은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에서 작품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로 활용된다. 배우는 이 작업에서 주체적으로 연극에 대한

구상을 시작한다. 원천작업이 리허설 과정에서 사용될 경우 배우들

은 그들의 개인적 경험들과 사상을 토대로 하여 작품에 대한 추상

적인 개념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질

문(question)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테이블 작업(table work)

과 장면 연습(scene work)을 병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배우들

이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천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

할 수 있도록 한다.

원천작업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희곡이 선정되었을 경우, 보가트와 배우들, 그리고 디자이너

들은 작품에 내재된 기본적인 질문들을 도출해 내면서 작품이 지니

는 의미와 이미지들을 배우 훈련 과정에서 형상화시킨다. 여기서 주

목할 점은 이러한 과정이 연출가와 제작진의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

는 종래의 테이블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배우가 희곡 속 인물에 성

격을 부여하고 무대 위 움직임을 창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법

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작가 하인리히 본 크레

이스트 (Heinrich Von Kleist)의 희곡을 무대화하기 전, 보가트와 배

우들은 ‘독일적인 것은 무엇인가’(What is German?)라는 기본 질문

으로 원천작업을 시작하였다. 곧 배우들은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왔다. 어떤 배우는 독일어로 하나의 목차를 읽어 내려갔으

며, 또 다른 배우는 독일 음식을 가져왔고, 가장 일반적인 독일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하며 이 작품의 가장 ‘독일스러

운’(German-ness) 요소들을 찾아냈다.34) 또한 ≪스트린드베리 소나

타(Strindberg Sonata) ≫ 공연 리허설 당시, 보가트와 배우들은 빈

collaborators to fill up with their own knowledge, interest, dreams, and

reactions to the material.”

34) Bogart, Anne, and Landau, Tina, The Viewpoints Boo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05, pp.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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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채우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내가 스트린드베리를 생각할 때, 나

는 을 보고, 을 들으며, (냄새)를 맡는다, 등등.” 이러

한 방식으로 배우들은 각자 작성한 목록을 공연의 참여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공유한다. 원천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관찰하

는 보가트는 종종 첫 번째 과정에서 명확한 답을 구해 오는 배우들

에게 진부함과 고정관념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생각을 발

판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깨우는 작업을 하라고 권한다.35) 배우들은

원천작업을 하는 동안 앞에서 언급한 과정들을 병행하면서 희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곡의 맥락을 파악

할 수 있는 배우 훈련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하나의 완전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원

천작업을 통해서 배우는 희곡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공연의 참여

자들과 공유하며 작품에 내제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천작업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작품을 공연하기

전까지의 리허설 과정에서 극세상(The Play-World)을 창조하는 데

에 있다. 극세상이란 “무대 위의 새로운 세상”36)을 뜻한다. 이 과정

에서 배우들은 원천작업에서 도출해낸 질문에 대한 형상화 작업을

진행한다. 배우들은 신체를 활용하여 상대 배우들과의 움직임을 만

들고 때로는 음악을 사용하여 즉흥적인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요소

들을 찾아 공연 장면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배우들은 “작품의 주제가 연기자(배우 자신)의 두뇌 혹은

심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한 작업”37)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

을 사용하여 극을 창작하기보다는 원천작업에서 수집한 자료들로

35)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p. 166-167.

36)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앞의 책, p. 19. 여기에서 “극세상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시간과 사건, 그 속의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사

상이 작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법칙”으로 정의한다.

37) 임형택, 앞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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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무대 위의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해

낸다. 이로 인하여 극세상 작업은 배우가 원천작업을 통해 얻은 아

이디어와 자료들을 사용하여 동료 배우들과 함께 연극 속 시간과

주변 사물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확립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에 대한 기초 구상 단계에서 행해지는

원천작업은 배우 개인의 사상과 경험을, 질문 형식의 훈련을 통해

형상화시킬 수 있는 첫 단계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진행된 극세상

작업은 원천작업에서 축적된 공연의 재료들을 배우가 그들의 신체

와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화시킴으로써 실제 공연의 극적인 요소들

을 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씨티 컴퍼니의 이러한 제

작 과정은 기존의 공동창작에서 “각 역할들의 장벽을 넘어선 집단의

표현”38)으로 인식되었던 공동작업자로서의 배우의 역할을, 작품 구

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창조자로서의 역

할로 발전시켰다.

2.2. 배우 훈련법의 응용을 통한 무대 형상화 작업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과정은 공동창작 방식을 통해 하나의 완

성된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활용된다. 2.1.에서 살펴 본 창

조자로서의 배우의 역할 확대 또한 과거 실험극 집단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배우 훈련39)이, 이제 작품을 구성

38) 최치림, 앞의 논문, p. 51.

39) Brokett, Oscar G., 앞의 책, p. 665. 여기에서 브로케트는 1960년대의 실험극

집단의 배우 훈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해프닝(happenings)과 같은

유사연극행위들은 연기자들로 하여금 일체의 인격화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1960년대에 당시 사용되고 있던 배우 훈련 방법에 대해서

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훈련과정을 여러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각 요소(동작, 음

성, 심리적·정신적 준비 등등)를 따로따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특히 호된 비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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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인식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항에서는 먼저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에서 극단원들의

창의성을 주요 원리로 활용하는 뷰포인트(Viewpoints) 훈련과 작품

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리인 컴포지션(Composition) 작업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뷰포인트 훈련은 보가트가 1979년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실험극 극단(Experimental Theater Wing)에 교원으

로 재직할 당시 현대무용 안무가 매리 오벌리(Mary Overlie)와 함

께 작업을 하면서 구체화되었다.40) 오벌리는 그녀의 즉흥 무용 안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뷰포인트”(Six Viewpoints)41)로

무용수들을 훈련시키고 이러한 개념을 그녀의 수업에도 적용시켜

학생들을 가르쳤다. 보가트는 무용수들의 즉흥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 오벌리의 이러한 접근법으로부터 심리적 접근에 치우쳐 있던

기존의 배우 훈련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로써 보가트는

“배우들 그리고 다른 공동작업자들과 더불어 연극에서 본능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42)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배우

훈련법에 대한 그녀의 실험은 씨티 컴퍼니의 창단 이후에도 끊임없

이 지속되어 마침내 하나의 체계적인 배우 훈련법으로 발전하게 되

었다. 다음은 씨티 컴퍼니의 모든 공연 제작 과정에서 행해지는 뷰

포인트에 대한 정의 이다.

40)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5.

41) 위의 책. p. 5. 여기에서 오벌리의 “여섯 가지의 뷰포인트란 공간(Space), 모양

(Shape), 시간(Time), 감정(Emotion), 움직임(Movement), 이야기(Story)”를 뜻한

다.

42)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위의 책, p. 5.



- 20 -

뷰포인트(Viewpoints)란 (1) 연기자들(performers)을 훈련시키고, (2) 앙상

블(ensemble)을 만들며, 또한 (3)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을 창조하기 위한

기술로 전환 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이다.

뷰포인트란 시간과 공간을 통한 움직임의 어떤 원리들에 부여된 이름이

다. 이 이름들이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언어가 된다.

뷰포인트란 연기자(또는 창조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활용하는 인지의 순

간이다.43)

스캇 커밍스(Scott Cummings)는 뷰포인트에 대하여 “연기자들에

게 극장의 시간과 공간으로 향하는 역동적인 출발점을 제공하며 구

체적이면서도 즉흥적인 공연을 증진하는, 무대에 대한 실제적 기호

학”44)이라고 설명한다. 무대 위 배우의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표출

되는 극적 의미를 강조한 뷰포인트 훈련은 배우들이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들을 연습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극적 움직임으로 치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배우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신체

적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가트와

단원들은 “무용수들과 음악가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훈련하

는 것처럼 배우들 또한 지속적으로 기술을 단련해야한다.”45)고 말한

다. 극단원들의 이러한 생각은 뷰포인트 훈련을 배우들이 작품 제작

의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요소로 확대시켰다.

조안 헤링턴(Joan Herrington)은 뷰포인트 훈련을 통해 배우들은

“실제적인 공연을 창조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배우와

43)앞의 책, pp. 7-8. “Viewpoints is a philosophy translated into a technique for

(1) training performers; (1) building ensemble; and (3) creating movement for

the stage.

Viewpoints is a set of names given to certain principles of movement

through time and space; these names constitute a language for talking about

what happens onstage.

Viewpoints is points of awareness that a performer or creator makes use of

while working.”

44)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 112.

45) Hodge, Alison, Actor Training: Second Edition, Routledge, 2010,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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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의 관계에서는 드물었던 방식”46)으로 공연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뷰포인트 훈련의 실천적인 측면

을 찾을 수 있다. 즉 배우 개개인의 신체와 발성의 이완을 위해 행

해졌던 기존의 배우 훈련 과정이,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는 무대 위 등장인물과 극적 상황을 창작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법

으로 확립된 것이다.

뷰포인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우의 인식을 확장시킴으로써

배우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우들은 여기에서 아홉 가지의 뷰포인트를

활용한다. 뷰포인트 훈련은 크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시간(Viewpoints of Time): 템포(Tempo)-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움직

임의 속도, 지속성(Duration)- 움직임 혹은 그 움직임의 연속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개념, 즉각반응(Kinesthetic Response)- 외부로부

터 오는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반복(Repetition)- 무대 위에서 무

언가를 반복 하는 행위

►공간(Viewpoints of Space): 모양(shape)- 공간 안에서 몸이 만들어 내

는 윤곽, 제스쳐(Gesture)- 신체의 일부분 혹은 여러 부분들을 포함하는

움직임, 환경(Architecture)- 작업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그것

에 대한 인식이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개념, 공간관계

(Spatial Relationship)- 무대 위에 있는 사물들 사이의 거리, 토포그래피

(Topography)- 풍경, 바닥 형태, 디자인을 공간을 통한 움직임 안에서

만들어 내는 개념47)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홉 가지의

46) Herrington, Joan, “Directing with the Viewpoints”: Theatre Topics, Vol. 10,

Nov. 2, 2000, p. 158.

47)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p. 8-11. 같은 책, p. 6. 여기에서

보가트는 극단의 배우들과 함께 오랜 기간을 거쳐 뷰포인트에 대한 실험을 시

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아홉 가지 뷰포인트 개념 외에도 발성 뷰

포인트(Vocal Viewpoints), 즉 음조(Pitch), 강약(Dynamic), 가속/감속

(Acceleration/Deceleration) 개념 또한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작업에서 배우

훈련의 주요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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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이는 공연 제작의 전

과정에서 장면 구축을 위한 배우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유지시킨다.

이 과정에서 뷰포인트 훈련을 행했던 한 배우는 “(배우로서) 연극의

맥락 안에서 매우 일상적인 제스쳐(gesture)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

만 뷰포인트 훈련에서 행해지는 탐색을 통하여 그러한 제스처의 표

현적인 측면을 불현듯 발견하게 된다. 이는 다시 리허설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력은 일상적인 행위의

평범함을 덮어버리게 한다.”48)라고 말한다. 따라서 배우들은 뷰포인

트 훈련을 통해 극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체의 움직임에 더 집중

하게 된다.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에서 배우 훈련법은 공연에 참여하

는 단원들의 경험과 작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수단으로서 체계화되었다. 뷰포인트 훈련 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우와 연출가 그리고 극단의 드라마터그

(dramaturg)라고도 할 수 있는 이미지스트(Imagist)와의 협력 작업

을 통해 연극의 극적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씨티 컴퍼니에서 극작가이면서 동시에 이미지스트로 활동하

고 있는 건터(Gregory Gunter)는 뷰포인트 훈련을 통해 무대 형상

화 작업을 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작품의 중심이 될 만한 이미지들

을 제공한다. 역동적인 이미지들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에게 “배우로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작품 연구의 어떠

한 점이 나를 흥미롭게 하는지”49)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며, 배

우들이 뷰포인트 훈련에서 이미지들을 사용한 장면 구성 작업을 통

해 더 다양한 소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장면 구성 작업은 뷰포인트 훈련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뷰포인

트 훈련의 장면 만들기, 인물 구축 작업, 극적 상황에 따른 인물들

48) Herrington, Joan, 앞의 책, p. 165.

49) Gunter, Gregory, “Imaging Anne: A Dramaturg's Notebook”: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앞의 책,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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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 맺기 작업은 컴포지션 작업을 통해 한 편의 연극으로

완성된다. 컴포지션은 전통적인 연극 제작 방식에서의 연출작업과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컴포지션(Composition)이란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컴포지션이란 연극적 언어의 분리된 요소들을 선택하고 정리하면서 무대를

위한 하나의 결합된 예술작품을 만드는 실습이다.

컴포지션이란 (작품의)소재에 대한 우리의 숨겨진 사상과 감정을 우

리 스스로에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컴포지션이란 연기자에게 부여된 하나의 숙제이며 이는 연기자가 작품의

특정한 측면을 알려주는 간략하고 명확한 연극 장면들을 만들 수 있게 한

다.50)

컴포지션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우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 과정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연극 소재들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컴

포지션 작업의 핵심은 배우들이 뷰포인트 훈련을 통해 몸짓과 소리

를 사용하여 등장인물과 극적 상황의 기본 요소들을 만들고, 이 과

정에서 창조된 결과물을 극단원들과 공유하는 데에 있다.51) 즉 뷰포

인트 훈련에서 배우들은 즉흥적인 상황을 토대로 극적 장면들을 만

들어내고, 이를 컴포지션 작업에서 연출가, 작가, 그리고 디자이너들

50)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12. Composition is a method for

creating new work.

Composition is the practice of selecting and arranging the separate

components of theatrical language into a cohesive work of art for the stage.

Composition is a method for revealing to ourselves our hidden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 material.

Composition is an assignment given to an ensemble so that it can create

short, specific theater pieces addressing a particular aspect of the work.

51) 씨티 컴퍼니의 단원들은 연출(directing)이라는 개념 대신 컴포지션

(composition)을 사용함으로써 ‘composition’ 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구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이는 연출가가 전지적 시점에서 배우들에게 극의

상황에 맞는 행동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극단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려는 씨티 컴퍼니 단원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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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작품의 주제와 어울리는 장면들로 재창작하는 것이다. 배우

들을 포함한 극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작품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

영할 수 있도록 하는 컴포지션 작업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단원들

의 창조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고자했던 보가트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52)

연출가의 주된 임무였던 무대 위의 장면 구성 작업이 극단원들의

뷰포인트 훈련과 컴포지션 작업을 통해 완성됨으로써 공연 기간 동

안에도 장면에 대한 유동적인 변형 또는 삽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아놀드 아론슨(Arnold Aronson)은 1990년대 미국에 등장

한 혼성모방 연극(pastiche play)의 대표적인 예로 보가트의 작업을

언급하면서, 씨티 컴퍼니의 초기 작품들은 “대본(text), 현대 무용

(modern dance), 스즈키 테크닉(Suzuki technique), 대중문화

(popular culture), 그리고 연기자들의 공동 투입(collaborative input)

에 의해서 창작되었다.”53)고 설명한다. 씨티 컴퍼니의 연극에서 흔

히 나타나는 이러한 콜라주(collage)방식의 연출은 “뷰포인트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 장면의 재배열을 통해 장면별 주제를 극명하게 드러

내기도 하고 적절한 암전과 음악요소의 결합을 통해 관객의 상상력

을 확대”54)시키는 역할을 한다.

뷰포인트 훈련과 컴포지션 작업은 씨티 컴퍼니의 거의 모든 공동

창작 방식의 공연제작 과정에서 활용된다. 씨티 컴퍼니의 다수의 공

연 작품들 중 미국의 화가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의 작품과 예술미학에서 영감을 얻어 콜라쥬 방식으

52) Lampe, Eelka, “From the Battle to the Gift: The Directing of Anne Bogart”,

TDR, Vol. 36, No. 1, 1992, p. 19. 여기에서 앤 보가트는 대학 재학 시절 당시

애일린 파스로프(Aileen Passloff)의 컴포지션(Composition)수업을 토대로 지금

의 컴포지션 개념을 재창조했다고 언급한다. 보가트는 이 수업을 통해 연극 연

출에 대한 구상을 직접 하면서,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제작 과정에 대한 자유

로운 해석과 다양한 접근법을 공유하게 된다. 보가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연출방식을 대표하는 컴포지션이라는 방법론을 재정립하게 된 것이다.

53) Aronson, Arnold, 앞의 책, p. 203.

54) 임형택, 앞의 책,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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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창작된 공연≪밥라우센버그아메리카(Bobraushenbergamerica),

2000≫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에서 뷰포인트 훈련과 컴포

지션 작업이 가장 체계적으로 응용되었던 작품이다. 이 연극을 제작

할 당시 씨티 컴퍼니는 미국의 극작가 찰스 미(Charles Mee)와 협

력 작업을 진행하면서 극단의 배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뷰포인트

훈련을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공연에 활용될 장면들을 창작한

다. 미는 이 극단의 배우들에게 작품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간단히 정

리해 놓은 목록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장면으로 만들

어 나간다.

음악과 뷰포인트(music and viewpoints) / 양산들(parasols) / 롤러 스케이트

를 타는 사람( a roller skater) / 닭(chicken) / 첫 번째 인물이 들어옴/대본

(first character enters/text) / 두 번째 인물이 들어옴/그들은 사랑에 빠질

까?(second character enters/they fall in love?) / 한 여자가 들어오고 노래를

부른다(woman enters and sings) / 한 남자가 들어오고 춤을 춘다(man

enters and dance) / 누군가가 음료를 내어온다(someone serves drinks) / 파

티가 열린다(there is a party) / 누군가가 암살을 당한다(someone is

assassinated) / 아트 갤러리 개관식에서의 환영사(welcome speech at an art

gallery opening) / 하늘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낙하산들(tiny parachutes fall

from the sky) / 왈츠를 추는 사람들(people waltz) / 라우센버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Rauschenberg's mom talks about her

son) / 이전의 연인들이 돌아온다/이별을 논한다(earlier lovers return/discuss

break-up)55)

배우들은 위의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정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지 간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배우들은 미를 포함한 단원들과 함께 작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 편의 글을 쓰고, 이것을 대본 형식으로 만들어 읽는 과정을 반복

하게 된다. 미는 배우들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동안 이들

과 함께 작품의 주제에 대한 연구와 장면 구성을 위한 연극적 실험

55)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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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미와 씨티 컴퍼니의 단원들은 공연이 상

연되기 전 이 작품의 제작 과정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함으로써 단

원들 이외에 다양한 참가자들의 생각을 수용하여 장면 구성 작업에

서의 뷰포인트 훈련에 직접 응용하기도 하였다.

2.3. 재현적(representational) 연기술과

제시적(presentational) 연기술의 결합

앞서 살펴보았듯이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법은 공동창작 방식

을 통한 연극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되었다. 특히 작품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배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극단원들 사이의 협

동 작업을 기반으로 한 배우 훈련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씨티 컴퍼니는 뷰포인트 훈련과 컴포지션 작업을 극단의 주요 원리

로 확립시킴으로써 동시대의 미국 연극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들에게 공연 제작 과정에서의 배우의 주체적인 역할과 배우 훈련법

의 지속적인 응용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보가트와 그녀의 예술적 동지인 티나 란다우(Tina Landau)는 뷰포

인트 훈련과 컴포지션 작업에 대한 그들의 목적의식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접근법의 개발은 “젊은 연극 예술가들이 미국 연극계에 입성

하게 되면서 마주하는 미국 연극계의 전형적인 문제”56)에 대한 대

안이었음을 천명한다.

이 항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 안에서 진행되었던 배

56)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15. 이와 관련하여 보가트와 란

다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문제1: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미국화(The

Americanization of the Stanislavsky system.), 문제2: 진행 중인 배우 훈련법의

부족(Lack of ongoing actor training), 문제3: 리허설과 제작 과정에서의 “원하

다”라는 말과 그것의 영향( The word “want” and its effect upon rehearsal

atmosphere and production)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공동창작 방식을 통해 공연

을 제작하고 배우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씨티 컴퍼니의 목표의식과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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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훈련법을 토대로 기존의 미국 연극계에서 활용되었던 연기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체계적으

로 확립되었던 연기 방법론이 기존 미국 연극계의 연기 방법론과

비교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미국 연극계에 존재했던 연기 방법론의 특성을 재현적

(representational) 연기술과 제시적(presentational)연기술57)로 나누

어서 살펴보겠다.

서구의 전통 사실주의에서 비롯된 재현적 연기술의 기원은 아리

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의 비극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시학』에서 “비극은 행동의 재현이고

그 행동의 주체는 행동하는 등장인물이며, 이들은 반드시 성격과 사

상의 측면에서 일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줄거리는 바로 행동

의 재현”58)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배우는 일정한 형태를 지닌

극 안에서 행동의 재현을 통해 극의 상황에 몰입함으로써 배우로서

경험하는 극적 체험을 무대 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행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배우는 무대 위의 환상(illusion)을 만들어내며, 이

를 통해 관객은 극에 대한 몰입으로서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

다.

무대 위 극적 환상의 재현이라는 전제 하에 행해졌던 이러한 연

기술은 “순수한 외형적 조절, 테크닉, 모방한 경험을 기술적으로 재

생”59)하는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인간의 심리와 감정 상태

57) Brokett, Oscar G., 앞의 책, p. 670. 여기에서 브로케트는 서구의 연기 방법론

이 ‘심리적-내면적’체계와 ‘기계적-외면적’체계의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왔다고

기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외면파들은 배우가 아무것도 스스로 느낄 필요

가 없으며 사실상 감정은 배우의 조절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에 방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내면파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우가 자신을 등장

인물의 상황 속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은 느낌을 통해서일 뿐이며 정서기억법을

통해서 감정 상태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만이 기계적인 연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58) Aristoteles, 김한식 옮김,『시학』, 펭귄클래식, 2010. p. 132.

59) 박명희, 「재현적 연기와 서사적 연기술의 비교연구」, 『청주대학교 학술연구



- 28 -

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한 연기술로 발전하게 된다.

20세기 미국의 연기 방법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 1920년대 스타니

슬랍스키(Constantin Stanislavski)의 정신심리학에 바탕을 둔 심리

주의 연기론의 영향은 지배적이었다. 이후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론

은 그룹씨어터(Group Theatre)와 액터스 스튜디오(The Actor's

Studio)의 리 스트라스버그(Lee strasberg)에 의해 메소드 연기

(Method Acting)60)로 발전하게 된다. 스텔라 아들러(Stella Adler)와

샌포드 마이즈너(Sanford Meisner)는 심리적 접근법에 집중된 메소

드 연기론에 회의를 느끼고 각각 배우의 ‘상상력 계발’과 ‘교감’61)에

초점을 맞춘 연기론을 완성한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초기 연기론인 심리적 접근법의 영향을 받은

당시 미국 연극계의 연기 방법론은, 배우의 감정과 신체의 조화를

통한 내면과 외면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연기술을 강조

하게 되었다.62) 셰크너는 이러한 연기 방법론을 “사실적 연

기”(Realistic acting)라고 정의하면서, 이 연기술은 극중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실제 사람들(real people)이 느끼는 감정과 같다”63)

는 전제 하에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이와는 반대로 제시적(presentational) 연기술은 비(非)아리스토텔레

스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연기술로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의 서사극, 이오네스코(Eugene Ionesco),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부조리극에서 나타나는 연기의 기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기술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막고 관

소 논문집』, vol. 12, 2008, p. 4.

60) Bartow, Arthur, Training of The American Actor, Theatre Communication

Group, 2006, pp. ｘｘｖｉｉ-ｘｘｖｉｉｉ. 여기에서 집중과 이완 훈련을 중심으로 기억의

재생을 목표로 한 “메소드 연기 개념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작업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61) 정인숙,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Ⅱ:미국 연기이론의 단절과 지속』, 연극과 인

간, 2008, p. 117, p. 132

62) Hodge, Alison, p. ⅹⅻ.

63) Schechner, Ricahard, Performance Studies, Routledge, 2002,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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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으로 하여금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의 존재를 인식하게 한다. 대표적

인 예로 브레히트의 이화효과(Alienation Effects)를 들 수 있다. 서사

극에서의 배우는 연극에 대한 관객의 이성적 사유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관객에게 직접 말걸기’(addressing the audience directly), ‘관객에게 보

여지고 있다는 의식의 표현’(expressing of being watched), ‘자기관

찰’(self -observation)64)과 같은 제시적 연기술의 방법론을 실현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제시적 연기술은 배우와 관객의 감정적 동화, 교감

에 중점을 둔 재현적 연기술과는 대조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는 주체적 인식을 통해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몰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객이 비판적 입장에서 극을 관찰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전통적인 사실주의 연기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재현적 연기술은

미국화된(Americanization)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아들러, 그리고 샌포드 마이즈너의 연기 방법

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브레히트의 서사극 개념 하에

구체화된 제시적 연기술 또한 미국 연극계에서 주도적인 연기양식

으로 인식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실험극 집단인 오픈 씨어터와 퍼포

먼스 그룹은 미국화된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 연기에 대한 대안

을 모색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극

집단은 워크샵(workshop) 형태로 연극을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극

작술, 연기, 공간 해석, 그리고 연극의 본질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변혁적인 실험”65)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

험극 집단은 연기 방법론의 일정한 체계를 거부한다. 이들은 “즉흥

연기”66)를 연극적 실험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실험극 집단의

64) 박명희, 앞의 논문, p. 5.

65) 이기원, 「미국의 실험극단 <오픈 씨어터(The Open Theater)>의 창단과정과

연극적 의미에 대한 연구」, 『영미문화』제8권 3호, 2008. p. 10.

66) 김영실, 「1960년대의 실험연출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즉흥연기 연구」, 동국대

석사 학위 논문, 1992, p. 5. 여기에서 김영실은 “1960년대 실험극 집단의 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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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들은 즉흥연기를 통해 관객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시도하며, 무

대에서 정해진 배역 없이 일반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무대 위에

서 그대로 노출하였다.

2.1.과 2.2.에서 살펴보았듯이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공동창작

방식을 통한 연극 제작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창조자로서 확장시

킴으로써, 기존의 연극 제작 체제에서는 부차적으로 행해졌던 배우

훈련법을 장면 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확립시켰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씨티 컴퍼니의 이러한 배우 훈련법이 재현적 연기술과

제시적 연기술에서 나타나는 상반되는 특성들을 수용하면서, 특정한

연극 양식에 속박되지 않는 하나의 체계적인 연기 방법론으로서 활

용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은 보가트의 뷰포인트

(Viewpoints)훈련과 스즈키 타다시의 스즈키 메소드(Suzuki

Method)의 결합으로 전개되었다. 스즈키의 접근법은 정교한 신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 훈련의 기초 단계인 신체의 섬세한 움직

임을 통한 배우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중점에 두면서, 과정이 진

행됨에 따라 배우의 신체적 움직임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다. 이러

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 배우는 자기 스스로가 도달할 수 있는 극한

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에서 움직임을 이끌어 낸다. 이와는 달

리 뷰포인트 훈련은 배우에게 신체적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배우가

훈련과정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신체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배

우의 자유의지에 따라 훈련과정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씨티 컴퍼니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극단의

소속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엘렌 로렌(Ellen Lauren)은 뷰포인트 훈

련과 스즈키 메소드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들은 배우와 관객과의 독특한 영적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은 연기

술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바로 이 방법을 ‘즉흥연기’를 통해

찾고자 시도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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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Anne)은 앙상블(ensemble)을 전체로서 다룬다. 그녀는 당일 종합적인

목표를 준다. 스즈키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일대일로 간결하게 다루는데,

이러한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는 보가트가 그런 것처럼

“감성적으로 보지” 않는다.67)

이를 보면 스즈키의 접근법이 배우 개개인의 엄격한 신체적 단련

을 중시한 반면에 보가트의 뷰포인트 훈련은 다수 참여자들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배우 스스로에게 정직한”68) 진실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차례 씨티 컴퍼니와 공동창

작 작업을 했던 극작가 겸 배우인 람페(Eelka Lampe)는 씨티 컴퍼

니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행해지는 배우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스즈키는 배우가 자신의 자아(ego)를 포기해야 하는 위험한 공간을 창조

하며 보가트는 배우가 위험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

한다.69)

람페의 견해를 따르면 스즈키는 배우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가트는 배우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연극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스즈키 메소드는

배우의 ‘내면에서 외면으로’(from the inside out)의 작업이며, 뷰포

인트 훈련은 ‘외면에서 내면으로’(from the outside in)70)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법은 배우 신체의 조형성을 강조함으로

써 무대 위에서 표현될 수 있는 배우의 자유로운 신체적 움직임과

67) Lampe, Eelka, “Collaboration and Cultural Clashing: Anne Bogart and

Tadashi Suzuki's Saratoga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TDR, Vol. 37,

No. 1, 1993. p .154.

68) 위의 책, p. 154.

69) Lampe, Eelka, 앞의 책, p. 153.

70) Watson, Ian, Performer Training: Developments Across Culture, Routledge,

2001,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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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해 숙련된 극적 행동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움직임을 표출해내는 과정에서 배우가 느끼는 감정과 정서적 기억

은 장면 구성 작업에서 극중 인물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배우 훈련에 대한 씨티 컴퍼니의 이러한 접근법은 이 극단의 창

립 의도와도 맞닿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가트는 기존의 미국 연극

계에 존재했던 미국화된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방법론을 언급하면

서, 이러한 접근법은 “배우의 정서적 기억을 기반으로 하여 대본을

분석하기 때문에 배우로 하여금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한다.”71)고 지

적한다. 하지만 그녀는 재현적 연기 방법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우

의 정서적 기억과 감정의 표출을 통한 신체적 움직임에 중점을 둔

배우 훈련법에 대해서는 수용적 입장을 취한다.

나는 심리적 사실주의(psychological realism)방식의 훈련을 받고 있는 어

떤 훌륭한 배우가 메소드(Method)를 배웠다고 한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스텔라 아들러(Stella Adler)접근법을 배워왔다면, 그것 역시 좋다고 생각

한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훈련 자체를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이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리적 사실주의에 대한 배경을 갖는 것이 내가

작업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작업 방식은 심리(psychology)와 현실(real)에 대한 감각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72)

미국의 사실주의 연극 양식에 근거한 재현적 연기술에 대한 보가

트의 이러한 견해는 그녀가 씨티 컴퍼니를 창단할 당시 스즈키 타

다시와 배우 훈련 워크샵을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연기 방법론에 대한 절충적 대안으로서의 뷰포인트 훈련을 확립시

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법은 재현적 연기술의 주요 특성이라고

71) Diamond, David, “Balancing acts”: American Theatre, January, 2001, p. 33.

72) Smithner, Nancy Putnam, “Directing the Acting Ensemble: Meredith Monk,

Elizabeth Lecompte, and Anne Bogart”,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2.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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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배우의 정서적 기억을 통한 등장인물의 행동 구축을 수

용함으로써 공동창작 과정의 장면구성 작업에서 극중 인물을 연구

하고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즈키 메소드를 배우 신체 훈련의 근본 원리로 채택함으로

써, 배우들이 절제된 신체적 움직임을 강조한 비언어적 연기술을 작

품에 직접 적용시킬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씨티 컴퍼니 배우들이 작

품에 응용한 이러한 제시적 연기술은 2000년도 이후에 상연된 이

극단의 공동창작 작품들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중《시스템/

레이어(systems/layers)》73)는 공연 제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대본

의 사용을 배제하였으며 현대음악(contemporary music) 합주단의

연주를 극 전반에 배치함으로써 배우들의 파편화된 대사들을 통해

느껴지는 공백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또한 뷰포인트 훈련을 통한

배우들의 앙상블 작업으로 완성된 움직임과,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움직임을 통해 발생되는 즉각적 반응들을 극의 각 장면마다 배치시

켰다.74)

다시 말해서 감정의 표출이 제스처

(Gesture)로 형상화되고 단절된 언어는 반

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며, 또한 배우

들의 신체적 움직임을 강조함으로써 제시적

연기술의 특성을 작품에 직접적으로 응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림1>《시스템/레이어(systems/layers)》http://www.siti.org/shows/systems.htm

73) “이 작품은 종합적인 (multi-disciplinary) 무용극(dance-theater)형태의 극으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8명의 인물들의 하루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씨티 컴

퍼니 창단 이후 처음으로 보가트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공연으로 미

국의 안무가 겸 연출가인 바니 오 하론(Barney O'Hanlon)이 이 작품의 연출을

맡았다. 출처 http://www.siti.org/shows/systems.htm

74)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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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활용

된 배우 훈련법은 재현적 연기술의 접근법으로부터 배우의 감정과

신체의 조화를 통하여 진실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수용하였

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정서적 기억을 신체

적 움직임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장면 구성 작업에서 극중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제시적 연기

술을 작품에 직접 응용함으로써 단조로운 이야기 형식의 극에서 탈

피하여 배우들의 신체적 움직임에 중점을 둔 비언어적 연극을 창작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우들은 뷰포인트 훈련과 스즈키 메소드를

통해 습득된 연기술을 직접 무대 위에서 실현할 수 있었으며, 연극

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 스스로가 작품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연기술로 전환할 수 있었다.

3. ‘앙상블’(ensemble)작업에 나타난 배우의

자아(self)인식

연출가 중심의 연극 제작 체제에서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배우가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방식에서는 작품의 창작 과정을 주

관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배우가 훈련

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다수의

동료 배우들과 직접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연

극 양식에서 배우는 작가에 의해 창조된 극중 등장인물로서 그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반면에, 씨티 컴퍼니의 배우는 공동창작 과정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극중 인물들을 창조해야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서 배우 자신의 경험에 의해 연기되는 극중 인물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배우의 자아와 극중 인물의 자아가 동일시되는 이러한 개념

은 사실주의 연극에서의 연기양식과도 비슷한 경향을 띤다. 하지만

사실주의 연기에서의 배우의 자아와 극중 인물의 관계는 “최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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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배우의 자아가 아닌 희곡의 용법에 맞는 것”75)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갖는다. 결국 배우는 등장인물의 주어진 상황에 맞는 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작가의 의도와 희곡의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일관

성을 의도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과정에서의 배우 훈

련법은 재현적 연기술과 제시적 연기술을 절충적으로 수용하였다.

앙상블 작업에서도 사실주의 연기술이 표방하는 배우와 극중 인물

사이의 감정적 유대 관계를, 작품 속 인물을 창조하는 과정에 응용

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과의 의도

적인 동일시를 경계하는 방식에서 서사극에서 나타나는 거리두기의

양상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자기 자신과

역할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을 동료 배우들과의 앙상

블 작업을 통해 확장시켰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연극양

식에서 존재했던 배우의 자아 개념의 이해를 통하여 씨티 컴퍼니의

앙상블(ensemble)작업76)에 나타난 배우의 자아(self)개념의 확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배우가

자아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의 인물 구축에 응용했는지 살펴

볼 것이다.

75) Harrop, John, and Epstein, Sabin R, 박재완 옮김,『스타일 연기』, 게릴라,

2005, p. 169.

76) 이 장에서는 공동창작(Collaborative Creation) 개념과 흡사하게 사용될 뿐만 아

니라 연극에서 협동 작업을 의미하는 앙상블(ensemble)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

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앙상블 작업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공연자 전원’을

뜻하거나 ‘함께’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서, 장면 구성 작업에서 발생하는 배우

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전 출연자의 연기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연출 방법’

으로서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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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아’(self) 개념의 확대를 통한 인물 구축

공동창작에서 행해지는 뷰포인트 훈련과 스즈키 메소드는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배우 개개인의 집중력과 자각을 일깨워주는 작업이

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우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작품구

성의 원천으로 치환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배우

개개인의 신체 훈련과 극중 인물의 형상화 작업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연극 제작 체제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배우의 자아 개념77)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배우 자신

과 공동체 체제에서 연극을 제작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배우 개인의 자기 인식과 공동

체 작업을 통해 형상화되는 인물로서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

게 된 것이다.

로이드 클리멘하가(Royd Climenhaga)는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

에서 나타나는 배우 개개인의 자각과 그룹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

서, 상호보완적인 이러한 관계는 정밀한 신체 훈련을 통한 배우 자

신의 ‘지각적 인식’(perceptual awareness)을 확대하는 스즈키 훈련

과 배우 개개인과 함께 훈련하는 다른 참여자들 사이의 ‘관

계’(connection)를 형성하는 뷰포인트 훈련78)에서 구체화되었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배우는 작품의 창작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출

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연의 매 순간

마다 실재하는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씨티 컴퍼니의 창단

이래 지금까지 이 극단의 소속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레온 잉걸스

러드(Leon Ingulsrud)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77) 본 연구는 ‘self’ 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인 ‘자기’, ‘자신’, ‘(자기의)일면’ 이라

는 뜻을 수용하여 여기서는 ‘연기자 자신으로서의 자아’ 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밝힌다. 즉 철학적 접근방식의 ‘자아’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연기자가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상대로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

의 개념을 벗어나는 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78) Cimenhaga, Royd, “Anne Bogart and SITI Company: creating the moment”

in Hodge, Alison, Actor Training, Routledge, 2010.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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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살펴보면...극중 인물, 제작, 연극, 의상을 던져버렸을 때 존재하는 어떤 것

이 있는데, 여전히 연기라는 것이 남는다. - 모든 올가미를 벗어던졌을

때조차 배우가 하는 무언가 근본적인 게 있다. 일상과 구별되며 인물의

행위에 종속되지 않는, 연기라고 불리는 행위 내에 그 핵심적인 에너지가

있다.79)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뷰포인트 훈련과 스즈키 메소드를 통해

장면에 필요한 연극적 요소들을 이끌어 내는 공동창작 과정에서, 자

기 자신으로서의 존재와 자신이 연기하는 극중 인물로서의 자아, 그

리고 이 두 관계를 포함한 다른 동료배우들과의 관계 사이의 조화

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배우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연기자로서의 자신과 극중 인물 사이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인

식이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배우의 자아 인식을 통해 표출되는 배우

의 존재에 대한 연구들은 연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서 학계의

논쟁거리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80)

이 항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앙상블 작업에서 다루어졌던 배우의

자아 개념의 실질적인 응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지

79) Climenhaga, Royd, 위의 책, p. 292

80) 여기에서 배우의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들을 각각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

의 논지를 벗어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연

구 논문들과 문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필립 자릴리(Philip

Zarrili)의 Acting reconsidered, Routledge, 2002. 를 참고할 것. 여기에서 자릴

리를 포함한 미국의 연극학자들은 배우의 신체 훈련, 배우의 존재 방식, 그리고

배우의 연기술을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방옥의 『21

세기를 여는 연극: 몸 , 퍼포먼스, 해체』, 연극과 인간, 2003.) 이 있다. 여기서

김방옥은 배우의 몸과 마음에 관련된 서구의 견해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몸의

연기론’으로 전환하여 논지를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배우 연기 훈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양동탁, 「‘배우

의 존재감’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2009 와 Pavis, Patrice,

신현숙 역, “배우의 연기론 서설”,『한국연극』, 1993, 1월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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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개하기에 앞서 배우와 역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배우의 자아

인식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게오르그 짐멜(Geor Simmel)은 배우와 역할의 관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서술한다.

배우의 작업은 당연히 배우 각자가 지닌 독특한 본성, 적절한 이상에 달

려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단순히

작가가 정해 둔 객관적인 작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 배

우의 구체적인 주체 역시 존재한다. (...) 결국 역할이란 우연한 의상이며

배우는 이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81)

짐멜에 의하면 배우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가에 의해 창조

된 역할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을 연기하는 예술가로서

의 창조성과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역할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 “배우와 그가 연기하는 극중 인물은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

다”82)는 주장 또한 배우와 역할 사이를 규명하려는 학계의 여러 논

쟁적인 견해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와 극중 인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은 배우가 역할을 연기하는 동안 배우 자신과

그가 연기하고 있는 극중 인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

서 ‘배우의 자아(self) 발현’ 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논의를 이끌어내

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83) 다시 말하면 배우가 작가에 의해 창조

81) Simmel, Geor, 신소영 옮김,『배우의 철학』, 연극과 인간, 2010, p. 29.

82) Brokett, Oscar G., 앞의 책, p. 663.

83) 김방옥, 『21세기를 여는 연극: 몸, 퍼포먼스, 해체』, 연극과 인간, 2003. p. 83.

여기에서 김방옥은 서구의 연극계에서 논의 되어왔던 배우의 현존에 대하여 설

명하면서 현존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 ‘연기자 자신으로서의 자아’ 에 관한 논의

들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음을 밝힌다. “연기자가 극중 인물이 아닌 자연인으

로서의 연기자의 자아(self)로서 공연할 때 연기자로서 진정하게 자유로운 현존

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 리빙 씨어터는 아르또의 제의적 연극과 브레히트의

정치적 연극을 합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삶과 현실의 경계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인 현실적 발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기자들을 자연인 그 자체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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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희곡 속 인물을 무대 위에 실재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인물로 재

창조해 내는 과정에서 배우의 상태가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배우의 자아와 희곡 속 인물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수반되게 된 것

이다.

필립 오스랜더(Philip Auslander)는 배우의 자아에 대한 연극적 실험

을 시도했던 1960년대 미국의 실험적 아방가르드 연극(experimental

avant-garde theatre)을 예로 들면서, 이들은 텍스트 분석과 심리학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이미지에 대한 신체적 이해(physical understanding

of images)”를 통해 “배우의 신체와 행동(body/acts)에 대한 급진적인

재발견을 촉진시켰다”84)고 설명하였다. 테오도르 생크(Theodore Shank)

또한 이 당시 실험극과 대안연극 계열에서 활동했던 온톨로지컬 히스테

릭 씨어터(The Ontologicla-Hysteric Theatre), 우스터그룹(the Wooster

Group), 그리고 스크왓트 씨어터(Squat Theatre)를 언급하면서 “자아

(self)의 일부 측면이 그들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85)고 주장한다.

조셉 체이킨(Joseph Chaikin)은 이러한 미국의 실험극 집단에서의 배우

의 존재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던 인물이다. 그는 오픈 씨어터

(The Open theater)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배우의 현존(presence)에 대

하여 ‘배우의 도구는 자기 자신’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다.

배우는 삶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무

언의 질문을 가지고 출발한다. 작업과정에서 배우는 자기 스스로 발전하

면서, 자신을 인도하고 스스로를 재창조한다.86)

하도록 하였다. (...) 퍼포먼스 그룹을 이끌었던 리차드 셰크너는 자신의 배우훈

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우의 현존 이라고 말한다. (...) 이런 실험극들에서

배우들은 연기자 자신으로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과 함께 섞이고 관객을 애무하

고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강력한 현존의 힘을 발산하게 된다.”

84) Zarrili, phillip B., Acting (re)considered: second edition, Routledge, 2002, pp.

13-14.

85) Sank, Theodore, 앞의 책, p. 155.

86) Chaikin, Joseph, 윤영선 역, 『배우의 현존』, 현대 미학사, 1995,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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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자아에 대한 견해들은 연기에 있어서 자아에 대한 배우의

인식이 그를 행위의 주체가 되게 하여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

고, 이를 통하여 희곡의 인물에 (배우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자아 인식의 상태에 따라서 인물의 형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이러한 견해들은 기존의 사실주의 연극 양식에

서 탈피하려는 의도 하에 배우의 역할에 주체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배우는 현실의 삶에서 얻어

지는 경험들을 연극 공연에 직접적인 재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자아에 대한 견해들이 배우 자신과 그가 연기하고

있는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씨티 컴

퍼니의 앙상블 작업에서는 공동창작 체제를 통해 배우의 역할이 확

대됨으로써 배우가 인식하는 자아의 개념 또한 다양한 층위에서 나

타나게 된다.

보가트는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의 감

정이입(Empathy)에 대하여 ‘합치기’(putting-together), ‘밖으로 나가

기’(going-out), ‘함께 하기’(joining) 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공감

(compassion)과 창의성(creativity)을 수반87)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보가트는 배우가 극중 인물을 연기함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고 여기에 모든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인

간의 존재를 확대시키고 그 존재가 행동의 중심이 되도록 만든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극단의 배우인 윌 본드(Will Bond)

는 극중 인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입 상태를 설명하면서 “모든 집

중을 찻잔을 들어 올리는 데에 쏟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장의

[내적인 에너지의] 맹공격(theatrical assault)에 의해 패배하고 말 것

이다.”88)라고 기술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배우들이 작품의 등장

인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물에 대한 배우의 감정

이입의 상태가 인물로서 행동을 취하면서도 이를 수행하는 연기자

87) Bogart, Anne, And then, you act, Routledge, 2007, p. 67.

88) 위의 책,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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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극적 행위에 대한 자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렇다면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어떠한 상태로 자아를 인식하

는 것일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배우의 존재 양태에

대한 버트 오. 스테이츠(Bert O. States)89)의 견해를 살펴보자.

스테이츠는 배우의 존재를 현상학적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배우

가 등장인물로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배우의 양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배우가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

는 동시에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연기자로서의 존재를 표출하려는

상태, 배우가 연기를 하는 동안 관객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 드

러나는 인식의 상태, 그리고 이 두 상태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는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눈다.

나(배우) = 자기 발현 모드 (Self-expressive mode)

너(관객) = 협동적 모드 (Collaborative mode)

그(인물) = 재현적 모드 (Representational mode)90)

‘자기 발현 모드’에서 배우는 자기 자신으로서 연기한다. 여기서

‘나’(배우)는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동안에도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재

를 인식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등장인물보다 그 인물을 연기하고 있

는 자기 자신으로서의 배우를 더 강하게 각인시킨다. 또한 ‘협동적

모드’ 에서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가 그와 관객 사이

의 거리를 허물고, 이를 통하여 관객이 연극적 소통에 있어서 수동

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배우와 교감하게 한다. 이때 ‘너’

89) 버트 오 스테이츠(Bert O. States)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연극학과의 명예교수이다. 그는 그의 저서「배우

의 현존: 세 가지 현상학적 양태」“The Actor's Presence: Three Phenomenal

Modes in phenomenology of acting (1985)에서 배우의 존재 방식을 현상학적으

로 분석한다. 이 항에서는 씨티 컴퍼니 배우들의 자아 인식 방식을 스테이츠의

견해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90) States, Bert O., “The Actor's presence: Three phenomenal mode” in Acting

(re)considered: second edition, ed, Zarrili, phillip B., Routledge, 200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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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적 행위의 주체(배우)가 행위를 수용하는 대상(관객)을 인식하

는 상태이다. ‘너’(관객)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의 극

적 행위에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자신의 존재를 표출하기 위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자신

의 상태를 관객과의 교감을 통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현적

모드’는 자기 발현 모드와 협동적 모드가 결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여기에서는 이 두 상태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거나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그’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을 뜻하는 동

시에, 인물로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를 뜻하기도 한다. 재현적 모드

는 배우의 존재가 한 편의 완성된 공연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상태

를 나타낸다. 이때 재현적(representational)이라는 개념은 사실주의

연극에서의 재현, 즉 모방을 통한 진실한 행동의 재현과는 다른 의

미를 지닌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재현적 모드는 사실주의 연극 양식

의 기술적인 측면, 혹은 연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관

객과의 교감을 통해 인식하는 ‘그’(인물)를 표현적인 방식으로 드러

내는 상태인 것이다.

씨티 컴퍼니의 앙상블 작업에서 나타난 배우의 자아 인식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배우의 존재 방식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양상을 보

인다. 즉 씨티 컴퍼니의 배우는 공동창작 방식에서 창조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장면 구성 작업에 반영하게

된다. 여기에서 배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식이나 사상을

작품의 등장인물로 형상화하게 된다. 이때 배우는 자신에 의해 창조

된 인물을 무대 위에서 연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기자로서의 자

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에 의해 창조된

등장인물로서 연기하면서 연기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끊임

없이 관객에게 인식시킨다. 이를 통해 배우는 관객에게 무대 위 인

물을 형상화시킨 배우로서의 모습과 그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그의 연기를 관람하는 관객이 자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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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극적 상황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인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극단의 배우들은 자신과 동료 배우들의 관계를 통

해 형상화된 상황 속에서 인물을 연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본

연의 모습과 인물을 연기하는 연기자로서의 존재를 무대 위 극적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게 된다. 이때 배우들은 이를 관람하는 관객으

로 하여금 극에 단순히 몰입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극단에서 안무가 겸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바니 오 하론

(Barney O'Hanlon)은 자신이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의

경험에 대하여 “자기 자신으로서의 다양한 모습들과 표현적인 측면

들을 연기하고 있지만 극중 인물로서는 결코 연기하고 있는 것 같

지 않다”고 기술한다. 또한 그는 시티 컴퍼니의 단원들이 공연을 할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관객들이 각 장면들을 하나

로 합쳐서 그들 각자의 인물을 창조한다고 믿는다.”91)라고 언급한

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스테이츠의 ‘자기 발현모드’와 ‘협동

적 모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배우는 관객에게 배우

로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모습과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로서

의 모습을 드러내면서(자기 발현 모드), 배우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

한 인물을 통해 관객과의 직접적인 교감(협동적 모드)을 이루어낸

다. 또한 이 두 상태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에게 교차적으

로 일어남으로써 극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적

으로 드러낼 때 ‘재현적 모드’가 나타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스테이츠의 배우의 존재 양태에 대

한 개념을 응용하여 씨티 컴퍼니 배우들의 자아 인식 과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91) Smithner, Nancy Putnam, 앞의 논문,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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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이츠의 개념

*(B): 씨티 컴퍼니 배우들의 자아 인식 상태

<그림2 스테이츠의 배우의 존재양태 개념과 씨티 컴퍼니 배우의 자아 인식 과정>

자아 개념에 대한 씨티 컴퍼니 배우들의 이러한 다층적인 표현

양상은 앙상블 작업을 통한 인물 구축 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

난다. 그러면 이제 씨티 컴퍼니의 앙상블 작업의 어떠한 측면이 배

우의 이러한 자아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앙상블 작업은 2.2.에서 살펴 본 컴포지션 작업 안에서 행해진

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최종 목표는 극세상을 창조해 내는 것이

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컴포지션 과정에서는 작품을 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배우들은 이 과정에서 다른 배우들과의 협동 작업을 통하여 작품

속 인물을 형상화한다. 배우들은 각자의 인물을 정지(blackout)동작

을 사용하여 행동으로 묘사(portrait)한다. 여기에서 배우들은 인물의

행동이 “하나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하며, 인물의 움

직임은 “음악의 한 부분 혹은 외부의 소리”92)를 사용하여 묘사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인물 구축 과정이 배우 자신과

92)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171.

(A) 자기 발현 모드

↕

(B)자기 경험의 반영

배우 자신의 경험을

동료 배우들과 함께 작

업하는 인물 구축 과정

에 반영함으로써 자신

과 동료 배우들에 의해

창조된 인물을 통해 자

아(self)를 인식함

(A) 협동적 모드

↕

(B)관객을 통한 자각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

위 배우로서의 모습과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인

식시킴으로써 관객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과

정에서 자아를 인식함

(A) 재현적 모드

↕

(B)두 양상의 결합

배우의 자기 경험의

반영으로 창조된 인물

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

는 상태와 이를 인식하

는 관객과의 교감을 통

한 상호보완적인 상태

에서 자아를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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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속 인물과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93), 씨티 컴퍼니

의 앙상블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인물 구축은 배우(개인)가 다른 동

료 배우들(그룹)과 극적 상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인물을 창

조해냄으로써 배우 개인의 결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참여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씨티 컴퍼

니의 앙상블 작업을 통한 인물 구축 과정의 한 예이다.

► ...의 두려움 (인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에 대하여 표현해야 한다)

►...의 사랑 혹은 증오 (둘 중 하나를 택한다. 인물이 가장 사

랑 하거나 혹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알아내야 한다)

► ...의 공상들 (인물이 무엇에 대하여 환상을 갖는지 또한 어떻게 공상을 하

는지)

► ...의 기억들 (인물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고심해야 한다)

► ...을 위한 욕망 (인물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갈망하며, 무엇에 의해 사로잡

히는지 표현해야 한다)94)

배우들은 위에 제시된 표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동료 배우들과 함

93)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인물 구축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Stanislavski, 신은수 역,『역할창조』, 예니, 2001, p. 21.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

의 이러한 인물 구축 과정에 대하여 ‘역할 연구하기’, ‘역할의 삶 구축하기’, ‘신

체적인 형태로 풀어내기’로 나눈다.

Marowittz, Charles, The Act of Being, Taplinger, 1978, p. 99. 찰스 마로비츠

(Charles Marowitz)는 배우의 인물 형상화 과정을 ‘침수’(submersion)에 비유하

여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배우는 역할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들과

연출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끊임없이

밀어내야’ 한다. 즉 ‘배우는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의 상황 속에 자신을 상상하고’

또한 ‘암기에 의해서 또는 리허설 과정에서 반복을 통해 인물의 대사를 익혀야

하는’것이다.

MacGaw, Charles, Acting is Believ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p.

124. 찰스 맥거우(Charles MacGaw)는 “인물을 창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

방향을 분명히 따르거나 또는 작품의 관통선(through- line)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배우의 인물 형상화 과정은 배우와 인물 사이의 이해관

계를 기본으로 하여 배우의 독립적인 작업으로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94)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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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앙상블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배우들은 위의 전제들을 감정

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 안에서 행동을 통하여

표현해야 한다. 즉 이러한 과정은 한 명의 배우가 주어진 표제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를 사용하여 연기하는 것이 아

니라 그룹(group)으로 진행되는 작업 안에서 배우들의 신체적 움직

임을 통하여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희곡 자체를 창작해

야 할 경우 이러한 전제 조건은 배우들의 즉흥(improvisation)을 통

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이때 배우는 신체의 움직임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형하면서 상대 배우와의 관계를 상정하게 된다. 배우는 이러

한 과정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인물에 자신의 자아를

반영한다. 여기서 배우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인물, 자기 자신으

로서의 배우, 그리고 동료 배우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상황과 마

주하게 된다. 하지만 앙상블 작업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배우의

인식은 자신과 인물 사이에서 발생되는 자아 인식과 이 둘을 인지

하는 관객과의 공감을 통해서 발생되는 자아 인식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앙상블 작업에서의 배

우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동

료 배우들과의 신체적 또는 감정적 교류를 통하여 발생되는 상황에

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앙상블(ensemble)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이 작업은

다수의 배우들과의 협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의 배우는 인물 구축에 대한 개별적 설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 즉

배우가 자기 자신으로서의 배우와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인물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던 인물 구축 작

업이, 앙상블 작업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극

적 상황이 전이되면서 배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정해진 인물이

갖는 특성이 유동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닉 로우(Nick Rowe)는 앙상블 작업의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협

동적 창발’(collaborative emergence)이라고 칭하면서 이는 재생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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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back theatre)95)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요소라고 언급

한다. 또한 극단의 배우들은 앙상블 작업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동

료 배우들과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 동안

에 행해지는 즉흥극은 동료 배우들이 어떤 상황과 인물을 표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자기 자신을 표

출하는 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96)

또한 나탈리 크론 쉬미트(Natali Crohn Schmitt)는 앙상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즉흥극에서 나타나는 배우들의 행동 양식에 대

하여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이미 정해진 행동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들은 그 순간을 연기하고, 순간적으

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관점들을 제공 한다.”97)고 덧붙이면서 즉흥극

을 통한 배우의 자기표현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배우는 이러한 앙상블 작업을 통해 그룹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개개인의 창의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때 배우는

동료 배우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 상황 안에서 자기 자신

으로서 상황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극적

행동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동료 배우들의 행동 또한 관

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극적 상

황 속에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 의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을

병치시킴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극적 행동에

서 연기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

95) 재생연극(playback Theatre)은 즉흥극 형태의 극이다. 관객이 무대 주변 의자

에 앉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배우들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즉석에

서 극을 만들어 간다. 이 때 배우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작업하면서 쌓아온

훈련 방식과 기술로 관객들의 이야기를 연습이나 사전계획 없이 무대 위에 형

상화시킨다. 이 연극 방식은 연극치료의 목적으로 응용되기도 한다.

96) Rowe, Nick, P laying the other: Dramatizing Personal Narrative in P layback

Theatr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7. pp. 136-137.

97) Schmitt, Natalie, Crohn., Actors And Onlooker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0,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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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물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앙상블 작업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씨티 컴퍼니의 공연 제작 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람페(Eelka Lampe)는 보가트가《당통의 죽음(Danton's Death)》

공연을 제작할 당시 이 작업에 함께 했던 배우 제레미(Jeremy)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는 그 자신과 그의 페르소나(persona), 그리

고 그의 인물 사이의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람페는 이와 같은 “페르소나 개념은 몇몇 배우들에게는 효과적

일지는 몰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로서의

그룹을 위해서는 효과적이었다.”98)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보가트

는 배우 개개인의 재능보다 다수의 배우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극적

상황을 통하여 창조되는 인물 구축 작업을 지향하였다. 씨티 컴퍼니

의 배우들은 보가트의 이러한 작업 방식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면

서, 앙상블 작업을 통해 형성된 연극적 상황과 인물의 극적 행위를

동료 배우들과 구체화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 자신과 동료 배우들에 의해 창조된 인물, 그리고 여기에

서 형성된 극적 상황들을 인물 구축에 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앙상블 작업에서 배우들은 연기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희곡 속 인물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는 기존의 인물 구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동료 배우들과의 작업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자로서의 자신과 희곡의 인물, 그리고 이를 통한 관객

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자아를 인식하게 된 것

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기존의 배우의 자

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함은 물론 이러한 자아 개념을 앙상블 작업

에 응용함으로써 다층적인 층위에서 극 중 인물을 구축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배우의 자아는 다수의 동료 배우

들과의 앙상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98) Lampe, Eelka, 앞의 책,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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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흐름’(Flow)훈련을 통한 신체와

정신(body-mind)의 조화

2.3.에서 언급 했듯이, 씨티 컴퍼니의 연기 방법론은 보가트와 스

즈키의 협동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훈련법의 결

합을 앙상블 작업에 응용함으로써 배우의 신체-정신의 조화를 시도

했던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해졌던 훈련법들 중에서 “흐름”(The Flow)훈련99)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배우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의 자아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배우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킴으로써 자신과 다른

이들과의 교감에 중점을 둔 보가트의 뷰포인트와 배우의 정밀한 신

체 훈련을 중심으로 배우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집중력을 강조한

스즈키의 메소드는 씨티 컴퍼니의 모든 작품 제작 과정에 사용된다.

이안 캐루터스(Ian Carruthers)는 씨티 컴퍼니의 연기 방법론에 있

어서 보가트의 뷰포인트와 스즈키의 훈련법이 주요 원리로 확립된

배경을 일본의 전통적인 배우훈련법에 대한 서구 연극인들의 수용

태도에서 찾는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무대 위 배우의 신체적 ‘저항

력’(resistance)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고안하려 했던

보가트가 배우의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절제된 행동을

이끌어내는 스즈키의 메소드를 응용함으로써 이 두 훈련법의 결합

(fusion)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100)

클리멘하가(Royd Climenhaga) 또한 이 두 훈련법의 결합에 대하

여 “함께 쓰인 두 방법은 다른 많은 연기술이 요구하는 바, 즉 감성

적인 정서 표현에 대한 강조로부터 배우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관객

들을 적극적인 해석의 과정에 끌어들인다.”101)라고 설명한다.

99)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66.

100) Carruthers, Ian, and Yasunari, Takahashi, The Theatre of Suzuki Tadashi,

Cambridge, 2004,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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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훈련법의 결합을 통해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지 상태에서 비롯된 신체행동 훈련을 앙상블 작업에

적용함으로써 연극적 상황에서 발생되는 감정과 이를 통해 표출되

는 신체적 행동의 조화를 실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폴 알래인(Paul Allain)은 “씨티 컴퍼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뷰포인트를 사용하고 그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

즈키 훈련을 한다.”102)라고 하는 이 극단의 배우 로렌(Lauren)의 말

을 인용하면서 이 두 훈련법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이 두 훈련법의 조화를 통하여 만들어진

극적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상황 안에서 표출된 신체적 행

동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

지만 여기서 이 두 훈련법의 기술적인 결합만으로 배우의 신체적,

정신적 조화를 이루어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두

훈련이 각각 지향하고 있는 배우의 신체적 몰입을 통한 감정의 표

출은 19세기 후반 서구의 연기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을 통

한 이해에서 비롯된 배우의 신체(body)와 정신(mind)의 이원론

(dualism)에서도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103)

101) Cimenhaga, Royd, 앞의 책, p. 300.

102) Allain, Paul, The Art of Stillness: The Theater Practice of Tadash Suzuki,

Palgrave, p. 132. 여기에서 스즈키 메소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본 훈련’(The Basic Exercises), ‘걷기에 대한 열 가지의 방식’(Ten Ways of

Walking), ‘느린 10 테카 10’(Slow ten tekka ten), ‘샤쿠하치 구르기’(Stamping

shakuhachi), ‘서있기 그리고 조각상으로 앉기, 발성, 근본적 원리들’(Standing

and sitting Statues, Voice, Fundamental Principles), 등으로 이루어 져있다.

103) Zarrilli, Phillip B., Acting (re)considered: second edition, Routledge, 2002,

p. 10. 여기에서 자릴리는 배우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서구 연극계의 이론을 ‘신

체-정신의 이원론’(Body-Mind Dualism)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면서 델사르트

(Delsarte), 스타니슬랍스키(Stanislavsky), 메이에르홀드(Meyerhold)의 ‘시스

템’(system) 방식의 훈련법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객관적 관점의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르또의 비언어적 연극을 예로 들면서 언어에

중심을 둔 배우의 신체 표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아르또의 관점을 기술

한다. 이를 통하여 그는 배우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연극계의 이러한 ‘객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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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이원론적 견해는 무대 위 배우의 신

체를 통해 표현 되는 연극적 움직임이 지니는 진실성에 대한 논의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관점은 무대 위의 배우가 등

장인물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배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감정의 표출이 그 배우의 연기를 관람하는 관객들로

부터 얼마만큼 진실한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서 촉발된 것이다.

데이비드 M. 레빈(David M. Levin)은 연극에서 배우의 신체적 움

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의 ‘구체성’에 대하여 리빙 씨어터의 연

극을 예로 들면서, 배우의 구체적인 신체 행위를 통해 관객은 “무대

공간에 들어가 행위자들과 함께 장면을 구성하게 되거나, 그곳에서

지정되는, 혹은 즉흥적인 퍼포먼스를 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로토프스키의 연극의 경우 배우는 관객과의 ‘정신

적인 연대’를 통하여 신체 움직임의 구체성을 실현하게 된다고 설명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행위자로서 배우 자신이 구체화하는

일 역시, 관객에게 살아 있는 구조적 구체화와 변증법적으로 호응하

면서 퍼포먼스의 본질적 구성 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

한다.104)

의’(objectivism)와 ‘주관주의’(subjectivism)적 견해는 동일한 문제의 다른 두 측

면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방옥, 앞의 책, pp. 15-18, 이와 관련하여 김방옥은 “연기는 흔히 정신/육체,

혹은 내면/외면 등의 이원론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왔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점의 근원을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세계관과 인간관에서 찾는다. 이는 ‘배우 안

의 이성적 측면이 신체적 표현을 관리하는’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의 연기

론과 배우의 ‘영혼과 육체는 서로 분리 될 수 없다’ 고 주장한 19세기 배우 꽁스

땅 꼬끄랭(Constant Coquelin)의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

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이원론에 대한 관점이 첨예하게 나타난 20세기 미

국의 메소드 연기를 예로 들면서 배우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연기 방법론은 스

타니슬랍스키의 영향으로 형성된 리 스트라스버그(Lee Strasberg)의 감성의 표

출에 중점을 둔 연기론을 시발점으로 논란이 극대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104) Levin, David, M., 심우성 역,「퍼포먼스가 실현하는 것」: 폴 발레리,『신체의

미학』, 현대 미학사, 1997.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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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신체적 행위에 대한 관객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견해는 언어의 사용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연극 양식에서 배우의

신체적 행위에 대한 견해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존 해롭(John Harrop)은 사실주의 연극에서의 언어의 역할에 대

하여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정보의 측면’에 주목한다.

그의 견해를 따르면 이러한 언어 표현의 방식은 “서브텍스트-스타

니슬랍스키의 시스템 연기 원칙 중 하나- 라는 개념을 이끌어 냈는

데, 극중 인물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언어를 활용”105)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배우의 신체적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는 상황에 대

한 이해와 감정의 전달보다는 이러한 배우의 신체적 행위가 언어적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배우가 관객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과 등

장인물의 감정적 상태를 대사를 사용하여 이해시키는 측면에 더 중

점을 둔 것이다.

정리하자면 배우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견해들은 무대 위 연극적

인 움직임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배우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배우

의 경험과 훈련과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극중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의 집중력과 신체적 표현이 관객의 정서적 몰입

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씨티 컴퍼니의 뷰포인트 훈련과 스즈키 메소드의 경우, 앞서 언급

한 배우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견해에서처럼 무대 위에서 발현되는

배우 개인의 신체적 행위를 통한 감정 표현을 배우 훈련의 궁극적

인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두 훈련의 결합은 배

우 훈련의 최종 결과물로서 신체와 정신의 상관관계에서 발생되는

개인의 자아 표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보다는, 배우 개개인의 정밀

한 신체 훈련을 통한 동료 배우들과의 관계 형성으로서의 훈련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5) Harrop, John and Epstein, Sabin R, 앞의 책,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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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가 자신의 신체를 작품의 구성에 필요한 창의적인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자신과 동료 배우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발생되는 움

직임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신체 표현을

이끌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배우의 신체(body)와 정신(mind)은 각각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둘의 조화를 통하여 배

우 자신의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활용되는 것이

다.

필립 자릴리(Phililip B. Zarrilli) 또한 이러한 ‘자아-인

식’(self-definition)의 과정은 ‘각각의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재발견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배우 훈

련은 배우 개개인의 경험과 연기 과정에서 놓쳐왔던, 연기자의 신체

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일깨워져야 한다.”106)라고 언급하면서 신체 훈

련을 통한 배우의 신체와 정신(body-mind)의 결합을 주장한다.

앙상블 작업을 토대로 진행되는 뷰포인트 훈련과 스즈키 메소드

는 각각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이 두 훈련법의 결합에서 발생

되는 효과로 인하여 각각의 훈련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극단의 배우 람페(lampe)는 “스즈키

메소드는 자신의 자아(self)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로 단독으로 하는

훈련법”이라고 언급하는 반면에, “뷰포인트 훈련은 다른 이들에 대

한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즉각적이고 시각적/청각적 인식

을 구축하는 훈련”107) 이라고 설명한다.

두 훈련법의 결합을 통한 신체와 정신의 조화가 실제 훈련 과정

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앙상블 작업에서 행해

106) Zarrilli, Phillip B. “On the edge of a breath, looking : Cultivating the

actor's bodymind through Asian martial/meditation arts”, in Acting

(re)considered: second edition Ed. Routledge, 2002, p.189.

107) Canavan, Claire, Maire., “Learning to Act: The politics, pedagogy, and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Actor Training in the U.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 D. Philosophy, 2010,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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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흐름(The Flow) 훈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흐름 훈련은 그

룹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은 자유롭게 걷기를 시작하

는 동시에 공간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키면서 신체적 움직임을 확장

시켜 나간다. 이때 배우는 주변의 상황과 동료 배우들의 움직임에

반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신체적 움직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음은 앙상블 작업에서 진행되는 흐름 훈련의 예이다.

► 두 명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사이를 걷는다. 계속해서 그 공

간을 걸어 다니면서 자신 앞에 보이는 모든 문(door)을 통과한다.

이를 통하여 그 장소를 걸어다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

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 템포를 바꾼다. 그 템포의 변화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 의해 만들

어진 문(door)을 통과하는 행동에 의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변하는 템포에 의해서 영감을 얻는다.

► 멈추는 동작에 대해 가능성을 부여한다. 전과 같이 멈춤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멈춘다거나 나간다거나 하

것에 의해 영감을 얻는다. 멈춤 동작을 통해 나타나는 정적(stillness)

은 다량의 에너지와 각성(wakefulness)이다.

► 누군가를 따라간다. 공간 안에서 발생되는 줄(lines)로 일어날 수도 있

다.

► 문(door)을 통과하는 것과는 반대로, 다른 이들의 근접성(proximity)안

으로 들어가면서 누군가와는 등을 돌리고 멀어질 수 있다. 반대 방향

으로 돌아 갈 수 있다.108)

이 과정에서 배우는 스즈키 메소드에서 터득한 발의 움직임과 신

체의 속도에 변화를 주면서 템포(tempo)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뷰포인트 훈련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동료 배우들과

즉흥적인 상황들을 만들게 된다.

흐름 훈련은 배우(개인)의 일상적인 몸짓을 동료 배우들(그룹)과

함께 점차 극적인 움직임으로 창조해내는 과정이다. 이 훈련의 목적

108)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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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소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대한 배우 개개인의 집중력

과 신체적 움직임이 동료 배우들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배우들은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에서 발

생되는 즉각적인 반응에 주목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동료 배우들의 움직임을 상황에 맞는 극적인 움직임으로 재창조해

야 하는 것이다. 즉 이 훈련은 배우들이 신체적 움직임을 촉발시키

는 감정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변화되는 극

적인 움직임을 동료 배우들과 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극적인 움직임은 배우가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에 집중하여 감정과

행위를 상황에 맞게 일치시켰을 때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의 “플로우”(Flow) 개념109)과의 상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앙상블

작업에서 행해지는 흐름 훈련은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개념을 직

접적으로 응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에 몰입하여 시간

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의식이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되는 플로우

개념은 배우가 신체적 움직임에 집중하여 다양하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극적인 움직임을 창조해내는 흐름 훈련과 동일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개념을 적용

함으로써 흐름 훈련이 지향하는 배우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가 어떠

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배우의

자아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칙센트미하이는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에 대하여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또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때”110)라고

정의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플로우 경험이라고 일컫는다. 다

109) Csikszentmihalyi, Mihaly, 최인수 역,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

다』, 한울림, 2006, p. 29. 여기에서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Flow)에 대하여 “사

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

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110) Csikszentmihalyi, 앞의 책,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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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플로우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자아의 성장에 대한 그의 견해

이다.

플로우를 경험하고 나면,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는 더욱 복합적인 자아로

발전한다. 복합적인 자아가 됨으로써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복합성

(complexity)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친 결과인데, 이 두 가

지 과정은 각각 분화(diffe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을 말한다. 분화라

는 것은 자신이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말한다. 한편 통합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아이디어들과 합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의

도·감정 그리고 모든 다른 감각들은 하나의 목적에 집중된다. 경험들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111)

플로우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몰입을 통하여 발생되는 시간의 흐

름과 공간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아를 성장시키

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칙센트미

하이의 플로우 개념에 대해 “행동과 자각이 하나로 체험되는 것”112)

이라고 설명한다.

플로우 개념의 상황에 대한 몰입,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통한 자

아의 복합적인 성장,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험의 조화

는 흐름 훈련에서 배우가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지향하는 상

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흐름 훈련은 공간의 자유

로움 안에서 개개인의 즉각적인 움직임이 또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발생시킨다. 이때 배우들(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은 배우(개인)

로 하여금 자신을 표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신의 움직

임에 대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

우들은 스즈키 훈련을 통하여 고도로 세분화된 신체의 움직임에 일

련의 변화를 가하면서 점차 개인에서 집단으로의 움직임으로 발전

111) 위의 책, pp. 88-89.

112) Turner, Victor, 이기우 · 김익두 역,「틀·흐름·반성: 공동체의 리미널리티로서

의 제의와 연극: 『제의에서 연극으로』, 1996. p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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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아간다. 특히 흐름 훈련에서 주어지는 편안한 상태를 일컫는

“소프트 포커스”(soft focus)113)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배우의 몰

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우는 앙상블 작업에서의 흐름 훈련을 통해 최적의 상태

로서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수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동적인 흐름으로 변화

하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4. 창조적 연기술을 통한 ‘퍼포먼스 텍스트’

(Performance Text)의 구축

씨티 컴퍼니는 극단의 첫 창작 공연이었던 《작은 삶/큰 꿈(Small

lives/Big Dreams), 1994-1997》을 시작으로 최근에 상연된 《밥

(Bob), 2012》에 이르기까지, 단원들의 협동 작업을 통해 창작된 작

품들을 극단만의 레퍼토리로 선정하여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매년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114) 특히 씨티 컴퍼니의 창작 공연들 중에서

극단 설립 초기에 공연되었던 두 작품,《작은 삶/큰 꿈(Small

lives/Big Dreams)》과《캐빈 프레셔(Cabin Pressure), 1999-2000≫

는 제작 과정에 배우 훈련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극단의

특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작들이다.115) 또한 두 작품은

113)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66.

114) http://www.siti.org <씨티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참조>

115) Andorson, Porter, “The Meat of the Medium: Anne Bogart and the

American Avant-Garde” in Anne Bogart: Viewpoints, A Smith and Karaus

Book, 1995. pp. 115-116. 여기에서 저자는 《작은 삶/큰 꿈》의 제작 과정을 설

명하면서 이 공연은 미국 아방가르드 연극계의“기이한 것들”에서 탈피하여 가장

자유롭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창작되었다고 설명한다.

Herrington, Joan, “Breathing Common Air: The SITI Company Creates Cabin

Pressur”, TDR, Vol. 46, No. 2, 2002, pp. 125-126.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캐

빈 프레셔》공연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배우의 직접적인 참여를 실현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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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들의 신체적 움직임을 강조한 훈련과정을 통해 창작된 “퍼포먼

스 텍스트”116)로, 배우 훈련법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보

았던 씨티 컴퍼니의 연기 방법론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응용되었는지 고찰하기 위해 두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

루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우는 매 공연마다 관객의 새로운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116) 최영주, 「퍼포먼스 텍스트 구성을 위한 탈경계적 글쓰기」, 『드라마연구』

제32호, 2010, pp. 260-261. 여기에서 최영주는 퍼포먼스 텍스트의 이론적·역사

적 배경을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이 다양한 매체를 혼합하여 전통적 언어 체계로

구성된 공연 대본의 구조를 탈피하려는 시도”에서 찾는다. 또한 퍼포먼스 텍스

트에 대해 “퍼포먼스 텍스트는 몸이 체험하는 사회적 억압, 소외, 괴리를 드러내

기 위해 언어를 왜곡하고, 파편화하거나, 생략하면서 부재를 심화시킨다. 또한

배우들의 몸의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리오그라피를 구성하듯이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다. 즉 퍼포먼스 텍스트는 이미 쓰여진 대본을 발

화(spoken)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단계 발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퍼포먼스 텍스트는 배우들의 신체적 움직임과 소리의 사용을 토대로 만

들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씨티 컴퍼니의 작품들은 공동

창작 방식을 통해 창작된 퍼포먼스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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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작은 삶/큰 꿈(Small Lives/Big Dreams)》

- 정서적 반응과 신체적 충동 훈련의 응용

씨티 컴퍼니의 공연《작은 삶/큰 꿈(Small Lives/Big Dreams),

1994-1997》은 안톤 체호프(Anton Chekhov)의 장막 희곡 《이바노

프(Ivanov), 1887》, 《갈매기(The seagull), 1896》, 《바냐 아저씨

(Uncle Vanya), 1897》, 《세자매(Three Sisters), 1901》, 《벚꽃동

산(The Cherry Orchard), 1904》에서 발췌한 대사(lines)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씨티 컴퍼니 배우들이 배우 훈련법을 활용하

여 퍼포먼스 텍스트를 창출해내는 과정과 배우 훈련법의 적용이 공

연의 제작 과정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작품의 텍스트 창작 과정에 나타

난 뷰포인트 훈련과 스즈키 메소드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작은 삶 /큰 꿈》에서의 다섯 명의 배우들은 체호프의 다섯 편의

희곡을 각각 의인화하여 각 희곡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한다.117)

마치 체호프의 희곡들이 각각의 등장인물들인 것처럼 이 작품에서

의 인물들은 각각의 희곡에 나오는 대사들만을 사용하여 장면을 이

어 나간다.118)

보가트는 이 공연의 제작 과정에서 체호프 희곡 속 등장하는 인

물들의 특징적 요소인 과거에 대한 집착, 연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중심 주제로 선정하고 극단원들과 이 작품을 제작하

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시작한다.

117) 이 공연의 인물들은 체호프의 희곡을 대표한다. 즉 인물 ‘CO’는 ‘벚꽃동

산’(Cherry Orchard)의 약자이며, ‘S’는 ‘갈매기’(Seagull), ‘TS’는 ‘세 자매’(Three

Sisters), ‘I’는 ‘이바노프’(Ivanov), ‘UV’는 ‘바냐 아저씨’(Uncle Vanya)를 뜻한다.

118)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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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삶/큰 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우리는 왜 과거를 기억할

까?” 나에게 연극이란 곧 기억이자, 인간에게 관계되는 거대한 질문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위대한 연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우리가 기억을 상

실한다면, 우리의 인간성도 상실하게 될까? 기억에 관한 연극에 접근하기

위하여 안톤 체호프의 희곡들에서 이에 표본이 될 만한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체호프의 희곡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의 미래를 다소 망

설이는 태도로 바라보는 반면에 과거에 사로 잡혀 있다. 19세기 말 체호

프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변혁의 전조를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 20

세기말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다가온 거대한 사회변혁을 감지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기억이 지니는 역할은 무엇

인가?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무엇을 할 것인가?119)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삶/큰 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

억에 대한 보가트의 질문은 퍼포먼스 텍스트를 완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기억에 대한 질문들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초기 제작 과정인 원천작업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배우들, 디자이너들, 무대 기술자들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관객에게까지 전달”120)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단원들은 질문에 대한 추상적인 답을, 작품 구성을

위한 일련의 형식 또는 연극적 요소들로 구체화하는 단계를 겪게

된다. 이때 활용되는 뷰포인트는 이 훈련의 핵심 개념인 시간과 공

간 중 공간(space)에 해당하는 모양(shape)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가트는 기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작업으

로 그 기억에 관한 “모양과 형식을 찾는 것”121)을 강조한다. 배우들

은 모양 훈련에서 작품과 연관지을 수 있는 개인의 정서적 기억을

119)http://www.siti.org/#, production- Small Lives/Big Dreams

120) Bogart, Anne, A Director Prepares: Seven Essay on Art and Theatre,

Routledge, 2001, p. 22.

121) Bogart, Anne, 위의 책 ,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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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나 문장들로 만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생성된 문장들

과 단어들은 작품 속 인물의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는 보가트와 배우들을 중심으로 진행

되는 뷰포인트 훈련에서 세부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완성된다.

배우들은 뷰포인트 훈련의 공간에 해당하는 모양(shape) 훈련 과

정에서 자신의 정서적 기억들을 충동적인 신체적 움직임으로 형상

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다음은 모양 훈련의 기본 전제들이다.

► 모양(shape)-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몸(또는 다른 이들의 신체들)의 곡

선 또는 윤곽. 모든 모양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a) 선들(lines)

b) 곡선들(curves)

c) 선들과 곡선들의 조합

따라서, 뷰포인트 훈련에서 우리는 둥근 모양이나 각이 진 모양, 그리고

이 둘의 혼합인 모양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한다. 여기서의 모양은 다음

의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a) 정지된(stationary)상태

b) 공간을 돌아다니는(moving through) 상태

마지막으로, 모양은 다음의 세 가지 형식들 중에서 하나로 만들어 질 수 있

다.

a) 공간 안에 있는 몸

b) 관계 속에서 형성된 몸이 환경(architecture)과 관련되어 공간을 만듦

c) 관계 속에서 형성된 몸이 다른 이들의 신체와 접촉을 하면서 공간을 만

듦122)

이 과정에서 배우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무대가 되고 배우들의 신

체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양은 무대 위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으로

구체화된다. 보가트는 이 공연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에 일종의 연극

적 의미를 부여한다. 즉 모든 배우들은 무대 위에 등장할 때 “무대

오른쪽으로 입장하여 무대 왼쪽으로 퇴장함으로써 무대에서 퇴장

하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게임을 그만 둔다거나, 뒤로 돌아

122)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앞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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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거나, 죽음을 향해 간다거나 하는 명확한 의미”123)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배우들은 위의 모양 훈련을 무대 위 등장인물의 움직임

에 직접적으로 응용하였다. 특히 a)정지되거나 b)공간을 돌아다니는

상태의 경우, 작품 속 인물들의 관계 형성에 대한 배우들의 움직임

훈련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작품에서 다

섯 명의 인물들은 알 수 없는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는 상

태이거나, 또는 사람들의 행렬에서 이탈했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

는 대재앙 속에서 사후충격(aftershock)을 겪고 살아난 생존자를 포

함한 도보 여행자들로서 각 장면마다 이들은 극심한 격변에 직면하

게 된다. 여기서 인물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상

태이지만 그들에게는 조그만 물건들이 주어져 있다. 시계, 양말 한

짝, 은 찻잔, 개 한 마리의 사진이 담긴 액자, 또는 피크닉 바구니와

같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해 주

는 물건들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124) 이 때 배우들은 인물의 대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제시된 조건만으로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표현해야 하는 움직임에 더 비중을 두게

된다. 즉 배우의 인물 표현에 있어서 대사를 통한 감정의 전달보다

는 인물의 신체 행위로서 상황을 표현해야 하는 순간들이 증대됨에

따라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움직임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위의 책, p. 20.

124)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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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작은 삶/큰 꿈》1994, 사진: 클레멘스 칼리셔(Climens Kalischer)

출처: Disruptions in Representation: Anne Bogart's Creative Encounter with

East Asian Performance Traditions, Eelka Lampe,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 22. No.2

<그림 4 > 《작은 삶/큰 꿈》1994, 사진: 클레멘스 칼리셔(Climens Kalischer)

출처: Disruptions in Representation: Anne Bogart's Creative Encounter with

East Asian Performance Traditions, Eelka Lampe,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 22. No.2

위의 <그림 3>에서 배우들은 “신체적 표현의 중심을 골반

(pelves)에 두고” 스즈키 훈련에서 응용한 즉각적인 신체의 반응들

을 무대 위 각각의 인물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원리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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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체적 움직임은 각각의 인물들 사이의 “체감각적 접촉

점”(Kinesthetic connection)을 형성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구체화한

다. 또한 <그림 4>의 경우, 배우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체호프의 다

섯 희곡을 각각의 인물로 의인화함으로써 뷰포인트 훈련에서 활용

되는 “배우들의 신체적 움직임과 발성의 일치”125)를 한 편의 압축된

장면으로 표현한다.

이 극단의 배우 캐런준 산체스(Karenjune Sanchez)는 작품에 활

용하게 될 움직임과 언어적 표현들 사이의 관련성(connection)을 만

들어 내는 작업에 대하여 “이 작업은 매우 정교한 안무를 통해 만들

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을 건네는 상대방이 매 공연마다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126)라고 기술한다. 이를 보면 배우들은

공동 작업에서 창작된 신체적 움직임과 즉흥적으로 생성된 단어의

조합을, 동료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신체

적 행위와 대사로 창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뷰포인트 훈련 중에서 특히 모양 훈련은 체호프의 각 희곡들을

등장인물로 의인함으로써 특징적인 인물이나 제스쳐 또는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었

다. 또한 스즈키 메소드의 응용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느리고 빠른

속도감을 반복적으로 가함으로써 움직임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여기에 불명확한 극중 인물들의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정

확한 신체의 움직임을 사용함으로써 희곡을 의인화한 인물들의 형

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극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발생된 “대화의 단

절”(dissociation of dialogue)이라는 주제는 극의 초반 인물과 인물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더욱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주의적 대화

(realistic dialogue)에 대한 비판적인 왜곡으로서의 언어”127)를 이끌

125) Lampe, Eelka, “Disruptions in representation: Anne Bogart's Creative

Encounter with East Asian performance Traditions”,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 22, No. 2, 1997, pp. 108-109.

126)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앞의 책,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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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과정에 활용되었다.

이 극의 구성은 총 네 개의 움직임(Movement)128)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창작으로 완성된 이 공연의 텍스트는 사실주의 연극의 형

식에서 나타나는 장·막의 구분을 제거하고 각 인물들의 극적인 움직

임을 통해 구분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져있다. 이처럼 상

황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움직임에 의해 극적 전환을 전개함으로써

배우의 대사 의존도를 낮추고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인물들의 움직

임과 대사의 동등한 배열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

본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작은 삶/큰 꿈》의 퍼포먼스 텍스트에서

‘움직임 하나’(Movement One)에 해당하는 도입부와 후반부의 대사

들이다.

씨오 나는 날마다 되풀이해- 오!

아이 마음으로부터의 절규.

티에스 시끄러워!

씨오 나는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어

유브이 내 인생은 이제 당신 거에요 그리고....

티에스 저 쪽이 더 환해

유브이 나는 모르겠어 뭐가 뭔지-

씨오 혹시- 음악소리인가?

티에스 누가 오고 있어.

에스 놀랍군!

127) Lampe, Eelka, 앞의 책, p. 106.

128) 이 공연의 텍스트에서 ‘막’을 의미하는 Movement는 영어 ‘movement’의 사전

적 의미인 ‘이동’ 또는 음악의 변주를 나타내는 ‘한 부분’ 의 의미 또한 내포한다

고 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 배우들의 극적 움직임- ‘황급히

떠나거나’(rush off) ‘갑자기 사라진다(disappears)’, 또는 누군가를 ‘따라 간

다’(follow)거나, ‘속보로 걸어 나간다’(trot off)등- 은 또 다른 사건이 진행됨을

나타내며, 이 때 인물들이 걷고 있는 길(road)은 이 길을 끝없이 걷고 있는 인물

들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냄으로써 ‘더 멀리 나아간다’(further) 또는 ‘더 낮은 쪽

으로 걸어간다’ (further down the road, walking)와 같은 장소의 이동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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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브이 생각들-아-

티에스 안녕.

(...)

씨오 신사숙녀 여러분-해가 떴습니다.(길 아래로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

유브이 나는 아름답지...않아-(퇴장, 씨오를 따라간다)

티에스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분담!(퇴장, 그의 모자를 그 앞에

던져버린다.)

에스 집착에 대해 들어 본적 있지, 사람이 달에 대한 발상

이나 뭐 그런 것에 시달릴 때 말이야? 뭐, 나는 내 달

을 이미 갖고 있지만 말이야.

아이 가버려, 가라구! (퇴장한다)

에스 그럼 그렇지.

사기꾼!

나는 누구지-아가멤논인가?

또다시, 처음부터.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정말이지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문제 하나가 내 머리를 휙 스치고 지나갔어.

(그는 황급히 무대를 나간다 그리고 사라진다.)

CO Every day I repeat-oh!

I A cry from the heart.

TS What a noise!

CO I keep expecting something to happen

UV Here you have my life and...

TS There's more light

UV I don't know what-

CO Is that- music?

TS Someone's coming.

S Amazing!

UV Thoughts-ah-

TS Hel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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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Ladies and gentlemen-the sun has set. (starts to

move off, continuing down the road.)

(...)

UV I'm not...beautiful-(Exits, following CO)

TS What a wind! (Exit, tossing his hat ahead of him.)

S You've heard of obsessions, when a man is hunted

by the idea of the moon or something? Well, I've

got my moon.

I Go away, go! (Exits.)

S Same old tune.

Fraud!

Who am I-Agamemnon?

All over again, from the beginning.

I don't feel like leaving.

I don't really feel like leaving-

A subject flashed through my head.

( He rushes off suddenly and disappears.)129)

이 작품의 퍼포먼스 텍스트에서 인물의 대사들은 특정한 사건의

개연성 없이 배우들의 극적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여기

에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대사를 주고

받는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각각의 인물이 처한 상황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배우들은 극중 인물의 신체적 특징들을 상

황에 맞는 극적 움직임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소 불분명한 대사들과

사건들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운 움직임

(Movement)으로 넘어가는 각 장면 후반부에서는 다섯 인물들의 신

체적 행동에 의도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극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시에 인물들의 관계를 하나의 사건 안에서 유지

시키는 기능을 부여했다.

이 공연에서 배우들은 공동창작 과정에서 진행되는 뷰포인트 훈

129) Dixon, Michael Bigelow, and Smith, Joel, <performance text> 앞의 책, pp.

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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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 스즈키 메소드를 활용하여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체호프의

희곡을 의인화한 인물들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신체적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원천작업에서 도출된 질문에 대한 극단원들

의 대답은 체호프 희곡의 기억 이라는 주제와, 단절된 대화라는 연

극적 기법을 한 편의 텍스트로서 구체화시켰다.

4.2. 《캐빈 프레셔(Cabin Pressure)》

- 서사적 연기술의 적용

이 항에서는 《캐빈 프레셔(Cabin Pressure), 1999-2000》의 퍼포

먼스 텍스트를 구축하는 과정을 서사적 연기술의 적용이라는 관점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동창작 과정 안에서 확립된

씨티 컴퍼니의 배우 연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공연의 제작 과

정에 응용되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 공연이 제작될 당시 보가트와 씨티 컴퍼니의 극작가들은 공연

의 소재를 탐구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객’(project audience)들을 선

발하였다. 여기에서의 관객들은 공연을 관람한 후 토론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내용의 질문들을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하며, 공연을 관람

하는 관객으로서의 경험들에 대하여 보가트와 인터뷰 형식의 대담

과정을 겪게 된다.130)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록되거나 발췌된 내

용들은 퍼포먼스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으

며, 이와 더불어 “스타니슬랍스키, 메이에르홀드, 아르또, 피터 부룩,

셰익스피어, 피터 한드케와 같은 연극인들의 글들과 희곡의 대사들

은 극 중 등장인물의 대사와 이들이 나누는 대화”131)로 재창조되었

다.

보가트는 이 공연의 제목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배우들 그리고 관

객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130)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p. 133-134.

131) http://www.siti.org/shows/cabin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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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기 위해 고심하던 중 비행기 안의 ‘객실 압력’(cabin

pressure)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공연의 제목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

명한다.132)

극단원들은《캐빈 프레셔(Cabin Pressure)》의 퍼포먼스 텍스트

창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활

용하였다.

►  질문(The question): 연극 관객이 지니는 창의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what is the creative role of a theater audience?)

► 앵커(The anchor): 비전문 연극인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사람들은 연

극을 접하면서 얻게 되는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들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된다. (a group of non-theater people are asked about their

specific experiences encountering theater.)

► 구조(The structure): 연극에서의 “토크백”(talkback)상황이 어색한 관

객은 점차 몽상과 명상을 하게 된다.133)

(An awkward audience “talkback” in a theater becomes a reverie

and meditation.)

씨티 컴퍼니의 단원들은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들을 컴포지션

작업과 뷰포인트 훈련에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단원들은 연극사적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배우와 관객의 관계에 대한 연극적 실험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배우들은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토대로 비언

어적인 제스쳐와 신체의 본능적인 움직임으로부터 발생된 극적 상

황에 대한 탐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보통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주의 기간을 거쳐

서 완성되며 단원들은 공연 텍스트의 형식이 불분명한 이 기간 동

안에 공연에서 응용될 신체적 움직임과 연극적 구조를 만드는 단계

를 지속적으로 행한다.

132) Herrington, Joan, “Breathing Common Air: The SITI Company Creates

"Cabin Pressure"”, TDR, Vol. 46, No. 2, 2002, p. 123.

133) Bogart Anne, and Landau, Tina,. 앞의 책,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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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사적 맥락 안에서의 배우와 관객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중점

에 두었던 《캐빈 프레셔》의 퍼포먼스 텍스트는 각기 다른 시대와

장르의 연극 장면을 엮어 완성되었다. 각 장면들은 이 공연을 제작

하기 위하여 보가트와 극단원들이 주관하였던 관객들과의 대담을

토대로 창작된 연극적 버전(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극

단원들은 ‘복고 희극’(Restoration Comedy), ‘보드빌식 멜로드라

마’(Vaudevillian Melodrama), ‘미스테리 살인 사건’(Murder

Mystery), ‘로버트 윌슨의 이미지의 연극’(Theatre of Images/ à la

Robert Wilson)에서의 한 장면, ‘고전극’(Classic Theatre)에서의 한

장면을 택하여 옴니버스 형식의 극으로 연결함으로써 《캐빈 프레

셔》의 극적 구성을 만들어냈다.134) 다음은 이 장면들 중 ‘미스테리

살인사건’의 퍼포먼스 텍스트 창작 과정의 한 부분이다.

에디 장면: 코블레스톤 코트의 객실, 켄트에 위치한 해일샴-브라

운의 저택이다. 이 객실은 그 아래의 정원 쪽으로 열

리는 프렌치 스타일의 창문들이 있는 매력적이면서 편

안한 방이다. 위 쪽 중앙에 있는 이중문들은 계단의

맨 아래 부분이 보이는 현관으로 이어진다. 위 쪽 왼

편에 있는 문은 도서관으로 들어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3월의 어느 날 밤이

다. 해일샴 가족은 객실로 불려 들어간다.

바네사 향기에 흠뻑 취해있는 스칼렛 해일브라운 부인이 들어

온다. 최근에 이혼 하였으며, 20대 후반에서 40대로,

저녁 약속에 늦은 것 때문에 짜증이 나있다.

요시 미망인의 조카인 네드 해일샴-브라운이 들어온다. 지

루해한다.

바네사

/요시 무시해버린다.

로잔느 해일샴-브라운 부인이 들어온다, 투덜거리고 있다. (투

덜거린다)

바네사 몸을 돌린다.

134) 위의 책,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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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몸을 돌린다.

바네사 앉는다.

바네사 째려본다.

로잔느 째려본다. (징소리)

에디 들어온다.

바네사 따라간다.

로잔느 앉는다.

요시 진 한잔을 더 마신다.

에디 나간다.

바네사

/요시

/로잔느 불편한 상태로 멈춰있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천둥소리)

버트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쎄드릭 이단-호그 이

며 저는 스코틀랜드 구내의 조사관입니다.

바네사 담배를 피우러 간다. 떨고 있다.

요시 멍하니 움직인다.

로잔느 반응이 없다. (SITI 2000a:26-27)135)

EDDI Scene: The drawing room of Cobblestone Court, the

Hailsham-Brown's home in Kent. It is a charming and

comfortable room with French windows down right

opening onto the garden. Double doors up center lead

to the entrance hall where the foot of the staircase

can be seen. A door up left gives access to the

library. ...it is a stormy evening in March. The family

Hailsham is summoned to the drawing room.

VANESSA Enter Ms. Scarlet Hailsham-Brown, in a cloud of

perfume. Recently divorced, late 20s or 40s, irritated

at the being late for a dinner engagement.

YOSHI Enter Ned Hailsham-Brown, nephew of the

dowager. Bored.

135) Herrington, Joan, 앞의 책,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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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ESSA

/YOSHI Dismisses.

ROZANNE Enter Mrs. Hailsham-Brown, grumbling. (Grumbles)

VANESSA Turns.

YOSHI Turns.

VANESSA Sits.

VANESSA Dirty look.

ROZANNE Dirty look. (Gong)

EDDIE Enters.

VANESSA Follows.

ROZANNE Sits.

YOSHI More gin.

EDDIE Exits.

VANESSA

/YOSHI

/ROZANNE Uncomfortable pause.

(Thunder,thunder,thunder.)

Bert I'm sorry for the intrusion. My name is Inspector

Cedric Eaton-Hogge of Scotland Yard.

VANESSA Goes for cigarette. Trembling.

YOSHI Drifts absently.

ROZANNE No reaction. (SITI 2000a:26-27)

배우들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각자 정한 인물들의 행동을 자신들이

직접 묘사함으로써 상대 배우의 신체적 행위와 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는 극적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때 배우들은 즉흥 대사를 사용하

여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무대 위 인물의 움직임

과 행동을 통하여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인물의 성격을 구축한다. 배우들의 움직임에 중점을 둔 이러

한 장면 형상화 과정은 뷰포인트 훈련을 응용한 컴포지션 작업에서 구

체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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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의 후반부인 토크백(talkback) 장면을 창작하는 과정은 배우

들의 뷰포인트 훈련과 보가트의 연출적인 제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보가트는 무대 위에 의자를 일렬로 배열해 놓은 후 배우들을 무대로

입장시킨다. 이 때 배우들은 즉흥적으로 ‘의자 위에 앉거나 의자들 사

이에 앉거나, 퇴장하거나, 다시 입장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서 서로 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그들은 또한 행위를 멈추고, 농담을 하

고, 이러한 행동을 다시 반복 한다.’136) 이 과정에서 씨티 컴퍼니의 단

원들과 배우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기본 구성 요소(질문ㆍ앵커

ㆍ구조)를 연극적 형태로 구축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게 된다. 즉 “관객은 무엇인가?” “배우는 무엇인가?” “이들 서

로에게 갖는 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공연이 진행되는 순간에, 이

둘 사이의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question)과

“관중(spectator)과 공연자(performer)의 이중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앵커(anchor)”, 마지막으로 “관객들과의 토크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극적 장르와 연극적 관습을 토대로 한 구조(structure)”137)를 바탕으로

창작된 극적 장면이 끝난 후 본격적인《캐빈 프레셔》의 토크백 장면

이 시작된다. 이 장면은 커튼 콜(curtain call)을 마친 배우들이 무대에

다시 등장함과 동시에 관객에게 공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된

다.

이 장면에서 배우들은 이 공연을 제작할 당시, 토크백 세션에서 일반

관객들의 반응과 질문들을 채록하여 재구성한 대사(lines)를 사용한다.

이때 배우들은 관객과 배우의 중립적인 위치에 놓인 역할로서 등장하

게 된다. 다음은 토크백 장면에서 배우들의 대사이다.

에디 질문 있으신가요?(침묵.)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네사 좋았어요.

버트 음...

에디 뭐 배운 것이 있으신가요?(침묵.)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136) Herrington, Joan, 앞의 책, pp. 129-130

137)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 134.



- 74 -

로잔느 재미있었어요.

버트

/바네사 어...[..]

에디 본인을 불편하게 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나요?

요시 신체적으로 불편했구요 좀 쌀쌀했어요.

바네사 뭐, 그래요, 저는, 뭐, 네, 그래요.

에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네사 오.

에디 그 순간을 묘사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그게

무엇이었는지 전해주실 수 있나요?(침묵.)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셨어요?

로잔느

/바네사 오, 그게-그러니까-그 거랑, 오 맞아요, 뭐 등등.

에디 왜 그것이 만족스러우셨어요? (침묵.) 놀라게 했던 무

언가가 있었나요?

로잔느 네. 오, 맞아요.

에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바네사 그건, 처음에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어, 그렇게까지

충격적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

구요.

로잔느 ...충격적인...

에디 본인이 가장 싫었던 무언가가 있었나요? (침묵.) 본인

이 느끼기에 기회를 놓쳤던 무언가가 있었나요?

요시 기침 하지 않으려고 매우 집중하는 데에 시간을 거의

다 보낸 것 같아요.138) (SITI 2000a: 11-13)

EDDI Any question? (Silence) What did you think?

VANESSA I liked it.

BERT Mmmmm...

EDDI Did you learn anything?(Silence.) What was your

experience?

ROZANNE It was fun.

BERT

/VANESSA Uh...[...]

138) Herrington, Joan, 앞의 책,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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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IE Were there any moments that made you feel

uncomfortable?

YOSHI I was uncomfortable physically and I felt chilly.

VANESSA Well, yeah, I, well, yeah, yeah.

EDDIE Could you elaborate on that?

VANESSA Oh.

EDDIE Can you describe a moment or in some way convey

what it was? (Silence) What was your favorite

part?

ROZANNE

/VANESSA Oh, the the-with the thing, oh yea, etc.

EDDIE Why was that satisfying? (Silence) Was there

anything that surprised you?

ROZANNE Yep. Oh, yeah.

EDDIE Could you describe it?

VANESSA It was a, it was really shocking initially. Uh, I I

didn't think it would be so shocking, but it was.

ROZANNE ...shocking...

EDDIE Was there anything that you really hated? (Silence.)

Was there anything you feel missed out on?

YOSHI Well, I spent most of the time concentrating very

hard on not coughing. (SITI 2000a: 11-1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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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5> 《캐빈 프레셔》 배우들(a)과 (b)같은 다섯 명의 배우들이 아방가르드의

연극적 관습으로 관객들을 패러디함. 휴마나 극장 (1999)

사진: 리차드 트리그(Richard Trigg) 출처: Remaking American Theater:

Charles Mee, Anne Bogart and the SITI Company, Scott T. Cumm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토크백 장면에서 배우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 다시 등장한

다. 위의 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배우들은 자문자답

형식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자, 배우, 그리고 관객의 역할을 병행

하면서 연기한다. 배우들은 일반 관객들이 대답을 할 때와 같은 형식의

모호한 말투나 문장 사이의 휴지를 둠으로써 주어진 질문에 마치 즉흥

적으로 답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 장면을 보

는 관객들은 등장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가 아닌, 관객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연기를 평가하는 관찰자로서의 배우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극에 대한 관객의 자각을 유도하여 연극을 현실이 아닌 극

자체로 인식시켜 주는 서사극적 연기 기법의 활용은 일상적인 관객의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통하여 실현된다. 커밍스(Cummings)는 이러

한 장면에 대하여 “배우와 관객이 그들 상호간의 협정(mutual

compact)에서 해방되는, 미학적 환상의 표면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들

의 일상적인 자아로 되돌아가는 때에 나타나는 연극에서의 ‘존재론적

중간상태’(ontological limbo)의 순간”139) 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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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의 퍼포먼스 텍스트 창출 과정에서 배우들은 신체의 움직임,

제스쳐, 과장된 얼굴 표정 등과 같은 각각의 연극적 장르에 맞는 기술

을 활용하였다. 배우들은 이 공연의 도입부분에서는 각 연극 장르의 전

형적인 인물로서 연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는 해설자, 관객,

그리고 배우로서의 역할을 병행하였다. 여기에서 배우들은 연기하고 있

는 자신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모습을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

로써 이에 따라 변화하는 관객의 반응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배우와 관객의 관계는 배우들이 연극을 관람하는 관

객의 모습을 무대 위에서 연기함으로써, 이를 관람하는 관객들로 하여

금 행위의 주체로서의 관객의 역할을 인식하게 한다. 이로써 토크백 장

면에서 역할 변화에 대한 배우들의 서사적 연기술의 적용은 관객들로

하여금 기존 연극 공연장에서 행위자로서의 배우와 수용자로서의 관객

이라는 역할의 전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4.3. 워크샵(workshop) - 퍼포먼스 텍스트

로서의 배우 훈련법 활용

앞항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법이 퍼포먼스 텍스트 창출

과정을 통해 배우 연기술에 직접적으로 응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항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단원들이 주관하는 위크샵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단원들이 배우 훈련법을 퍼포먼스 텍스트로 활용한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씨티 컴퍼니의 워크샵(workshop)과정140)은 스즈키 메소드와 뷰포

139) Cummings, Scott T., 앞의 책, p. 136.

140)http://www.siti.org.: 씨티 컴퍼니의 워크샵은 배우 훈련(training)을 워크샵의

주요 원리로 채택하여 여름과 겨울에 각각 진행되는 교육차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름에는 미국의 스키드모어 대학(Skidmore College)에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워크샵을 중심으로 유럽의 각 나라에서 단기간에 진

행되는 스즈키와 뷰포인트 훈련이 있다. 또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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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씨티 컴퍼니의 배우

들은 각각의 워크샵을 그룹으로 혹은 개인으로 진행하면서 현재 전

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과 예술가들, 또한 연극분야와 관련

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씨티 컴퍼니의 배우 훈련법을 가르치

게 된다. 여기에서 배우들은 워크샵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함께 신체

적 총보(score)를 만들어내는 배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스즈키 메소드와 뷰포인트 훈련을 가르침으로써 배우 훈련의 체

계적 확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자(educ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141)

또한 씨티 컴퍼니의 워크샵은 공동 창작 방식을 통한 연극 제작

과정에서 리허설(rehearsal)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리허설은 배우들과 단원들이 퍼포먼스 텍스트를 창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활용된다. 하지만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씨티

컴퍼니의 워크샵은 연극의 상연을 최종 목표로 삼고 진행되는 공연

제작의 한 단계로서의 워크샵이 지니는 의미142)와는 차별성을 갖는

다. 즉 씨티 컴퍼니의 공연 제작 과정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이루어

지는 이러한 워크샵은 공연의 리허설 과정에서 배우들이 체득하고

경험한 배우 훈련법과 연기술을 공연 과정 이외의 작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쇼미트 미터(Shomit

Mitter)는 씨티 컴퍼니의 리허설 과정을 배우들이 공연에 대한 “발

의 지속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한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41) 배우 훈련법의 체계적인 확립과 이를 통한 배우 훈련법의 보편적인 활용은 씨

티 컴퍼니의 창단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 논문의 2.2.에

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42) 리차드 셰크너, 『민족 연극학 : 연극과 인류학 사이』, 김익두 역, 한국문화

사, p. 170-171.: 여기에서 리차드 셰크너는 워크샵과 리허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워크샵과 리허설은 트레이닝· 워크샵· 리허설· 워밍업· 공연·

마무리 · 여파(aftermath)로 구성되는 일곱 가지 단계들의 두 부분이다.”(...) “워

크샵은 각종 제의들의 경계선적-전이적 단계(liminal-transitional phase)에 비유

할 수 있다. 리허설에서는 점점 더 오랜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복원행위의

단편들이 정리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전체, 곧 공연을 이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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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143)하는 보가트의 연출 전략으로

서 인식한다. 따라서 씨티 컴퍼니의 공연 제작 과정에서의 리허설은

배우들이 워크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축적할 수 있

는 단계인 것이다.

보가트는 씨티 컴퍼니의 리허설을 “창조의 현장”144)(site of

creation)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연출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연의

리허설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창작 체제는

워크샵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리허설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

들을 워크샵 과정에서 활용하게 된다. 극단의 배우 잉걸스러드

(Ingulsrud)는 워크샵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배우들마다 각

기 다른 접근법으로 스즈키 메소드와 뷰보인트 훈련을 워크샵에 응

용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워크샵 과정의 목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리는 전에 이것을 절대 해본 적 없는, 경험 없는 누군가가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들이 더 하고 싶은 어떤 것인지 아닌지 알만큼 거기에 충분히

노출되고 또한 거기에 이익이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이익들 중 일부가 실

제로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노출될 두 주일 정도를 가지고 싶다. 다시 말

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랜 기간을 거쳐 학습되어져야 하는 방법론들

이다. 이것이 하나의 목표인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

을 해 오고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45)

워크샵은 참여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경험들을 다수

143) Mjitter, Shomit, and Shevtsova Maria, Fifty Key Theatre Directors,

Routledge, 2005, p. 319.

144) Bogart, Anne, 앞의 책, p. 39.

145) Canavan, Claire, Maire.,앞의 논문,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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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자들과 나눌 수 있는 장(場)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예

술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클레어 마

리 카나반(Claire Marie Canavan)은 씨티 컴퍼니의 워크샵에서 진

행되는 뷰포인트 훈련을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텍스트를 분리해

내는 방식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의 견해를 따르면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텍스트는 “뷰포인트의 연극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실험을 하기 위한 방법”146)으로 실제

공연에 활용되는 것이다.

씨티 컴퍼니 배우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이러한 워크샵

은 배우 훈련법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활용되

었다. 여기에서 배우들은 공연 제작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워크샵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공연 이외의

실습 현장에서 실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연에 활용될 움직임의 총보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씨티 컴퍼니의 《까페 변주곡(Cafe Variations), 2011-2012》147)은

참여자들이 워크샵 과정에 배우 훈련법을 활용하여, 이 과정을 한

편의 완성된 작품으로 창작한 경우이다. 이 작품에서 참여자들은 워

크샵 과정을 통해 구상한 움직임들과 대사들을 ‘까페’ 에서 벌어지

는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사랑에 관한 옴니버스 형식의 이

야기로 재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배우들은 워크샵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체적 움직임들을 작품에서의 각 장면들과 상황에 부합하는 극적

움직임으로 재창작하였다.

146) 위의 논문, p. 121.

147)http://www.newyorklivearts.org/event/siti-mondays-2: 2011년 10월부터 2012

년 2월 까지 매 달의 월요일 하루 공연되었으며, 이 극장에서 상연되었을 당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씨티 컴퍼니의 워크샵에 참여한 일반인들과 전문

연극인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이었다. 이 작품의 원형은 씨티 컴퍼니의 극단원들

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작업을 해왔던 극작가 찰스 미(Charles L. Mee)의 작품

들을 콜라쥬 방식으로 엮어 재창작한 움직임과 음악 중심의 연극으로, 이후 씨

티 컴퍼니의 제작 과정을 통해 극단의 정식 공연으로 상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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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 변주곡》은 워크샵 과정에서 시티 컴퍼니의 배우들과 일반

참여자들과의 공동창작을 통하여 이 극단의 정식 레퍼토리 공연으

로 상연되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배우들의 움직임과

절제된 대사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배우들의 극적 움직임과 연

주자들의 협연의 조화는 이 공연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씨티 컴퍼니의 단원들은 에머슨 대학(Emerson College)의 연극학

전공 학생들과의 협동 공연을 통해 일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

한 워크샵을 한 편의 정식 공연으로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우

들은 씨티 컴퍼니의 스즈키 메소드와 뷰포인트 훈련을 활용하여 무

대 위 배우들의 움직임을 각 장면을 연결시키는 극적 장치로 구체

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배우들은 워크샵을 주관하며 대학생들

로 구성된 일반 참여자들과의 협동 작업을 통한 무대 형상화 작업

을 병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워크샵 과정에서의 배우들은 배우

훈련법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워크

샵에 참여하는 일반 참가들과 함께 퍼포먼스 텍스트를 완성하는 공

동 작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까페 변주곡(Cafe Variations), 2012》에머슨 대학과의 협동공연,

사진: 폴 마로타(Paul Marrotta)

http://capitalcriticscircle.com/yahoo_site_admin/assets/images/CafeVariations692798

2800_4e692c2312_b.118133611_st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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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대학 학생들과의 워크샵을 통한 공연 제작 과정에 대하여

극작가 겸 배우 메튜 멕한(Matthew McMahan)은 “보가트와 씨티

컴퍼니의 단원들은 공연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전문 배우들과 비교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각자에게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역할을

부여하였다”148)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씨티 컴퍼니는 공연 제작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행해졌던

워크샵을 공연 제작 과정의 리허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극단의 주요 연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스즈키 메소드와 뷰포인트 훈련을 작품 제작에 직접 응

용하였다. 따라서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은 극단의 작품 제작 과정을

도입한 위크샵 과정에서, 이를 주관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일반 참여자들과 함께 배우 훈련법을 활용한 퍼포먼스 텍스트

를 창작할 수 있었다.

148)

http://deusexdramaturgy.wordpress.com/2012/04/19/review-anne-bogart-and-c

huck-mees-cafe-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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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연극에서 배우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인식하여 공

연 제작의 초기 단계부터 무대 위의 인물을 연기하는 순간까지 끊

임없는 자아 발견을 하게 된다. 공연을 제작하는 연출가와 극작가,

무대디자이너, 조명담당자들은 최종 결과물로서의 공연을 객석에서

평가하지만 배우는 자신에 의해 창조된 인물로서의 역할을 타인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때문에 공연 과정에서 배우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인물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가

행하는 훈련은 배우가 일상적인 행동의 행위 요소들을 무대 위의

등장인물이 취하는 극적 행동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의 실행은 배우가 공연에 참

여하는 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질 뿐, 그 외의 경우에서는

공연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식되어 배우 개인에 따라서 훈련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었다.

연극이 여러 사람들의 협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

구하고 배우는 연극이 상연되는 동안 등장인물을 연기해내는 연기

자라는 것 이외에 공연 제작 과정에서의 창조적인 역할 수행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배우 훈련법의 지속적인 활용에 대한

배우 개인의 인식 부족과 공연 제작 체제에서 비롯된 배우의 제한

적인 역할 수행은 대본과 연출가가 요구하는 대로 연기해야하는 수

동적인 배우로서의 임무를 더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미국의 공동창작 극단 씨

티 컴퍼니는 작품에 대한 단원들의 동등한 권리 확대와 이를 통해

발생되는 창의성을 공연 제작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였다. 씨티 컴퍼

니는 배우 훈련법을 작품 구성에 직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연제

작 과정에서 배우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시켰다. 때문에 이 극단을

연구할 때에는 극단이 지니는 공동창작의 특성 뿐 아니라 배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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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고찰 역시 병행되어야 극단의 공동창

작 안에서 나타나는 연기 방법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와 극단에서 행한 배우 훈련법의 실용적인 응용에 논지의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첫 번째 장에서는 씨티 컴퍼니의 배우들이 공동창작 방식

을 통하여 공동 작업자로서의 역할과 작품을 구상해내는 창조자로

서의 역할을 병행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배

우 훈련법을 무대 형상화 작업에 활용하면서 배우로서의 기술을 획

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인식되어온 훈련법의 실용적인

측면을 극대화시켰다. 여기에서 배우는 훈련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변

화되는 극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내적 반응과 이를 통해 표출되는

신체적 행동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면을 구체화시킨다.

이러한 극적 상황에 대한 배우의 내적 충동과 이에 대한 신체적

반응의 조화는 배우의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연기술과 배우의 끊임

없는 자각을 요구하는 연기양식의 이분법적인 관점에 대한 재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가령 작품에서 배우들은 대사의 전달에 대한 의존

도를 낮추면서 제한된 문장 안에서 상황에 대한 인물의 감정 변화

를 표현해낸다. 이를 통하여 배우는 인물의 제스쳐, 표정, 상황에 대

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움직임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

한 배우의 신체적 표현을 이끌어내는 감정의 진실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앙상블(ensemble)작업을 통해 나타나는 배우의 자

아(self)인식 과정을 인물 구축과 배우의 신체와 정신(body-mind)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극에서 배우는 실제상황이 아닌

허구의 상황에 관계하므로, 인물과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투사

하고 이러한 과정을 그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실현해 나가야한다. 씨

티 컴퍼니의 배우는 인물을 연기하는 자기 자신과 장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룹 내에서의 자아, 그리고 이를 통하여 관객과

의 소통을 시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씨티 컴퍼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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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배우의 자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배우들과의 장면

구성 작업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배우로서의 ‘자아 발

견’(self-discovery)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었다.

마지막장에서는 퍼포먼스 텍스트를 창작하는 과정에서의 배우 훈

련법 활용이 극단의 실제 공연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배우들의 이러한 훈련법 활용이 위크샵 과정에

서 퍼포먼스 텍스트를 창작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논문은 씨티 컴퍼니의 공동창작 연극에 나타난 배우의 연기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간과해 온 공동창작 방식에서

의 배우 훈련법의 실용적 활용과 배우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이 이 극단의

연출가의 연출미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작품을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공동창작 방식 안에서 공연제작에 대한 배우의 직접적인 참여

를 극대화함으로써 이 과정을 주관하는 배우의 훈련법에 대한 실질

적인 활용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극단의

공연 작품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이 창작한 공연 대본이 실

제 공연에서 즉흥적으로 바뀌고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대

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고 할 수 있다. 향후 공동창작 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공동창작 방식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동시대 극단들의

작품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단의 연기 방법론과 연출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동창작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토대로 현재의 연극 제작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86 -

참고문헌

1. 1차 문헌

Bogart, Anne. A director prepares : seven essays on art and

theatre , Routledge, 2001.

──────, And then, you act : making art in an

unpredictable world, Routledge, 2007.

Bogart, Anne, and Landau, Tina. The viewpoints book : a

practical guide to viewpoints and composition,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05.

Michael Bigelow Dixon and Joel A. Smith. Anne Bogart :

viewpoints , Smith and Kraus, 1995.

2. 2차 문헌

국외 문헌

Aronson, Arnold. American Avant-garde Theatre: A H istory,

Routledge, 2000.

Auslander, Philip. Presence and Resistance : Postmodernism and

Cultural Politics in Contemporary American Performanc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Allain, Paul. The Art of Stillness: The Theater Practice of

Tadash Suzuki, Palgrave, 2000.

Amato, Danielle Anna. “Collage corporeality: Body and technology

in contemporary American performance (Charles L. Mee,

Anne Bogar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03.



- 87 -

Bates, Brian. The Way of the Actor, Shambhala, 1987.

Berghaus, Gunter, Theatre, Performance, and the H istorical

Avant-garde, Palgrave, 2005.

Ball, Robert Joseph. “Richard Foreman and Anne Bogart: A study

in contemporary directing practice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0.

Bederson, Aron. “New York Avant-garde theatre, values, goals

and personances”, Ph. 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s and Science, 2009.

Bogat, Anne. “Stepping out of Inertia”, TDR, 1983.

Bartow, Arthur. Training of The American Actor, Theatre

Communication Group, 2006.

Cummings, Scott T. Remaking American theatre : Charles Mee,

Anne Bogart, and the SITI Comp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Carruthers, Ian, and Yasunari, Takahashi. The Theatre of Suzuki

Tadashi, Cambridge, 2004.

Cormier, Jason Briggs. “Learning to Listen: The Collaboration

and Art of The SITI Company”,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5.

Diamond, David. “Balancing acts”: American Theatre, January,

2001.

Gillett, John. Acting on Impulse, Methuen Drama, 2007.

Heddon, Deirdre, and Milling Jane. Devising Performance,

Palgrave Macmillan, 2005.

Herrington, Joan. “Directing with the Viewpoints”: Theatre

Topics, Vol. 10, Nov. 2, 2000.

───────. “Breathing Common Air: the SITI Company

Creats ‘Cabin Pressure’ ”, TDR, Vol. 46, No. 2, 2002.

Hodge, Alison. Actor Training, Routledge, 2010.



- 88 -

Lampe, Eelka. “Collaboration and Cultural Clashing: Anne Bogart

and Tadashi Suzuki's Saratoga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TDR, 1993.

───────. “disruptions in Representation: Anne Bogart's

Creative Encounter with East Asian Performance

Traditions”,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 22, No. 2

───────. “From the Battle to the Gift: The Directing of

Anne Bogart”, TDR, Vol. 36, No. 1, 1992.

Marowittz, Charles. The Act of Being, Taplinger, 1978.

Mitter, Shomit. System of rehearsal : Stanislavsky, Brecht,

Grotowski, and Brook, Routledge, 1992.

MacGaw, Charles. Acting is Believ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Marianne Mcdonald. “Orestes' Mania: Euripides', Mee's and

Bogart's Apocalyptic Vision”, I llinois Classical Studies

18, 1993.

Mazur, Kathe and Standford, Danny. “Women and Men: A Big

Dance”, TDR, vol. 27, No. 2, 1983.

Mazur Kathe, and Sanford Danny. “Anne Bogart's Woman and
Men: A Big Dance”, TDR, Vol. 27, No. 2, 1983.

Nicola, James B,. P laying the Audience, Applause, 2002.

Oddey, Alison. Devising Theatre: A practical and Theoretical

Handbook, Routledge, 1994.

Peterson, David. The Well-Tempered Body: Expressive
Movement for Actors, Improvisers, and Performance
Artists, the University of Malta, 2003.

Rowe, Nick. P laying the other: Dramatizing Personal Narrative

in Playback Theatr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7.

Rodda, Katherine Ellen. “Collaborative creation: The directing

aesthetics of Anne Bogart and Tina Landau”, Ph. D



- 89 -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Ph. D.

dissertation, 2000.

Schmitt, Natalie Crohn. Actors and onlookers : Theater and

Twentieth-Century Scientific Views of Natur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0.

Sayre, M Henry. The Object of Performance : The American

Avant-Garde since 1970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Shank Theodore. American Alternative Theater, The Macmillan

Press, 1982.

Suzuki, Tadashi. The Way of Acting, Translated by J. Thomas

Rimer,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1986.

Schechner, Ricahard. Performance Studies, Routledge, 2002.

Smithner, Nancy Putnam. “Directing the acting ensemble:

Meredith Monk, Elizabet LeCompte, and Anne Bogart

(New York)”,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2.

Shomit Mitter, and Shevtsova Maria. Fifty Key Theatre

Directors, routledge, 2005.

Turner, Victor. From Ritual to Theatre, PAJ Publications, 1982.

Watson, Ian. Performer Training: Developments Across Culture,

Routledge, 2001.

Zarrili, phillip B., Acting (re)considered: second edition,

Routledge, 2002.



- 90 -

국내 문헌

김균형. 「배우와 연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드라마학회 드

라마 논총』, No. 21, 2003.

박명희. 「재현적 연기와 서사적 연기술의 비교연구」, 『청주대학

교 학술연구소 논문집』, vol. 12, 2008.

최치림. 「연극에 있어서 공동 창조(Collective Creation)의 본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연구소』, vol. 15, 1996.

최영주. 『동시대 연출가론 : 서구편』, 연극과인간, 2007.

정인숙.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Ⅱ-미국 연기이론의 단절과 지속』,

연극과 인간, 2008.

이기원. 「미국의 실험극단 <오픈 씨어터(The Open Theater)>의

창단과정과 연극적 의미에 대한 연구」, 『영미문화』제8권

3호, 2008.

3. 번역서 및 기사

Aristoteles. 김한식 옮김. 『시학』, 펭귄클래식, 2010.

Brauneck, Manfred. 김미혜, 이경미 역.『20세기 연극』, 연극과 인

간, 2000.

Barranger, Milly S,. 우수진 옮김,『서양 연극사 이야기』, 평민사,

2008.

Brokett, Oscar G., and Franklin J. Hildy. 전준택, 홍창수 역.『연극

의 역사Ⅰ』, 연극과 인간, 2005.

Brokett, Oscar G., 김윤철 역.『연극개론』, 한신문화사, 1990.

Croyden, Margaret. 송혜숙 역.『현대연극개론』, 한마당, 1984.

Chainkin, Josheph. 윤영선 역.『배우의 현존』, 현대 미학사, 1995.

Csikszentmihalyi, Mihaly. 최인수 역.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

를 만나다』, 한울림, 2006.

Gouhier, Henri. 박미리 옮김.『연극의 본질』, 집문당, 1996.



- 91 -

Harrop, John and Epstein, R. Sabin. 박재완 옮김.『스타일 연기』,

게릴라, 2005.

Innes, Christopher. 김미혜 역.『아방가르드 연극의 흐름』, 현대미

학사, 1997.

Schechner, Richard. 이기우, 김익두 옮김. 『퍼포먼스 이론Ⅰ』, 현

대미학사, 2001.

────────, 김익두 옮김.『민족 연극학: 연극과 인류학 사

이』, 한국문화사, 2004.

Simmel, Georg. 신소영 옮김. 『배우의 철학』, 연극과 인간, 2010.

Stanislavski, Constantin. 신은수 역. 『역할창조』, 예니, 2001.

Turner, Victor. 이기우,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

미학사, 1996.

Levin, David, M., 심우성 역. 「퍼포먼스가 실현하는 것」: 폴 발레

리,『신체의 미학』,현대 미학사, 1997.

4. 기타(웹 사이트)

http://www.siti.org/#, production- Small Lives/Big Dreams

http://deusexdramaturgy.wordpress.com/2012/04/19/review-anne-bo

gart-and-chuck-mees-cafe-variation/

http://capitalcriticscircle.com/yahoo_site_admin/assets/images/Cafe

Variations6927982800_4e692c2312_b.118133611_std.jpg

http://www.siti.org



- 92 -

Abstract

A Study of Acting Methods

on The SITI Company's

Collaborative Creation

Eun Young J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acting methods of the American theatre

group, The SITI Company's collaborative creation. In comparison

to the contemporary theatre production system, The SITI

Company's collaborative creation has their own directing

approach and acting method tha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by

the members of the company. This study considers the system of

collaborative creation, the main principle of the basis for

conducting acting methods of The SITI Company, and analyzes

how the company systemizes their actor training method. It also

attempts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the acting method in

The SITI Company's collaborative cre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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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wo of this thesis explains how the actor training

method was being systemized within the system of The SITI

Company's collaborative creation. Through collaborative creation,

actors of the company take a role not only as a collaborator but

also as a creator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atre productions.

Actors apply the company's principal actor training to the

staging work and they also put emphasis on the practical aspect

of actor training, which was only a secondary process in existing

theatre production systems. The SITI Company makes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ctor training method combining

representational and presentational acting techniques and lets

actors apply the method to creating a multitude of improvisations

which reinforces the heightened awareness of movement and

space on the stage.

Chapter Three deals with the process of an actor's self

awareness in the context of character building and harmony of

the actor's body-mind through ensemble work. The actor of the

company discovers the self that plays a fictional role, one's self

being emerged among the group of actors in the process of

creating scenes, and one's self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s

on the stage.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this chapter also

considers what aspect of harmony of the actor's body and mind

can be utilized in the actor training process by applying the

concept of Mihaly Csikszentmihalyi's Flow.

In Chapter Four, the company's representative productions

<Small lives/ Big dream, 1994-1997>and <Cabin Pressure,

1999-2000>are analyz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performance

text of the productions. First of all, actors of the company

liberate themselves from dependence on the text b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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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ical transition of the scenes with the character's theatrical

movement. In this process, actors translate a depth of emotion

into a corporeal experience on the stage and find the right

combination of physicality and emotional strength. Lastly, actors

develop an improvisational movement score and share the

physical score with participants in the workshop process.

In this overall perspectiv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ITI

Company maximizes participation of the actors in the

collaborative creation process. Also, it enhances practical use of

the actor training method.

Keywords: collaborative creation, The SITI Company,

Acting Methods, ensemble, Performance Text, Actor's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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