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 학위논문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상으로서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 네지 피진의 『모티베이션 대행』을 중심

으로 -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공연예술학 전공 

박 초 아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상으로서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 네지 피진의 『모티베이션 대행』을 중심

으로 - 

  

지도 교수 박 현 섭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공연예술학 전공 

박 초 아 

 

박초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양 승 국     (인) 

부위원장         김 춘 진     (인) 

위    원         박 현 섭     (인) 



 

i 

 

국문초록 

본 논문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세부 현상으로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소재 측면과 무대화 측면을 분석한 연구이다. 

2000년대 이후 자전적 주체가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양식은 무대에 리얼리티를 크게 

반영하는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논문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소재와 무대 연출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보다 큰 흐름 내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먼저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태동한 계기를 짚어본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판으로 

삼아 연극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켰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양상을 아우르는 공통점이라면 작품이 주는 

느낌의 진정성,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모두 수용하는 연극 형식으로서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제기 되어왔던 사실주의적 

재현에 대한 비판이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소재 측면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힌다. 1920년대와 1960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과는 달리 현대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실제 

현실의 사건과 자전적 주체의 시선을 한데 묶음으로써 사실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자전적 주체의 주관적 관점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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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재현해낸다. 또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자전적 

주체는 무대에서 자신의 창작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현실과 무대를 

매개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다. 자전적 주체가 실제 현실과 

공연화된 현실 사이의 경계를 부각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양자 

사이의 해석을 스스로 형성해나가도록 하는 방식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장에서는 미디어에 익숙해진 관객의 지각 방식이 변화하고 

시공간감이 확장되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무대에서 연출되는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역시 실제 현실과 공연 현실 사이의 접촉면을 

가시화하는 허구화 전략을 취한다. 허구화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무대가 보여주는 연출적 불연속성은 경험의 주관성을 보다 

강조하고 현실을 새롭게 의식하도록 만들어준다. 여기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무대에서 나타나는 허구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포스트드라마 연극과의 접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소재 측면과 무대화 측면 모두에서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는 세부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주요어: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포스트드라마 연극, 허구화, 현전, 

관객 지각,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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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서론 

1999년 레만(Lehmann)의 『포스트드라마 연극(Postdramatisches 

Theater)』이 발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접두어 포스트의 의미는 무엇이며,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란 어떤 

범주의 연극을 뜻하는가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보이는 다양한 

연극 형식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혼란을 야기하곤 하였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 연극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현상으로서 통합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웠으며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미시적인 분석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이후 한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다큐멘터리 연극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 꾸준히 재발견되고 있었다. 1920년대와 1960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은 정치적 논쟁점을 무대에 직접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큰 붐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다시 다큐멘터리 연극이 재부상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 

유효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연극에는 정치적 논점이 전면으로 부각되지도 않을뿐더러 더욱이 

전문 배우도 아닌 사람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지엽적인 일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다큐멘터리 연극의 



 

2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큐멘터리 연극의 패러다임 변화는 사실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과거의 

다큐멘터리 연극 작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실주의적 

드라마투르기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다큐멘터리 연극 

연출가들은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그 현실을 무대에 

그대로 투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은 사실주의적 재현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반박하며, “다큐멘터리의 가장 

상식적인 목적으로부터의 변화(a deflection of documentary from what has 

been its most commonsensical purpose)”
1를 꾀한다. 오늘날 다큐멘터리 

연극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하나의 주관적인 

표현 방식으로서 다큐멘터리 연극을 이해하며 “경험의 주관적 

측면(subjective aspects of experiences)‛2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이 경험의 주관성이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그만의 솔직하고 특별한 관점으로 엮어 제시한다.  

그러나 사실주의적 재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논의는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처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며 단지 

다큐멘터리 연극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독자적인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1

 Bill Nichols, Blurred Boundaries : Questions of Meaning in Contemporary Cul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94. 
2
 Ibid.,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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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 및 포스트드라마 연극 담론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드라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연극 구조와 사실주의적 재현의 유효성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시도해왔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포스트드라마 연극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보여주는 양식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다양한 양상들을 

포스트드라마 연극 담론의 흐름 속에서 확인해봄으로써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보여주는 특징들을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사실주의 재현의 문제 이외에도 관객의 지각 방식이 

구조적이고 선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을 더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쟁점들은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도 영향을 미쳐 연극의 소재와 무대 연출에 있어 큰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레만의 단행본 

『포스트드라마 연극』3이 관련 연구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레만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드라마의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공유하고 

있는 실제 작품들을 예시로 들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다양한 

                                           
3
 Hans-Thies Lehmann, Postdramatic Theatre, trans. Karen Jürs-Munby (Abingdon, [England]; 

New York: Routledg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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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들을 정리하였다. 레만은 연극사를 정리하면서 시대구분이나 

연대구분을 사용하지 않고 드라마 이전의 연극, 드라마 연극,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레만이 드라마를 

기준으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물론 유구한 역사의 연극 전반을 

일관된 맥락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포스트드라마 이전의 

연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 사이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설명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거의 

유일한 레만의 저서는 이미 출간된 지 십수 년이 흘러 동시대 연극 

작업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포스트드라마 연극 작업의 개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분석 

내용에 있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세부 현상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4가 있다.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선행 연구로는 드리어쎄와 

지그문드, 말자허의 저술이 대표적이다. 드리어쎄(Dreysse)
5 의 글은 

                                           
4

 레만은 1999년까지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수많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양태를 소개하고, 변화하고 있는 포스트드라마 연극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

게나마 실제 작품의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발간 후 현재까지도 레

만의 저서를 뒷받침하거나 혹은 비판할만한 후속 연구가 뒤따르지 않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분석은 특정 단체나 작품 위주로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그치고 있다. 레만이 자신의 저서에서 다룬 포스트드라마 연극 양

식의 경향들 중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쇠퇴해버린 부분이 있으며, 반면에 강화된 

부분도 존재한다. 때문에 2010년대까지 포괄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 분석이 필요하

며, 이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5
 Miriam Dreysse and Florian Malzacher, "Foreword," Experts of the Everyday : The Theatre of 

Rimini Protokoll, eds. Miriam Dreysse and Florian Malzacher, (Berlin: Alexander Verlag, 2008). 

pp.8-11. 

Dreysse, "The Performance Is Starting Now.", Ibid., pp.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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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연극의 허구화에 초점을 맞춘 몇 안 되는 저술 중 

하나이다. 그는 허구의 개념을 동일시에 의존하여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환영의 개념과 분명히 구분하면서 리미니 프로토콜의 

연극의 내용과 무대 연출에서 보이는 허구성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편, 지그문드(Siegmund)
6는 

현대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관객을 현실 속으로 더욱 끌어들이는 

장치로써 개인적 기억이 무대화되는 경향을 지목한다. 지그문드는 

개인의 기억이 현실을 재창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재현되면서 

파편적인 현실의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파편적 현실이 궁극적으로 관객의 주체적 사유와 연관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저술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당사자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다큐멘트, 즉 기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소재 분석에 특히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말자허(Malzacher)
7는 다큐멘터리 연극 작품에서 현실이 명백히 

각색됨은 물론 연극이 주는 진정성의 느낌 또한 허구화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진정성이 허구화되는 과정 및 진정성이 

관객에게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말자허의 분석은 오늘날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무엇이 관객에게 진실하다고 여겨지는가에 대한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저술들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장르를 전반적으로 

                                           
6
 Gerald Siegmund, "The Art of Memory: Fiction as Seduction into Reality," Ibid., pp.188-211. 

7
 Florian Malzacher, "The Scripted Realities of Rimini Protokoll," Dramaturgy of the Real on 

the World Stage, ed. Carol Martin, Studies in International Performance, Janelle Reinelt and 

Brian Singleton, (Basingstoke [England]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pp.80-87. 

Florian Malzacher, "Dramaturgies of Care and Insecurity: The Story of Rimini Protokoll," 

Experts of the Everyday : The Theatre of Rimini Protokoll, eds. Miriam Dreysse and Florian 

Malzacher, (Berlin: Alexander Verlag, 2008). pp.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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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기보다는 리미니 프로토콜(Rimini Protokoll) 단체의 작품 

경향과 그들의 독특한 창작 방식을 분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 다큐멘터리 연극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저술들은 그 분석 대상을 리미니 프로토콜 단체에 

국한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연극 

무대에서 꾸준히 실험해온 리미니 프로토콜의 작업 방식이 다른 

예술 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담론을 이끌어 왔을 만큼 그들의 

입지가 확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연극에 대한 

분석이 리미니 프로토콜 단체에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여타의 

다큐멘터리 연극 작업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는 리미니 프로토콜과는 다른 연출 방식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을 

다루는 수많은 동시대 작업들을 간과하고 함부로 일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작품의 분석이 

한 단체에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리미니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큐멘터리 연극 단체의 작품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 현상의 분석에 머무는 것을 넘어, 

동시대 연극과 예술 전반의 맥락까지도 함께 읽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수많은 연극 양식으로 표현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하나의 카테고리나 명제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렇다고 하여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방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수많은 흐름 

중에서도 각각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양식적 특징,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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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내어 정리하는 일은 연극사의 흐름을 조망하고 현대 예술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오늘날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현대 연극의 개념은 극단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동시대 작업의 

성향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발생 지점을 확인하고 그것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큰 흐름으로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방향성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흐름을 반영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여러 세부 현상들 중 자전적 다큐멘터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여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어 본격적으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을 내용 측면과 무대화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양 측면 모두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드라마 연극 

담론에서부터 출발한 기존 사실주의적 재현에 대한 비판이 본고 

3장에서 다루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소재 변화에 대한 논의로, 

관객 지각 방식의 변화에 대한 강조가 4장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허구적 연출 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공연은 네지 피진(Neji 

Pijin)의 『모티베이션 대행(The Acting Motivation)』과 쉬쉬팝(She She 

Pop)의 『유서(She She Pop & Their Fathers: Testament)』, 리미니 

프로토콜(Rimini Protokoll)의 『발렌스타인(Wallenstein)』이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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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적 소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연극 공연으로 2012년 한국에 

소개된 바 있다. 본 논문은 객관적 진실의 규명과 전달이라는 

다큐멘터리 제 1의 원칙이 자전적 소재의 주관적 기술과 성찰로 

변모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작품들이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연 사례를 분석한다. 네지 피진의 

『모티베이션 대행』은 자전적 주체가 현전하는 소재 측면과 

무대화의 양상 측면에서 본 논문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작품이다. 

자전적 주체인 네지 피진이 무대에서 창작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에서는 현실의 층위와 허구의 

층위, 이야기의 층위와 담론의 층위가 서로 분리되며 다층적 구조를 

형성한다. 네지 피진의 공연에서는 이 다층적 구조가 어떻게 관객의 

창발적 사유를 촉발시키고 관객 스스로 해석을 구축해나가도록 

유도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쉬쉬팝의 『유서』는 현실과 허구 

사이의 간극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공연이다. 이 공연의 미학은 

관객의 지각 초점을 자전적 상황과 희곡 텍스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오가도록 만든다는 데서 발생한다. 현실과 허구 사이의 

전환이 뚜렷이 부각되는 『유서』 공연에서는 관객이 분절적으로 

제시되는 양자 사이에서 연극을 총체적으로 지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리미니 프로토콜의 『발렌스타인(Wallenstein)』 

공연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일어나는 허구화의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유효하다. 특히 이 공연은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트려트리기도 하고 분명히 부각시키기도 하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무대의 허구화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각의 허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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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가치를 공유하며 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새로이 부상한 배경을 짚어낸다. 이어서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소재가 과거의 다큐멘터리 연극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핀다. 또한 자전적 주체가 현전하는 양태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사회에서 관객의 지각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무대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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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상으로서의 자전적 다

큐멘터리  

2. 1.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발생과 연극 개념의 

확장 

오늘날 연극 무대에는 수많은 연극 형태들이 존재한다. 현대 

연극의 양식과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두를 하나의 

개념 아래 포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다양한 

연극 양식을 양산하고 있는 포스트드라마 연극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연극이라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연극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내러티브가 구축되어 있는 대본 텍스트의 

유무를 연극의 성립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등장인물과 대사의 유무, 

전문 배우의 등장 여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양식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진정한 연극성이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창의적인 논쟁의 장(場)이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새로운 연극은 과거 

연극에서 절대적 규범으로 여겨졌던 드라마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지만, 현재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유무 차원의 

일차원적 논의를 벗어나 연극 자체의 본질을 자문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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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태동한 계기는 드라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한다. 이 위기의식이란 것은 포스트드라마가 발생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시대적 흐름 및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중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계기는 언어의 

지시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부터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언어가 지시하는 것이 반드시 그 실체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언어의 지시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텍스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회의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영화와 컬러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시각 매체의 이미지에 보다 쉽고 

빠르게 반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매체에서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극작가가 쓴 희곡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연극 공연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연극에서 드라마 텍스트는 연극의 절대적 성립 요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점차 번져가는 

텍스트의 위기는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연극의 존립 문제와 

직결되었다. 

드라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연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외부적 상황의 영향만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었다. 연극학 

내부에서도 현실과 유리된 채 환영을 창조하는 드라마의 안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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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8
 스티그만(Stegemann)의 설명대로, 

기존의 사실주의적 재현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함을 전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양되었다. 극예술가들은 연극 무대가 아무리 

사실적으로 재현되었더라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보다는 항상 

단순화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9
 더불어 연출가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타자화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리는 태도도 문제시되었다. 

한 사람의 행동을 타인이 함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시키는 연극은 회의적으로 생각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재현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예술 양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드라마 텍스트에 대한 회의가 연극 무대에 확산됨에 따라 

연극계의 첫 번째 과업은 드라마가 과연 연극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지침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레만은 연극의 

계보를 포스트드라마(postdramatic), 드라마(dramatic), 드라마 이전(pre-

                                           
8

 사실주의적 재현 연극의 환상을 비판하는 현대 예술의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것이다. 하나는 극도로 사실적인 연극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이 리얼리티의 부가

가 아닌 리얼리티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비사

실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허구적 연극이 반드시 리얼리티를 훼손하는 것은 아

님을 반증하는 전략이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 전자의 경우에 대해 이경미의 설명

을 덧붙이면, 히라타 오리자의 『도쿄노트』처럼 극단적으로 사실주의적인 재현을 

취하는 연극에서 관객이 느끼는 것은 그 사실적 외양의 과도함에 따른 리얼리티의 

과잉이 아니라, 반대로 리얼리티의 부재이다. 극사실주의 연극이 보여주는 리얼리티

의 상실은 마치 극도로 사실적인 사진들이 평면 위에 맥락 없이 배치될 때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비춰지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미, "연극비평 : 일상 속에 부재하는 실재: 본다는 것의 허구 -≪도쿄노트≫," 연
극평론 vol.55 (2009). p.207. 
9
 Bernd Stegemann, "After Postdramatic Theater," Theater vol.39 no.3 (200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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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ic) 연극으로 나누면서 10
 드라마의 독점적 우위는 결코 

영속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는 연극의 역사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드라마 텍스트가 연극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졌던 것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극히 짧은 기간에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11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플롯이 

전개되는 드라마 연극이 생겨났다. 이 시기에 코러스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복잡한 플롯은 연극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후 

이른바 제 4의 벽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면서 무대와 관객석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거의 모든 연극 작품에서 드라마가 창조하는 

                                           
10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많이 회자되는 논의로는 포스

트드라마 연극과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사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물론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던 특징들까지도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만은 드라마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구분과 용어를 

도입하였다. 서현석은 레만이 굳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는 용어를 내세운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기존의 전통적인 연극이 지

닌 드라마의 절대성에 대한 의문을 품어 시작된 점은 모더니즘 영화가 문학과 연극

의 기반이었던 드라마에 대한 탈피를 선언한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레

만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틀 내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 작품의 

다양한 양상들을 소화하지 않고 새로운 용어로 그의 이론을 담아낸 것은 포스트모

더니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연예술 분야에서 더 이상 실용성이나 구체성을 담보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연극과 같이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들이 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혼란만을 초래하는 부정확한 용어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레만이 다루

는 현대 작품들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향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기

존의 이 용어들로 현대 예술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서현석, “실재, 혹은 매체의 확장: 미술과 공연예술의 경계에서”, 웹진 아르코 203호

경계없는 예술, http://www.arko.or.kr/webzine_new/sub1/content_4209.jsp, 2013년 12월 22

일. 
11

 레만에 따르면, 드라마 이전 연극(pre-dramatic theatre)에서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

해 플롯이 전개되는 드라마 텍스트와 그것을 기반으로 환영을 창조하는 환영주의적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코러스가 등장하여 극의 진행을 돕는다. 또한 주인공들은 가면을 사용했으며 특히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만 극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롯 중심의 드라마 연극과는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의 

연극 공연 역시 종교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행진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에

게 익숙한 드라마 연극과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Lehmann, op. cit., p.21. 

http://www.arko.or.kr/webzine_new/sub1/content_4209.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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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적 세계가 무대를 채우게 되었다. 이때부터 연극은 드라마 

텍스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연극이라는 예술 형식이 본질적으로 드라마와 불가분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드라마의 폐쇄적 세계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20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현대 극예술가들은 드라마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형식적 

실험에 몰두하였다. 브레히트, 아르토와 같은 극예술가들은 서사극, 

잔혹극 등 새로운 개념의 연극을 내놓으며 기존에 관습적으로 

창조되던 무대 위의 환영을 깨트리려 시도하였다.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텔레비전, 비디오, PC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연극 

무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기존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디어 장치를 적극적으로 흡수했으며 

이로써 연극 내에서 희곡 텍스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12

 미디어 장치의 수용으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시각적인 무대 재현의 측면에서도 이전의 드라마 연극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나갔다. 드라마의 환영에서 벗어나려는 연극적 

실험이 거듭될수록 연극의 개념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극과 퍼포먼스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극은 역사의 매 시기 급격한 변화를 

                                           
12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텍스트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드라

마 연극에서 텍스트는 여전히 연극의 중요 요소들 중 하나로 자리하며, 레만 역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양식적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그 분석 내용으로 텍스트를 제일 

먼저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경향을 보면, 드

라마 텍스트를 배제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양식적 변형을 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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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으며 그 개념은 새롭게 발견되었다. 레만은 드라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당혹감은 18-19세기에 한정된 연극 개념의 근대적 이해를 연극 

전체에 과잉 투사하여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13

 

연극을 드라마의 테두리 안에만 가두는 고정관념은 자칫 연극 

형식의 잠재적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때문에 

포스트드라마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극 실천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드라마 형식을 그대로 수용한 연극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화 텍스트인 희곡을 무대화한 

결과물로 취급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연극의 독자적인 영역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드라마의 모든 

흔적을 배제하는 연극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14

 요스-먼비(Jürs-

Munby)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포스트(post)’라는 접두사는 하나의 신기원적 범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드라마가 있었던 과거를 망각해버린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드라마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기 

                                           
13

 Hans- Thies Lehmann, "Genealogy and Art Historical Meanings of Postdrama," Where Does 

Theatre Go after the Post Avant-Garde? 포스트 아방가르드 이후 연극의 방향성, (서울: 

한국연극학회, 2012). 2012년 10월 한국연극학회 국제심포지움 학술발표 초록집, p.15. 
14

 이 문제와 유사한 논의로 백영주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궁극적으로 상정하는 것

은 환영에 대한 비판 역시 아님을 지적한다. 연극 무대의 존재 목적을 환영 혹은 환

영 파괴로 이분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포스트드라마 연극 내에서 환영

이나 드라마는 복합적 현실의 한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대 극예술가들은 포스

트드라마 연극이 단순히 미메시스적 재현 무대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예술적 표현

과 주관적 경험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백영주, "연극 무대에서의 뉴미디어 도입과 관객성의 양상(the Employment of New 

Media on the Theater Stage and the Mode of Spectatorship)," 기초조형학연구 vol. no.3 (2011).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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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심층적인 논의로서 15
 드라마와 연극 사이의 긴장관계를 

부각한다. 현대 극예술가들은 드라마와 연극, 현실과 연극적 재현 

사이의 간극을 탐색하면서 연극 매체를 심도 깊게 이해하려는 

실험들 안에 오늘날 진정으로 수긍할 수 있는 연극성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드라마와 연극이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 혹은 그 관계가 어떻게 

결렬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며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2. 2. 포스트드라마 연극 내 자전적 다큐멘터리

의 부각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드라마의 절대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면서 

형식의 자유로움을 획득했다. 하지만 드라마의 선형적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관습적 사고에 익숙해져 버린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극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때문에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드라마를 대신하여 관객을 

연극 안으로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되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관객과의 소통 기제로 

고안해낸 연극 형태들은 매우 다양하다. 배우의 신체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몸의 연극에서부터, 주로 미디어를 적극 

                                           
15

 Karen Jürs-Munby, "Introduction," trans. Karen Jürs-Munby, Postdramatic Theatre, ed. Hans-

Thies Lehmann, (Abingdon, [England]; New York: Routledge, 200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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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성(liveness)을 강조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연극이 펼쳐지는 극장 혹은 특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성찰하는 사이트 스페시픽 퍼포먼스(site-specific 

performance), 관객이 현장에서 연극에 직접 참여하고 극의 

드라마투르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객 참여 연극,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당사자의 주관이 짙게 실린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 연극 등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연극 형태들이 

관객에게 새로운 관극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언뜻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수많은 형태들 사이에는 중첩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 공통 

분모를 스티그만의 말을 빌려 표현해본다면,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등장인물과 플롯의 신뢰성(believability of character and plot)”이 

차지하던 자리는 이제 “작가가 만들어내는 느낌의 참됨(the 

truthfulness of effect)”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6

 이와 더불어 

레만이 지적하는 최근 10년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주안점 중 

하나는 “연극과 사회의 대화 재개”
17이다. 여기서 작품이 제공하는 

느낌의 진정성과 사회와의 연결성에 대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연극 형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다큐멘터리 연극은 1960년대의 붐을 거친 뒤 오랫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다시 연극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큐멘터리 연극이 기본적으로 상상에 기반한 환영적 

세계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차용하기 때문에, 진정성의 

                                           
16

 Stegemann, op. cit., p.21  
17

 Lehmann(2012), op. cit.,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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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전달하면서도 현실 세계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리서치 자료를 관객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연극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에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다큐멘터리 연극이 과거의 다큐멘터리 연극처럼 

사회,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드라마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멈포드(Mumford)는 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 무대의 초점이 과거에서 

현재의 삶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연극은 

가상의 인물이나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를 다룬다.
18

 때문에 현대 다큐멘터리 연극의 

무대는 “지나간 역사의 반성을 위한 회고록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을 

탐색하는 사전 리서치”
19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연극 중에서도 실제 당사자가 현전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연극의 소재를 실제 현실에서 차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배우가 아닌 당사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무대에서 

직접 들려준다. 예술 장르에서 자의식이 발전하고 자아의 표현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현 주체의 초점은 공적 역사의 외부 

세계에서 개인의 내면 세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문학에서는 자서전이, 회화에서는 자화상, 비디오 영상에서는 셀프 

비디오, 영화에서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영화가 모두 이러한 

                                           
18

 Meg Mumford, "Fluid Collectives of Friendly Strangers: The Creative Politics of Difference 

in the Reality Theatre of Rimini Protokoll and Urban Theatre Projects," Internationale 

Forschungen zur Allgemeinen und Vergleichenden Literaturwissenschaft vol.148 (2011): pp.330-

31. 
19

 Thomas Irmer, "A Search for New Realities: Documentary Theatre in Germany," TDR (1988-) 

vol.50 no.3 (2006).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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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자기-지시적 표현 양식을 내놓았고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극적이다‟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듯이 연극 

무대에서는 소소한 일상보다는 특별한 스펙터클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극의 경우는 

연극의 초점이 자아의 내면으로 향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다큐멘터리 연극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탐구하기보다는 역사 세계의 특별한 사건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매혹적인 사건을 동경하는 

소위 „극적인‟ 연극만이 무대 위에 오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공감할 수 있을 일상의 가치가 비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당사자만의 특별한 해석을 사적인 

견해로 치부하지 않고 탐색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역사적 사건이 언제,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무슨 일을 겪었으며 그러한 경험을 

겪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를 공감”
20 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타인이 경험한 사실의 주관적이고 

미시적인 고찰21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20

Bill Nichols, Introduction to Documentary, Documentary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134.  
21

 어떤 문제를 독단적으로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론이 확산됨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신뢰도 역시 내용의 진위 차원을 벗어난다. 

객관적 실재는 더 이상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클리프트(Robert A. Clift)는 문화전반에서 “증대된 감각성(increased 

sensitivity)으로 인해 이전에 다큐멘터리의 목적에 상반된다고 여겨졌던 감성적인 퍼

포먼스(moving performance)의 영향력이 다큐멘터리의 중심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주

장한다. 감성과 주관적 표현성이 두드러지는 오늘날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절

대적 위치에서 해설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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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고 하나의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다큐멘터리 연극 작업을 진행해온 

리미니 프로토콜은 개인의 아카이브에서 소재를 차용하고 

당사자들을 직접 무대에 세우는 작업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그들의 

작업에는 상상에 기반하여 창조된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전문 

연극 배우도 등장하지 않는다.
22

 리미니 프로토콜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 „일상의 전문가(experts of the 

everyda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리미니 프로토콜이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말자허의 지적대로 일반인들이 공연에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연극을 아마추어 연극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의식적으로 반대하기 위함이다.
23

 자신의 일상에 있어 이미 

전문가인 그들에게는 무대에 올릴 만한 엄청난 이야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그려내는 

것이 무대에 오르는 그들의 몫이다. 리미니 프로토콜은 그들 일상에 

                                                                                                     

Robert A. Clift, "Disrupting Reality: Doubt, Authority and the Documentary Performance," 

3466324, Indiana University, 2011, p.17. 
22

 연극에서 발화 텍스트의 진정성이 공공연히 의문시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부각되고 있는 하나의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령 배

우는 왜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텍스트를 순전히 암기해서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다. 배우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실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무대 속 캐릭터에 몰입하는 

기존 사실주의 연극의 관습은 오늘날의 관객을 쉽게 설득하기 어렵다. 진짜처럼 꾸

며진 극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관객은 무대에 잠시 만들어졌던 환영의 세계에서 빠

져나와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 환영을 창조하는 사실주의 극은 현실과는 동

떨어진 채 폐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23

Malzacher, "Dramaturgies of Care and Insecurity: The Story of Rimini Protokoll," p.23. 

Malzacher, "The Scripted Realities of Rimini Protokoll."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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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타인과 사회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도24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배우가 아닌 이슈를 향하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는 

배우로 나선 이들의 연기력이나 몰입을 위한 무대 연출이 얼마나 

완벽한가보다는 그들이 가진 실제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 세계와 

연결되며,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객의 사유를 

자극하고 있는지가 중요시된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은 연극 무대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사실을 기록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사실을 유기적으로 유발하는 

촉매제”
25 로서의 다큐멘터리 연극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때문에 

환영적 세계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사실주의적 재현을 거부하는 

현대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반한 당사자의 일화를 들으면서도 연극 무대가 현실을 그대로 

                                           
24

 김수진은 자신의 일상을 다루는 개인서사가 대두되는 공연이 기존의 공연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서술하였다. 김수진에 따르면, 거대서사에서 개인서사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억하느냐‟에서 „어떻게 기억하느냐‟로의 무게중심 이

동이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문제는 무엇에 해당하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는 경험했을 당시에 당사자가 느꼈을 시각, 청각, 촉각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감각적인 기억을 동반한다. 관객들은 당시에 당사자가 느꼈을 감각적 

기억과 유사한 기억을 각기 떠올리기 때문에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당사자가 

겪었던 경험적 사실 자체와 더불어 그가 기억하는 시각과 청각, 촉각과 같은 여러 

감각들을 상술함으로써 관객 각각의 기억과 만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을 넓

힌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연자가 자신의 감각적 기억을 무대에서 기술

하는 것은 관객의 공감을 높이는 데 있어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수진, "새로운 서사와 연기의 진정성에 관한 연구 - 르 롸와 제롬 벨의 작업을 중

심으로," 드라마연구 vol. no.37 (2012): p.14. 
25

 Erik Barnouw,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사 (Documentary : A History of the Non-Fiction 

Film)』 (서울: 서울 : 다락방, 2000).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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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체감한다.
26

 관객들은 다큐멘터리 

연극에 포함된 그 어떤 객관적인 서술이나 묘사도 재현 주체의 

주관적인 시선을 포함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진짜와 똑같은 

다큐멘터리적 재현의 불가능성(impossibilities of authentic documentary 

representation)”
27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현실과 라이브 과정으로서의 재현 사이의 긴장 관계를 

탐색하며 그 탐색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대한 

담론을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26

 일례로 리미니 프로토콜의 『도이칠랜드2(Deutschland2)』  공연을 보면 독일 본

(Bonn)시에 사는 실제 시민들이 나와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모사한다. 그들은 베

를린 국회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신이 맡은 의원이 발언을 하면 그대로 따

라 말한다. 서현석의 분석처럼 『도이칠랜드2』 공연의 무대는 국회 본회의라는 현

실을 모사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에 대한 재현에 극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이 공연은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과 연극적 재현 모두에 비판적 거리두기”를 취함

으로써 현실과 그것의 재현 사이의 긴장관계 자체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현석, “실재의 파열, 실재로의 파열”, 한국연극 제398호, 2009년 9월호, (사)한국연극

협회, 2009. p.93. 
27

 Stella Bruzzi, New Documenatry: A Critical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6).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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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자전적 소재의 다큐멘터리 연극 

3. 1. 다큐멘트의 개념 변화 

다큐멘터리 연극은 흔히 시기상의 기점을 기준으로 28
 1920년대, 

1960년대, 199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다. 1960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을 이끌었던 페터 바이스(Peter Weiss)가 내리는 다큐멘터리 

연극의 정의는 1990년대 이전의 전통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개념과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다큐멘터리 연극은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factual reports) 성격의 연극이다. (중략) 다큐멘터리 연극은 

모든 지어낸 이야기를 기피한다. 다큐멘터리 연극은 무대에서 

확산되는 진짜 다큐멘터리 재료를 내용은 바꾸지 않고 형식만을 

구조화하여 이용”
29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개념은 사실 자료의 

원형 보존 및 전달, 허구적 요소의 의식적 배제 등 흔히 이해되는 

                                           
28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은 시기상의 기점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흔히 1920년

대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지칭되는 연극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1920년대를 시작으로 

1960년대까지 이어졌던 다큐멘터리 연극을 의미한다. 다큐멘터리 연극이 192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커(Youker)에 의하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연극의 명맥을 잇는 실험

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그 후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베트남 전쟁과 미국 시민

권 운동, 유럽의 학생 운동 및 노동자 운동, 반식민지 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언급하는 데 있어 정치적 성향의 예술가들은 다큐멘터리 연극의 형식이 여전히 유

효함을 재발견한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의 붐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Timothy Youker, ""The Destiny of Words": Documentary Theatre, the Avant-Garde, and the 

Politics of Form," 3506402, Columbia University, 2012. p.124.  
29

 Peter Weiss, "Notizen zum dokumentarischen Theater." In Manifeste europdischen Theaters: 

Grotowski bis Schleef, edited by Joachim Fiebach, 67-73. Berlin: Theater der Zeit. (2003[1968]): 

pp.67-68, Irmer, op. cit., pp.17-1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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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의 관습적 개념과 다르지 않다.
30

  

한편,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다큐멘터리 형식을 

탐색하는 오늘날 다큐멘터리 연극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관객에게 제시하려 했던 1920년대와 1960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31

 이는 과거 

다큐멘터리 연극과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연극이 기본적으로 

„사실(facts)‟에 대한 개념을 상이하게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페터 바이스는 다큐멘터리 무대에 신빙성 있는 사실 

자료만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늘날 

                                           
30

 라이넬트(Reinelt)는 현대에도 일부 다큐멘터리 연극이 여전히 정치, 사회적 이슈

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 연극 공연들은 

비판적 논증으로 현실 면면을 공적으로 검토하는 장을 마련한다. 다양한 의견 표출

이 가능한 포럼과 같이 공공권역(public sphere)을 촉발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

정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던 과거와는 달리, 기존의 원칙과 생각을 통해 알려질 수 

없었던 역사를 탐구하면서 역사적 혹은 사회학적 지식을 „생성‟(historical or 

sociological knowledge-making)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Janelle Reinelt, "The Promise of Documentary," Get Real : Documentary Theatre Past and 

Present, eds. Alison Forsyth and Christopher Megson, Performance Interventions, Elaine Aston 

and Bryan Reynold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p.12. 참조. 

Irmer, op. cit., p.17. 참조. 
31

 독일의 다큐멘터리 연극 연출가 크루진거(Kroesinger)가 루지나(Luzina)와 했던 아

래 인터뷰에서 크루진거 개인의 연출적 입장은 물론,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라는 고

정점에서 해방된 현대 다큐멘터리 연극 무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과 과거의 다큐멘터리 연극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준다. 

“나는 전통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1960년대의 다큐멘터리 연극 작품을 보면, 심

지어 그것이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작가가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 

너무 빨리 알아챈다. 이 부분이 내 작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관점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장(場)‟을 창조한다. 

여느 리서치 과정의 마지막에서처럼, 연극이 끝날 무렵 당신은 왜인지 연극이 시작

될 때보다 무언가를 „덜‟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유는 그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며 진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짜 질문들이 존재

하는 것이다.” 

Sandra Luzina, "Interview mit Hans-Werner Kroesinger." Der Tagesspiegel, 4 March:Kultur 

section.(2005), Irmer, op. cit., p.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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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는 사실 자료의 개념과는 다르게 해석된다. 즉, 

다큐멘터리 연극에 적절한 다큐멘트라고 여겨지는 개념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사실의 개념에 관한 한, 페터 바이스는 „사실‟에 

대한 근대적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김형식에 따르면, 

바이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명백하고, 또 타인에게도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진실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을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32

 그리하여 바이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추려 무대에 제시할 수 있으며, 관객 또한 그 사실을 변형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이스 자신이 생각하는 단 하나의 

진실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다. 바이스는 

다큐멘터리 연극의 무대가 아무리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일련의 선별과 판단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때문에 작가의 주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셈이다.  

반면에 현대 다큐멘터리 연극 작업을 하는 극예술가들은 작가가 

아무리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일단 자료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순간 사실의 전모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니콜스의 지적대로 “사실이란 담화의 해석적인 프레임 

안에서 기능할 때에만 다큐멘터리의 증거(evidence)로 변환”
33 되는 

것이다. 유커(Youker) 역시 임의의 데이터를 증거적 기능을 하는 

자료(document)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그것이 실제의 사물 그 자체라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물을 충분히 대신한다고 생각되는 

                                           
32

 김형식, "Peter Weiss의 記錄劇 연구 : Die Ermittlung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1985. 

p.103. 
33

 Bill Nichols, "The Question of Evidence, the Power of Rhetoric and Documentary Film," 

Rethinking Documentary : New Perspectives, New Practices, eds. Wilma de Jong and Thomas 

Austin, (McGraw Hill/Open University Press, 200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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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나 묘사라고 설명한다.
34

 포스트모던 문학 이론을 분석하는 

김상구 역시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리얼리티가 최상의 리얼리티가 될 

수 있다는 창작관이 포스트모던 소설 문학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언급한다.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패턴을 

창조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예술가의 역량이라는 

것이다.
35

 

이러한 사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다큐멘터리 

연극은 의식적으로 현실 자료와 허구적 요소를 상호보완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묶어내고 있다. 유커의 분석에 따르면, 실재와 

허구를 함께 묶으려는 다큐멘터리 연극의 시도는 근대 “다큐먼트의 

페티시즘(fetishism of documents)”
36으로부터 수반되었던 사실적(factual) 

담화와 허구적(fictional) 담화 사이의 견고한 구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37

 다시 말해, 19세기의 사실 숭배는 

문서 숭배라는 형태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서 자료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단순히 물리적 자료의 유무에 따른 사실과 

허구의 이분법적 분리를 초래했다. 근거가 될 자료가 존재하면 

사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구라는 식의 구분은 곧이어 표면적 

                                           
34

 Youker, op. cit., p.8. 
35

 김상구, “포스트모던 소설과 메타픽션”, Patricia Waugh, 메타픽션 :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론, trans. 김상구 (서울: 열음사, 1989). pp. 200-01. 
36

 E. H. Carr, What Is History? (Seoul: Basicbooks, 2009). p.21. 
37

 Youker, op. cit., pp.22-23.  

유커는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사람들이 역사와 진실, 텍스트적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

여 왔는지 근대 출판문화의 발전에 수반되었던 E. H. 카(E. H. Carr)의 용어 “다큐먼트

의 페티시즘(fetishism of documents)”를 빌어 설명하였다. 본문에서 간략히 설명한 것

처럼 대중이 “진실(truth)”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립하는가에 대한 사고의 변화과정은 

동시대 다큐멘터리 연극이 실재와 허구를 가지고 행하는 예술적 대응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이 인식의 변화 과정은 유커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Ibid.,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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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들만을 양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 다큐멘터리 연극은 이에 

대항하여 진정한 리얼리티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극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연극 중에서도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경우는 보다 

특별하다. 연극의 소재가 다름 아닌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대에 오르는 당사자는 일종의 편집자로서 자신이 기억하는 

인생 중에서 관객에게 보여줄 것을 걸러내어 관객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그가 무대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과거에 자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사실의 나열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과거의 

일어난 일들은 단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재료들 중 

하나이다. 이 수많은 재료들이 유의미한 사실로 확정되어 무대에 

올려지는 일련의 과정은 사실 자체가 지닌 어떤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그의 사고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에 

의거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자전적 

주체의 관점을 극의 핵심 요소로 삼아 그만의 솔직하고 특별한 

관점을 반영한 주관적 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갖는 힘은 당사자의 주관적 관점을 크게 

부각시켜 관객이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사실과 괴리가 있는 재현을 

구현하는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 괴리감이 현상을 보는 

스펙트럼을 넓혀내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당사자가 갖는 경험의 

특별함이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각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타인의 시각을 빌어 현상을 새롭게 본다. 

그리고 이 관극 경험은 관객 자신의 기억과 만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재고할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연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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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당사자의 경험적 내용 자체로부터 벗어나 확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독특한 미학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서전과 다큐멘터리, 두 가지 장르의 성격이 혼재하는 

데서 나온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내용상 자전적 주체의 

자아(self)와 외부의 역사적 사건(external historical events)을 모두 

지시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극 전반에 걸쳐 양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극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결정적으로 자전적 연극과도, 여타의 

다큐멘터리 연극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관객은 자전적 주체의 

시선과 실제 사건 사이의 관계를 숙고하는 와중에 중첩되는 주제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인다.  

네지 피진(Neji Pijin)
38 의 『모티베이션 대행(The Acting 

Motivation)』은 네지 피진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직업적 현실을 

토대로 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작업이다. 부토 무용수인 네지 

피진이 주말에 창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하루 13시간 반의 

시간을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쏟아야만 한다. 네지 피진은 생업과 

아르바이트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서 있다. 부토 무용수이자 

                                           
38

 무용수이자 안무가, 동시에 프리터인 네지 피진은 예명이다. 안코쿠 부토무용단 

다이라쿠다칸의 단원인 그의 본명은 히로유키 하타케야마이다. 가난한 예술가인 그

는 생계를 위해 4년 전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모티베이션 대행』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1년 동안은 주 5일, 하루 13시간 반을 편의점과 지하철역 가판

대에서 근무했다. 『모티베이션 대행』공연은 네지 피진 자신을 포함하여 예술가와 

프리터,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모티베

이션 대행 즉, 꿈을 향한 동기 부여를 대행해주는 작업이다. 

http://www.geocities.jp/nejipijin/page007.html 참조. 2012년 10월 11일. 

http://www.geocities.jp/nejipijin/page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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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터 39인 네지 피진은 1980년생으로 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제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세대인 소위 „로스트 제너레이션(lost generation)‟이다. 공연에서는 

네지 피진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과 같은 외부적 세계를 

지시하는 내용과 자전적 주체인 네지 피진의 내면 세계를 지시하는 

내용이 공존하지만,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에는 예술가로서 네지 피진이 

갖는 정체성 고민, 프리터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내면의 불안감, 일본 사회의 냉혹한 경제 현실처럼 층위가 

다른 여러 이야기가 혼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지 피진의 

공연은 이야기들 사이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증을 배제한다. 

때문에 관객들이 네지 피진의 일상과 감정, 생각부터 일본 사회의 

경직된 고용 상황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사유가 필요하다.  

일례로 네지 피진은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에서 자신의 편의점 

동료 와다에게 스물여덟 살이었던 과거의 네지 피진 역할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네지 피진은 관객이 보고 있는 무대에서 직접 

부탁을 하고 동료 와다는 수락한다. 와다는 곧 무대 맞은편으로 

가서 과거의 네지 피진 역을 맡는다. 이 과정은 아래와 같이 

관객에게 모두 드러난다.  

                                           
39

 프리터(freeter)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정규직에 취직

하지 못하고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프리랜스(freelanc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단어이다.  

http://en.wikipedia.org/wiki/Freeter 참조. 2014년 1월 30일. 

http://en.wikipedia.org/wiki/Fre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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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지 피진: 저는 스물여덟 살의 네지 피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와다씨, 스물여덟 살의 네지 피진 역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와다: 알겠습니다. 

네지 피진: 두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첫째, 저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저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아요. 하지만 작품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몇 번이고 

찾아올 텐데요. 그래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중략)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즘에 다시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물여덟 

살의 네지 피진은 아무 불안감도 느끼고 있지 않겠지만, 제가 

이야기해두고 싶은 건 계속 춤을 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40

 

 

관객은 무대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 다른 시점에 있는 두 명의 

네지 피진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네지 피진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예술가로서 여전히 작품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과거의 네지 피진에게 전해준다. 공연은 분명 네지 피진의 전기적 

에피소드를 재현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네지 피진 자신과 과거의 

자신, 그리고 지금의 공연을 연출하는 입장으로서의 예술가 네지 

피진의 입장이 무대에 모두 보이면서 네지 피진 내면의 다층적 

자아를 가시화한다. 네지 피진은 자신의 다층적 자아를 표현하면서 

자아의 내면적 혼란과 대립, 화해를 보여준다. 관객은 네지 피진의 

삶에서 그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40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The Acting Motivation)』 공연 DVD, 2012년 4월 10일, 

국립극장 소극장 판, 페스티벌 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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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자체를 직접 보게 된다. 

네지 피진의 내면을 탐색함과 동시에 관객은 작품 내의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 공연에서 제시되는 정보들 사이의 공백을 연결하면서 

작품 뒤편의 내러티브 패턴(the narrative pattern of backtelling)
41 을 

읽어내야 한다. 외부의 현실 세계를 지시하는 정보들이 분절적으로 

제시된다. 이 정보들은 관객에게 „현실로부터 콜라주된 파편들‟
42로 

인식된다. 일례로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는 지극히 지엽적인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각 등장인물이 스스로를 규정할 때 중요하다고 직접 선택한 

것들이며, 그 인물의 성격은 물론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와다가 무대에 마이크와 튀김기를 설치한다. 네지 피진이 무대에 

나와 관객을 바라보고 서면 성우가 나레이션으로 네지 피진을 

소개한다.) 

나레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네지 피진입니다. 무용이나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은 하타케야마 히로유키입니다. 십이 

년전 다이라쿠다칸이라는 컴퍼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입단을 계기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어릴 적 꿈은 비디오 

대여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졸업 앨범에도 „장래희망: 

                                           
41

 피셔-리히테는 선형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따르지 않는 작품의 경우에, 관객의 상

상력과 기억은 부분적으로 작품 뒤편에서 넌지시 말해주는 „내러티브 패턴‟을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러티브 패턴은 기존의 사실주의 극의 선형적 

내러티브와는 달리, 관객 모두를 이해시키는 절대적 응집력은 부재한다. 

Erika Fischer-Lichte, "Reality and Fiction in Contemporary Theatre,"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33 no.1 (2008): p.92. 
42

 유커는 이런 류의 허구적 연극 장치를 “다큐멘트의 인위적 배열(the artificial 

configuration of documents)”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배열은 표면적으로는 분명 인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세계의 패턴과 느슨한 연결점을 드러낸다. 

Youker, op. cit.,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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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대여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무용이나 연극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십이 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도쿄를 떠나 일본 남쪽에 있는 벳부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벳부에 가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중략) 교대.
43

 
44

 

 

무대에 처음 등장한 네지 피진에 대한 소개는 감정이 배제된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덧입혀진다. 관객들은 예기치 않게 무용수가 

된 이후 네지 피진의 삶이 생계 유지를 위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이은 객원 

배우 소야에 대한 소개는 네지 피진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제시된다. 

 

나레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소야 카오루입니다. 본명입니다. 48 세. 

독신입니다. 자전거를 못 탑니다.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삽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24 년 전, 

분가쿠좌라는 극단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생 1 년, 연수생 1 년, 

중단원 2 년을 거쳐서 단원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습니다. 인세로 생활합니다. 2012 년 2 월부터 프랑스에서 유학 

중입니다. 장래희망은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지한데 이 얘기를 하면 웬일인지 다들 웃습니다. 교대.
45

 

                                           
43

 장면 전환은 „교대‟를 외치면서 이루어진다. 이때 치킨을 튀기던 사람은 교대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핵심인 „교대‟는 공연 구성의 모티프로 사용된다. 무대 전환은 

교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인터뷰 질문을 하던 사람은 인터뷰 대답을 하는 사람

으로, 인터뷰 대답을 하던 사람은 치킨을 튀기는 사람으로, 치킨을 튀기던 사람은 

인터뷰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교대된다. 이는 공연 내에서 허구적 장치로 기

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대를 하지 않으면 본업인 무용수로 전환할 수 없는 그의 

직업적 현실을 환기시키는 구성적 재현이기도 하다. 네지 피진은 아르바이트 교대를 

묘사하는 장면이나 상황을 표면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환기(evocation)‟시

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관객에게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직관적 느낌을 제

공한다. 
44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The Acting Motivation)』 공연 DVD. 
45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The Acting Motivation)』 공연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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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에서 1980년에 태어난 네지 피진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1985년생인 편의점 동료 와다는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 유소년기를 보낸 프레셔 세대를, 1965년생 분카쿠좌 배우 

소야는 일본의 거품 경제가 한창일 1990년 전후에 취직한 세대를 

일컫는 버블 세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46

 하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 전체를 흐르는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관객에게 주어지는 것은 등장인물 각각에 대한 개인적 정보에 

가깝다. 눈앞에 보이는 미시적인 정보들과 공연에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진실 사이에서 현실 세계의 

면모를 확인하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들은 한 부토 무용수의 

생각과 처지로부터 시작해서 프리터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네지 

피진의 감정이 무엇을 내포하는 것이며, 또다른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관객 나름대로 이야기와 담론 사이의 관계를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객 사유의 공간 47 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객의 사유를 통해 네지 피진이 공연에서 던지는 질문은 

일본 젊은이들의 얼어붙은 고용 상황을 내포하며 사회적 영역, 즉 

                                           
46

 http://www.geocities.jp/nejipijin/page007.html 및 2012 페스티벌 봄 『모티베이션 대

행』 공연리플렛 참조. 2012년 10월 11일. 
47

 일방적으로 특정 사실이나 주장을 주입시키기보다 관객의 자발적인 사유를 유도

한다는 측면에서 자전적 다큐멘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한 담론과 지식을 생성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현석 역시 자전적 다큐멘

터리 작품이 실제로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가 혹은 창작자의 감정이 얼마나 진솔한

가보다는 창작자가 표현하는 생각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어떤 구실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관객이 사유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서현석, "스스로를 향해 카메라를 든 사람들," 韓國 言論學報(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0 no.6 (2006). p.136. 

http://www.geocities.jp/nejipijin/page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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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역사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작품 안에는 그 어떤 간단명료한 

해결책이나 결론적 메시지도 없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과 모순에 대한 

관객의 의식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점들은 관객의 분석이나 사유를 기다리며 관객에게로 넘겨진다. 

관객은 자신의 사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치, 사회적 맥락을 모두 

동원하여 연극이 메워주지 않는 다양한 층위의 간극을 스스로 

연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무대 

위 사건이 과연 실재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실제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2. 자전적 주체의 현전 

최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연극은 스스로 어떻게 존립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실적인 서사의 기능은 사전 

녹화와 편집을 통해 보다 섬세한 구현이 가능한 영화 장르에 

상당부분 이양되었다. 미디어의 화려한 스펙터클은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연극 무대의 그것을 압도한다. 때문에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소재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기존의 사실주의극과는 달라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영화나 다른 미디어가 아닌, 연극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객에게 색다른 예술적 감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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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아닌 경우, 

연극은 작가와 화자, 등장인물 간의 분리를 전제 48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고 무대에 서는 배우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러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작품 속에 함축된 작가로부터 

실제 작가를 분리시키는 관습을 깨뜨리고 직접 무대 위에 자신이 

현전하기에 이른다. 즉,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자전적 주체인 당사자가 부여받는 

권위는 막대하다. 그는 해당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가(창작자)이고 발화자이며 등장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동일성으로 인해 자전적 주체의 현전은 곧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작가가 작품 속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작가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성, 즉 자신의 창작 행위 자체를 언급함으로써 작품 

뒤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거나 실제 현실과 공연 현실 사이의 경계를 

                                           
48

 관객들은 연극을 볼 때 대개의 경우 무대 뒤에서 연극을 만드는 연출가와 극중 

등장인물을 분리시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는 양자가 

같은 인물이며 그만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무대를 본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관객은 연극의 내용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 사실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김성희는 이 의구심을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순기능으로 해석한다. 일단 관객은 이야기된 자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엿보

고자 하는 투시의 욕망을 실현함은 물론, „이야기된 자기‟를 통해 „이야기되지 못한 

자기‟의 그림자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희, "리뷰&이슈: ‚자기 이야기하기‛와 배우들의 수행성 ≪다정도 병인 양하여

≫ ≪본다≫," 연극평론 vol.66 (201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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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하려 하지 않는다.
49

 오히려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연극적 환상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려 현실과 허구 50 의 주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을 

관객에게 상기시킨다. 공공연히 드러나는 자전적 주체의 목소리는 

현실과 무대를 중개하는 자신의 입장을 부각시킴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의 상황이 전혀 매개되지 않은 현실로 보여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49

 워(Waugh)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론 내에서 작가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상이 어

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상술한 바 있다. 그는 일찍이 실제 작가가 허구적 문학

세계 안에 등장하며 실제 세계와 허구 세계를 넘나드는 서술 방식에 주목하였다. 워

에 따르면, 모더니즘 문학에서는 미메시스식 보여주기(showing)에 치중하여 표면적 

리얼리티를 추구하였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보이는 자의식적 픽션(self-

concious fiction)에서는 작품 안으로 들어간 작가의 이야기하기(telling)가 두드러지며 

이로써 그의 개인성이 과시되는 리얼리티를 추구한다. 워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으로 지목한 이야기하기에 대한 강조는 브레히트의 연극론과도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관객이 무대 위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하기를 

원했던 브레히트는 배우들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극중극 형식과 자막, 해설 등을 활용하여 사건이 어떻게 구

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사건을 전개할 것을 강조한다.  

Patricia Waugh, Metafic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85). pp. 130-33 참조. 
50

 드리어쎄에 따르면, 과거의 연극에서 허구라는 용어는 드라마 텍스트가 만들어내

는 허구적 세계만을 지시했던 적이 있었다.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허구는 대부분 현

실과는 유리된 채 무대 위의 환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구와 환영의 용어는 혼

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라마 텍스트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허구의 영역을 

탐색하는 극 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구는 환영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

을 가지게 된다. 드리어쎄가 말하는 허구의 개념은 현실에 반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해석되는 의도적 시뮬레이션 행위(an intentional act of 

simulation that translates between reality and the imaginary)” 라는 이저(Iser)의 의견에 기반

한 것이다. 환영(illusion)은 속이고 가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illudere에 어원을 

둔다. 환영을 창조하는 무대의 재현은 재현되는 대상과 완전히 일치해야만 한다. 여

기서 현실로부터의 거리는 무엇이든 사라지며, 동일시를 기반으로 하여 관객에게 반

드시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반면, 허구(fiction) 혹은 허구성(fictitiousness)

은 형태를 부여한다는 뜻의 라틴어 fingere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떤 것에 형태를 부

여하는 의도적 행위를 지시한다. 허구적으로 창조된 무대는 무대화된 것으로써 관객

에게 분명히 인식된다. 허구를 통해 관객의 습관적 태도를 중지시키고 현실의 새로

운 면모를 발견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 쓰인 허구의 개념 역시 현실

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극 무대에서 현실 세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색하는 의도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Dreysse, "The Performance Is Starting Now.", op. cit., pp.83-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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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은 자전적 주체인 네지 피진이 관객에게 

인사를 전하는 셀프 비디오 영상으로 시작된다. 이 녹화 영상 

속에서 네지 피진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는 편의점 점원 복장을 하고 하타케야마 

히로유키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다.  

 

네지 피진: 안녕하세요. 저는 네지 피진입니다. 오늘 모티베이션 

대행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도쿄 서쪽에 있는 

기요세라는 동네의 편의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평상시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개인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리허설이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동료가 시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동료는 언제나 제 작품을 볼 

수 없었습니다.
51

 

 

영상에서 네지 피진은 편의점이라는 실제 현실 공간에 존재하지만 

그가 상정하는 청중은 공연장의 관객이다. 영상 속 네지 피진은 

자신을 직접 소개하며, 자신의 실제 현실과 허구적으로 구성되는 

무대 현실 사이의 매개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어서 네지 피진은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의 모티프가 실제 

현실의 단면으로부터 취해졌다는 사실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그는 

자신이 어떤 배경 하에서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을 만들게 

되었는지, 작품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지 찬찬히 설명해준다. 

 

네지 피진: 네지 피진이란 이름은 물론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하타케야마입니다. 오늘은 항상 시간을 바꿔주던 동료에게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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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The Acting Motivation)』 공연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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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겼습니다. 그대신 저는 동료가 일해야 했던 시간에 대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고 있다곤 해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 대신 다른 동료가 계산대에 서있습니다. 평소 시간을 

바꿔서 공연에 출연을 하고 그 동료가 일해야 하는 시간에 제가 

일을 합니다.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모티베이션 대행입니다. 제가 쉬어도 누군가 그 시간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쉬면 

누군가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전 오늘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52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에서 네지 피진의 셀프 비디오 영상과 

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실제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자료로 기능한다. 하지만 

이 공연은 관찰자 입장에서 추려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적 주체인 네지 피진이 직접 개입하여 해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매개자로서 네지 피진이 자신의 목소리를 강조할수록 

실제 현실과 이로부터 재구성된 공연 현실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이 공연은 네지 피진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 

직접 재해석한 제 3의 현실로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실주의적 재현 연극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지닌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극에서는 환영적 세계를 그릴 때 허구와 

현실의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연극 안에 현실의 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객이 허구와 현실을 분간하는 것은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관객이 보게 되는 것은 허구와 현실이 뒤섞여 창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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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The Acting Motivation)』 공연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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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환영이다. 또한, 사실주의적 재현 연극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작가와 작품 속에 존재하는 등장인물 사이의 분리가 전제되기 

때문에 무대 위에 폐쇄적인 세계로 제시되는 환영은 관객에게 실제 

작가의 세계와는 독립적으로 형성된다고 받아들여진다.  

1990년대 이전의 다큐멘터리 연극 역시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다큐멘터리 연극은 

수많은 증거 자료에서 기인한 고도의 지시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측면을 크게 강조했다. 고전적인 다큐멘터리 연극 안에 적게나마 

존재하는 허구적 요소는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기 어렵도록 작품 

속에 녹아든다. 작가는 작품의 내러티브 이면에 자신의 존재와 

의도를 은폐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작가와 등장인물 

사이의 분리를 전제하고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경우에 작가는 자신의 존재를 

극대화하여 작품 안으로 들어온다. 관객은 엄연히 작품의 외적 

요소라고 생각했던 작가로서의 당사자가 작품 내에서 작가로서의 

위치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창작 행위 혹은 연행 행위 자체를 

언급하는 데서 그것을 현실의 층위로 받아들인다. 관객들은 그가 곧 

재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연극 내부의 이야기로 전개되며 그 

이야기가 현실과의 유사성을 띤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관객은 이 

연극 내부의 이야기를 허구의 층위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관객들은 이 현실의 층위와 허구의 층위, 혹은 그 둘 이상의 다수의 

층위 사이를 오가면서 나름의 해석을 만들어 나간다. 관객이 스스로 

해석을 형성하는 과정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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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현전하여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만으로 이 

연극이 한 개인의 일상을 나열하는 연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그로부터 창발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담론을 생성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정리하여 보면,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표면적인 이야기의 

층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담론의 층위를 다층적으로 형성하는 

연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작품 내에서 자신의 창작 행위를 

언급하는 방식은 “작품의 이야기와 담론 사이의 관계를 유희(play 

with the relations between story and discourse)”
53하는 다층적 해석의 

차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 안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연극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요소가 단순히 당사자가 연극에 출연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현전으로 말미암아 작품 

내에 현실과 허구의 층위가 분명히 분리되어 나타나면서도 동시에 

공존하는, 독특한 구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현실과 허구, 담론과 이야기 사이를 평행선처럼 두고 그 

사이를 오간다. 과거의 연극이 현실의 모사체 혹은 허구적 환영으로 

대변되며 연극 공연 자체의 정체성을 작품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다면,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공연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과시한다. 이렇듯 연극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대 자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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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ugh, op. cit.,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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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연극은 오늘날 포스트드라마 연극 담론에서 드라마를 

떠나 연극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주의적 재현을 

벗어나서 연극의 리얼리티가 어떻게 대안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2 

 

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무대화 

4. 1. 미디어 사회의 연극 무대와 관객 지각 

오늘날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들의 경계는 최근 몇십 년 동안 

크게 확장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단지 기술의 발명과 적용을 

넘어 대중의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은 개인의 일상은 물론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 양식, 

심지어 경제 메커니즘마저도 바꾸어 놓으며 그 엄청난 파급력을 

과시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가상 게임, 소셜 네트워크와 

더불어 자란 세대에게 그 가상 공간 안의 무수한 컨텐츠들은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54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가 삶의 일부로 깊이 

침투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공간의 개념은 크게 달라졌다.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는 가상 세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네트워킹은 사람들이 느끼는 지역적 거리감을 크게 좁혀놓았다. 

원할 때면 언제든지 접속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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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웹 서핑을 하고 화상통화를 하며, SNS를 통해 친구

들은 물론 유명인사와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일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다. 달리 말하면 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 내에서 사실적이라는 것의 절대적 

기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어떤 현상이나 시스템이 만

들어지고 일단 사람들이 그에 적응하고 나면 그 현상이나 시스템은 그 자체로 실제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네트워크 속에서 다른 사람은 물론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

적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자신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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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른 시차 또한 

무색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거리에 대한 개념은 과거의 물리적인 시간, 공간 개념과 

똑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차와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이동하는 생활권이 확대된 것처럼, 가상 세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살아가는 생활 반경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확장시켜 놓았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지각 방식 자체도 변화시켰다. “모든 미디어가 

인간 감각의 확장”
55이라고 했던 맥루언의 말처럼, 카메라와 비디오 

같은 기술 매체들은 시각 및 기억의 한계를 무너뜨렸으며,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지각하고 저장하는 인지 구조도 변화시켰다. 찰나의 

순간을 저장하는 카메라를 통해 우리는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오래되어 잊혀가는 기억을 생생히 

불러올 수 있으며, 또한 나의 개인적인 기억을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다.
56

 시간을 담아내는 비디오 영상도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절함으로써 움직임과 시간에 대한 관념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57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에 보편화된 PC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함과 동시에, 음악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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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Signet, 1964). 

p.35. 
56

 카메라는 육안으로 정밀하게 볼 수 없는 작은 물체의 접사 기능과 한눈에 담을 

수 없는 광각의 파노라마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한 대상을 디

지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복제와 수정, 배포가 용이해졌다. 카메라의 디지

털화는 웹상에서 사진 데이터를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7

 사람들은 영상이 흘러가는 프레임의 재생 속도에 따라 눈으로 보던 기존의 현상

이나 움직임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슬로우 모션 영상과 같은 느린 

화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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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스턴트 메신저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멀티 태스킹 기능 58 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파편적인 정보들에 점차 

익숙해졌으며, 곧 그들이 제공하는 작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자로서 사람들의 지각 방식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공간감이 크게 확장되고 지각 방식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연극 무대를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니터에서 멀티 태스킹하는 것이 

일상 그 자체인 사람들이 연극 무대를 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연극 무대를 만든다고 할 때, 연극의 무대는 그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극장에 오는 

사람들이 무대 공간을 현실 세계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는 삼차원 

공간으로 인식했다면, 오늘날 스크린과 홀로그램, 이원 생중계 기술 

등을 도입해 시공간의 확장을 시도하는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변화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일찍이 체코의 무대 미술가 스보보다(Svoboda)는 무대 위에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각도로 관찰될 수 있도록 그 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부각하여 연극 무대의 시공간 속에 구현하였다. 그는 이것을 

                                           
58

 PC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및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

(Firefox) 등과 같은 웹 브라우저(web browser)들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가상 세계에

서 동시에 다수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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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장면성(polyscenicness)”
59 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개념은 오늘날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무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보보다의 다중장면성 개념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 무대가 

보여주는 허구적인 측면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장면성을 실현하기 위해 스보보다가 사용했던 무대 기법들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플래시백(flashback) 및 꿈, 클로즈업과 

같은 다수의 영상들을 등장인물의 재현과 병치시키거나, 혹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인공들의 관점 쇼트(POV, point of view shots)을 

제시함으로써 등장인물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적 관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시선 차이를 

강조하는 파편적 이미지들을 무대에 제시하였다. 이미지들 사이의 

분절성은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치들을 더욱 강조하였다.
60

 한 사건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공존하는 연극적 공간을 창조하는 스보보다의 무대는 

연극의 내용뿐만 아니라 무대화의 측면에서도 등장인물들의 

                                           
59

 스보보다는 “다중장면성”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양과 크기가 다른 다수의 스

크린을 무대에 배치하고 필름 영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영상을 통해 그는 드라

마에서 고조되는 감각을 강화했으며, 무대화되는 행위에 보충적인 설명 자료를 제공

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공연 영상 

스크린과 배우의 인터랙션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불리는 공연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는 연극적 재현의 기반이 더 이상 드라마 텍스트가 아니라, 연극 연출과 

무대 미술 사이의 적극적인 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라고 언급하며 드라마 

텍스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연극 무대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내비친다. 이는 그가 

이미 포스트드라마적 관점에서 연극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Burian, J. M. The Scenography of Josef Svoboda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1), 

p.31, Greg Giesekam, Staging the Screen : The Use of Film and Video in Theat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52에서 재인용. 
60

 스보보다의 무대화 기법에 대해서는 아래 가이시캠의 단행본을 참조하였다.  

Giesekam, op. cit.,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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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연극 무대를 고정된 세트가 아니라, 

불연속적인 장면들이 시퀀스별로 구성되는 동적인 과정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맞물려 관객이 연극에 기대하는 바도 

점차 달라졌다. 오늘날 관객들은 무대 공간에서 “묘사나 실제성의 

복제가 아니라, 그것의 다차원적 모형의 창작(no longer be the 

description or copy of actuality, but the creation of its multi-dimensional 

model)”
61 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백영주는 이러한 관객 의식의 

변화가 사람들이 무대 위의 장면을 하나의 컷(cut)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다수의 컷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연극의 무대화 방식이 결정되는데,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무대에서는 비연속적인 컷들이 병렬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연극적 행위의 연속성이 깨어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62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무대는 경험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현실을 

의식화하기 위한 “제시적 공간(presentational space)”
63으로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내러티브의 흐름을 

                                           
61

 Svoboda, J. The Secret of Theatrical Space (ed. J. M. Burian, New York: Applause Theatre 

Books, 1993), p.17, Giesekam, op. cit., p.53에서 재인용. 
62

 백영주, "연극 무대에서의 뉴미디어 도입과 관객성의 양상(the Employment of New 

Media on the Theater Stage and the Mode of Spectatorship)." op. cit., p.223. 
63

 Ibid.,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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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적으로 전개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64

 그렇다고 하여 

무대에 주어지는 분절적인 이미지들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관객들은 그 이미지들이 하나의 세계가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관객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불연속적인 구성을 취함으로써 

역으로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고 할 것이다.  

요약하여 말하면, 현대의 미디어는 무대 공간의 형성과 관객의 

수용 방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상세계와 미디어가 현대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시공간 개념과 지각 방식은 크게 변화하여 연극의 무대 공간 역시 

새롭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무대는 사건의 

인과 관계가 아니라 분절적인 장면의 연속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퀀스 사이의 분절성이 연극의 허구성을 강화한다. 

관객들은 무대 공간이 물리적으로 삼차원 공간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하는 공간임을 자각하게 된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한 

현상으로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역시 현실과 허구 사이의 

접촉면을 가시화하는 허구화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현실이 매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64

 분절적인 구성을 취함으로써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초점은 분산된다. 이것은 드라

마 연극에서 집착했던 내러티브의 선형성을 방해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내러티브가 선형적이고 일관적이어야만 관객들의 이해도가 높

아지고 감동도 배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되려 시선을 분산함

으로써 극의 내용 전달은 물론 통합될 수 없는 현상과 삶의 여러 측면을 관객에게 

제시하여 자율적 사색을 도모하고 있다. 미디어의 보편화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컨

텐츠 수용 방식의 변화가 무대의 연출과 관객의 지각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48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허구적 측면은 매체 환경을 고찰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흐름 속에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2. 다큐멘터리 연극의 허구화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공연에서 무대라는 공간은 

관객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창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윈도우 프레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안에서 보이는 내러티브의 비선형성과 총체성의 결핍 같은 

포스트드라마적 특성들은 현대 사회가 변화시킨 사람들의 지각 

방식을 인지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임의의 허구적 세계 혹은 특정한 사실 자체를 

진짜인 척 구현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하려 시도하면서 

무대는 세상을 보는 모니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관객들이 

무대라는 프레임 안의 분절적인 정보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무대 공간을 보다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연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무대는 다원적인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며 허구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오늘날 다수의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허구적인 무대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다큐멘터리 연극의 경우에는 허구화에 대한 논의가 보다 

자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에 기반함을 내세우는 

다큐멘터리 연극이 허구화된다면 다큐멘터리가 지니는 존립 근거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상상에 기반한 연극과의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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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해진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다큐멘터리 연극 장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아이러니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혀 매개되지 

않은, 현실 그대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연극은 분명 

수없이 많은 리허설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재현이 정말 진실하다고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이것이 연출적으로 조율되고 연습되는 이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무대 위의 재현은 진실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극이다. 연극 

무대는 현실과 다르며, 그 현실을 직접 찾아가서 프레임에 담을 수 

있는 영화와도 다르다. 관객들은 다큐멘터리 연극 무대를 보면서 

공연의 어떤 면들이 실제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기대하면서 

연극적 사건에 접근한다. 그러나 라이넬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연극 공연에서 관객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바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에 제시되는 현실의 자료가 그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65

 가드도 다큐멘터리 

연극의 진정성 문제를 분석하면서 관객들의 양가적 수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따르면 관객들은 무대에서 바깥의 현실을 지시하는 

사람들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객들도 무대 위 공연자들이 

‘겉보기에’ 진짜로 보인다는 사실을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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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elt, op. cit.,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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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종의 암묵적 동의를 거친 결과라고 가드는 지적하는데, 이 

암묵적 동의란 ‘진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허구적인 장면을 

생각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동의이다.
66

 라이넬트와 가드의 분석은 

관객이 다큐멘터리 연극의 진정성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인다. 그것은 관객이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진정성의 

느낌을 기대하면서도 허구적 구성을 용인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대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무대가 현실 세계의 진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현실의 요소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하는 

허구화의 행위를 통해 양면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다. 허구화 

과정에서 생기는 연출적 과장과 거칠음은 관객에게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강한 강조라는 확신”
67 을 

준다. 관객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은 작품이 지닌 관점의 특별함이다. 

허구성을 강조하는 재현은 관습적인 사고의 패턴이나 표면적으로만 

이해되는 사회 현상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의도된 과장을 통해 

느껴지는 어색함이 익숙하게 보이는 현실에 새로운 관점과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에서 네지 피진은 극장 공간을 콜라주 

                                           
66

 Ulrike Garde, "Spotlight on the Audience: Collective Creativity in Recent Documentary and 

Reality Theatre from Australia and Germany," Internationale Forschungen zur Allgemeinen und 

Vergleichenden Literaturwissenschaft vol.148 (2011). p.326.  
67

 “a conviction that what we see is not what careful scrutiny of the facts would reveal, that what 

we see is an intensified emphasis on how these films see the historical world from a particular 

point of view” 

Nichols(2001), op. cit., p.55.  



 

51 

 

하듯 분절적으로 구성하여 허구적인 무대를 구현한다. 네지 피진은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각종 튀김을 튀길 때 사용하던 

튀김기 68 를 공연 소품으로 사용했다. 한국 공연에서 그 튀김기는 

아무것도 없는 공연장 바닥에 어울리지 않게 놓여졌다. 한 명의 

공연자는 편의점 가판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킨과 감자튀김, 

치즈스틱을 공연장 한편에서 튀겨낸다. 이와 동시에 다른 두 명의 

공연자들은 번갈아가면서 서로를 인터뷰한다. 일본의 각기 다른 

세대(generation)를 대표하는 세 명의 공연자들은 교대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미래의 꿈과 냉혹한 현실을 비교, 분석한다. 

관객들은 공연장 바닥에서 튀겨지는 후라이드 치킨 냄새를 맡으면서 

마감할인 시간에 튀김구매를 권고하는 말을 가상의 손님에게 건네는 

눈앞의 네지 피진을 보게 된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과 일하는 시간 동안 몰래 

편의점 CCTV를 공연에 활용하는 네지 피진의 퍼포먼스 영상이 

함께 제시된다. 네지 피진은 텍스트 인용 구절, 공연자들의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화, 퍼포먼스 영상, 공연 전체를 흐르는 „교대‟의 

모티프와 같이 언뜻 유기적 맥락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공연 

                                           
68

 네지 피진이 소품으로 사용하는 튀김기는 현실로부터 떨어져나온 한 파편으로 기

능한다. 이 파편들은 현실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상징적으

로 일부‘대체’한다. 『모티베이션 대행』 공연처럼 현대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

극은 무대의 재현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고의적인 연출을 취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지 않도

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의 무대는 사실주의적 재현을 포기하지만 관객에게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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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69을 통해 공연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간과 공간, 자신과 다른 

관점, 자신과 타인의 삶의 이야기를 무대라는 공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낸다. 무대에서는 네지 피진이라는 다원적 

주체가 이해하고 있는 복합적 현실의 단상들이 나열된다. 이 주관적 

현실의 모습들은 꿈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왜곡, 변형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무대의 구성은 분절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무대 

공간의 구성은 다수의 쇼트(shot)들처럼 인식된다고 백영주는 

분석한다.
70

 관객들은 산발적으로 펼쳐진 파편적 이미지들 속에서 

“클로즈업과 자세한 일화, 전체 맥락의 사이를 유동적으로 오가는 

미시-거시 구조(a micro-macro structure)”
71를 파악하고 공연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허구화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69

 포스트드라마 연극 중에서 이질적인 공연 요소들을 공연 전반에 배치함으로써 관

객들의 주의를 의도적으로 흩트려 놓고 이로써 매체가 난무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적 시각을 내포하는 공연들이 존재한다. 백영주는 논문에서 리차드 포어먼(Richard 

Foreman)의 퍼포먼스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언급하고 있다. 포어먼은 관객석에서 

자신이 연출하는 퍼포먼스의 제 3의 나레이터로서 직접 개입하는데, 그가 내뱉는 단

어들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조합을 이룬다. 이 단어들은 무대 위의 이미지와 논리적 

개연성 없이 충돌하며, 조명과 소리, 움직임도 의도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포어먼의 

공연에서 관객이 보고 듣는 이질적 이미지와 소리는 상충하며, 이로써 관객은 매체

의 효과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부재하는 감각적 현실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대사와 움직임, 조명 및 음향 효과가 

서로 충돌하도록 의도적으로 개연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전적 다큐멘터

리 연극의 공연 요소들은 하나의 귀결점으로 모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들 사이의 논

리적인 개연성이 전혀 부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백영주, "현대 퍼포먼스 공간의 탈근대성과 조형적 특성," 기초조형학연구 vol.12 no.1 

(2011). p.295. 
70

 백영주는 연극 무대의 구성이 영상 쇼트처럼 구현된다는 사실이 연극 무대가 영

상 언어를 의식적으로 흉내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스크린과 모

니터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텔레비주얼 환경과 이미지 위주의 문

화 구조에서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백영주, "연극 무대에서의 뉴미디어 도입과 관객성의 양상(the Employment of New 

Media on the Theater Stage and the Mode of Spectatorship).", p.225. 
71

 Malzacher(2010), op. cit.,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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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질 수 있다. 한 가지는 관객들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트러트리는 것이다. 

관객은 연극의 어디까지가 정말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면서 

대상 자체 혹은 공연화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 현실와 허구의 경계에 초점을 맞추어 허구화를 진행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공연의 한 예로 리미니 프로토콜의 연극 

『발렌스타인(Wallenstein)』 72
 공연을 들 수 있다. 『발렌스타인』 

공연에는 군 사무관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거쳤던 전 독일군 

군인, 하이겐 리히(Hagen Reich)가 출연한다. 리히는 관객들 앞에서 

NATO 미션부터 코소보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보고한다. 

그는 “첫 날, 첫 장면”이라는 말로 보고를 시작한다. 그는 어떤 

사건을 시간 순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례가 될 만한 

몸짓이나 흉내, 음성으로 사건의 내용을 전달한다. 리히는 사무관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자신이 배웠던 군인 의례, 잠복 기술 등을 

설명하고 관객들은 점차 그의 군인 시절에 몰입한다. 리히는 코소보 

작전 수행 중에 일어난 소요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 바로 옆에서 

노파가 발로 차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리히는 그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자신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을 토로한다. 공연의 마지막은 “마지막 날, 

마지막 장면”으로 보고된다. 리히는 자신이 한번도 코소보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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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발렌스타인』공연 내용과 분석은 아래 동영상과 문헌을 참조하였다.  

『Wallenstein – Eine dokumentarische Inszenierung』동영상 http://vimeo.com/41480630 

Jens Roselt, "Making an Appearance: On the Performance Practice of Self-Presentation," Experts 

of the Everyday : The Theatre of Rimini Protokoll, eds. Miriam Dreysse and Florian Malzacher, 

(Berlin: Alexander Verlag, 2008). pp.50-56. 

Dreysse, op. cit., pp.86-87, 95-97. 

http://vimeo.com/414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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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었음을 고백한다. 리히의 경험은 모두 독일군 훈련 캠프에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가상의 상황이었다. 그것이 가상임을 알지 

못했던 훈련병 리히는 개인의 신념과 윤리관에 반하는 상황을 

보고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부의 명령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그곳을 뛰쳐나오고야 말았다. 이로써 리히는 훈련 과정에서 

탈락했으며 지금은 실직 상태이다. 관객들은 그가 겪었던 가상의 

상황이 그에게 어떤 정서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실제로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는지 공연을 통해 지켜보게 된다. 

관객들은 평범한 사람의 삶 안에 가상의 상황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는지 그리고 종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긴밀한 관계를 깨닫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방금 전까지 리히가 

코소보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군 훈련 

캠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휩싸인다.
73

 

반면, 위에서 제시한 방향과는 반대로 『발렌스타인』 공연은 그 

구성에 있어서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선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킨다.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허구로, 허구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전환의 순간을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실과 

허구의 중점에서 관객들은 자신이 익숙히 잘 안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발렌스타인』의 공연자 로버트 

헬퍼트(Robert Helfert)는 제 2차 세계대전 시절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회상하다가 갑자기 내러티브를 끊고, 느닷없이 자살과 영웅적 

죽음의 상관관계를 찾는 최신 연구를 발표한다. 전쟁에 대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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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ysse, op. cit., pp.95-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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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관객 개개인의 개인적,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킨다. 곧이어 학회장에서나 볼 법한 과학적 

양태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면서 직전에 만들어진 전쟁의 

이미지들과는 전혀 다른 연상을 자극한다. 드리어쎄가 분석하는 

것처럼 이 연극은 스스로 연극적 공간을 생성했다가 발화 양태가 

전환되면서 그것을 다시 무너뜨린다. 부연하면, 공연을 보는 관객의 

사고는 그의 증언이나 영상과 같이 무대에서 주어지는 각종 

정보들을 선별하여 개념화, 맥락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내 그것이 

안정화되려는 순간에 연극은 갑자기 전혀 결이 다른 정보를 

쏟아내는 것이다. 관객의 사고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연극은 관객의 사유가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한다. 관객들이 그때까지 연상했던 이미지와 기억, 받아들여야 

했던 공연 방식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고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하는 허구적 장치는 전쟁이라는 피상적 관념이나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자가 느꼈을 전쟁의 공포를 

연상하거나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공연의 주제는 현실과 

허구의 중점에 놓여 있는 허구적 퍼포먼스 텍스트에 관객이 

동화됨으로써 안정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74

  

쉬쉬팝(She She Pop)의 『유서(She She Pop & Their Fathers: 

Testament)』는 현실과 허구 사이의 간극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면서 

허구화를 진행하는 공연이다. 쉬쉬팝의 공연은 현실에서 차용한 

소재와 문학 텍스트가 나란히 병치되는 것이 작품 전체의 큰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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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ysse, op. cit., p.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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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자 사이의 경계는 외견상 뚜렷이 부각된다. 

『유서』공연에는 실재의 인물과 극적 인물이 모두 등장한다. 이 

공연에서 한 명의 공연자는 1인 2역을 맡는데,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리어왕의 등장인물이다. 자전적 이야기와 

문학 텍스트 양자 간의 전환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공연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유산과 부양 문제를 논의하다가 불현듯 

스크린에 비치는 리어왕 텍스트를 낭독한다. 게다가 쉬쉬팝 

단체에서 유일한 남자인 세바스찬 바크(Sebastian Bark)는 리어의 딸 

역에 크로스-젠더 캐스팅(cross-gender casting)되었고, 공연자들이 극 

초반에 맡았던 희곡의 배역은 심지어 중간에 바뀌기도 한다. 

쉬쉬팝이 이 혼돈스러운 연출을 취하는 이유는 애초에 리어왕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마음이 없음을 피력하면서 사실주의적 재현 

연극과는 다른 효과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란 관객 

지각의 초점이 서로 다른 지각 체계 사이를 진동할 때 파생하는 

새로운 사유이다. 즉, 희곡의 내러티브에 관객을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내러티브에 들어오게 했다가 빠져나오게 만들고 

이내 다시 내러티브에 끌어들이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피셔-리히테에 

따르면, 신체의 비정상적 사용이나 크로스-젠더 캐스팅과 같은 

연극적 장치들은 극적 인물을 임시적으로 사라지게 하면서 관객의 

주의를 현상적 몸에 지시하거나 고정시킨다. 반대로 문학 텍스트의 

드라마투르기는 관객의 주의를 극적 인물로 이동시킨다. 피셔-

리히테는 무대 위 구체적 유체(有體, coporeality)와 재현된 

캐릭터(represented character) 사이를 복합적으로 지각하면서 공연의 

의미를 엮어내는 것을 “지각적 멀티안정성(per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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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tability)”으로 설명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관객의 지각 체계는 

현전의 체계(the order of presence)와 재현의 체계(the order of 

representation) 둘로 구성되는데 그것이 어느 한 쪽에 영구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객의 초점은 배우의 현상적 

몸(the actor‟s phenomenal body)과 극적 인물(the dramatic figure) 사이를 

진동한다.
75

 자전적 소재와 문학 텍스트 사이의 간극을 부각시키는 

『유서』공연은 관객의 지각 초점이 현전의 체계에서 재현의 체계로, 

재현의 체계에서 현전의 체계로 옮겨지도록 분명하게 안내한다. 

관객은 번갈아서 진행되는 쉬쉬팝의 이야기와 리어왕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다. 하지만 지각 체계의 전환과 그 전환의 반복으로 인해 

관객이 이해하는 연극의 총체적 의미는 그 어느 쪽도 아니게 된다. 

관객이 연상하는 것은 두 이야기를 토대로 하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이며 그것의 내러티브는 관객마다 개별적이다. 주로 그것은 

관객 각자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하여 펼쳐지기 때문에 양상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 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작품에서는 분절적인 자극이 

예측할 수 없이, 또한 산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객의 몰입이 

다소 방해를 받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허구적인 구성을 취함으로써 기존의 

선형적인 내러티브를 지닌 재현 연극에서보다 관객의 사유가 

창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75

 Erika Fischer-Licht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Performance : A New Aesthetics, trans. 

Saskya Iris Jain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8). p.148.  

Fischer-Lichte, "Reality and Fiction in Contemporary Theatre.", op. cit.,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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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허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라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다루는 현대의 

극예술가들은 실재와 허구의 경계에 대한 관객의 의식을 날카롭게 

만들고자 시도한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역시 현실 세계와 

허구적 세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은 연극의 핵심 축을 

구성한다. 드라마 위주의 선형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안적 재현 

체제를 모색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역사 세계의 실제 

사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낯설게 만드는 허구화의 연출 

전략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현실 세계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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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결론  

본 논문은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상으로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현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소재 측면과 무대화 측면을 분석하였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다양한 양상들은 기존 드라마 형식을 그대로 

수용한 연극 구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드라마를 벗어나서도 연극이 지닐 수 있는 독자적 연극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면서 연극의 개념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극 현상들이 생겨났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전문 

배우가 아닌 당사자들이 무대에 나와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전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적 경향이다. 역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개인의 

일상사에 대한 성찰을 위주로 다루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고찰하지만 그것을 확장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타인과 사회를 재인식하도록 유도한다. 

과거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다큐멘트는 

문서나 영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기록물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문서 

자료조차 관찰자의 주관적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오늘날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제시되는 

다큐멘트의 개념은 변화하였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당사자가 

겪은 경험에서 오는 그만의 생각과 관점을 부각하여 다큐멘트로 

제시한다. 또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무대 위에 당사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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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시킴으로써 허구와 현실의 층위를 분리시킨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은 자전적 주체의 주관적 시선과 실제 사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제 현실 세계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미디어의 보편화와 가상세계의 확장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 

무대에 대한 관객 지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의 무대가 허구성 짙은 무대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 

역시 오늘날의 허구적이고 다원적인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무대화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명백한 허구화를 통해 실재와 허구의 경계에 대한 

관객의 의식을 날카롭게 하며 관객의 창발적 사유를 촉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자전적 다큐멘터리에 주목하였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당사자가 현전하는 소재 측면과 연극 무대가 허구화되는 무대화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 연극의 본질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로 귀결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본고는 니콜스와 

레인과 같은 기존 다큐멘터리 영화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영화학 내에서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칭되는 장르의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영화학의 

연구를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의 

비판적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리미니 프로토콜 

단체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를 참조하거나 확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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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분석하는 작품에 적용한 부분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리미니 프로토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 다루는 분석 작품들에 기존 선행 연구의 이론적 설명과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리미니 프로토콜이 아우르는 연극의 

폭이 상당히 넓고 작품 사이의 연출 성향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적용한 선행 연구들이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들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고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연극 개념의 확장 및 

그에 따른 여러 제반 현상을 설명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흐름의 

지류로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을 짚어내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맥락을 읽을 수 있어 유의미할 것이다. 자전적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은 문학이나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 분석되고 있지만 유독 연극 

장르에서만큼은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본 논문에서 폭넓은 문헌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생각된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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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as a Subsection of Postdramatic Theatre 

 

Choah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obes the material and staging aspects of contemporary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which has been magnified as one form 

of postdramatic theatre. After the 2000s,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taking the form of personally relaying his/her 

narratives of the autobiographical subject on stage,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stream of genres that greatly reflects the reality on stage. This research aims to 

show that the recent rising of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can be 

understood in the broader context of postdramatic theatre by means of 

examining the theatric material and stage production of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Chapter 2 reviews the dawning of postdramatic theatre. The criticism of 

dramatic text raised by postdramatic theatre has broadened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concept of theatre. Common factors among the various forms of 

postdramatic theatres are their truthfulness and connectivity to the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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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his paper draws it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is recognized as a form of theatre that encompasses all 

these factors. 

Chapter 3 shows that the criticism of realistic reproduction which has been 

made in postdramatic theatre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in the material 

aspect of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Contrary to the ones from the 

1920s and the 1960s, contemporary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by 

combining historical events and the perception by the autobiographical subject, 

represents the reality, not as it is, but augmented with perspectives of the 

autobiographical subject. Also, the autobiographical subject deliberately 

mentions his/her taking a part in the production to emphasize on his/her role of 

mediation between the reality and the stage. The most essential mechanism of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is that the autobiographical subject 

magnifies the boundaries between the historical events and their theatrical 

reproduction which allows the audience to have his/her own interpretation. 

Chapter 4 points out the fact that as media affects the cognitive behaviour of 

the audience and expands his/her awareness, the way a postdramatic theatre is 

produced has also been affected. In this regard,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adopts a method of fictionalization by which visualizes the boundaries 

between a historical event and a theatric reality. The scenic discontinuities 

caused by fictionalization make the subjectivity of experiences stand out and 

give the audience new perspectives on reality. The significance of 

fictionalization used in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can be found in 

this respect and this is where it shares the common ground with postdra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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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e. 

This research aims to show that contemporary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eatre can be understood as a subsection of postdramatic theatre 

that shares formal characteristics in both material and staging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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