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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장소특정 연극에서 연행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논한다.장소특정 연극은 무 가

갖춰진 극장이 아닌 비연극 인 장소에서 실연되는 연극이다.그에 따라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실연 장소의 지정학 입지나 사회 이고 역사

인 맥락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 주를 이룬다.그 지만

연극이 실연되는 치의 변경은 극장 내에서는 불가능했던 연행 공간을

형성하면서 연극이 작동되는 방식에도 향을 미친다.극장에서 연행이

무 라는 단일한 고정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에 반해,장소특정 연극은

다양한 실연 장소의 공간들을 연행을 해 사용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서 연행 공간의 수와 크기,형태 등은 변형된다.본고

는 이 같은 양상이 연행 방식과 람 방식에 향을 미치며 장소특정

연극의 본질 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보고 공간 특징에 주목한다.

2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 개념이 형성된 맥락을 살펴 으로써 실연

장소의 조건과 기능을 고찰한다.우선 1960년 미니멀리즘 미술의 공간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장소특정 미술을 통해 장소특정성의 의미와 유래

를 검토한다.장소특정 연극은 미술에서의 장소특정성이 행 인 연

극 공간에 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된 공간 실험 연극들과 만나면서 형

성되었다.그 과정에서 장소특정 연극의 실연 공간이 되는 발견된 공

간 개념을 쉐크 의 환경연극과 더불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의 연행 공간이 변형되는 양상을 사례를 통

해 구체 으로 분석한다.장소특정 연극이 실연되는 공간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 크게 구분한 후,공간 형태에 따라 연행 공간이 변

형되는 양상을 다시 나 어 살펴본다.연행은 무 와 객석의 구분이 없

는 공간의 곳곳에서 이루어진다.여러 개의 공간들에서 연극이 실연되는

경우, 심 연행들은 사 에 연출자에 의해 계획된 경로에 따라 순차

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기도 하고,동시다발 으로 곳곳에서 산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연행 공간들의 양상을 악한 후에는 이를 토 로 연

행 공간의 변형이 배우의 연기,표 방식,태도를 비롯해 연극의 순서

등에도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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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

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우선 객들은 연행 공간 안에

존재하며 극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갖게 된다.장소특

정 연극에서 객은 배우와 더불어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따

라서 객은 배우를 비롯하여 다른 객,실연 공간,연극에 사용된 오

제와의 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형성한

다.무 -객석의 공간 구조에서는 일방 인 의미 달식으로 의사소통이

행해졌다.하지만 연행 공간의 변형과 그에 따른 객들의 치 변화는

연극 내에서 상호 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든

다.

이를 통해 본고는 장소특정 연극의 독특한 연행 방식과 복잡하게 작

동하는 의사소통 구조가 단지 장소의 변경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된

변형된 연행 공간과 그 구조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용어에 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특징들이 구체 으로

검토되지 못한 장소특정 연극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이 연극 형식을 보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 :장소특정 연극,장소특정성,연극 공간,발견된 공간,

객,의사소통

학 번 :201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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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우리가 연극을 람한다고 할 때 가장 먼 떠오르는 장소는 극장이

다.연극을 한 고유의 공간을 갖춘 극장은 연극 발 에 기여하고 그것

을 증명해 온 곳이다.그러나 극장은 연극에 있어 일종의 한계로 작용한

다는 지 을 받기도 한다.극장 내의 공간 구조가 연극 공간을 무 -객

석으로 양분하는 을 고착화시키고 극장 건물 자체가 연극의 창작과

실연에 있어서 하나의 규율 체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1)이 같은 문제

제기는 연극이 실연됨에 있어서 장소의 의미를 요하게 인식하게 만든

다.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소 자체와 장소 선정의 배경 등이

요하게 작용되기도 한다.따라서 장소에 한 복합 인 의미와 해석들은

연극의 기획부터 창작 실연 과정 내내 수정되고 충되며 연극에

향을 미친다.

장소특정 연극(Site-SpecificTheatre/Performance)2)은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연극과 극장의 계를 재평가함으로써 공간 행을 극복하는

1)바즈 커쇼(BazKershaw)는 ‘극장에서의 공연은 연극을 규율 체계에 묶는

것’이라고 말하며,이는 공연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The Radicalin Performance:Between Brechtand Baudrillard,

LondonandNewYork:Routledge,1999.) 한 티옹고(NgugiwaThiong)는

극장을 ‘제한(confinement)’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간주했다.연극에서 장소

문제를 연구하는 조앤 톰킨스(JoanneTompkins)는 이들의 이 모든 공

연과 극장에 입될 수는 없으나 어도 극장이 아닌 장소에서 행해지는 연

극이 보다 유연한 공연 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JoanneTompkins

Anna Birch and Joanne Tompkins,Performing site-specific theatre:

politics,place,practice,London:PalgraveMacmillan,2012,p.7-8

2)이 용어는 개별 작품의 특성에 따라 Site-SpecificTheater나 Site-Specific

Perofrmance로 쓰이는데,국내에서의 번역어 한 ‘장소특정 연극’,‘장소

특정 공연’,‘장소특정 퍼포먼스’등으로 나뉜다.하지만 각각의 번역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며,오히려 ‘장소특정 ’에 방 이 놓여

있다.본고에서는 이를 ‘장소특정 연극’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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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형식들 하나이다.용어 자체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장소특정 연

극에서 요하게 다 지는 것은 ‘장소’와 ‘연극’의 계이다.극장이라는

장소로 표되는 연극의 공간 규범에서 벗어나면서 새롭게 발견되고

설정된 극장 밖의 실연 장소가 장소특정 연극의 가장 핵심 인 요소로

부각된 것이다.장소는 장소특정 연극에 련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로 요하다.많은 연구들은 실연 장소를 극장 밖으로 옮김으로써 발생

되는 장소특정 연극의 효과에 집 하여 분석하거나 장소 자체가 가진

성질에 의한 연극의 의미 변화에 주목한다.

국내에서는 2006년을 후로 장소특정 연극의 개념에 구체 으로

근하기 한 시도들이 생겨났는데,그 게 증가해 온 연구들의 부분도

와 같은 맥락에서 장소특정 연극을 바라보고 있다.국내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들은 장소특정 연극의 개념을 검토하고,개별 인 작품 분석

을 통해 장소와 연극의 상 계 사이에서 발생되는 의미와 효과를 밝히

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3)장소 자체는 장소특정 연극의 ‘내용’이자

‘형식으로 규정되며 장소특정 연극의 요한 특징으로 장소가 강조된

다.4)

3)장소특정 연극은 「다매체시 한국 연극의 변화에 한 소고」에서 새로

운 연극 형태 가운데 하나로 언 된다.이 논문은 장소특정 연극을 새로운

공간 탐색으로부터 출발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악산에서 공연된 극단 여

행자의 <연-카르마(karma)>를 사례로 다룬다.여기서 <연-카르마>는 장소

특정 연극을 표방하고 공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연극을 구성한 조

건들을 볼 때 장소특정 연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 된다.작품이 실연 장

소에 ‘귀속’되지 못하고 그 장소에 따른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이 그

이유이다.여기에서 장소특정 연극이 장소와 계 맺는 방식은 연극이 장

소에 맞게 귀속되고 순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이진아,「다매

체시 한국 연극의 변화에 한 소고」,『드라마연구』 25호,한국드라마

학회,2006. 한 비평의 차원에서 국내에서 실연된 장소특정 연극의 사례

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장소성이 검토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김소연,「장

소 특정성 연극에서 ‘장소’는 무엇인가:<당신의 소 를 옮겨드립니다>,<헤

테로토피아>」,연극 평론,2011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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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장소특정 연극은 장소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과의 계 속

에 놓여있으며,이에 한 논의들도 다수 존재한다.김도일5),신 숙6),

백로라7)는 국내에서 공연된 작품들—<헤테로토피아>,<만달라의 노

래>,<미라클>,<마리>,<거리에서(EnRoute)>,< 천시민아 트 가,

나,다>,<ONEDAY,MAYBE언젠가> 등—에 한 분석과 비평을 통

해 장소특정 연극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이들은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소특정 연극에서 나타나는 공간 특성과 객과의 계,연

출 방식,포스트드라마 연극으로서의 특징 등을 논한다.그 가운데 백로

라의 연구는 장소특정 연극의 개념을 비교 포 으로 검토하며 공

간 구성과 객 체험을 다루고 있다.비록 개별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간

연출의 측면을 주로 논하고 있지만,장소에 따라 재구성되는 공간을

심으로 실연 방식을 논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간에 한 이해는 장소와 더불어 장소특정 연극을 분석하기 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사 정의에 따르면,공간은 “어떤 물질이나 물체

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고,장소는 “어

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이다.즉,장소와 공간은 공통 으로

‘어떤 물질이 존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

4)장소특정 연극의 장소성은 다른 비(非)극장 연극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특징으로서 제시된다.이진아는 장소특정 연극에 한 다른 연구들이

짚고 있는 장소특정 연극의 특징들―“공간의 새로운 확장(극장의 탈피)“과

” 객의 극 참여“등―이 다른 공간 실험 연극들의 효과와 차이가 없

음을 지 한다.이진아,「장소특정 연극에서 “장소”와 “장소성”의 문제 –

서울의 도시 이동 퍼포먼스를 심으로」,한국연극학회,Vol54,2014,

73-121면.

5)김도일,「장소특정 연극으로서의 < 천시민아 트 가,나,다>와 <ONE

DAY,MAYBE.언젠가> 연구」,『드라마연구』43호,한국드라마학회,

2014.

6)신 숙,「장소특정 연극-퍼포먼스 연구 -한국의 공연작품들을 심으로

-」,한국연극학,49권,171-208면.

7)백로라,「장소특정 퍼포먼스(Site-SpecificPerformance)의 공간 구성과

객 체험」,국제언어인문학회 제15권 2호,2013년 8월,99-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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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포하고 있는 물리 인 일정 역이다.유사한 의미만큼 자주 혼용

되지만 두 개념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공간이 임의의 역이나

리 퍼져 있는 범 에 가깝다면,장소는 ‘치(location)’를 내포한 공간

개념으로,사람들의 계가 되고 개입되어있다.이처럼 공통 과 차

이 을 모두 갖고 있는 두 개념은 별개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상호 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푸 투안(Yi-FuTuan)8)은

규정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공간들에 가치가 부여됨에 따라 공간이 장소

로 특정되며,장소는 다시 공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따라서 장소특

정 연극에 한 논의에서도 장소를 이야기할 때에는 공간에 한 이해

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장소특정 연극에서 장소를 구성하는 구체 인 요소

로서의 공간을 본격 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다수의 연구들

은 물리 이고 사회 인 치로서의 장소가 장소특정 연극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주목한다.작품 분석 비평

과정에서 체 실연 장소 내의 연행 공간에 집 하더라도,개별 작품들

의 공간 연출 방식을 논하는 형태가 다수이다.석사 논문 가운데에는 공

간 디자인 측면에서 장소특정 연극의 공간을 다루고 있는 이 있으

나,9)여기에서도 공간은 무 -객석의 이분법 틀 안에서 분석됨으로써

장소특정 연극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성격과 구조의 특색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다면 장소특정 연극의 장소와 공간은 기존의 극장 연극 다른

비(非)극장 연극들과 어떻게 다른가?그리고 실연 장소의 변경만으로 설

명되지 않는 장소특정 연극의 본질 인 특징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

8)이-푸 투,구동회 심승회 [공]옮김,『공간과 장소』, 윤,1995,19-20면.

9)이 은 공간에 한 분석보다는 장소특정 연극의 사례와 작품별 공간 연

출 방식을 소개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따라서 장소특정 연

극의 의미 발생 원리나 구조를 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강민정,「장

소특정 (Site-Specific)극 공간 디자인 연구」,상명 학교 문화 술 학원

공연 상미술학과 석사논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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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이 질문들에 답하기 해서는 장소특정 연극을 구성하는 세 한

부분들에 한 이해가 더 구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선행 연구들에서

두드러지는 장소 자체에 한 고찰은 다른 연극 양식들과의 차별화를 통

해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 효과 일 수 있으나,장소특정 연극의 본

질과 구조를 드러내기 해서는 공간 특징을 기반으로 연극이 실연되

는 방식과 객들이 연극을 수용하는 방식 등을 연구하는 작업이 더 필

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한 답을 찾기 해 주목한 것은 장소특정 연극에

서 나타나는 공간 구조이다.장소가 바뀜으로써 장소특정 연극에서의

공간은 기존 연극과 다른 공간 구조를 갖게 되었다. 한 극장에서의 연

극이 단일한 무 에서 행해졌던 것과 달리 장소특정 연극은 실연

장소 내의 여러 공간을 활용한다.이것은 연출 방식,실연 형태 람

방식 등에 향을 미친다.즉 장소특정 연극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일

차 으로 장소이지만,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들’과 ‘공간의 구조’가

이 형식만의 특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서

의 공간은 극장에서의 연극 공간과 다른 방식으로 인식되고 다 져야 한

다.장소특정 연극의 미학은 이분법 인 공간 구분으로 표되는 극장

의 행을 비틀고 뒤집는 가운데 형성되는데,이를 기존의 방식으로 해

석하는 것은 장소특정 연극의 목 과 성취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장소특정 연극의 공간 구조를 통해 장소특정 연극의 본

질 인 특징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2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과 그 공간을 이해하기 해 연극에서의 장소특정성 개

념을 고찰하고 장소특정 연극의 실연 공간이 되는 ‘발견된 공간(Found

space)’개념을 쉐크 의 환경연극과 더불어 살펴본다.이를 해 장소특

정성 개념의 미술사 유래와 연극사 맥락에서 이어져 온 공간 실험

연극들 사이의 계를 검토한다.넓은 의미에서의 장소특정 연극은 ‘실

연 장소의 변경’이라는 요인을 심으로 다양한 형식을 포 하고 있어,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따라서 장소와 연극의 계를 면

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소특정 연극을 섬세하게 구분해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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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이 발견된 공간을 연극 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개의 심 연행 공간을 갖는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고 보고,이

양상을 단일 공간과 복수 공간으로 나 어 살펴본다.연극 실연 장소마

다 다른 공간 구조에 따라,장소특정 연극은 한 공간 내에서 실연되

기도 하고 여러 개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실연되기도 한다.따라서 큰 구

분은 실연되는 공간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 나 후,공간의 형

태에 따라 나타나는 심 연행 공간의 양상을 다시 나 어 살펴볼 것이

다.분석을 해 사용된 작품은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의 <블랙 워

치>(2009,2012),극단 펀치드 크의 <슬립 노 모어>(2015),극단 드림씽

크스피크의 <원데이,메이비 언젠가>(2013),서 석 연출의 <헤테로토피

아>(2010),트리스탄샵스 연출의 워크 공연 <공간을 깨우다>(2014)등

이다.10)

4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에서 나타나는 연행 공간의 변형이 객들

에게 연극 람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보

고,그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구조를 서술한다.연

극 람 행 는 사실상 작품을 이해하고 향유하며 그에 따른 평가로 이

어지는 감상을 의미한다.그러나 장소특정 연극에서의 람은 객이

스스로 작품의 부분 인 참여자로 기능함으로써 수동 인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객과 배우는 함께 의미를 만들어내고 객은 보다

극 으로 작품 내부의 의미를 발굴하게 되는 것이다.의사소통의 경로는

크게 작품 내부와 외부로 나 어 설명할 것이다. 자는 작품이 실연되

는 동안에 객을 심으로 형성되는 연극 인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후

자는 작품이 종료된 후 사회와 공동체로 되는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10)분석 상으로는 국내에서 공연된 작품을 주로 선정했으며,국내에서 공연

되었더라도 ‘장소특정성’이 반 되지 못한 순회공연의 경우 장소특정 연극

으로 실연된 연 공연을 분석 상으로 삼고 국내 공연 람 경험을 참고

했다. 한 국내에서 합한 분석 작품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해외 지 공

연을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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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는 새로운 연극에 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

으로 소비되어 온 장소특정 연극의 독특한 작동 방식과 의사소통 구조

가 단지 장소의 변경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된 변형된 연행 공간과

그 구조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공간 구조를 심으로 장

소특정 연극을 형성하는 세부 인 요소들을 살핌으로써 이 연극 형식

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 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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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소특정 연극의 공간

2.1.연극에서의 장소특정성

장소특정성은 일정한 곳에 치한 공간이자 넓이,높이,재질,밝기,색

깔 등과 같은 물리 인 요소들을 포함한 지형 인 조건인 ‘장소’를 유

하고 활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특성을 가리킨다. 술에서 장소특정성은

특정한 지리 역이나 건물,공원 등의 장소에 술가가 개입하여 해

당 지역의 환경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작품 활동을 하거나 혹은 장

소와 계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맥락을 작품화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장소특정 미술은 1960년 후반 미니멀리즘의 사유 방식과 함께 형성

되었는데,11)장소특정 미술 작업은 실내와 야외,도심이나 시골,사막,

바다,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행해졌다. 기

에 장소특정 미술은 미술품 시를 한 이상 인 공간으로 구축된 갤

러리나 미술 내에서 심미안 인 감상만을 지향하는 경향에 한 비

으로써 등장했다.작품들은 작품이 속한 공간의 바닥이나 벽의 질감,색

깔,천장의 높이와 모양,조명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고,틀이나

기단 없이 놓여 작품에 따라 가까이 근하거나 만지는 것 등이 가능해

11)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요소나 장식을 최소화하고 사물 고유의,본질 인

특성을 강조하는 술 사조이다.이 경향은 작품이 시 공간과 별개로 존재

할 수 없으며,작품이 놓인 공간 한 작품과 더불어 경험되는 요한 요소

라고 보는 인식을 발 시켰다. 를 들어 미니멀리즘 미술을 선도한 작가

하나인 도 드 드(Donald Judd)는 작품 활동과 더불어 특정한 물체

(SpecificObjects)개념을 통해 작품과 장소의 긴 한 계를 나타냈다.

DonaldJudd,"SpecificObjects,"1964,ArtsYearbook8.

장소특정 미술의 계보에 한 논의에서 권미원은 시공간에 한 이 같

은 미니멀리즘 미술의 공간 인식으로부터 장소특정 미술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KwonMiWon,우정아 외 옮김,『장소특정 미술』,서울:

실문화,2002,2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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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써 람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이와 같은 장소특정성은 공간

과 무 하게 작품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이동성을 가졌던 미술 작품이 교

환 가능한 상품으로서 유통되는 시장 경제 세력에 한 항으로서도 기

능하게 되었다.이후 장소특정 미술은 일상과 술의 경계를 허물거나

지역 공동체와 공존을 모색하는 공공미술의 역으로 역할이 확 된다.

제도에 의한 한계를 비 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개인들의 삶에 더 깊

이 여하게된 것이다.이런 공간 확장이 범 한 학문 역과

담론으로 연결되면서,장소는 작품을 한 하나의 선결 조건이 아닌

작업의 ‘내용’으로 기능하게 된다.12)

이러한 장소특정성 개념이 연극에 용된 장소특정 연극은 무 가

갖춰진 극장이 아닌 장소13)에서 실연되는 연극으로,작품의 주제나 형태

는 장소의 역사나 구조,인상,분 기 등에 한 극 인 탐구와 더불어

서 완성된다.연극에서의 장소특정성은 미술 분야의 개념이 통 인 극

장과 행 인 연극 공간에 한 반성에서 비롯된 연극 실천과 만나면

서 구체화되었다.20세기 로 거슬러 올라 다다이즘과 함께 시작된

술 실험들은 연극에서 아르토의 잔혹극, 히트의 서사극으로부터

해 닝,환경연극 등으로 이어졌다.특히 연극과 장소의 계를 재평가함

으로써 행 인 연극 공간으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하는 경향은 야외극이

나 거리극,환경연극,비가시 연극 등으로 나타났다.장소특정 연극

한 이와 같은 공간 실험 연극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타난 것

으로,연극에서 오랜 기간 추구한 변화와 실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최근 미술의 장소 특정성은 기능 인 장소까지를 포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이버 스페이스 같은 자 장소에서 공간을 텍스트화하거나 담론을 공간

화하기도 한다.권미원은 이러한 들을 아우르며 장소의 실질 인 정의가

“고정 이고 실제 인 입지에서 유동 이고 가상 인 담론 벡터로 환”

되고 있다고 본다.권미원,앞의 책,52면.

13)극장의 무 는 연극이 실연되기에 최 화 된 공간이며 연극 환 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장소특정 연극은 그 환 이 제되지 않은,연극이

아닌 실용 인 목 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실용 으로 사용되었던 실

세계의 장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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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특정 연극은 장소와 연극의 긴 한 계 내에서 만들어진다는

을 기본으로 한다.넓은 의미에서 장소특정 연극은 연극과 장소의

문제에 국한하여 ‘극장 밖의, 실 세계의 장소를 토 로 구상된 연극‘이

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여기서 장소는 극장 밖의,실재 장소라는 이

강조된다.극장 한 실 세계에 실재하는 장소이지만,극장 안에서 사

람들은 무 에서 실연되는, 실 세계와 구분되는 허구의 세계를 수

용한다.이 은 극장 자체를 도시의 다른 공간들과 구별하게 만든다.결

국 극장 밖 실 세계의 장소란 이러한 허구의 세계가 가정되지 않는 장

소를 의미한다.장소특정 연극의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의

거리나 공항,공원과 같은 일상 인 장소와 더불어 폐교나 폐공장,한

한 시골,잊 진 상가와 같이 비일상 인 장소까지도 아우른다.일상 인

장소에서의 연극은 주로 술과 일상의 을 발견하며 경계를 허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사회 이고 정치 인 목 으로 거리로 나선 공연들

의 경우에도 이 효과를 통해 목 을 달성하고자 했다.장소특정 연극

의 경우 작품에 따라 그 목 이 다를 수 있으나,기본 으로 일상성에

의거하여 거리극과 공유하는 지 들이 많다.한편 비일상 공간에서의 연

극은 버려지거나 잊 진 공간을 함으로써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

슈와는 다른 사회 ,지역 ,정치 ,미학 목표를 갖는다.

그러나 극장 밖이나 실 세계의 장소에서 실연되는 연극이라 하더라

도 이를 모두 장소특정 연극으로 볼 수는 없으며,장소와 연극의 계

를 면 히 검토하여 장소특정 연극을 보다 섬세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14)첫 번째로 장소특정 연극은 단순히 실연 장소와 치만을

14)장소특정 연극을 정의 내리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의문

과 논란이 여 히 존재한다.그 이유는 이 개념에 한 정의가 넓은 의미에

서 사용됨에 따라 거리극이나 야외극을 비롯한 공간 실험 연극들과 구분

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공간과 계한 실험 연극들의 부분이

‘장소 특정 ’이라는 용어 아래로 모여들어,그 새롭게 유행하는 양식이 되

어 버렸다”는 지 을 받는다.LynGardner,"'Site-specifictheatre'?Please

bemorespecific",theguardian.com,accessedOctober16,20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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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변화를 통해 실연 방식과 양식에서도 변화를

가한 연극을 지칭한다. 를 들어 로시니엄 무 형태의 야외 공연장

에서 진행되는 연극은 장소특정 연극으로 간주되지 않는데,그 이유는

장소특정 연극이 액자형 무 와 제 4의 벽의 존재로 표되는 통

인 연극 공간의 행을 깨기 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연극 환 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서 극장 밖을 실연 장소로

삼은 연극 한 장소특정 연극으로 볼 수 없다.막스 라인하르트(Max

Reinhardt)는 1933년 피 체의 보볼리 공원(BoboliGardens)과 옥스퍼드

의 사우스 크(SouthPark)에서 <한 여름 밤의 꿈(MidsummerNight’s

Dream)>을,1934년 베니스 산 트로바소 장(SanTrovasoSquare)에서

<베니스의 상인(MerchantofVenice)>을 공연했다.그는 야외의 연극

속 사건의 장소와 유사한 곳으로 객들을 데려오고자 했다.목 은 환

과 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구분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객과 배

우를 모두 연극 환 속에 함께 존재하게 하는 것이었다.이는 기본

으로 연극 환 과 실 사이의 벽을 깨기 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객을 극의 일부로 참여시키기 한 것이기도 했다.따라서 무 와 객석

의 이분법 구분의 임을 깨고 객들의 치에 변화를 가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하지만 장소의 역할이 본의 환 을 구 하는 매우

사실 인 세트의 일종으로 존재한다는 면에서 그 역할이 제한 이다.장

소특정 연극에서 장소는 연극의 본을 구 할 수 있는 최 의 배경이

아니라 연극의 본부터 구 방식에까지 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로서

기능해야 한다.

http://www.theguardian.com/stage/theatreblog/2008/feb/06/sitespecifictheatreple

asebe)

그밖에 작품과 장소 사이의 계에 한 연구를 해 만들어진 '장소특정 '

이라는 용어가 주류 기 이나 담론에 의하여 마치 새로운 용어인 것처럼 무

비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 은 미술계에서도 존재한다.권미원은 그의

책 서문에서 이 용어가 카탈로그,보도자료,기 신청서,잡지 리뷰 등에서

무차별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사람들은 이 용어를 '비 성'이나 '진보성'의

기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 했다.MiwonKwon,Oneplaceafter

another:Site-specificartandlocationalidentity,MITPress,200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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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장소특정 연극이 극장 밖의 공공장소에서 실연되더라도,

그것은 근성을 높이기 한 목 은 아니다.‘극장 밖’이라는 장소특정

연극의 장소 규정은 극장 건물의 폐쇄성을 포함한 연극 공간의 행

반에 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이를 극 으로 활용하는 연극 양식

으로는 거리극이 표 인데,여기서 ‘거리’는 실제 길이나 도로를 포함

하여 학교나 쇼핑몰,공항,기차역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일상 인 공

공장소 반을 의미한다.따라서 객들에게는 티켓을 매하고 돈을 지

불하는 등의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이 같은 연극 작업은 높은 근성

과 개방성을 기본으로 술과 일상의 경계,극장과 극장 밖의 경계를 허

무는 데에 목 이 있다.이에 비해 장소특정 연극은 새로운 장소를 발

견하고 이와의 긴 한 계를 통해 구축된 새로운 연극 양식 자체를 통

해 기존의 행을 극복한다.새로운 장소의 발견과 연극 변형은 목

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된다.구분을 허물며 새로운 장소를 발견함으로써,

사회와 문화,경제,지역,정치 등의 쟁 을 연극화하는 것뿐 아니라 연

극 행을 벗어난 술성을 구 하기 때문이다.작품에 따라 공공장소

를 특정하여 공연되는 경우 개방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장소특

정 연극은 그러한 개방성 자체에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때문

에 거리극과는 차이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거리극과의 비교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장소특정 연극의

다른 특징은 공연 장소의 치 이동이 제한된다는 이다.장소특정

연극은 특정한 한 장소와의 긴 한 계 내에서 제작된다.따라서

같은 작품을 새로운 장소에서 실연하게 될 경우 그 장소에 맞는 변형이

이루어진다.그에 비해 거리극은 같은 작품이 어느 거리나 공원에서 공

연되어도 무방하며 오히려 다양한 장소들에서 공연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장소특정 연극에서 실연장소의 성격은 작품의 방향을 결정한

다. 를 들어 가이 맥컬리(GayMcAuley)의 설명은 장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장소특정 연극의 양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보여 다.15)우선

15) Gay McAuley,“Introduction”,LocalActs:Site-Base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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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은 작품이 요구하는 물리 이고 미학 인 특징을 갖춘 비

통 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으로,이때의 장소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이 경우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벽,색깔,

질감 등의 물리 인 요소들과 더불어 장소의 사 이거나 공 인 역사를

통해 형성되는 분 기가 장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공간의 연극

인 활용 방식에 향을 미치는 이 같은 요소들은 장소특정 연극의 미

학 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두 번째는 특정 장소에

속한 공동체와 계된 공연이다.여기서 공동체는 특정한 공간 역과

연계되므로,지역 성격을 띤다.주제뿐만 아니라 배우의 발음,의상,색

감 등의 요소에서 묻어나는 지역성은 그 장소와 공동체의 쟁 들을 드러

내고,이를 통해 지역과 공동체의 쟁 이 사회 ‧지역 ‧정치 인 역

으로 공론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세 번째는 장소 자체의 역사 정치

가 재에 요하게 작용하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다.동시 의 이

슈와 연 된 실 장소에서 진행되는 장소특정 연극은 연극 환

과 실 세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이러한 특성은 제 4의 벽으로

표되는 이분법 인 행을 깨는 술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역사나 정

치 이슈를 연극화함으로써 실 세계에 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장소특정 연극은 극장 밖의 실 세계에 실재하는 장소를 발

견하고 행 연극 공간에 한 비 을 바탕으로 그 장소를 연구하고

재구성한다.따라서 장소와 그것을 구성하는 공간의 활용 방식은 장소특

정 연극의 형식을 규정하는 요한 요소이다.장소특정 연극의 공간

은 과거에 ‘실험 ’이라고 여겨져 온 불특정한 구조로 나타난다.각각의

특정 장소마다 달리 나타나는 공간 구조의 불확정성으로 인해,공간의

구조와 그에 따른 특성을 논의의 상으로 삼는데 어려움이 있다.하지

만 장소특정 연극이 이를 텍스트로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물리 인

구조와 상태의 향을 받는다는 을 고려할 때,장소특정 연극의 장

소와 공간은 구체 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Practice,AboutPerformanceNo.7,2007,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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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의 공간 특성을 밝히기 해 우선 실

세계의 장소인 장소특정 연극 공간을 발견된 공간(FoundSpace)의 개

념으로 살펴볼 것이다.발견된 공간에서 기존 극장의 이분법 공간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불확정 이고 다양한

장소특정 연극 공간의 구조를 체계 으로 정리해볼 것이다. 한 이

과정을 통해 장소특정 연극 특유의 연행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

볼 것이다.

2.1.발견된 공간의 활용

비연극 인 모든 장소들은 장소특정 연극의 실연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그러나 연극의 실연장소가 되는 곳은 그 가운데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발견되고 선택된 곳들이다.‘발견된 공간’은 연

극 으로 활용되고 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연극을 해 사용

된 비연극 인 공간을 가리킨다.이 용어의 유래는 1913년 미술계에서

뒤샹(MarcelDuchamp)에 의해 발된 “발견된 오 제(Foundobject)”의

개념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발견된 오 제는 실용 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 작품으로 고려되지 않은 물체나 기성제품을 새로운

에서 보고 에 없던 의미를 더하여 술 작품의 지 가 부여된 것을

지칭한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서 발견된 공간은 연극이 실연되는

공간을 설명할 때 요하게 사용된다. 트리스 비스(PatricePavis)나

피어슨(Pearson)은 장소특정 연극이 ‘발견된 공간’을 연극 으로 활용

하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16)

16) 비스는 “극장 밖 실 세계의 장소에 기 하여 구상된 연극”인 장소특정

연극이 “‘발견된 공간’에 고 이거나 인 텍스트를 삽입함으로써

공간에 새로운 빛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한 이를 통해 연극이 텍스트나

장소와의 계에서 완 히 새로운 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발

견된 공간이 연극에서 활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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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리차드 쉐크 는 환경연극(EnvironmentalTheater)이 실연되는

공간에 한 설명을 해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이는 장소특정 연극

의 공간 개념 형성에 향을 미쳤다.환경연극은 연극 공간의 행을 깬

실험 인 연극 가운데 하나로,해 닝(Happening)과 통연극 사이에 있

는 연극 형태를 의미한다.이 연극 형식은 장소특정 연극과 한 연

을 갖고 있다.쉐크 는 그의 책 개정 서문에 환경연극의 특징들이

이제는 테마 크와 같은 오락거리에 활용된다고 설명하면서,연극

계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갖게 되었다고 언

한다.구체 인 조건과 목 ,의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도,환경연

극은 장소특정 연극의 조건들이 형성되는데 직 으로 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서 사용되는 발견된 공간의 개

념은 쉐크 가 환경연극을 설명하면서 언 된 발견된 공간의 의미와 내

용을 악함으로써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환경연극에서 ‘환경’이란 연극이 이루어지는 주 의 상태와 조건

을 가리키는데,구체 으로 어떤 환경인가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이는

앨런 카 로(AllanKaprow)의 논문인 ‘Assemblages,Environmentsand

Happenings’에서 가져온 것으로,미술 분야에서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다.화가가 그림을 그리던 캔버스 임 안에 “ 실 세계”의 물체들을

직 가져다 붙이는 형식인 콜라주 작업은 더 나아가 아 임을 넘

어서거나 없애는 형태로 나타난다.아상블라주가 그것인데,이는 평면

인 캔버스에서 벗어나 3차원으로 입체화된 콜라주라고 볼 수 있다.입체

인 미술 작품이지만 재료를 깎아서 형상을 만드는 조각과는 다른 개념

이다.이와 같이 변형을 꾀한 미술 작품들은 그 작업 공간을 임의

안 을 넘어서 시 공간인 갤러리 바닥으로까지 확장한다.즉,작품을

있다. 한 루카스는 “장소특정 연극은 발견된 공간들의 특징들에 의해 조

정되고 구성된다”고 설명한다.이들 논의 외에도 발견된 공간은 실재 장

소가 연극 으로 활용되는 작업들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Mike

Pearson,Site-SpecificPerformance,New York:PalgraveMacmillan,2010,

p.2,p.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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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걸어 시하던 술가들의 작품이 람객들이 경험하는 하나의 총

체 인 환경을 창조하는 데에 이르게 된 것이다.17)카 로는 서로 무

하고 부조화를 이룰 것 같은 요소들을 한데 묶으면서 통 인 형태의

‘하모니’가 깨지는 콜라주가 결과 으로는 무제한의 창의 인 행동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했다.이때의 캔버스라는 공간을 단지 물체를 표 하거

나 분석,재생산한 작품을 표 하는 곳이 아니라 미술 행 가 벌어지는

공간이다.이것은 액션 콜라주(actioncollage)라 불리는데,쉐크 는 이

때 많은 여러 매체의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 환경연극은 이와 같은 이질

인 요소들의 조합과 그것을 통해 조성된 환경에 한 미술계의 구상으로

부터 향을 받아 개념화되었다.환경연극에 한 쉐크 의 첫 정의는

“ 본화된 드라마의 연극 무 에 인터미디어 테크닉을 용한 것”이다.

이 정의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복합 술을 의미하는 인터미디어의

요소들이 연극의 환경을 만든다는 인식이 반 되어 있다.18)

한편 환경연극의 공간 구성은 바우하우스 그룹이나 그 구성원 가운

데 한 명인 키슬러(FrederickKiesler)와 같은 이들의 향을 받았다.한

공간 내에서 객과 배우가 새로운 방식으로 계를 형성하는 바우하우

스의 공간 개념은 환경연극의 연행 방식에까지 기여했다.그는 한

행 인 공간 체계를 거부하는 유기 이고 역동 인 공간에 해 키슬러

의 끝없는 극장(EndlessTheater)로부터 향을 받았다고 언 하고 있

다.이들의 새로운 공간 개념이 반 된 환경연극은 통 인 극장의 체

제나 기존의 무 장치 행들과는 양립할 수 없었다.따라서 쉐크 가

새로운 연극 공간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따라서 환경연극의 공간은 극장에서와는 다른 구조로,보다 유기 이

고 활동 인 방식으로 활용된다.쉐크 는 환경연극에서 지향하는 새로

운 연극 공간을 “변형된 공간”과 “발견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17) RichardSchechner,“Re-IntroducingEnvironmentalTheater”

EnvironmentalTheater,New York:Applause,1994,pp.x-xxxii.

18)ibid.,pp.xxxi-xxxii.



-17-

다.19)먼 공간의 변형은 극 효과를 해 사실 인 무 세트를 꾸미

고 환 을 만들어내는 변형과는 그 내용과 방법이 다르다.이는 극장 안

의 통 인 무 세트와는 반 되는 형태이다. 를 들어 극장에서 감

춰져야 했던 무 의 양 날개에 무 세트와 소품들이 놓여지고,배우들

의 공간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객석 쪽에 연행 공간이 형성된다. 한 무

앙이 아닌 구석에 소품들을 비치하는 등의 이질 인 공간과 형식을

취하게 된다.따라서 연행 공간은 삶을 재 하는 방식이 아닌 더 은유

이고 실 인 방식으로 사용된다.쉐크 는 이처럼 다양한 매체들이

재구성되고 유기 으로 변형되면서 창조된 공간들을 완성된 환경이라고

보았다. 한 이와 같은 변형은 사 에 확정되지 않고,기획과 제작

리허설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된다.

한편 발견된 공간은 변형을 가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쉐크 는

발견된 공간이 변형된 공간의 반의어라고 설명하며,그 로 변형을 가

할 수 없는 야외 공간이나 공공건물을 들었다.그에 따르면,환경연극이

실연되는 발견된 공간의 원칙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공간에 주어진 -건축, 질감, 재질, 향 등-는 숨 거  가리 보

다는 연극에 활용되고 탐 된다.

2. 공간들   치된다.

3. 만약 무  치가 사용된다  그것  공간  해하  한 것  뿐, 공

간  꾸미거  변형  한 것 어 는 안 된다.

4. 람객  갑 스럽고 측 가능하게 새 운 공간  가능 들  만들어

낼 수 다.

이 조건에서도 발견된 공간은 변형 없이 그 자체로서 연극 공간이 되

19)쉐크 는 환경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첫 번째로 환경은 공간 안에

서 공간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어진 공간을 수용하는 것이다.

자는 공간을 변형시킴으로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반면,후자는 공간과 타 하

는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공간과의 계는 환경의 형성에 있어 핵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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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강조된다.일부의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작품을 강화

하기 한 것이 아니고,오히려 발견된 공간 자체를 잘 반 하여 공연하

기 한 것이다.즉 발견된 공간에서의 연극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환

경을 최 한 수용하면서 그에 맞춰 창의 으로 처하는 형식이다.쉐크

는 발견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연극의 형을 시 행렬이나 집회에서

발견했고 이것이 게릴라 연극에서 구체 으로 나타난다고 본다.쉐크

가 사례로 든 작품은 자신이 연출을 맡았던 <게릴라 투(Guerrilla

Warfare)>로,이 작품은 1967년 10월에 뉴욕 시내의 23개 장소에서 공

연되었다.그는 타임스퀘어에서의 공연과 항만공사(PortAuthority)버스

터미 에서의 공연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이는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발견된 공간에 처하는 과정에서 두 공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

다.이처럼 발견된 공간에서의 연극은 공간 자체의 변형을 최소화하면

서 연극 가능성을 모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발견된 공간과 변형된 공간은 개별 으로 설명되었으나,두 개념이 별

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쉐크 는 이 두 공간의 원리가 서로 뒤섞

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발견된 공간은 각각의 공간들이 갖고 있

는 특성과 작품 객을 고려하여 수정되고 충될 수 있다.장소특정

연극의 공간은 이와 같은 발견된 공간의 변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

다.장소특정 연극의 공간은 실 세계의 일부 가운데 연극 으로 발

견된 공간이라는 으로부터 출발하되,그 공간에서 발견된 것들을 토

로 공간에 연극 인 변형을 가함으로써 활용된다.

한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발견된 공간이 극장과는 다른 형태로 연

극이 실연될 수 있는,새로운 물리 인 공간으로만 쓰이지 않는다.이 공

간은 면 한 탐구를 거쳐 그 안에서 연극의 창작에 여하는 아주 핵심

이고 구체 인 요소를 가진 ‘장소’로서 활용된다.본래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연극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됨으로써 장소특정 연극의

장소는 작품의 실연 외에 창작 과정에도 기여하는 요한 연극의 구성요

소로서 기능한다.

장소가 연극에 활용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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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나는 장소의 건축 양식과 설치된 도구들과 같은 물리 인 요소들

을 무 장치나 연극의 주제 분 기와 연결되어 활용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장소에 제된 역사 이고 개인 인 이야기들을 연극의 주제

와 구체 인 텍스트로 활용되는 것이다.다시 말해,실재하는 장소가 갖

고 있는 특유의 건축 양식,구조,분 기,냄새,소음과 같은 요소들은 제

거되지 않고 연극에 활용된다.복잡하거나 낡거나 높은 구조 특성부터

벽이나 바닥의 재질, 는 그로테스크한 분 기나 장소 안 의 소음이나

냄새까지 연극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선택된 장소의 역사,

사회 계,배경 등이 연극에 활용된다.기존에 있던 고 텍스트를 새

롭게 장소에 맞추는 형태의 활용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

야기로부터 연극의 기획이 시작되는 것도 가능하다.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비롯하여 그것과 연극 작품 사이의 계 효과는 장소특정

연극에 있어 주된 연구 상이었으며 실제 작품들도 부분 그 계 내

에서 작품의 의미와 형식을 강화한다.

발견된 공간의 변형이란 통 인 무 -객석 간의 행을 깬 유동

인 연행 공간의 활용 방식에 실재 장소의 조건들을 작품에 극 으로

개입시킨 것이다.이는 장소특정 연극이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의 연행

공간을 갖게 한다.다음 장에서는 연행 공간의 변화 양상과 그 구조에

한 이해를 구축함으로써 장소특정 연극의 독특한 작동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토 를 만들고자 한다.이를 해 기존의 극장에서의 연행 공간

과의 비교로부터 출발하여,장소특정 연극에서의 연행 공간이 어떻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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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행 공간의 변형 양상

일반 인 극장 공간은 크게 무 와 객석으로 나뉜다.두 공간은 각각

가상의 공간과 실의 공간을,그리고 연기 공간과 람 공간을 의미한

다.이 구분은 무 와 객석으로 나뉜 극장 건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러한 구분이 제되지 않은 극장 밖의 거리 공연에서도 나타난다.거리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행인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인도를 포함한 람 공

간과 배우들의 연행 공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한 바닥에 분필로 선을

하나 는 것만으로도 연극을 한 공간 구분이 형성된다는 은 연극

에 내재된 공간의 이항 계를 보여 다.20)이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로 집단 구분이 이루어지는 연극 자체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장소특정 연극이 실연되는 공간은 무 와 객석으로 구분되는

통 인 연극 공간과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그 이유는 장소특정 연

극이 극장 밖으로 실연 장소의 치를 옮긴 배경과 방법에서 기인한다.

우선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된 배경에는 통 인 연극 행의 탈피가

요한 역할을 하는데,그로 인해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무 와 객석 사

이의 엄격한 경계가 느슨해지거나 사라진다.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는

역할 자체는 장소특정 연극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지만,그 역할의

치와 수행 방식은 달라진다. 한 앞 장에서 언 한 것처럼,장소특정

연극은 단순히 연극이 실연되는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실연 장소

의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를 연극에 활용한다.

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은 독특한 공간 구조에서 실연된다.무 라는

연행 공간 내에서 수행되던 연극이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비연극 인 공

간들에서 실연됨으로써,연극과 무 했던 공간이 연행 공간화되는 것이

다.이번 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의 연행 공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20)안 베르스펠트,신 숙,유효숙 [공]옮김 『 객의 학교 :공연 기호

학』,서울:이카넷,2012,87면,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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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되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검토한다.이를 통해 각각의 공간

구조가 극장 공간 다른 비극장 연극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장

소특정 연극 특유의 공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장소특정 연극의 심 연행 공간

극장 안의 이분법 인 구조에서 주목을 받는 공간은 '무 '이다.무엇

보다 무 는 연극 작품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실질 인 공간이라는 에

서 심 인 치를 하고 있다.21) 한 연극은 극장 내에 고정되어 있

는 공간인 무 에 맞추어 실연되므로,무 는 연극의 실연 형태와 람

방식의 결정에도 여한다.무 와 무 의 연극에 을 두어 외부

의 개입이나 방해 없이 견고하게 차단된 무 의 구조는 연극에 한 집

도를 높인다.그에 따라 로시니엄 무 양식은 극장 건축의 발 과

함께 지속되었다.

액자틀 형태의 로시니엄 무 는 무 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면

가운데 한 면만을 노출하는 형태로,무 와 객석 사이는 트여있지만 제

4의 벽을 통해 가로막 있다.22)바로 앞에 있는 객들과 철 한 공간

21)안 베르스펠트는 무 를 '연출가와 스태 들의 작업 장소'이자 ‘배우들에

의해 창조되고 결정되는 구체 인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통 인 연극 양

식을 따르는 공연의 상당수가 객 공간의 존이 행사하는 향력을 가능

한 배제하는 방식으로,오직 무 공간에 역 을 둔다는 것이다.안 베르

스펠트, 의 책,88-90면.건축학 입장에서 존재론 장소와 공간을 논한

노베르크 슐츠는 모든 심이란 “행 의 장소,즉 특별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이며 “사회 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본다.그에 따르면 공

간에서의 심은 결합 으로,의미가 교차하는 하나의 지 이다.그는 심

의 요소를 설명하면서 원형 극장에서의 구심 배치나 군 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 을 로 드는데,이 지 은 배우들의 연행 공간인 무 를 가리킨

다.노베르그 슐츠,김 역,『실존 공간 건축』,태림문화사,1997,36면.

22)연극 실연 동안에는 이 고립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하는데, 객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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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 되어 있으며,무 에서 객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다리나 통

로는 없다.이때 무 는 무 -객석 사이의 상호 인 계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며,연극을 통한 의사소통도 일방 인 방향으로 행해진다.

일부 사를 객석에서 수행하거나,배우들이 입장할 때 객석을 통과해

무 로 올라가게 하는 등 극장 내에서 무 라는 심에 몰린 집 을 분

산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왔으나,이는 일시 인 시선의 분산일 뿐 여

히 무 는 하나의 심으로서 존재한다.

그림 1 로시니엄 무 극장의 심

(참고:『 객의 학교』,94면 참조)

반면 장소특정 연극에서의 무 라는 고정된 공간이 없다. 한 극장

무 처럼 심 인 연행을 수행하는 공간이 있더라도,그것은 하나가 아

니다.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체 장소의 어느 곳이 심 연행 공간으

로 무 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명하고 쉽게 악할 수 없다. 한 심

연행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심 연행 공간이 여러 개가 되

극 람을 통해 무 막 뒤로,무 에 구 된 장소의 바깥을 상상할 수 있

기 때문이다.그 허구의 공간은 실 세계와 동질의 것으로 객들에게 인식

되므로 배경 막이나 장치들 머로 무한히 연장이 가능한 방향성을 갖고 있

다. 를 들어 무 의 공간이 리 4구역의 아 트 거실이라면 객은 거

실 창문 바깥으로 리를 상상하며 무 의 공간 바깥을 상상할 수 있다.

안 베르스펠트,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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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개의 심 공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장소특정 연극에서

‘행 의 심이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심 연행이 배우들의 연기 공간

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객들의 공간,스태 의 공

간,그리고 이런 공간 구분이 무의미한 공간들까지도 ‘무 화’되어 심

연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장소특정 연극은 여러 개의 방과 복도 등의 공간들로 구성된 건물이

나 역을 실연 장소로 삼을 수 있고,한편으로는 하나의 방,넓은 홀이

나 체육 ,연회장과 같이 단일 공간으로 구성된 곳을 실연 장소로 삼을

수도 있다.본고는 장소특정 연극의 실연장소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로 크게 구분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1.단일한 공간 – 심의 병존 :<블랙 워치>

장소특정 연극은 공간에 따른 실연 방식을 ‘단일 공간 내에서 연극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방식’과 ‘여러 공간들을 이동하면서 진행되

는 방식’으로 나 수 있다.이 가운데 자는 단일 공간 내에 고정된 무

없이 다양한 공간을 연극에 활용하게 된다.이번 에서는 단일한 공

간으로 구성된 장소 내에서 여러 개의 심 연행 공간이 나타나는 형태

의 장소특정 연극을 분석한다.

무 -객석으로 나뉜 이분법 인 공간 구분을 극복하려는 목 으로 공

간을 연출한 실험 인 연극들은 장소특정 연극 이 에 이미 시도되었

다.무 -객석의 치와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블랙박스 극장부터 거

리,공공장소에서의 공연들은 개별 작품의 성격에 따라 공간을 변형시켰

다.특히 앞 에서 쉐크 의 환경연극이 ‘배우와 객이 같은 환경을 공

유하며 그 안에서 유기 이고 역동 인 공간 활용을 추구한다’고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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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이는 단일한 공간 내에서 실연되는 장소특정 연극에서 살펴

볼 수 있는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우선 한 공간 내에서 여러 개의 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배우들의 공

간과 객들의 공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장소특정

연극의 공간 특징이자 쉐크 의 환경연극에서 이미 주장된 바이다.

쉐크 는 “만약 한 공간은 객에게 속하고 다른 공간은 연기자에게 속

하는 경우에는 창조 인 연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하나의 공간

내에서 연기자와 객 사이의 최종 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

다.이때 요한 것은 통 인 극장 요소를 배제하고 객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으로 기능하는 공간을 조직하는 것이다.극의 배경은

온 히 환경 체를 의미하고 공간이나 배경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으며,

연극은 주 를 둘러싼 공간 내에서 유기 으로 새롭게 축조된다.23)

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이 단일 공간에서 실연될 경우, 심 연행은

공간 내의 곳곳에서 이루어진다.작품에 따라 연행이 순차 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동시다발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작품 체로 볼 때

각각의 연행이 이루어진 공간들은 하나의 장소 내에서 함께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심 연행 공간들이 병존한다고 설명한다.

여러 개의 심 연행이 병존하는 경우,그것이 한 공간 내에서 벌어지

더라도 모든 객이 동일하게 작품을 람할 수는 없다.이 부분과 련

하여 쉐크 가 ‘환경연극을 한 6가지 원칙’24)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연극 내 사건의 (Focus)’에 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로시니

엄 아치 무 에서의 연극은 찰에 합한 형태인 무 로 단일

(SingleFocus)을 갖는다.이에 반해 환경연극에서는 공간 특성에 의

해 다 (MultiFocus)과 국지 (LocalFocus)이 생겨난다.이

처럼 그는 연극에서 이 유동 이고 다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3)RichardSchechner,“6AxiomsforEnvironmentalTheatre”,TheDrama

Review:TDR,Vol.12,No.3,Architecture/Environment,Spring,1968,pp.

50-56.

24)ibid.,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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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 단일한 공간 내부에 여러 개의 장면과 사건이 동시다발 으

로 일어나고 개별 인 사건들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의미한

다.다 을 형성하는 개별 사건들은 동시다발 이다.따라서 극의

내용은 객이 어떤 을 갖느냐에 따라 마다 달리 이해된다.국지

은 다 가운데 하나로,일부 객들에게만 들리고 보이도

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이 경우에 나머지 객은 ‘기 어디선가 무엇인

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만 할 수 있다. 를 들어 단일 의 무

에서 심 연기가 행해지는 가운데,객석 한 쪽에서 다른 배우가

서 명의 객과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나 는 형태를 국지 의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말하자면 다 과 국지 이 생겨나

는 공간에서 객들은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인지할 수 없다.이와 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들은 작품이 연행되는 공간의 문제와 계가

있다.연행 공간은 다 과 국지 이 형성되는 다양한 치에서

형성된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유연하고 다양한 연행 공간들

이 나타난다.

단일한 공간으로 구성된 장소특정 연극에서 여러 개의 심이 병존

되는 양상과 방법은 작품마다 다르다.스코틀랜드 국립극단(National

TheatreofScotland)의 <블랙 워치>25)는 모든 객과 배우가 하나의

25)연극 <블랙 워치(BlackWatch)>는 2004년 이라크 쟁에 참 한 국 소

속의 통 특수부 블랙 워치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2005년 11월 스

코틀랜드 국립극단의 첫 시즌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2006년 6월 에딘버러

린지 페스티벌(EdinburghFringeFestival)에서 첫 선을 보 다.당시 헤럴

드 엔젤, 린지 퍼스트,최우수 작가상, 즈 오 린지와 최우수 앙상

블 상을 받았으며,이후 투어공연을 진행하는 가운데 꾸 히 평단과 에

게 인정받았다.2009년에는 국 최고 권 의 ‘올리비에 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최우수 연출상,최우수 공연 안무상,최우수 음향 디자인상을 수상했

다.사례 연구는 2006년 장소특정성에 기반을 둔 에든버러 린지 페스티벌

에서의 연 공연을 상으로 하되,2012년 10월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에서의 실제 람과 공연 실황 DVD(Black Watch:A Soldier’s Story,

Artworks,BBC2Scotland)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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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내에 속하는 가운데 다양한 연행 공간을 형성하는 장소특정 연극

의 사례로 들 수 있는 작품이다.이 작품의 공연단체인 스코틀랜드 국립

극단은 ‘벽 없는 국립극단’으로 불리는 단체로,극장 건물에 기 하여 작

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 신 이 극단은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공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작품화한다.이들은 극장에서 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

니라 객이 있는 곳에서 연극을 선보인다는 취지하에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26)

그림 2에든버러 리터리 타투 장

  

그림 3<블랙 워치>공간 구조

<블랙 워치>의 경우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주제가 선정된

후 그에 합한 구체 인 실연 장소가 채택되었는데, 본은 스코틀랜드

26)극단은 2006년 창립되었으나 극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신 스코

틀랜드의 역사 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항,페리,숲,도장,마을 회 과 같

은 장소특정 치(site-specificlocation)에서 공연을 한다.‘객이 있는 곳

‘을 실연 장소로 상정했다는 설명은 ‘극장처럼 권 이지 않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따라서 그 실연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객인 시민들의

일상 삶이나 해당 장소에 계한 공동체로부터 축 된 의미를 제한 공

간이 된다. NationalTheatreofScotland,“AbouttheNationalTheatreof

Scotland”,AccessedOctober10,2014,

http://www.nationaltheatrescotland.com/content/default.asp?page=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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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인 ‘블랙 워치’를 다루고 있다.연극의 실연 장소로 선택된

곳은 옛 에든버러 학교 드릴 홀(UniversityofEdinburghDrillHall)

로,과거에 다양한 군 연 와 부 의 막사나 군용 장비 보 소로 사용되

던 장소이다.드릴 홀은 군인들의 축제인 ‘로열 에든버러 리터리 타투

(RoyalEdinburghMilitaryTattoo)’가 벌어지는 에든버러 성 근처이다.

이 작품은 군 와 유 한 장소의 역사와 장소가 속한 사회 차원에서의

맥락이 맞닿아 만들어졌으며,이는 공간의 구조에도 반 되어 있다.

연출가 존 티 니(JohnTiffany)는 드릴 홀의 직사각형의 내부 공간을

‘로열 에든버러 리터리 타투’의 형태로 변형시켰다. 객들이 착석하게

되는 자리 한 리터리 타투 퍼 이드의 객석으로 구 했다. 객들의

공간과 배우들의 공간이 어느 구석에 몰리거나 양분되지 않고 병존하게

구성되어 있다.연행은 에든버러 성문 양 쪽 언덕 둔치에 앉아 리터리

타투를 람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병렬 구조로 설치된 객석 사이의 공간

과 객석 양 끝 공간을 주로 이용한다.이 작품의 스태 들은 작품의 틀

이 잡히기 에 본만을 가지고 공연이 실연될 드릴홀에서 연습을 시작

했으며,공간 구조와 연출 방향은 그 과정에서 정해졌다.

그림 4 <블랙 워치>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심 연행 공간의 병존

객들이 입장하는 공간은 과거에 군 부 막사(1)로 사용되었던 넓은

홀이다.그 안에서 객들의 공간은 에든버러 타투 퍼 이드 공간(2)을

형상화한 객석이다. 체 객이 착석하게 되면 앨범 ‘TheBlack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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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sandDrums’에 수록된 <TheLadiesFrom Hell>의 이 와 드럼

연주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펴진다. 란한 조명과 스코틀랜드 국기 이

미지의 조명들이 사방을 휘젓는 가운데 경건하고 큰 목소리가 연극 <블

랙 워치>의 시작을 알린다.이것은 리터리 타투 퍼 이드 장의 특징

인 요소들을 연출한 것으로,연극이 시작되는 공간은 ‘군 의 축제’에,

공간 내에서 객은 그 ‘축제의 람객’의 치에 놓인다.‘에든버러 타투

퍼 이드’가 시작할 것 같은 요란한 분 기를 깨는 것은 일병 캐미

(Cammy)의 등장(3)이다.이 때는 객의 공간과 배우(캐미)의 공간이

합해진다.배우는 객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등장인물과 객 사

이에는 제 4의 벽과 같은 단 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때의 공간은 <블랙

워치> 연극이 실연되는 공간으로서 ‘블랙워치’에 한 이야기를 기 하

는 불특정 다수의 객을 상 하는 공간이 되고,일병 캐미가 객에게

“좋아요,블랙워치 이야기를 해 오신 것을 환 합니다.”라는 인사를 건

네면서 화가 시작된다.이때의 화는 상호 으로 진행되기보다 일방

인 형태이고 뒤이은 화의 내용은 블랙워치 부 원으로서 겪은 경험

들을 재 하는 형태로 이어진다.하지만 캐미의 인사와 짧은 화로 인

해 연극이 개되는 과정에서 객의 존재가 배제되지 않고 공존하게 된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공간은 서사의 주요 배경인 펍이나 이라크

장으로 바 는데(4,5),이때 객들의 공간은 여 히 극장의 객석이자

군 축제의 람석으로서 남아있다.

이처럼 <블랙 워치>에서는 하나의 공간 내에 여러 개의 심 연행 공

간들이 마다 다른 범 를 만들며 병존한다.공간들은 서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갖게 되고 필요에 따라 통합되거나 분리된다.<블랙

워치>에서 객들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연극의 반 도입 부분을 제

외하고는 부분 배우들의 연행 공간과 객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은 극장 연극 공간의 행이 일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 될 수 있

다.하지만 <블랙 워치>에서는 객이 배제된 배우들의 연행 공간만이

단일한 심으로 무 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한 객이 실제 연극의

객이면서 동시에 가상의 타투 퍼 이드 람객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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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의미 형성 과정에 개입한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블랙 워

치>의 객석은 일종의 연행 공간이자 여러 심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극을 형성함으로써 일방 이고 단일한 심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블랙 워치>에서 나타나는 연행 공간의 변형은 실연 장소와 장소가

속한 사회로부터 발생한 작품의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한

객 공간을 포함한 심의 병존은 객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구축하는

일을 돕는다.객석 구조와 장소 선정 모두에 향을 끼친 에딘버러 리

터리 타투는 스코틀랜드 통 의상을 입은 군악 들의 연주와 행진으로

구성된 페스티벌로,일반 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벤트이자 군 의 홍

보 활동 하나이다.연출가 존 티 니와 술 감독 비키 페더스톤

(VickeyFeatherstone)은 참 과 훈련을 반복하며 사회 정의의 구

평화 수호에 복무해야 할 군인들이 경쾌하고 압도 인 음악과 화려한 조

명 속에 있는 리터리 타투의 모습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했다.그리고

이 연극의 장소 선정과 공간 구성은 이 아이러니에 착안하여 완성되었

다. 본 속의 공간(이라크 장)과 변형된 연행 공간(군인 축제)사이의

립 마찰은 쟁의 참혹함과 은 군인들의 경쾌함을 오가며 정치

인 옮음에 해 날을 세우는 이 연극의 양면 태도를 강화시킨다.이것

은 연출가와 술 감독의 ‘의도’로만 남지 않고,공간의 역사와 극 으로

구성된 공간 구조에 의해 객들로 하여 습 인 시선으로 인식되던

상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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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복수 공간

발견된 장소 자체의 물리 인 구조에 따라 장소특정 연극은 여러 개

의 층과 방으로 구분되는 연행 공간들을 갖게 된다.이와 같은 복수의

공간에서 연극이 실연될 경우,한 에 들어올 수 없는 공간들에서 각기

다른 장면들이 행해지며 연극이 개된다.따라서 연행 공간의 양상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다시 말해,둘 이상의 공간을 활용하는 장소특

정 연극의 공간 설정에는 규범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작품에 따

라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27)

복수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실연 방식은 많은 장소특정 연극에서 나

타난다.따라서 이번 장에서 복잡한 공간 구조 내에서 연행 공간이 어떻

게 구성되고 변형되는지 이해하는 작업은 장소특정 연극의 연행 공간

양상 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토 이다.무엇보다 단일 공간에서의 연행

이 환경연극의 공간 틀 안에 있는 것에 반해,복수 공간의 활용은 장

소특정 연극만의 독특한 연출 형식을 밝힐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장소특정 연극에서 여러 공간들을 사용하는 것은 극장 연극 공

간에 한 논의에서 언 되는 ‘공간 확장’과는 다르다.28)연극은 개

27)그 유형을 범주화하면,하나의 건물 내의 여러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와 건

물의 실내가 아닌 야외 공간의 여러 지 들을 사용하는 형태,건물 내부와

외부의 야외 공간을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나 어 고려해볼 수 있다.맥키트

릭 호텔 건물 체를 사용하는 <슬립 노 모어>,옛 서울역 건물 체를 사

용한 <공간을 깨우다>,옛 주여고 건물에서 행해진 <원데이,메이비 언젠

가>등이 하나의 건축물 체를 실연 장소이자 극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면,

<거리에서>,<당신의 소 를 옮겨드립니다> 등은 물리 인 건축물로서의

공간 제약도 없이 열려 있는 거리,공터, 장 등의 공간을 사용하되 여러

지 들에서 순차 으로,혹은 동시다발 으로 실연된다.마지막으로 <헤테로

토피아>,< 천 아 트 가,나,다>,<녹슨 시간들>등은 건물과 거리의 구

분 없이 극 인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조합하여 체 연극을 완성한다.

28)연극에서의 공간 확장은 주로 사나 무 세트를 통한 암시에 의해서 행

해졌다. 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햄릿>3장에서 어티스가 떠나는 장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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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무 장치를 통해,혹은 상과 같은 매체를 통해 극장이라는

공간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이는 결과 으로 단일한 심 공간인

무 의 역할을 강화하고,그 게 확장된 연극 공간은 무 공간을 보조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이에 비해 복수 공간을 가진 장소에서 실연

되는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기존 무 가 갖는 것과 같은 심으로서의

기능을 여러 개의 공간들로 나 어 수행한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

서 분화된 심들은 개별 공간들에서 각각 독립성을 가짐으로써 여러 개

의 심 공간들이 형성된다.

이처럼 독립 인 여러 개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연극은 주로 이동형으

로 진행된다.여기서 이동은 배우들이 공간을 바꿔 이동하여 연기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주로 객들이 이동하면서 람하는 것을 가리

킨다.분리된 여러 공간들로 인해 객은 한 자리에 착석하여 체 공연

을 람할 수 없다. 신 객들은 직 연극이 실연되는 곳을 찾아 이

동해야 한다.29)

이와 같은 이동형의 장소특정 연극은 객이 각각의 심 연행 공간

에 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하나는 여러

객들이 함께 혹은 개인 으로 연출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이고 다

른 하나는 이동 경로나 방식을 객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의 경우 심이 되는 연행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음의 공간으로 이동

하면서 극이 진행되고 후자의 경우 여러 공간에 산재된 심 연행이 동

시다발 으로 수행되면서 이동 경로나 방식은 규정되지 않는다.이번

서 항해하기 좋게 바람이 불고 바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를 통

해 무 에 시각화된 극 공간이 실제로 극장의 무 에 불과하더라도

에 보이는 범 를 넘어 항구와 바다로 공간을 확장한다.무 세트를 통한

암시는 작품마다 다양한데,건물의 일부만을 제시해 나머지 부분을 상상하게

하거나 문이나 창문을 두어 그 바깥을 추측하게 만드는 형식이 주로 사용된

다.

29) 객이 치를 이동해야하는 람 방식을 설명하기 해 ‘객 이동형 장소

특정 연극’이나 ‘객 참여형 장소특정 연극’이라는 수식이 붙어 설명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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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복수 공간의 장소특정 연극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를 표

인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1) 심의 순차 인 이동

:<헤테로토피아>,<원데이,메이비.언젠가>

객이 함께 혹은 개인 으로 연출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이

동형 장소특정 연극이 실연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연행자들 한

객들과 함께 공간을 바꿔 이동하면서 연극이 개된다.이와 같은 형

태의 장소특정 연극은 객들 공동의 여정으로 구성된다. 객들은 배

우와 스태 가 실연 장소 내의 곳곳에 축조한 서사를 따라가며 감상하게

된다.연극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하나의 연행이 끝나면 객들은 뒤

이어 이동한 공간에서 다음 연행을 보거나 경험한다. 같이 복수의 공

간을 활용하더라도,만약 동시다발 으로 장면들이 수행되고 객들마다

서로 다른 장면들을 각기 다른 순서로 람하게 될 경우,그에 따른 수

많은 변수에 응해야 한다.그에 비해 심이 이동하는 형태의 연행 방

식은 많은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안정 으로 연출가의 의도가 반 된 장

면과 공간이 구성될 수 있다. 한 단일한 공간 내에서 여러 개의 심

이 병존하는 연극보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그림 5<원데이,메이비 언젠가>공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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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 수 있는 장소특정 연극으로는 옛 주여자 고등학교에서 공

연된 <원데이,메이비 언젠가>30)가 있다.이 연극은 학교 건물 내부의

여러 공간들을 활용하되, 심이 되는 연행과 공간은 순차 으로 이동하

고, 객들은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 진행된다. 객은 강당으로부터

시작해 복도로 연결된 건물 내부의 교실들에 꾸며진 각각의 연극 공간을

순차 으로 람하게 된다.강당 외의 교실들은 각각 주의 쇼핑타운에

치한 의류 과 카페,PC방 등부터 호남 경찰서의 취조실과 고문실,

정실,제사실로 꾸려지고 상을 통해 양동시장이나 남로,5·18국립묘

지 등이 등장한다.31)개별 공간마다 독립 인 장면들이 병렬 으로 펼치

30)<원데이,메이비 언젠가(OneDayMaybe,언젠가)>,트리스탄 샵스(Tristan

Sharps)연출,구 주여자고등학교,2013년 9월 3-15일.

31)공연은 '강당-학교 1층-학교2층-강당'순서로 객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람하게 되는데,총 7개 공간에서 8개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1.강당:강당 무 에 ‘주 5월’을 상징하는 인간 조각상 람으로부터 시작된

다.안내자는 80년 5월 주가 있었기에 오늘의 풍요가 있고,5월 령들이

지 의 한민국을 본다면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객들 뒤에서

할머니가 등장해 게 무슨 소리냐며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을 한다.

2.쇼핑타운가:여러 개의 교실을 유명 랜드 의류상 과 카페,PC방 등 쇼핑

타운으로 구성하 다. 객은 상품 구매와 더불어 커피도 사 마실 수 있다.

3.호남경찰서 개방의 날:교실 네 칸의 각 방은 경찰서 국가보안법 반자,마

약 매단, 융사기,살인범의 수사와 취조하는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안

내자는 경찰 의 민주 인 일상을 강조한다.그러나 국가 보안실 요원의 ‘풍

산개 1호’발령과 함께 객은 안 로 을 가리게 되고 정 과 어둠 속에서

휘 람 소리,복도를 바삐 걷는 발자국 소리,사람 끌고 가는 소리,물통 들

고 가는 소리 등을 듣는다.안 를 벗고 나서 객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조 피의자들에게 가해진 고문과 죽음을 목격한다.

4. 정실:교실 한 칸에 30여 의 정과 유품이 시 되어 있다. 객들은

정 앞에서 이를 추념한다.

5.제사 지내는 방:교실 두 칸을 이용하여 각 방에는 제사상을 차려 놓았다.강

당에서부터 함께했던 할머니(배우)의 안내로 객은 추모와 제사를 지내며

놀이와 음복을 한다.

6.회랑의 상:교실 복도 한편에 상이 길게 설치되어 있다.각 모니터에서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큰 신작로를 걸어 나오는 모습,양동시장에서 제물을 사

는 모습,충장로. 남로,5·18국립묘지와 구 묘역을 지나는 모습들이 상 된

다.

7.강당의 촛불:다시 강당에 들어서면 300여 개의 이식 의자 에 촛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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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는 재 주의 일상, 재 주의 기억,80년 주의 일상,80년

주의 사건,시기가 불문명한 주의 일상 등이다.각각의 장면은 뚜렷

한 서사 연계를 갖거나 통일되지 않고 분 되어 있지만, 체 극이 순

차 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출발 인 강당에서 지목된 ‘80

년으로부터 지 까지 이어진 주의 기억’이라는 주제에 맞춰 얼개를 드

러낸다.

그림 6<원데이,메이비 언젠가>공연 사진

좌)한겨 ‘80년 주의 망각을 깨우는 커피 고문실’,사진 남지우,2013.9.5.

우)News1‘한.일. 국제 공동작품, 주서 제작 발표’,김태성 기자,2013.8.31.

여기서 객들은 일정한 안내를 받으며 무리지어 이동한다. 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객의 자율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스태 의 조율에 따

라 의자에 착석하거나 서서 람하게 된다.강당으로부터 시작해 복도로

연결된 건물 내부의 교실들을 순차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객들이

어느 퍼포먼스 공간에 얼마나 머물고 이동할 것인지도 개인보다는 집단

으로 결정된다.

각각의 공간에 도달하는 방식은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순차 으로

개되더라도 람 방식에 있어 보다 개인에 집 된 형태의 장소특정 연

극도 있다.2010년 공연된 <헤테로토피아>32)는 ‘세운상가’와 주변 골목

져 있다.첫 장면의 5월 인간 조각상을 했던 배우들이 그 사이를 걸어 다닌

다.김도일,앞의 ,1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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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을 실연 장소로 삼고,장소와의 계 내에서 새롭게 구성된 이야

기를 객이 하나씩 경험해나가는 형태의 작품이다.세운상가는 1968년

서울 청계천에 건축된 주상복합상가의 효시이자 2010년 도시 정책에 따

라 해체를 앞둔 곳이었다.연극에서 객들은 다양한 형태의 안내를 받

으며 배우와 스태 가 구성한 흐름의 방향으로 작품을 람하게 된다.

객이 세운상가라는 장소를 심으로 축조된 시공간을 답사하는 형식인

이 연극은, 객들의 경로들 사이에는 세운상가와 유 한 서사를 구성하

여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의미를 짚어낸다.

그림 7<헤테로토피아>에서 사용된 오 제와 연극이 실연된 골목

이 여정의 체 범 는 세운상가와 그 일 이며,그 역 내에서 개별

으로 분리 배치된 공간들은 독립 인 개별성을 가진다. 객들은 각각

의 심 공간들과 장면을 이동하며 경험하고 감상하게 되는데,그 과정

에서 체 극이 완성된다. 체 객이 이동하는 방식이나 경로는 연출

된 구성에 맞춰 모두가 거의 동일하지만,개별 장소에 얼마나 머물고

람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객 개인의 몫이 된다. 람은 그 시작부

32)장소특정 참여 퍼포먼스 <헤테로토피아>,서 석 연출,을지로 3가 지하철

역 5번 출구부터 세운상가 일 ,2010년 10월 31일,11월 7일,11월 14일.

(2011년 4월 3일 페스티벌 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재공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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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우 개인 인 방식을 취한다.을지로 3가역 5번 출구에 도착해 사

에 안내받은 화번호로 화를 걸면 근처 건물의 2층 다방으로 안내를

받는다.다른 객이 모이기를 기다리거나 함께 무리지어 다닐 필요가

없도록 이후의 안내는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카세트 이어 속 목소리

가 신한다.세운상가 내부 구조와 인 지역을 통해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출발 이 되는 을지로 3가역 5번 출구

로부터 시작되어 옛날식 다방,세운상가 일 골목길,세운상가 건물로

이어진다.

(2) 심의 임의 인 분화

:<슬립 노 모어>,<공간을 깨우다>

복수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장소특정 연극은 여러 개의 심 연행이

서로 다른 공간들에서 동시다발 으로 행해지기도 한다.앞 에서 설명

한 장소특정 연극이 배우와 스태 가 구축한 흐름 로 심 연행 공간

이 이동하는 형태인데 반해,이번에 설명하고자 하는 장소특정 연극은

람객이 스스로 작품을 구축해가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동시다발

으로 행해지는 각각의 심 연행은 사 에 스태 들에 의해 계획된 것이

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객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만큼 개별 객들이 경험하는 연극은 그

순서나 내용에 있어서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그 표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슬립 노 모어>는 셰익스피어의 희

곡 <맥베스>와 히치콕의 화 < 기증>,< 베카>를 재구성한 연극이

다.연출자는 뉴욕 첼시에 치한 빈 건물의 음울한 분 기를 히치콕

화에 나오는 허구 장소인 맥키트리 호텔로 설정하고 새롭게 꾸며 실재

하지 않던 실연 장소를 탄생시켰다.이 작품은 본래 존재했던 텍스트인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화의 장면들을 그로테스크하고 미로 같은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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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어울리게 조합하여 장소특정 이고 상호 인(interactive)연극으

로 완성되었다.

그림 8<슬립 노 모어>장면 일부

(photofrom DailyFrontRow)

그림 9<슬립 노 모어>세트 일부

(photofrom NEWYORKTIMES)

연극은 지하 1층,지상 6층의 건물 체에서 실연되는데,호텔 건물 특

유의 방 구조를 활용하면서 때때로 연극을 해 벽을 허물고 존재

하지 않을 법한 공간들을 만들어냈다.뱅쿼 유령이 나타난 무도회 장면

이 연출되는 연회장,던컨의 서재와 집, 배실,맥베스의 침실과 묘지,

마녀의 약재상, 식장,주류상,요양원과 병원,숲,화장실,부검실,묘지

등이 층마다 독립 인 세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등장인물들은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있으며 서사에 따라 다른 공간에서 만나거나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체 극을 구성한다.개별 장면들로 분리된 극

공간은 하나의 심으로 수렴되지 않고 공간마다 스스로를 심으로 삼

은 장면이 진행된다.등장인물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장면들은 동시다발

으로 행해지는데,개별 장면들의 공간은 벽으로 분리되거나 다른 층으

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객들은 각각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극을 동시

에 볼 수 없다. 객의 입장에서 체 극을 한 에 볼 수 없는 공간 구

성은 한계이기보다는 객의 선택 권한으로 작동한다.기존의 연극에서

단일한 무 공간을 통해 극이 개될 때 객이 극의 흐름을 따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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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연극을 람했다면,이 경우에는 모든 장면을 보지 못하는

신 객 스스로가 선택한 장면들로 구성된 작품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슬립 노 모어>는 호텔 건물 내의 100개가 넘는 방들을 모두 연행 공

간으로 사용하는데,그만큼 객에게 많은 이동을 요한다.<슬립 노 모

어>의 실연 장소는 동쪽과 서쪽으로 양쪽에 계단이 있고,엘리베이터는

동쪽 계단 에 치해 있다.각 층 내부의 구조는 모두 제각각이다.지

하층은 체가 트인 홀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1층은 지하층의 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발코니 형태로,피아노가 있는 응 실과 작은 서재

등이 구성되어 있다.4층은 앙 복도를 심으로 양 쪽에 각각의 등장

인물들의 공간인 양복 ,사무실,드 터 부인의 침실이나 약재상 등이

있고 맨 끝에는 마녀들이 맥베스를 유혹하는 장면이 행해지는 카바 가

치해있어 다양한 공간들이 집된 층이다.각 층의 공간들은 통로로

이어지는데,연결선을 갖게 된 공간들은 원 (출발 )과 목 (도착 )

의 성질을 갖는다.이때 들,즉 공간들이 연결되는 과정인 통로33)들을

통해 오랜 기간 연극 공간 내에서 고정된 상태로 존재해왔던 객들은

이동성을 부여받는다.<슬립 노 모어>에서 객들의 이동과 연행 공간

의 선택은 완 히 객 자율에 맡겨진다.

자율 인 이동이 연극에 있어 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각각의

심이 되는 공간들 외에 복도나 계단과 같은 이동 통로까지도 심이

되는 연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장소특정 연극 내에서 각

33)인간이 환경을 가진다는 것은 장소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뜻으로,이것은

곧 목 이나 환경에 의해 방향이 가진 통로의 생성을 나타낸다.통로는 공간

들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면서 그 사이로 오가는 운동성을 인정하는 공간이

다.장소특정 연극의 다 심 공간은 그 연결 과정에서 길든 짧든 이런

통로를 필요로 한다.사실 여러 공간들을 연결한다는 슐츠의 통로 개념은 일

정한 통일화의 기능을 갖는다.하지만 장소특정 연극에서 통로의 기능은

공간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총체를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여기서 통

로는 오히려 분 된 공간들의 독자성을 유지시키면서 연결하고,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연행 역으로 기능한다.노베르그 슐츠,앞의 책,4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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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이나 복도,길 등은 A공간에서 B공간으로 이

동한다는 일차 인 목 을 갖고 있으나,이동 과정은 단지 B공간에 도달

하기 한 수단이 아니다.이동을 한 구간인 통로는 객과 배우들의

연행 역으로 활용되며 극장 공간에는 없던 새로운 연행 공간을 만들어

낸다.<슬립 노 모어>에서의 통로는 객들의 이동과 연행의 공간일 뿐

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행 공간으로도 기능한다.등장인물들은 침실이나

작업실과 같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른 작업실이나 특정 장면을 한

공간으로 이동하는데,이동 인 배우들은 출발 공간의 인물로서,혹은

도착 공간의 목 을 한 인물로서 캐릭터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면서 통

로를 거쳐 간다. 객은 그들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배우가 일부

객들의 팔을 잡아 끌거나 어 붙이며 데리고 이동하기도 한다.

<슬립 노 모어>가 배우들의 연행 공간이 심이 되어 객들이 그 속

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반해, 객들의 공간이 체 실연 공간의 부

분을 차지하며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워크 공연으로, 객들의 자

율 인 이동과 람을 강조했던 <공간을 깨우다>34)가 그 사례인데,이

작품은 객을 연행의 주체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 이동 통로를 포함해

여러 개의 공간들을 연행 역으로 활용한다.구 서울역사에서 실연된

이 작품은 역사의 내부 공간들을 일종의 인터뷰실로 설정하면서 시작된

다.인터뷰실 내에 자리한 객은 정면에서 촬 인 카메라의 시선과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의 시선,인터뷰실 밖에서 창문 머로 지켜보는

배우들의 시선들을 받으며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다.원치 않을 경우

답을 피할 수도 있지만,인터뷰 과정을 통해 감시받고 있다는 이미지가

생성된다.인터뷰를 마치고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객들의

주요 공간이 되는 복도들은 인터뷰실에서 형성된 감시의 이미지를 증폭

시킨다. 객들을 개별 공간들을 이동하며 건물 곳곳에서 비디오 상이

나 배우들의 퍼포먼스,진행 인 어떤 인터뷰들,인터뷰의 흔 들을 발

34)<공간을 깨우다(AwakeningSpace)>,문화역서울 284본 체,트리스탄

샵스 연출,201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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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고 람한다.이때 수많은 창문이 놓인 구 서울역사의 복도를 따라

만들어지는 통로에서 객은 감시의 상으로 놓이고,창문 바깥에서 창

문 안쪽의 객을 주시하는 배우들은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연극 내내 객들이 이동하는 통로들은 모두 CCTV를 통해 촬 되

고 있다. 객들이 오가는 복도의 벽에 CCTV로 촬 되고 있는 상들

이 투사되면서 객들은 카메라에 의해 감시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다. 상 속의 통로 공간과 객들의 모습,복도 창문 바깥에 치한 배

우들의 시선은 감시의 이미지를 지속 으로 증폭시킨다. 객이 통과하

는 복도는 출발 에서 도착 으로,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하기 한 연결 공간인 통로이면서 동시에 인터뷰로부터 지속된 감시의

이미지가 발생하는 연행 공간이 된다.

그림 10<공간의 깨우다>의 통로 이미지

이와 같은 이동성이나 연극 공간의 활용 방식은 작품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연극 공간에 한 연구는 공간의 형태와 그 안에서 배

우들이 수행할 수 있는 움직임들 사이의 계에 한 분석을 포함한

다.35)따라서 다음 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장소특정 연

극 공간의 구조를 살펴보고,그 안에서 나타나는 연극의 실연 형태를 검

35)안 베르스펠트,앞의 책,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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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자 한다.

3.2.변형된 연행 방식과 특징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여러 개의 심 연행 공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앞 에서 살펴보았다.이는 각각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연행

의 방식 자체에도 향을 미친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서의 연행

방식과 특징을 검토하는 작업은 여러 개의 심 연행 공간이 활용됨으로

써 발생되는 효과와 특징을 드러낸다.이번 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의

다양한 심 연행 공간들에서 나타나는 연행 방식을 극장 연극에서의 것

과 비교하여 살펴본다.여기서 연행은 배우들의 연기와 스태 들에 의한

연출 등을 포 한다.

우선 장소특정 연극은 극장 연극이 무 에서 만들어내는 것과 마

찬가지로 연극 환 을 만든다.하지만 그 형태와 의도는 공간 특성

에 의해 변형되어 나타난다.우선 극장에서의 연극은 무 에서 실연

되는 연극을 마치 실제 상황처럼 보이기 한 공간 조건을 갖고 있다.

한 연극이 진행될 때 객들이 만드는 소음이나 움직임이 환 을 만들

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극장은 무 공간에 집 하

게 만들기 한 목 으로 구조화되었다.한편 장소특정 연극의 공간

구조는 무 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연극 환 을 배제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심 연행이 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개

되는 이 연극의 형태는 오히려 통 인 극장 연극이 만드는 연극의 환

을 방해하는 공간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소특정 연극은 일상 이고 실 인 공간에서 다른 연

극 환 을 만들어낸다.실재하는 장소에서의 연행은 그것이 허구 이

고 연극 인 환 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행해지므로 배우나

객 모두 그 상황에 완 하게 몰입하기 어렵다.따라서 실재 공간과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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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이라는 두 가지는 립되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그 둘의 충돌

은 새로운 형태의 연행 방식에 기여한다.닉 이(NickKaye)는 “장소와

연극의 계 내에서 생겨나는 마찰”이 장소특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라

고 보았다.36)여기서 장소는 발견된 공간이 속한 일상 이고 실 인

세계의 의미를,연극은 연극 환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이 충돌은 장소특정 연극의 연행 방식에 있어서 연극 환 이

객들과 공존하게 만든다.실재와 허구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뒤섞이고

공존하는 형태의 연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한스-티스 만(Hans-ThiesLehmann)이 정립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공간과 상통하는 면들이 있다. 만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실제

경험과 허구 경험 사이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모호하게 되는 공간을

구 한다고 설명한다.37)극장에서의 연극 공간인 무 는 실 세계의 은

유 등가물이자 실제 세계를 모방한 허구 인 작은 세계로서 기능했다.

하지만 장소특정 연극은 더 이상 기존 연극처럼 모방된 세상의 축소

이 아니라,오히려 실재하는 세상의 일부분을 연극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즉,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공간은 “세계의 강조된 일부,실제 인

것들의 연속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세계의 일부”이다.그

는 막스 리쉬(MaxFrishc)가 설명한 그림틀에 한 서술을 드라마 연

극이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하기 해 인용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과의

차이를 언 하는데,이는 장소특정 연극의 공간 틀에 한 이해를

36) “(...) site-specific art frequently works to trouble the oppositions

between the site and the work”, Nick Kaye, Site-specific art:

performance,place,anddocumentation,London;New York:Routledge,

2000,pp.1-11.

“이런 미끄러짐(slippage)은 이 형태에 내재된 것으로,장소특정성은 작업과

장소의 한계와 경계를 넘는 불확정성에서 정확하게 발생한다."NickKaye,

ibid.,,p.215.

37)Hans-ThiesLehmann,PostdramatischesTheater,Frankfurtam Main:

VerlagderAutoren2011,pp.285-290.한스-티즈 만,김기란 옮김,『포

스트드라마 연극』, 미학사,2013,pp.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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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인용될 수 있다. 리쉬에 따르면 그동안의 그림은 그림틀 속으

로 자연의 일부를 떼어다 놓는 것과 같았으며,그 틀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가치를 찾기 한 창문이었다.연극에 있어서 극장 내의 무 라

는 틀은 사실이든 허구든 무 하게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작은

세계의 환 을 새롭게 만들어낸다.하지만 임 안으로 이야기를 집어

넣음으로써 연극화하는 기존 연극과 달리,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임 자체를 실 세계로 가져간다.발견된 공간이란 결국 실의 비연극

인 공간에 연극 틀을 는 것으로,비연극 인 실의 장소를 연극

으로 ‘발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8)

이를 통해 장소특정 연극의 공간에 따른 연행이 어떤 환 을 깨고자

하는 것이기 보다는 객과 배우가 환 속에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 인 방식의 침범할 수 없는 연

극 환 이 깨지고 신 객과 배우는 통합된 공간 내에서 에 지를

공유한다. 한 객은 실 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연극 환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그에 따라 배우들의 연행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무 에서 배우들의

연행은 사 에 치 하게 계획되고 연습된 바를 객들 앞에서 실연하는

것을 의미했다.그러나 여러 개의 심 연행들이 수행되는 장소특정

연극에서 배우들은 변화된 상황에 처해야 한다.무엇보다 배우들은

객과의 소통에 더 많은 에 지를 쏟게 된다.이때 배우들은 다양한 언어

의 개발을 통해 사람들의 람과 참여를 유도하고,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통에 주안 을 둔다.장소특정 연극에서는 행 인 극장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연극과 람 환경이 조성된다. 객들은 극장에서 티켓 을

마친 후 정해진 자리에 착석했으며,연극의 내용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알 수 없더라도 최소한 연행이 무 로 규정된 공간 내에서 진행될 것이

라는 정보를 이미 공유하고 있다.이에 비해 장소특정 연극의 람을

시작한 객들은 해당 작품의 개 방식을 사 에 악하지 않는 한,어

3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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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공간이 어떤 연행을 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짐작밖에 할 수 없

다.따라서 배우와 객의 치와 역할,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소통에

한 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개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객들의 극

인 태도가 강조되는데,이보다도 요한 것은 배우들의 유연하고 자연

스러운 연행이라고 볼 수 있다.이들은 사 에 연습한 본과 연기를 실

연하는 것을 기본으로, 객들의 람을 이끌어야 한다. 한 더 이상은

극에서 배제되지 않는 객들의 참여에 따른 측 불가능한 상황에 즉흥

으로 처할 수 있어야 한다.

심 연행 공간의 변형에 의한 가장 독특한 특징은 연행이 비선형 인

구조로도 개된다는 이다.비선형은 선형 이지 않은 모든 형태를 의

미한다.모든 장소특정 연극이 비선형 으로 개되는 것은 아니다.

본이나 연출 의도에 따라 장소특정 연극도 선형 인 체계 하에서 계획

되고 연행된다.하지만 분화된 여러 개의 심 공간에서 실연되는 장소

특정 연극은 사 에 계획된 틀에 맞춰 연행이 개되지 않는다.따라

서 이와 같은 작품들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제하며 비선형 으로

개된다.

이 경우 수많은 공간들이 개별화되어 있으며 어떤 공간이 우선이고 뒷

인지는 정해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할 수도 없다.특히 연극이

실연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객들에게 강요되거나 권유되

는 작품의 의도나 심 인 흐름은 없다.자율 인 람 형태는 연극 공

간 구조와 연극 실연 방식을 비선형 으로 만든다.특히 <슬립 노 모

어>는 비선형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 수 있는 작품이다.

<슬립 노 모어>는 내러티 의 개 방식뿐만 아니라 공간의 구조,

람 방식 등에서도 선형 인 체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공연의 시작과 끝

이 불분명하다는 은 비선형의 구조가 공간뿐만 아니라 작품 체에 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연극의 시작은 객들이 입장권 확인을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우에 의해 서로 다른 층으로 안내되면서부

터라고 볼 수 있는데,이와 같은 객 입장은 하루 공연에서 총 3차례

진행된다. 객들이 공연의 시작을 경험하는 치와 방식은 각자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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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종료 시 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공연 도에 나가더라도

그것을 ‘도’라고 부를 수 없는 형태이다. 편화된 개별 장면들을 조직

하는 것이 객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며, 체 으로 볼 때 상실된 통일

성은 객 개인의 조합에 의해 획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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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간 구조에 의한 의사소통 경로의 다변화

장소특정 연극에서 나타나는 연행 공간의 구조 객 치의 변화

는 곧 람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람이란 흥미와 심에 기반을 두

고 상을 보는 행 로,연극을 람하는 행 는 람 상과 람자 사

이의 의사소통 방식이다.장소특정 연극은 독특하고 다양한 공간 특

징들로 인해 변화된 람 방식을 갖고 있다.이는 무 -객석 간의 형

인 연극 내 의사소통 구조에 향을 미쳐 그 경로를 더 다양하게 만든

다.기존의 연극에서 일방 인 의미 달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행해졌다

면,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상호 이고 다양한 경로의 의사소통이 가능

해진 것이다.이번 장에서는 장소특정 연극에서 다변화되어 나타나는

의사소통 구조를 변형된 람 방식과 객의 역할 치를 통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4.1. 객의 다양한 역할 수행

극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극 람은 객석에 앉아 무 에서 실연되

는 연극을 보는 것을 의미했다.이는 이동형의 수 무 나 거리 장터에

서 열리는 공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의자의 유무에 따라 서서 볼

것인지 앉아서 볼 것인지가 달라지지만,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상

을 람하는 행 자체는 야외나 실내나 다르지 않다.이는 3장의 서두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는 연행의 원리에서 기인

한다.그런 에서 볼 때 장소특정 연극의 람 방식이 통 인 연극

의 방식과 다른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장소특정 연극은 그 공간 구조

가 기본 으로 이분법 인 틀에서 벗어나 있고, 객이 연극을 람하는

치가 형 이지 않기 때문이다.

객들은 이 에는 근이 불가능하던 연행 공간의 내부로 들어간다.



-47-

이러한 형태는 객이 연극에 ‘개입’하게 된다거나 ‘참여’한다고 설명이

되곤 한다.즉,단순한 람으로 제한되어 있던 객의 역할이 보다 극

인 형태로 바 게 되는 것이다.이와 련하여 (KerenZaiontz)은

객이 극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임무(double-duty)’을 갖게 된

다고 말한다. 객들이 극장 연극에서 무 의 연극을 목격하는 통 인

객의 역할을 유지함과 동시에 극 속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움직

이는 미장센으로,혹은 공동의 창작자로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이다.39)

를 들어 앞서 설명한 <블랙 워치>에서 객은 축제 람객의 치

에 놓이면서 <블랙 워치>라는 연극의 객이자 타투 퍼 이드의 형식을

취해 캐미가 들려주는 블랙 워치 부 원들의 경험을 듣는 극 속의 축제

람객 지 를 동시에 갖는다. 객이 무 로 분리되어 있던 배우들의

연행 공간 속에 치한다는 것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바깥에서 인물들을

찰하고 평가하는 람을 어렵게 만든다. 객과 배우의 경계를 불분명

하게 만드는 이 같은 치와 역할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통 인

연극 내 역할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객이 수행하게 되는 역할은 장소특정 연극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

난다. 를 들어 다양한 공간들을 이동하는 여정으로 구성한 연극 <헤테

로토피아>에서 객은 옛날식 다방의 손님 역할부터 스스로 음향 효과

를 만들어내는 스태 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객들은 첫 번째로

이동하여 도착한 공간인 옛날식 다방에서 나눠주는 워크맨을 받게 된다.

그 안에 녹음된 목소리의 안내를 받은 이들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시작하는데,워크맨에 녹음된 목소리는 객에게 “이제 빨간 녹음 버튼

을 르고 여행을 시작하세요.”라고 말한다. 객은 녹음 버튼을 르고

자신의 행보를 녹음하면서 하나의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한다.이

녹음 행 는 객의 숨소리부터 발소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소리를 담아

39)KerenZaiontz,“AmbulatoryAudiencesandAnimateSites:Stagingthe

SpectatorinSite-specificPerformance”.PerformingSite-SpecificTheatre:

Politics,Place,Practice,Editors:Tompkins,J,Birch,A,Palgrave

Macmillan,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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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객은 스스로 정한 속도와 방법으로 움직임으로써 연극 작품의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고,이는 연극의 일부분으로 기능한다.이는 <헤테

로토피아>에서 사용된 특수한 연출 방법으로,녹음 행 가 다른 장소특

정 연극들에서도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여기서 객의 녹음

행 에는 여러 연행 공간들을 이동하며 람해야하는 장소특정 연극의

특징이 기능 으로 반 된 것이다.

비선형 구조의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연극 람에 있어 객들이 선

택할 수 있는 폭이 월등하게 넓은데,이 경우 객의 권한이 많은 만큼

수행해야 하는 역할도 많다.<슬립 노 모어>에서는 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부터가 작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마스크를 쓴 객들

은 미술 인 연출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작품에 그로테스

크한 시각 효과를 더한다.마스크를 착용한 객들이 이동하거나 움직

이는 행동,혹은 가만히 서 있거나 람을 해 배우를 둘러싸고 있는

동작들이 연극의 조연 배우나 주요 오 제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1<슬립 노 모어>의 배우와 마스크를 쓴 객들 (사진:Yaniv-Schu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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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역할이 다양화되면서 람 방식은 능동 인 형태를 띤다.웨덴

(W.B.Worthen)은 <슬립 노 모어>처럼 애 에 객들이 스스로 작품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경우에 객들이 개별 공간과 그 안에서 수행되는

연극 상황에 들어가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는 이 객들의 개

입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내러티 를 새롭게 창조한다고 설명하며 이

들의 능동 인 람이 장소특정 연극 작품을 완성시킨다고 본다.40)이

는 작품에서 수용자 집단에 치한 객이 그 역할을 확 하여 극 속에

서 존재하는 연극의 생산자 집단인 배우나 스태 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연극에의 개입은 객이 직 작품의 구성이나 연출

을 주도하는 수 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하지만 소극 으로 작품의 내

용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이 의 ‘빈곤한 자유’에

서는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41)

4.2.의사소통 경로의 재구성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객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늘어나게 되고,그

40)W.B.Worthen,“Thewrittentroblesofthebrain:SleepNoMoreand

theSpaceofCharacter“,TheatreJournal,Volume64,Number1,March

2012,p.82.

41)이는 하이퍼텍스트 문학에서의 ‘쓰기 텍스트(writerlytext)’를 연상시킨다.

쓰기 텍스트란 독자를 소비자가 아닌 문학 작품의 생산자,즉 작가로 만들면

서 생산되는 문학 작품을 가리킨다.바르트는 독자가 그 읽도록 만들어진

책을 ‘읽기 텍스트’라고 부르며,독자가 직 쓰도록 유도하는 책을 ‘쓰기 텍

스트’라고 지칭했다.<슬립 노 모어>에서는 객들이 각자 자신만의 연극을

구성하게 된다.연출자와 배우는 마치 이를 한 자료가 되는 장면과 분

기,공간을 제공하고 객은 그것들을 감상하고 ‘읽어냄’과 동시에 자신만의

연극을 축조하고 ‘쓰는’것이다.조지 P.란도,김익 옮김,『하이퍼텍스트

3.0:지구화 시 의 비평이론과 뉴미디어』,서울:커뮤니 이션북스,2009,

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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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객은 작품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갖게 된

다. 객들의 기본 인 역할은 연극을 감상하는 것으로,무 에서 실연되

는 연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다.하지만 늘어난 역할

은 연극을 람하는 방식을 바꾼다.장소특정 연극에서 객들은 배우

와 만나고,다른 객과 하고,직 오 제를 다루거나 공간을 이동

하게 된다.이 과정은 연극을 감상하는 방법을 일종의 경험으로 바꾸면

서 의사소통 경로를 새롭게 구축한다.의사소통 구조는 연극 작품 내부

에서 발생하는 것과 외부와의 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작품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이란 연극의 실연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연극에 참여하는 직 인 주체인 배우와 스태 , 객 사

이에서 발생한다.외부에서의 의사소통은 연극이 끝난 후에 지속되는 작

품과 유 한 의미의 발생을 비롯하여 사회 공동체로 되는 향에

한 것을 가리킨다.

우선 작품 내부에서의 소통 구조는 객을 심으로 객-배우, 객-

객, 객-공간, 객-오 제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무엇보다 두드

러지는 것은 물론 배우와 객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이다.앞서 설명했

듯이 장소특정 연극 공간 구조는 배우와 객 공간 사이의 구분을 불

분명하게 만든다. 객들의 치는 배우들의 연행 공간 내부에 치할

수도 있고 조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따라서 배우는 더 이상 객을

보이지 않는 벽 머의 찰자로만 여기지 않는다.마찬가지로 객들도

배우들의 움직임 감정을 능동 으로 해석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흐

름을 스스로 축조한다.그에 따라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나타나는

방향성,즉 무 에서 객석으로 진행되는 일방 인 방향성이나 화가 스

크린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의미의 방향성은 배제된다. 신 개별 객

들의 입장과 치에 따라 분산되고 연결되고 재수용되는 의사소통 구조

가 나타난다.즉,장소특정 연극에서 배우와 객은 매우 상호 인

계로,이들은 연극 내부에서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비록 객이 극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연극 작품의 바깥에서 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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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착석하지 않고 이동하며 람할 수 있는 연극의 경우 배우와

객 간의 의사소통은 더 활발해진다.마이크 피어슨과 마이클 생크스는

연극과 건축의 계를 통해 연극 공간을 탐구한 공동 서에서 장소특정

연극에서의 객이 배우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해 설명한다.

즉,고정된 무 구분이 없는 장소특정 연극에는 객과 배우가 향

을 주고받으며 연행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공간 분리가 규정되

지 않은 곳에서 객과 배우가 마주하면 객은 배우들의 연기를 해

자리를 비켜서거나 더 잘 보고 듣기 한 치를 하며 이동하게 된다.

출연자들이 춤이나 연기와 같은 각자의 연행을 수행하면 객이 즉각

으로 연행 공간을 둘러싸게 된다.연행 공간은 더 잘 보기 해 애를 쓰

는 객들이나 객 공간을 고드는 출연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재정립

된다.피어슨과 생크스는 이 과정을 민주 이라고 묘사하며 둘의 상호

인 계를 설명한다.단일 공간이든 복수 공간이든 간에 객석이 정해

지지 않은 경우, 객은 장면과 공간,배우와의 계에 따라,나서서 볼

것인지 숨어서 지켜볼 것인지,혹은 앉아서 볼 것인지 등과 같은 람

형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 복수의 공간에서 동시에 극이 진행

되는 비선형 구조의 작품일 경우, 객은 동시에 모든 것을 볼 수 없으

므로 무엇을 볼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부분 가장 선호하는 공간

치,등장인물,분 기 등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객마다 선호하는

상이 다를 것이므로 객들은 개별화된 경험과 해석을 갖게 된다.42)

객과 객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발생하는데,이는 장소특정 연

극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다.무 에서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어

두운 객석에서 그것을 지켜 야 하는 극장 연극에서는 객 간의 의사소

통이 철 하게 배제되어왔다.극장에서의 객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객들을 극 경험에서 완 히 배제하고,때로는 방해요소로 여기기도 한

다.하지만 여러 개의 연행 공간들을 통해 연극이 실연되는 장소특정

42) Mike Pearson,MichaelShanks,Theatre/Archaeology, London and

Newyork:Routledge,2001,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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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에서는 반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자이온츠(KerenZaiontz)는

장소특정 연극이 “ 객이 술 작품 내에서 권한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경합이 ‘객 능력(spectatorship)’의 한계를 바꾼다"고 주장한다.여기서

경합이란 곧 연극이 실연되면서 만들어지는 연극 환 속에 객이 개

입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충돌인데, 객이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직 인 신체 인지와 경험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이다.43)이

과정은 객들이 다른 객을 인식하게 한다.장소특정 연극의 변형된

공간 내에서 객들은 작품을 개해 나가는 배우나 무 세트,공간,환

경 외에 자신을 포함한 다른 객들을 연극 상으로 삼게 된다. 객

들 사이에서 연극 의미가 형성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블랙 워치>를 로 들어 본다면, 객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마주

본 객석의 구조는 단지 퍼 이드 람석을 형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객

이 서로를 상화하게 만든다.이 구조에서 요한 것은 객들이 블랙

워치 부 원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다른 객의 모습에 스스로를 투

하여,배우들의 연행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인

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공간에서 동시다발 으로 연행이 이루어질 경우, 객간의 의사

소통은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객은 다른 객을 통해 연극 람이라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객을 연행자로,오 제로 인지하면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공간

을 깨우다>에서는 통로를 오가는 상황에서 객들이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한 곳곳에 설치된 보안용 폐쇄회로 텔 비 에 포착된 다른

객들을 보게 되고,연극이 시작할 때 진행한 객들의 인터뷰의 상은

인터뷰를 진행했던 방 안에 놓인 노트북에서 반복 재생된다.따라서

43)KerenZaiontz,“AmbulatoryAudiencesandAnimateSites:Stagingthe

SpectatorinSite-specificPerformance-Contactandcontent:theusesof

thespectatorinperformance”.PerformingSite-SpecificTheatre:Politics,

Place,Practice,Editors:Tompkins,J,Birch,A,PalgraveMacmillan,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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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직 ,그리고 실시간 폐쇄회로 텔 비 카메라에 힌 상과 인

터뷰 때에 녹화된 상을 통해 다른 람객을 보게 된다.연극이 시작될

당시 작품에서 인터뷰의 상자 던 객은 인터뷰 진행자를 연기하는

배우들을 상 했다.하지만 이후 공간 내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객

들은 다른 객들의 인터뷰 상을 보게 되고,인터뷰 상자 던 객

은 인터뷰 진행자의 시선으로 다른 객들을 하게 된다.폐쇄회로 텔

비 카메라의 상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된다. 객은 이동

과정에서 감시를 받는 자로 존재했으나, 상을 보는 동안에는 감시를

하는 자의 시선을 갖게 된다. 객들은 자발 인 이동을 통해 치를 변

경하면서 다른 객에게 연출자에 의해 계획된 작품의 의미를 달하는

매개자가 된다.

객들은 공간들을 탐험하면서 그 공간들에 남겨진 책,서랍 속의 메

모,벽에 걸린 옷,소니 워크맨,명함 등의 오 제로부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이는 배우들의 연기나 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과는 다른

경로이고 동시에 통 인 연극 의사소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보통의 연극 람에서 객은 직 연행 도구를 만지거나 조작하지

않는다.극장에서 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공간과 그 안의 도구와

소품들은 배우들의 연행에 도구로 활용되며 극의 개를 보조하는 형태

다.그에 반해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마치 배우가 오 제를 통해 극

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객이 다양한 물건과 도구들을 사용해 극의 의

미를 읽어내게 된다.따라서 장소특정 연극에서 객이 오 제와 계

맺는 형태는 객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며 극을 이해하는 의

사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간과 객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방식과 유사하다.장소특정

연극은 주로 장소와 작품 사이의 계에 의해 규정되는데, 객은 그

게 만들어진 연극 자체와의 계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 인 공간들과도

직 계 맺으며 공간과의 의사소통을 발생시킨다.런던의 지하철역,모

스크바의 종이공장,문 닫은 백화 , 라남도 주의 폐교 등에서 작업

을 선보여 온 연출가 트리스탄 샵스는 장소특정 연극이 일반 야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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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다른 으로,“ 객들이 공간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44)비어있

지 않은 공간에서 연극이 실연됨으로써,연극과 객은 그 공간으로부터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이는 객이 오 제들을 직 다루며 극을

악해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소특정 연극에서는

공간 자체가 연극의 개를 한 요한 형식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객이 연극 공간의 구조나 형태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고 단하는 것이

다. 객은 연극 공간을 작품 내부의 연행과의 계에서뿐만 아니라 실

재 공간의 용도와의 계 내에서도 악할 수 있다.장소특정 연극으

로 실연되는 작품의 내용이나 실연 방식은 특정 공간과 만나면서 일종의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데,그것이 작품의 감상에도 향을 미치는 것이

다.이 같은 연결은 배우나 스태 가 의도했건 그 지 않건 마찬가지이

다. 객은 연극 자체의 이야기 외에 공간에서 풍기는 인상,이미지,분

기를 발견하며 연극을 람한다.그 게 근하는 객은 연극이라는

술의 임을 통과하여 실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반추하게 된다.

장소특정 연극의 의사소통은 작품 내부에서 형성되지만,연극 외부

로도 확장된다.가장 특별한 은 실재하는 장소에서의 연행으로 인해

사회 이고 공동체 인 맥락으로 의사소통이 확장된다는 이다. 통

인 극장을 벗어남으로써 공간 의미가 연극에 개입하게 되자,이는 공

간과 연극에 한 쟁 을 변화시켰다.연극을 실연 공간과의 계에서

논한 비평가인 샤우드리(UnaChaudhuri)는 장소특정 연극이 사회 이

고 역사 인 의미를 가진 장소에서 행해짐으로써 사회에서의 활동을 추

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그는 실재하며 비어있지 않은 특정

장소에서의 연극이 사회 맥락과 계를 형성하면서 형 인 극장에서

행해지는 연극보다 능동성을 띄게 된다고 말하며,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44)김미은 기자,“‘5월 주’서 시작...재를 지나 미래를 이야기하다”, 주일

보,2013년 8월 29일,보도기사 참조.Accessed December 8,2014,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77702000505110007

트리스탄 샵스 인터뷰,“ONEDAY,MAYBEbydreamthinkspeak"참고.

AccessedDecember8,2014,http://youtu.be/yLUeQ90h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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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반 의 요성을 이야기한다.45)

세운상가가 거쳐 온 시간에 한 기록을 경험하는 형식인 <헤테로토

피아>에는 과거를 보 하기보다 새로운 개발을 지향하는 세태에 한

비 인식이 깔려있었다.연극의 공간인 세운상가를 통해 오가는 의미

의 소통은 해당 장소에 련된 문제의식과 맞물려 개인 인 람의 경험

은 사회 경험으로 된다.46) 객이 경험하게 되는 장소의 과거와

재,그리고 허구가 교차하는 연극은 다면 인 의미와 감정의 소통을

발생시키며,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사회 인 문제 등을 재인식하게

만든다.

한 <블랙 워치>는 쟁과 군 문화 반에 한 담론을 형성하며

사회 인 맥락의 의사소통을 발생시킨다.이 작품은 군 라는 거 한 사

회 쟁 을 개인의 차원에서 근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므로,서사 구조

안에서는 반 이나 군 문화와 련한 정치 인 메시지가 강조되지 않

는다.하지만 결과 으로 이 작품은 반 문제를 월해 군 문화 체

를 아우르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이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극

장에서의 연극보다 더 복합 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쟁은 잘못

된 것’이고,‘이라크 은 정치 인 이유로 질러진 추악한 쟁'이라는

45)UnaChaudhuri,StagingPlace:TheGeographyofModernDrama,Ann

Arbor,Mi:UniversityofMichiganPress,2001.JoanneTompkins,앞의

책,pp.6-7재인용.

46)세운상가는 2007년 철거가 계획된 후 2008년 철거가 시작되었다.하지만 서

울시는 2012년 ‘세운상가 재정비 진계획 변경을 한 심포지엄’을 거쳐 기

본 축을 유지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철거

형 개발 방침을 보 형 개발로 방향을 바꾸었다.2014년을 후로 세운상가

내에 은 술가들의 갤러리와 복합 술공간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서

울시는 2015년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탙바꿈을 목표로 한 ‘세운상가 활상화(재

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헤테로토피아>(2011)가 직 으로 개발 방향에

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술행사가 거의 무하던 세운상가에서

의 공연 시 과 장소특정 연출 방식을 고려할 때, 람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장소의 쟁 에 심을 갖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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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메시지를 직 객에게 달할 수도 있지만,제작진은 그 같이

일방 인 결론이 쟁에 한 감정 인 메시지로 소비되어 발 인 논

의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서로를 로하며 발 없이 끝

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47) 신 장소특정 연극으로서 블랙 워치

부 에 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그 안에 효율 인 구

조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객이 스스로 의미를 조합하여 상을 인식

하게 한 것이다.즉,<블랙 워치>는 의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실의

공간에 이질 인 상황과 장면을 삽입한다.이것은 객으로 하여 다양

한 해석 경로를 갖게 하면서 무 와 객석 사이의 단정 인 이분법에

항하는 복합 인 의사소통 경로를 만든다.

한 장소특정 연극에서 객이 다양하고 극 인 역할을 하게 되

면서,모든 객이 같은 작품을 서로 다른 폭으로 경험한다는 은 작

품 내부에서 형성된 의사소통을 외부로도 연결한다.이는 특히 <슬립 노

모어>와 같이 비선형 인 구조의 작품에서 나타난다.비선형 구조의 장

소특정 연극은 함께 람한 객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객이 다시 같은 작품을 람할 때도 이 과는 다른 경

험을 하게 된다. 라어티(JenniferFlaherty)는 그런 때문에 <슬립

노 모어>를 60회가 넘게 재 람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으며,연극의 실연

장소 밖에서 개별 인 람 경험을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한

다.한 번 이상 람한 객들은 스스로를 ‘잠을 잃은 자(Sleepalos)’,‘불

면증환자(Insomniacs)’,‘잠 못 이루는 자(TheSleepless)’라고 부르며,각

자의 람 경험을 바탕으로 <슬립 노 모어>에 한 비평과 소설,미술

작품,음악을 창작하고 있다.48)비선형 구조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지극

47)CaitRobinson,"TheMaking ofBlackWatch",WORDS onPLAYS,

Vol.XIXNo.6,p.12.

48)JenniferFlaherty,“DreamersandInsomniacs:Audiencesin SleepNo

MoreandTheNightCircus”,ComparativeDrama,Volume48,Number

1-2,Spring and Summer,Published by Western Michigan University,

2014,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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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개인화되어 있는 람 방식은 연극 실연 체를 통하는 수많은 경

우의 수를 통해 완성되고, 객들은 그것들을 재구성하면서 연극 외부에

서도 새로운 경로의 의사소통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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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고는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목받고 있는 장소특

정 연극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장소특정 연극은 새로운 연극 형

식에 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련 연

구의 방향은 ‘실재 장소’에서 실연된다는 측면에 집 되어 있어 개념의

구체 인 정의나 조건들에 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본고는

장소특정 연극의 개념과 구체 인 조건들을 정리하고 이 연극 형식을

형성하는 세부 인 요소들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장소특정 연극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 를 만드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해 본고는 장소특정 의 핵심 인 요소인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 구조에 주목했다.연구의 순서는 장소특정 연극의 유래와

장소 공간 개념을 정리한 후,다양한 구조로 나타나는 공간들의 양상

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그에 따라 변형된 연행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

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했다.

먼 장소특정 연극의 유래와 구체 인 조건들을 밝힘으로써 장소특

정성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연구의 시작으로 삼았다.다음으로는 장소

특정 연극 형식을 규정하는 핵심 인 요소인 장소를 구성하는 공간들

의 양상을 살펴보았다.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부터 기인했다.우선 장

소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소가 장소특정 연극의 ‘내용’이고 ‘형식’이라면,공간

은 그 세부 인 내용이고 구체 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로는 장소특정 연극이 연행 공간에 민하게 근하는 실험연극들

로부터 발되었기 때문이다. 행 인 연극 공간에서 나타나는 무 -객

석의 이분법 인 구분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연행 공간을 추구했던 실험

연극들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장소특정 연극은 가장 극 인 형태로

공간에 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연극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극장 연극에서 심 연행 공간이 고정된 단일 무 던 것에 반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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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정 연극은 그 양상은 다양하다.본고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설명했다.우선 단일한 공간 내에서 여러 개의 연행 공간들이 병존하

는 경우이다.사례로 든 연극 <블랙 워치>는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을 기

반으로 둔 유서 깊은 ‘블랙 워치’부 원들의 이야기를 과거에 군부 막

사로 사용되던 건물에서 실연한 작품이다.하나의 넓은 홀 안에서 객

공간과 연행 공간은 그 범주를 바꾸어가며 연극을 개시킨다. 객은

소극 인 형태지만 극 속에 개입하며,무 -객석의 이분법 구분을 깬

다.

다음으로는 여러 공간들에서 한 작품을 실연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

았다.이처럼 복수의 공간에서 여러 개의 심 연행이 이루어지는 방식

은 두 가지인데,하나는 연출된 경로를 따라 순차 으로 심 연행 공간

이 이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곳곳에서 연행들이 동시다발 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우선 <원데이,메이비 언젠가>와 <헤테로토피아>를

심으로,하나의 여정처럼 순차 으로 이동하면서 개되는 연극에서

나타나는 연행 공간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원데이,메이비 언젠가>는

주의 한 폐교에서 강당과 교실을 포함한 학교 건물에서 공연된 작품으

로,작품 체에는 주라는 지역성과 폐교 건물이 가진 공간 특성이

반 되어 있다.여기서 객들은 집단 으로 이동하며 개별 공간마다 독

립 으로 진행되는 연행 공간들 탐색한다. 객은 직 연행에 참여하기

도 하고,멀리서 조하는 태도로 장면을 지켜보기도 한다.한편, 같이

이동을 하며 진행이 되더라도, 람 방식이 개인에 집 된 형태도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세운상가와 그 일 에서 진행된 장소특정 연극으

로, 객들은 개인화된 구성 내에서 연출된 장면들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연행 공간의 양상은 복수 공간에서 여러 개의 심

연행들이 동시다발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연행 공간들은 실연 장

소로 정해진 범 내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객들은 스스로 작품을

구축하며 자율 으로 작품을 람하고 경험한다.이를 해서는 <슬립

노 모어>와 <공간을 깨우다>를 사례로 들었다.두 작품의 경우,수많은

공간들을 탐색하는 람 과정에서는 통로가 하나의 연행 역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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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특징이 있다. 같이 이동형이라는 람 방식의 특성상 <원데이,

메이비 언젠가>나 <헤테로토피아>에서도 통로는 존재한다.하지만 이

통로가 연출가와 스태 들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연

출가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 통로는 ‘이동’이라는 본래의 기능만을 수행한

다.그에 비해 <슬립 노 모어>나 <공간을 깨우다>는 객들이 자율

으로 이동하며 어떤 공간의 연행을 람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따

라서 이때의 이동 과정은 단순히 이동을 한 수단이 아니라 배우와

객들의 행 가 의미를 발생시키는 연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변형된 연행 공간의 양상은 각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

행 방식에도 향을 미친다.먼 객과 배우가 뒤섞여 있거나 아주

하게 공존하는 장소특정 연극의 연행 공간은 무 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극 환 을 만들어 낸다.실재 공간과 연극 환 은 서로

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이 둘 사이에서의 마찰은 실재와 허구

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며 장소특정 연극 특유의 분 기를 형성한

다.이는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상통하는 면이기도 하다.변형된 연행 공

간의 구조는 배우들의 연행 방식에도 변화를 만든다.기존에 배우들의

연행은 사 에 치 하게 계획된 바를 객들 앞에서 실연하는 것을 의미

했다.하지만 장소특정 연극에서는 사 에 계획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으며,그에 따라 배우들에게는 다양한 공간 구조와 객과의 계에

처할 수 있는 유연한 연행 방식이 요구된다.마지막으로 연행 공간의

변형에 따른 가장 독특한 은 장소특정 연극의 연행이 비선형 인 구

조로 개된다는 것이다.분화된 여러 개의 심 공간들에서 실연되는

장소특정 연극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되며,어떤 개

방식도 제시되거나 강요되지 않는다.

연행 공간의 변형과 그에 향을 받은 연행 방식은 객에게 여러 가

지 역할을 부여하며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경로를 만든다.장소특정

연극의 객들은 그 독특한 연행공간의 구조 특징들로 인해 객이라

는 기본 인 역할 외에 연행자,오 제,스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작품들은 각각의 공간 구조에 따라 가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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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들을 활용하여 객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한다.이는

객이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든다. 객들은 배

우와 다른 객,공간,오 제와의 계들에서 연극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이와 더불어 연극 내부에서 형성된 장소특정 연극의 의사

소통은 작품 외부의 사회 이고 문화 인 차원으로도 확장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고는 장소특정 연극의 실연 장소를 공간들

의 집합으로 보고,그 공간들의 변형 양상과 특징을 짚어내고자 했다.장

소특정 연극에서는 실연 장소의 지정학 입지나 사회 이고 역사 인

맥락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 주를 이룬다.하지만 본고

는 장소가 다양한 연행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그 공간들이 장소특

정 연극의 독특한 작동 방식과 의사소통 구조에 향을 미치며 의미를

축조한다고 설명했다.공간 구조에 한 이해는 실연 장소의 변경만으로

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했던 장소특정 연극의 특징을 연행자와 객

사이의 상호 인 계와 객 스스로 서사를 축조하며 연극을 개시키

는 연극의 작동 방식 등으로 짚어냈다. 한 이와 같은 특징들을 통해

본고는 기존의 극장 연극 다른 비극장 연극들과 장소특정 연극 사

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악할 수 있었다.

연극은 다양한 매체와 장르가 혼재되는 가운데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장소특정 연극은 형 인 연극 공간에

한 실험의 연속선상에서 극장 밖의 실재 장소라는 장소 요소가 더해

지면서 개념화되었는데,이와 같은 공간과 장소의 조건들은 다시 허구와

실재의 경계를 흐리는 연행 방식과 비선형 인 구조의 연극 개에 기여

하고 객과 배우들의 역할 태도에도 향을 미친다.따라서 연극 형

식을 구성하는 세부 인 조건들에 한 추가 인 검토는 장소특정 연

극에 내재된 새로운 공간 가능성을 조명하고,연행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한 보다 섬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장

소특정 연극에서는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객들의 역할

이 커지고 객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통 인 연극과 달리

객이 스스로 연극을 개시키는 양상도 나타난다.따라서 이에 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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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 연구는 장소특정 연극을 비롯하여 변화하는 연극 형식을 악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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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spacestructureof

site-specifictheater

LeeHyeryung

InterdisciplinaryProgram inPerformingArtsStud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performing space in site-specific

theateris transformed and whatare the following effects.

Site-specifictheaterisheldatanexistingplacewhichisbuilt

forthenon-theatricalpurposes,producingthedifferenttypesof

performing spaces compare to the conventional theaters.

Traditionalperformancewereperformedatthestage,asingle

fixed spacein thetheater.On theotherhand,site-specific

theaterhasdifferentspacesdependingonitsactualactingplace

whichleadstothevariouslytransformedspaceineachcase,

suchasitsnumber,size,shapeandsoon.Asaresult,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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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icalaestheticisformed,influencing thebothperformers

and audiences when they react in site-specific theaters.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pace as to explain the essence of

site-specifictheater.

In the second chapter,the historicalbackground of the

site-specifictheateranditscontinuedconceptisintroduced.For

a start,it explains the meaning and the history of the

site-specificinthefieldofvisualart,whichhasbeenstarted

withthespatialawarenessamongthe1960’sminimalism art.

Thesite-specificity in thevisualartalong with thespatial

experimentsbasedonthereflectionsonitstraditionaltheatrical

spacehavecreatedthesite-specifictheater.Likewise,thestudy

considersontheconditionsandfunctionalitiesoftheperforming

siteforthesite-specifictheaterbyexaminingthecontextof

how thissite-specifictheaterconceptisbuilt.

Thethirdchaptermainlyconcentratesontheanalysisofthe

changingaspectsduetothedifferentperformingspacesinthe

site-specific theater with case studies.Depending on the

numberoftheperforming space,whetheritisoneormore

thantwo,itiscategorizedastwodifferenttypesinorderto

examinehow performingspaceistransformedbytheshapeof

the space. In a single space, there are several main

performancescoexisting.Whilethemainperformancesmaybe

actedinaserialorder,itmayalsobeperformedatthesame

timeeverywherewhenitcomestothemultiplespaces.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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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oftransformation ofthe performing space impactthe

performersacting,expressions,attitude,and sceneordersas

well.

The fourth chapter explains the possibility of multiple

communicationmethodsviauncommonspacestructuresinthe

site-specific theaters.Firstly,the audience co-exists in the

performingspacesothattheyhavedutieswhileparticipating

thetheatre.Aswellastheperformers,theaudiencebecomes

themainagentinthesite-specifictheaterthatproducesthe

meanings. Theymakeavariouscommunicationchannelsof

watchingtheaterswiththerelationshipamongtheperformers,

theotheraudiences,performingspace,andobjectsusedinthe

theater.Whileitwasonlypossibleforone-waycommunication

forthestagetoauditorium structure,now itisfeasibleto

haveinteractiveandvariouscommunicationwhentheaudience

havedifferentpositionforthetransformedperformingspac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unique style of the

performance and complicated communication method of

site-specifictheatershouldbeunderstoodwiththetransformed

performancespaceand itsstructuresratherthan thesimple

shift ofthe site itself.Also this paper aims to lay the

foundationfortheclearerunderstandingandgroundsforusage

byrefiningtheconceptofthesite-specifictheater,whichits

concretefunctionalityhasnotbeenreviewedyetandconsumed

alreadywithouttheunderstandingofthe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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