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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 영 민

2000년대에 들어 장애인 인권 운동의 대안적 방식으로 공연예술 활동이

논의되기 시작하며, 다양한 장애인 공연예술 단체들이 조직화되고, 많은

장애 공연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창작자가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클라이

언트로 간주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도 주로 단기

적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성 평가로 치중

되어, 창작자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아주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신체장애인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신체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신체장애인의 장애정

체성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장애정체성’은 장애인이 ‘손상과 장애에 대

해 갖는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 장애는 ‘몸’에서 출발하는 현상임에도 불

구하고 장애정체성을 다루는 많은 논의들은 장애인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

한 논의를 주로 다루며 장애인의 손상과 몸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여 왔



- ii -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장애정체성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기존의 논의가 장애인의 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루지 않아왔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장애정체성의 변

화 논의들이 장애인이 처해 있는 맥락과 장애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상된

몸을 예술의 도구로 활용하는 ‘공연예술’이라는 특수한 시공간 내에서의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신체장애인’을 연구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를 가진 ‘신체장애인’의 경험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장애인의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은 어떠한

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3년 이상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해온 신체장애인

이다. 이들은 연극, 무용, 마술 등 서로 다른 공연예술에 참여하고 있는

총 8명의 장애인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3명, 뇌병변

장애 5명이었다. 공연예술 활동 참여 경력은 3년에서 13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6명의 연구참여자는 장애인 극단 등에 소속되어 활동을 진행

하고 있었으나, 2명은 프리랜서 공연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은 시간과 공

간이 제한된 체계 내에서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 방법으로, ‘공연예술 활

동’이라는 특수한,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맥락에서의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에 알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주

자료원으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작성된 녹취록을 활용하였으나, 연구참여

자가 직접 작성한 대본, 에세이, 연구참여자의 신문 기사, 매체 인터뷰, 연

구참여자가 속한 극단의 연출가나 대표 등의 인터뷰를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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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로 4개의 상

위 범주와 11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하위 범

주에 대해서는 31개의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은 ‘몸에 대한 통제권’ 변화를 포함하였는데, 몸

을 잘 운용하게 되거나, 몸을 잘 알아가거나, 몸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

울이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손상의 의미’의 변화는 연구참여자가 참여하

는 공연예술의 장르에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

다.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강조되거나, 연구참여자의 손상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손상을 ‘자기만의 색

깔’로 의미화하였으나, 정형화된 움직임과 테크닉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

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손상을 ‘한계’로 의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는 무대라는 공간에서 타인의 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과 같이 적극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몰입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등 소극적

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라는 상위 요소는 ‘제약 경험의 의미’ 변화를

포함하였다. ‘제약 경험의 의미’ 변화는 과거의 제약 경험을 공연 무대 위

에서 새로운 ‘내러티브’로 구성해 발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어났다. 기능

적 제약 경험의 재의미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제약으로 인한 관계 경

험의 재의미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장애로 인한 억압 경험의 의미’

변화는 두 가지 변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의 억압 경험을 무대 위

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함께 활동하는 구성

원들과의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관계 경험을 기억을 극

복해내기도 하였다.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상위 요소는 ‘삶에 대

한 태도’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의 변화 양상

은 ‘외향적으로 변함’으로 나타났지만, 공동 작업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

게 됨’이라는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고, 프리랜서로 혼자 활동하는 연

구참여자는 ‘능동적으로 변화함’이라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역할을 통한

가능성 인식’ 변화는 우선 사회 활동이나 일자리를 가지지 않았던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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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에게 ‘갈 곳’이 생겼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때 주로 참여하는

공연예술 장르 뿐 아니라 공연예술 활동을 가교로 하여 더 많은 역할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였으며, 공연 작품 내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며 가능성

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연예술 참여 형태가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 프라이드를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자기 인식’ 변화는 이전까지 다른 관계에서 받기 어려웠던 인정을

동료, 관객,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더 많

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이라는 상위 요소는 ‘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함하였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의도적

으로 접촉을 회피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며 장애인

을 잘 알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

으며,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할 집단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개인의 문제를 공통의 억압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된다.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반한다.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

만,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비장애인 집단에 대해 이해와 신뢰감

을 가지게 되었다는 변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에 대한 열등감 혹은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변화 양상을 보이기

도 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게 되기

도 하였지만, 접촉하는 집단의 확장 혹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참여하는 공연예술의 활동 형태에 따라 장애정체성의 변

화 과정은 다르게 나타났다.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라는 범주는 장애

를 가진 예술가의 언어와 움직임에 가치를 부여하는 장르에 참여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변화는 주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토대로 희곡을 작성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이

야기를 직접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장애를 가진 자

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요소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지, 연구참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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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공연이 없을 때에도 구성원들을 소집하여 소속감을

강화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 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장애정체성, 공연예술, 신체장애인, 장애 예술, 사례 연구,

질적 연구

학번 : 2014-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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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의 개념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여 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비스 패러다임이 장애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장애를 구성하는 사회적

측면을 간과한 이러한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에 내재

되어 있는 물리적, 심리적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김용득, 2002). 이는 장애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장애의 ‘의료적 모

델’에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를 개인

의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의료 전문가를 통한 치료와 재활에서 찾는 장애

의 ‘의료적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 운동가들은 장애는 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편견, 제도적․법적 차별, 합리적인 편의를 제

공하지 않는 것 등 외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반차별적인 실천이 필요

하다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장애의 경험을 정치화하는 새로운 방식이 실존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간과하며 장애인 집단 내부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장애 개념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분류체계인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택하며, 장

애를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활동 및 참여, 그리고 기능 및 장애에 내외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상

호작용적 관점’이 대두되었다. 장애의 상호작용 관점에 의하면 장애는 개

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뿐 아니라 개인별로 다르게 다타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다

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에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장애정체성

(disability identity)’의 개념을 사용한다. 장애정체성은 “장애를 가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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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상에 대한 자기 인식”이다. 자아 정체성이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분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들은 장애정체성을 개인

적 측면의 정체성과 사회적 측면의 정체성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익섭․신

은경, 2005; 전지혜, 2011; Grant, 1996; Gill, 1997). 장애정체성의 개인적

측면은 주로 ‘장애 수용’의 측면에서 다루어진다(전지혜, 2011; Belgrave,

1991) 장애정체성의 사회적 측면은 장애인 집단에 자신을 정체화하며 가

지게 되는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Hahn, 1997; Shur, 1998).

이를 종합하면 장애정체성은 ‘손상’과 ‘장애’에 대한 자기 인식과 내집단인

장애인 집단과 외집단인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장애수용을 토대

로 하여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같은 장애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집합적

장애정체성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통합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

한다(이익섭․신은경, 2005). 이 논의들은 장애정체성이 하나의 궁극적인

형태를 향하여 변화해 나감을 가정하고 있어 개인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

나는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의 다양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정

체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장애정체성을 탐구할 때 ‘손상’과 관련된 개인의 몸의 문제에 대

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손상’을 장애의 주요한 부분으

로 다루는 것이 결국 장애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점, 즉 장애의

‘의료적 모델’로 회귀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Marks, 1999). 장애

의 ‘사회적 모델’의 주창자인 Oliver(1996)는 개인이 손상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들은 사회적인 억압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것을 사회적 모델이 해결할 수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

며,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에 개인

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인 손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Hughes and Paterson, 1997, Reeve, 2002l

Taleporos, 2002; 김용국∙성창훈, 2007). 따라서 장애정체성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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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 손상된 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해 다룰 때 장애인 개인이 위치한 맥

락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장애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은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정체성 변화를 다루고 있다. 특수한 맥락을 다룬 경우에

도 장애 운동에 참여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이 수행되었다(Gill, 1997; Hahn, 1997; Shur, 1998). Darling(2013)

의 장애정체성 유형화 작업에서 ‘접근성’이라는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개

인의 환경, 즉 주류 사회에의 접근 여부가 서로 다른 유형화를 만들어낸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 사회에의) 접근성’이라는 맥락에서 더 나

아가 개인이 위치해 있는 시공간에 따라 장애정체성이 서로 다르게 변화

할 수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Pristley 등(1999)의 장애 청년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접근성의 결여’ 등을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

표는 주류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정체

화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국내 연구에서 김선조 등

(2012)은 여러 유형의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탐구하

였는데, 장애인이 소속된 조직의 성격과 직무에 따라 장애정체성이 다르

게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장애인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의 정체성이 다르게 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 중 ‘공연예술’이라는 장르에 참여하는 장애인

의 경험을 다룬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심리

적 치유(예술 치료)의 수단과 아웃사이더 아트 등 주류 예술 활동과 분리

된 표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장애인 인권

운동의 대안적 방식으로 ‘공연예술 활동’이 대두되며, 다양한 장애인 공연

예술 단체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연예술 활동에 참

여하는 장애인은 예술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예술 치료(연극 치료, 무용

치료)의 클라이언트로 간주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논

의도 주로 단기적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

성 평가가 주를 이룬다. 창작자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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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아주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방귀희,

2013; 홍애령, 2013; 이소원․이용표, 2015). 이 연구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장애 유형이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연

구참여자의 장애 유형과 참여하는 장르의 성격이 장애정체성 변화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장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손상

을 다루지 않고 있어 공연예술 활동 속에서 변화하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

한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이라는 특수한 맥락 내에서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

서 공연예술 활동이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공연예술 활동은 ‘내러티브’를 가진 장르이다. ‘내러티브’ 장르로서

의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삶

을 재의미화하고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공간을 가지게 된다. 둘째, 국내에

서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은 대부분 ‘극단’이라는 집단 내에서 진행된다.

장애인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내러티브’의 교환, 공연 등의 ‘의식’, 상호

의존의 경험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

는 정체성 작업으로 작용한다(Kiecolt, 2000; Darling, 2013). 셋째, 본 연

구에서는 예술 치료의 클라이언트가 아닌 창작자로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

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다루고 있지만, 공연예술 활동은 예술 치료와 마

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활동을 통해 장애인 개인이 몸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개인이 몸에 통제권을 갖게 하여 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

았다(Frank, 1999; Shilling, 2011). 넷째,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다르게 공

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작품 활동에서 자신의 장애를 숨길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들은 ‘몸’이라는 예술의

도구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장애정체성을 정의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대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선의 상호작용이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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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가들이 ‘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활동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

는 신체장애인 내부 당사자의 관점에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그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 방법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특정 체계 내에서의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 방법이다. ‘공연예술 활

동’이라는 특수한,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맥락에서의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 활동’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상정하고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정체

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정체성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다양

한 요소들이 집약된 공연예술 활동 속에서의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신체장애인의 손상과 장애를 이해하고자 할

때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지점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정

체성의 변화가 다양한 맥락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특정

맥락에서 긍정적 장애정체성 형성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손상된 몸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고려하여 구성된

‘장애정체성’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의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장애인이 자신의 손상과 장애를 받아들이고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실천 현장에서 장애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다양한 개입 방안을 개발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 -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

표로 한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 특히 몸을 예술의 도구로 활용하는 공연

예술 활동이라는 특수한 맥락 내에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신체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상에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외부 및 내부 신체 기관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분류되

며, 전자의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적 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와

내부 신체적 장애(감각장애, 신장․심장․간 장애 등)로 나뉜다. 장애인복

지법 시행령 별표 1의 1에서 지체장애인을 팔(가 항), 손(나 항), 다리(다

항), 발(라 항)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왜소증 혹은 척추에 변형이나 기형

이 있는 사람(바 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

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의 ‘신체장애인’은 외부 신체 기관에 장애를 가진 신체적 장

애인, 즉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제 2 절 장애정체성

1. 정체성 이론

(1)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개념화된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이라는 개

념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정의된다. 자아정체성을 최초로 개념화

한 Erikson은 자아정체성을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자아의 동일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Erikson,

1968: 김태희,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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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rikson의 정체성 개념은 자아통합의 준거로 해석되거나, 개인

적 정체성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며,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과 개인의

내적 결속의 유지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에릭슨의 정체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 때문에 에릭슨의 자아정체성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된다. 개인적 측면의 자아 정체

성을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 사회적 측면의 자아 정체성을 사

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Schwarts(2005)는

개인적 정체성을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목적, 가치와 신념, 다른 사람들

과 개인을 구분하는 특징적인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정체성을 “개인이 속한 집단 속으로 개인의 자아감(sense of self)을 통합

시키는 결속감”으로 개념화하였다(Schwarts, 2005: 295). 반면 한덕웅

(2002)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대인 행동과 집단 행동의 연

속체의 양극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한덕웅, 2002: 282).

그에 따르면 개인적 정체성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할 때 성격이나 가치

관처럼 개인이 지니는 특징들로 구성되는 자기 개념의 일부이다. 따라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고

정적인 속성을 가진다. 반면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다양한 집단들

혹은 범주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집단, 혹은 사회 범주에 속

하는 두 사람 이상의 개인들이나 집단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

이다.

자아 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정의하는

Schwarts(2005)와 한덕웅(2002)의 분류는 공통적으로 정체성을 안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인적 정체성은 대인들과의 상호작

용 속에서도 개인이 일관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며, 개인

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 특성에 의해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즉 개인이 위치하여 있는 시간 및 공간적 환경이나 맥락과 유관하지 않게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거나,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정체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직업이나 성, 국적, 사회적 역할 등 사회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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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을 언급한다. 즉 학생, 여성, 장애인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의

성격을 토대로 자신을 정의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아가 개인에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개인적 정체성에 놓여 있는지, 사회적 정체성에 놓여 있는지

에 따라 자아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회적인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지위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러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정체성, 예컨대 (여)성 정체성이

나 장애정체성 등의 논의는 주로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

어 왔다.

(2) 사회적 정체성 이론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처음으로 소개한 Tajfel은 사회적 정체성을 “자

신이 사회 집단 혹은 집단들의 성원이라는 지식과 그 집단의 성원에 대해

서 부여한 가치 및 정서적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자기개념의 일부”라고 정

의하였다(Tajfel, 1982: 78). Tajfel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

간이 긍정적 자기개념이나 자존심을 유지하고 추구한다는 명제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상술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정의에서 ‘가치’나 ‘정서적 의

미’에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즉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으로 자신을 정체화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긍

정적인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을 특정한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Tajfel 이후 사회적 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Tajfel의 정의가 사회

적 정체성의 요소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정

체성을 측정 가능한 요소로 분류한다(Jackson and Smith, 1999). 첫째 집

단간 맥락의 지각이다. 내집단과 비교할 때 다른 속성을 지니는 외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내집단 정체성이 경험된다는 것이다. 둘째 내집단에

대한 매력이다. 이 요소는 감정 요소를 의미하며 내집단 성원으로 느끼는

기쁨, 좋은 감정, 성원들과의 우정이 포함된다. 셋째 성원들의 상호의존성

이다. 집단이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성원들이 상호 연결된다고 보는

차원이다. 마지막 요소는 탈개성화(depersonalization)이다. 마지막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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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인은 개인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

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범주의 한 성원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

국내에서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정체성의 요소를 밝혀낸 실증연구로는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김금

미와 한덕웅(200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여성 집단에 대한 연대감 및 일체감, 여성에 대해서 느

끼는 긍지 및 의미부여 등의 긍정적 가치로 나타났다. 내집단에 대해 긍

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과 스스로를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 소속시키고

자 한다는 측면에서 Jackson과 Smith(1999)가 분류한 요소의 둘째, 넷째

요소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이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긍정적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집단 정체성을 갖

는다는 가정을 토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히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거나

집단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회적 정체성

을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 장애인 집단 등으

로 자신을 정체화 하였을 때 집단의 구성원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집단적

으로 다양한 대처 전략을 통해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2. 장애정체성

(1) 장애정체성의 정의

장애인의 자아 정체성은 비장애인의 자아 정체성과 다르다. 장애라는

특성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장애

정체성 연구들은 장애인의 자아 정체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인 자아 정체성

과 구별하기 위하여 ‘장애정체성(disability ident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들 중에 장애로 인해 갖게

되는 정체성을 ‘장애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장애정체성’은 장애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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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국외 연구에서 Darling(2013)은 “개인에게 존재하는 장애와

관련된 자기 정의에서 구성된 자기 개념의 일부”로 장애정체성을 정의하

고 있다. 국내에서 이익섭과 신은경(2005)은 귀납적 개념 도출을 통해 “장

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이를 받아들

이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장애정체성은 ‘장애’에 대한 자기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상된 몸과

장애(기능 제한 및 활동 제약)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오는 개인적 측면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장애정체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장애정체성의 변

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정체성의 요소

장애정체성의 요소는 개인적 측면의 장애정체성과 사회정치적 차원의

정체성으로 분류된다. 장애정체성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영향

을 미치며 형성되고 변화한다. 최근에 와서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이 일종

의 ‘농 문화’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차원의 정체성을 별도로 구분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전지혜, 2011), 문화적 차원의 장애정체성은 사회적

차원의 장애정체성과 구분되는 새로운 요소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정체성을 구성할 때 집단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개인적 차원의 장애정체성은 주로 ‘장애 수용’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1) 예컨대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소수 집단으로 스스로를 정체

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의 정체성 관리 전략 분류를 적용하면, 청각장

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약’을 낮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교차원 재평가’ 전략을, ‘수

화’라는 언어를 통해 외집단보다 우월한 비교 차원을 새로 찾아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교차원’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Blanz et al., 1998).



- 12 -

Belgrave(1991)는 장애 수용이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제한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보았다. 최근에 와서

장애 수용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손상과 장애를 장애인 개인이

받아들이는 내적 인식으로 정의된다(전지혜, 2011).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장애 수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체 장애인의 장애

수용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보고

되었다(양현주, 1991).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정체성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2)이라는 패러다임

을 토대로 장애가 개인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

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장애정체성을 가지게 된 장애인은 장

애로 인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Hahn(1997)은 가치절하 받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을 경의와 존경의 긍

정적 원천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장애정체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의

료적 모델에 근거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다가, 사회적 모델을 통해 자

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생기는 정치적 정체성을 장애정체성의 가

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Shur(1998)는 척수손상 장애인이 정치 참여를

하는 과정의 심리를 연구하며 장애정체성의 속성을 이끌어냈는데 “사회정

치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사회정치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장애의 문제를 다른 장애인과 공유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장애정

체성의 집단적 속성을 강조하였다. 즉 장애인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장애

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한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

적 모델을 통해 사회적 측면의 장애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장애정체성을 개인적․사회적 차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위 요소로

2) 장애 개념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은 흔히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과 사회적 모델

(social model)로 양분된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전문가에 의한 의료화에서 찾는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는 재활

등의 개별적인 전략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하여야 한다(김진우, 2007; 김진우, 2010;

Oliver, 1996). 반면에 사회적 모델에서 장애는 사회에 의해 창조되고 구성되는 것이라

고 말한다. 사회적 편견, 제도적․법적인 차별, 그리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의 원인이므로, 사회는 장애인의 욕구를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김용득, 2002).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는 집합적인 행동, 외적 장애물을 제

거하기 위한 반차별적인 실천이 촉구된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장애에 대한

정치적인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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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연구는 주로 장애정체성 척도 연구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Putnam(2001)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장애정체성 연구에

서 장애정체성의 요소를 자부심, 차별, 신체적 편견, 공통근거, 외부적 장

애, 공통근거, 외부적 장애, 개인적 가치, 평가절하, 사회적 기여, 개인적인

시민권, 정치적인 해결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 이익섭

(2006)은 척수 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정체성 척도 개발 연구에

서 장애정체성의 하위 항목을 다음의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 장애

인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 2)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인식하는

것, 3) 신체적 편견은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능력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평가에서 기인한다는 것, 4) 장애경험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통적

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5) 사회문화적 물리적 환경 속에

장애에 대한 외적 장애물이 존재하며 제거될 수 있다는 믿음, 6) 한 인간

으로서 가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7) 열등한 존재하고 장애인을

낙인화 한 것은 사회라는 사실을 생각, 8) 장애인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믿음, 9) 장애인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시민적 권리는 갖는다는

믿음, 10) 장애 억압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등이

그것이다. 이 10가지의 요소들도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으로 포괄 가능하

다. 예컨대 1), 2), 3), 6), 8), 9)를 개인적으로 장애를 ‘인식’하고 ‘수용’한

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정체성의 요소로, 4), 5), 7), 10)을 개인의 문제를

집합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적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장애정체성의 요소도 장애로

인한 경험을 의미화하고, 역할을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정치적 차원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의 요소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장애정체성의 논의들은 장애정체성의 완성된 형태가 존

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적 장애정체성에 정의에 따르

면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은 개인적 측면의 장애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장애를 가진 자

신에게 수치심을 가지는 사람은 장애정체성을 가지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장애정체성을 가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측면의 장애정체성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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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애인 집단 내에서 정체화하고, 장애인 집단과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

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포

함한다. 만약 장애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따

라서 장애인 집단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측면의

장애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Darling(2013)은 장애정체성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

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요소로 장애정체성이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장애정체성 유형론을 제안하였다3). 첫 번째 요소는 감정적

태도이다. 즉 장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지, 수치심 혹은 스티그마를 가

지는지를 의미한다. Darling의 유형론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판

단을 가지는 사람도 장애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요소

는 접근성이다. 즉 주류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 혹은 배제되어있는지를

의미한다. 세 번째 요소는 ‘모델’이다.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장애를 정

의하는지, 사회적 모델에 의하여 장애를 정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델’은 두 번째 요소인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장애인 집단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델’에 노출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마지막 요소는 ‘역할’로 사회적 모델에 기초하여 ‘장애 운동가

(activist)’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Darling에 의하면 장애정체성의 요소의 조합은 서로 다른

장애정체성의 유형을 만들어낸다. 장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이 사회적 모델을 선택하고 장애 운동가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모델을 통해 장애에 부과되는 억압을 이해하지만 장애를 가진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장애 운동가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

다.

장애정체성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3) Darling은 장애정체성이 아니라 ‘장애 오리엔테이션(disability orientation)’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였다. 이때 장애정체성(identity)은 장애 오리엔테이션의 한 요소로 분류되며

장애를 자부심으로 여기는지 혹은 수치심으로 여기는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Darling이

정의한 협의의 ‘장애정체성(identity)’이 아니라, ‘장애 오리엔테이션’을 연구 전반에서

다루는 장애정체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장애 오리엔테이션’과 ‘장애정체성’ 개

념에 관계된 추가적인 논의로는 정은경(201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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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ling이 분류한 요소들도 서로 영향을 주며 장애정체성의 유형을 구성

해나간다. 또한 각 요소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시간적 차이가

장애정체성의 서로 다른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정체성의

요소에 따라, 각각의 요소를 수용하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장애정체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은 청각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을 연구한

Glickman(1993)의 연구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 Glickman에 의하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청각장애정체성을 건청(hearing) 정체성, 주변 정체성,

몰입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네 단계를 거쳐 청

각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열등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정체성으로 이해

하게 된다. 건청 정체성 단계에서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청각장애를 인정

하지 못해 우울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다. 이후로 주변 정체성 단계에서

는 스스로를 건청인으로 볼 때도 있고, 청각장애인으로 볼 때도 있어 혼

란에 빠지며, 몰입 정체성의 단계에 와서야 청각장애인 집단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청각장애 문화에만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사회에 대해서는 분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중 문화 정체성의 단계에 오면 비로소 배타적인 태도나 분노를 내려놓고

청각장애인 집단의 문화와 비장애인 문화를 각각 인정하며 비장애인 집단

과도 소통하는 열린 태도를 보이게 된다.

청각장애인의 장애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이

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이용한 고유의

농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이 수월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손상의 유형과 만성적 질환 유무 등은 장애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각장애인 정체성 변화 과정을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체

성 형성 과정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의 Grant(1996)와 Gill(1997)의 연구는 주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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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 Grant(1996)의 연구에서는 특히 신체적 장

애를 가진 사람이 전 생애를 통해 경험하는 자신, 다른 장애인, 비장애인

에 대한 태도를 4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첫째 ‘분리(dissociation)’ 단계는

장애를 부인하는 상태로 본인을 비장애인으로 정체화하고자 한다. 둘째

‘확산(diffusion)/불행감(dysphoria)’ 단계에서는 열등감을 통해 낮은 자아

존중감을 경험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평가

사이의 불일치로 괴로워하게 된다. 셋째 ‘몰입(immersion)/연대

(solidarity)’ 단계에서는 장애인 문화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 때 긍정적인

자존감을 나타내지만 비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마지막인 ‘자기반성(introspective)/수용(acceptive)’ 단계에서 장애인으로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장애를 수용하게 된다(이익섭 외, 2012; Grant,

1996).

Gill(1997)의 연구는 아래의 네 단계를 통해 긍정적인 장애정체성이 형

성된다고 보았다. 첫째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

는 단계(coming to feel we belong)이다. 둘째 다른 장애인들과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단계(coming home)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내재화하고, 다른 장애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

에서 더 큰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같음’과 ‘다

름’을 통합하는 단계이다(coming together). 이 단계에서는 장애를 수용하

며, 다른 방식으로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네 번

째 단계는 장애를 보상하는 다른 능력을 보여주거나 장애를 숨기는 태도

등을 넘어선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coming out). 이 단계가 되면 본인의

장애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며, 이를 긍정적인

장애정체성이라고 보았다. Gill의 정체성 단계 모델은 Grant의 모델과 달

리 정체성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이루진다고 가정하지는 않았다.

국내 연구에서 이익섭과 신은경(2005)은 장애정체성의 요소에 따라 장

애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표 1]. 연구에서 장애정체성의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준거집단, 장애에 대한 시각, 장애 공동체에

대한 시각, 비장애인에 대한 시각이다. ‘순응’ 단계에서 장애인의 준거집

단은 비장애인이며, 장애 공동체에 대해서는 비하적 시선을 가지고,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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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준거집단
장애에 대한 

시각

장애 공동체에 

대한 시각

비장애인에 

대한 시각

순응 비장애인 병리적 비하
비장애인 

가치관 선호

부조화
장애인/

비장애인
병리적/사회적 비하/공감형성 선호/저항

저항 및 

몰입
장애인 사회적 무조건적 긍정 분노

자기반성 비장애인

사회적 /

자율적 개인에 

대한 시각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시각 도출

비장애인 

규범에 대한 

긍정적 인정

통합적 

자각

장애인/

비장애인

사회적 /

문화적 다양성 

개인가치 존중

장애 특성에 

따른 이해의 

지평 확대

선택적 존중

애인의 가치관을 선호한다. ‘부조화’ 단계에서 장애 공동체에 대하여 비하

와 공감의 시선을, 비장애인 집단에 대해서 선호와 저항의 시선을 보내는

등 양가적 입장을 가지게 된다. ‘저항 및 몰입’ 단계에서 준거집단은 장애

인 집단으로, 장애 공동체에 대한 시선은 무조건적 긍정으로 변화하며,

‘자기 반성’의 단계에서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비장애인 공동체에 대한

시각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한다. 그리고 ‘통합적 자각’의 단계에서 장애에

대한 시각은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 가치를 존중하는 형태 변화한다. 이

단계에서 장애 공동체에 대한 시각은 장애 특성에 따른 이해의 관점을 가

지게 되며,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이익섭과 신

은경(2005)의 연구는 Grant(1996)의 연구처럼 장애정체성은 여러 요소를

가지며,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함께 변화함을 가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역시 선형적인 변화 과정을 가정하고

있다. 장애정체성의 요소는 분리되어 있지만, 변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의

변화는 한 방향으로 나타나며, 요소간의 변화 속도와 방향의 차이는 반영

되어 있지 않다.

표 1. 장애정체성의 요소에 따른 변화 과정 모델 (이익섭․신은경, 200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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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1996)와 Gill(1997)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장애수용을 토

대로 하여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감정을 다른 장애인과 공유하는 과정에

서 집합적 장애정체성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통합적 장애정체성을 가지

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논의들은 장애정체성이 하나의 궁극적인 형태를

향하여 변화해 나감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정체성 단계만을 머

물러 있거나 다른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번 형성된 정체

성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4). 또

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다양한

정체성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전지혜, 2011; 박정현, 2012).

(4) 장애정체성 논의에 대한 비판

이상에서 다룬 장애정체성 논의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

판할 수 있다.

첫째, 장애정체성의 요소를 분류할 때 ‘손상’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수용’이라는 개념을 다루거나,

장애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지 수치심을 갖는지에 대해 언급할 때 손상과

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익섭과 신은경(2005)의 장애정체

성 변화 과정 모델에서도 ‘장애에 대한 시각’을 장애정체성의 하나의 요소

로 다루고 있지만,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지 않는다. 장애에 대한 시각이

‘병리적’이거나 ‘사회적’일 수 있다고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논의에서 ‘손상’을 강조하는 것이 장애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점, 즉 장애의 ‘의료적 모델’로 회귀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

4) Eliason(1996)은 레즈비언 정체성 변화과정에 대한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al model)’

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정체성 형성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이다. 레즈비

언의 정체성 변화는 네 단계로 일어나는데, ‘전-정체성(pre-identity)’, ‘정체성 출현

(emerging identity)’, ‘억압의 경험과 인지’, ‘정체성의 재평가/발전’ 단계로 나뉜다. 모

든 사람들은 ‘전-정체성’의 단계를 거쳐가지만 이후 단계로 넘어갔을 때 다시 ‘전-정체

성’의 단계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나머지 네 단계의 경우 그 단계를 지나칠 수도 있고,

다시 회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를 가진 레즈비언의 정체성 변화를 연구한

Whitney(2006)는 Gill의 정체성 변화 모델이 Eliason의 정체성 변화 모델과 같은 ‘상호

작용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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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Marks, 1999). Oliver(1996)는 개인이 손상을 통해 경험하는 심

리․정서적인 문제들은 사회적인 억압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을 사회적 모델이 해결할 수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에 개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인 손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Hughes and Paterson, 1997). Reeve(2002)의 연구에 의하면 지체 장애인

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부끄러움, 성적 존재임

을 부정당하는 것 등으로 이것은 손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Galvin(2005)은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은 외모, 섹슈얼리티, 수치심이라고 보았다. Taleporos(2002)가 748명의 신

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 신체장애인에게는 성적 자

존감(sexual-esteem)이, 여성 신체장애인에게는 몸에 대한 자존감

(body-esteem)이 자아존중감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국내 연구에

서 김용국과 성창훈(2007)은 지체 장애인의 자기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

외모, 건강, 동작능력, 운동 유능감, 체력, 신체 감각 능력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신체장애인에게 있어 몸,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인식은 정체성, 자

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정체성을 다룰 때 손상

혹은 몸에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해 다룰 때 개인이 위치하여 있는 맥

락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서 장애정체성 변화를 다룬 연구들은

장애인이 처해 있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정체

성 변화를 다루고 있다. 특수한 맥락을 다룬 경우에도 장애 운동에 참여

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

었다(Gill, 1997; Hahn, 1997; Shur, 1998). Darling(2013)의 장애정체성 유

형화에서 유일하게 ‘접근성’이라는 요소가 개인의 환경, 즉 주류 사회에의

접근 여부가 서로 다른 유형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

대 같은 감정적 태도(자부심), 모델(사회적 모델), 역할(활동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류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주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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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가’와 ‘개인적 활동가’라는 서로 다른 유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류 사회에의) 접근성’이라는 요소를 더 확장하여 개인이 위

치해 있는 시공간에 따라 장애정체성 변화의 서로 다른 양상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Pristeley 등(1999)의 장애 청년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

인으로서의 ‘접근성의 결여’ 등을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표는

주류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국내 연구에서 김선조 등(2012)은 여러 유형의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장애인이 소속

된 조직의 성격과 직무에 따라 장애정체성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 즉 장애인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공

간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의 정체성이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장애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손상 혹은 몸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는 첫

번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장애인의 몸의 인식과 관련된 정

체성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공연예술 활동의 성격

이 장애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장애정체성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장애인의 몸의 인식과 관련된 정체성 이론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이라는 맥락 내에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장애는 ‘몸’에서 출발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정체성 논의를 다룬 연구들에서 손상된 몸의 인식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몸의 사회학 이론들이 신체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의 몸과 정체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

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몸의 사회학 이론을 구성한 Goffman의 낙인 이

론, Frank의 몸 사용 모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Frank의 몸 사용

이론에서 몸의 인식을 구성할 때 주요한 요소로 언급하는 ‘몸에 대한 통

제권’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Shilling의 몸

프로젝트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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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구성되는 장애인의 정체성

Goffman(1963)은 그의 책 「스티그마 :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Stigma

: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에서 몸을 인간 행위

의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하고 몸과 낙인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다.

Goffman에게 있어서 몸이란 개인에게 속한 것이지만, 그 중요성과 의미

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몸에 대한 인식은 몸 그 자체에서 기인

하지만, 타인과 사회가 몸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개인

의 몸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Goffman(1963)에 의하면 ‘낙인(stigma)’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

하지 않은 특성을 지닐 때 그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정적인 꼬리표와 고정

관념을 부여하여 부당한 평가와 처우를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Goffman

이 제시한 세 가지의 낙인 유형은 신체적 혐오에서 오는 낙인, 성격상 결

함에 의한 낙인. 인종․민족․종교에 대한 종족 낙인으로, Goffman이 명

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신체장애인의 낙인은 주로 신체적 혐오에

서 오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지체장애인(이인옥, 2006), 청각장애인(박정현, 2012), 시각장애인

(Goffman, 1967) 및 정신장애인(Kahng et al., 2005)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낙인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다. 그 중 지체장애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지각된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한다. 이인옥(2006)에 의하면 장애유형에 따른 ‘지각

된 낙인’ 점수는 지체장애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지체장애인

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스스로를 저평가하는데에서 나타나는

지각된 낙인의 점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인옥 등(2007)은 지체장애인

의 낙인 중 ‘차별’과 ‘저가치’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기도 하였다. 지체장

애인의 경우 타인의 ‘접촉 기피’가 낙인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이다. 접촉 기피는 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싫음이나 두려움,

불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되어있다. 이인옥(2006)의 연구에서

는 지체장애인의 ‘지각된 낙인’은 자존감,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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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fman은 장애인이 신체적인 혐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타자와 마

주함에 따라 자아 개념이 서서히 침식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자아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분류할 때 몸의 관용어구들

을 이용하는데, 낙인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함 있는’ 몸을 분류할

때에도 이러한 분류법을 사용하게 된다. 결국 자신이 요구하는 자아

(self-demands)와 실제 자아(self)의 괴리가 점차 강화되어 자기 혼자 거

울을 대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혐오 혹은 폄하(self-hate/self-derogation)

를 경험하게 된다(Goffman, 1963).

Goffman의 연구에서 몸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

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hilling, 1999). 특정한 몸의 형태와 이

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들이 내면화될 때 자아 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낙인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이 보는 자아와 타인이 보는 자아가

달라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2) 몸에 대한 인식과 행위와의 연관성

Goffman이 몸의 중요성과 의미를 타인과 사회에게서 찾은 것처럼,

Frank 역시 몸이 어떤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구

성주의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다만 Goffman의 연구에서 몸과 정체성

과의 관계가 낙인을 내면화한 개인의 ‘몸에 대한 태도’에서 나왔다면,

Frank의 몸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몸이 직면하는 ‘행위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Shilling, 1999). 즉 개인의 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 다음의 문제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 Frank가 주요하게 다룬 ‘행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이 예

측가능한지 여부이다.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여부이다.

프랭크는 두 가지 행위 문제들을 ‘몸 사용 모델’을 통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Frank, 1991; Shilling, 1999). 두 가지 행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

인이 스스로 몸을 통제할 수 없고, 몸을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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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몸을 ‘훈육된 몸’이라고 한다. 몸을 통제할 수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몸을 ‘의사소통적 몸’이라고 부른다. ‘의사소통적 몸’은 타인과의 건설적

상호작용으로 창조해가는 몸을 의미하며 포스트모더니즘적 무용가가 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다.

Frank가 장애인의 몸에 직접 언급하거나 적용한 바는 없으나, ‘훈육된

몸’과 ‘의사소통적 몸’은 장애인의 몸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오랫동안 시설에 거주하거나, 부모나 의사 등 전문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왔다.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스스로를 통제하기

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정치적 연대를 이룬 것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소개되고 나서부터이다(김형수,

2002). 이전까지 장애인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재활 전문가

나 의사 등에게 몸을 ‘통제’ 당하여 왔으며, 재활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손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했다. 따라서 장애인은 손상을 가진 몸을

편안하게 느낄 수 없었다. 장애인의 몸은 오래도록 ‘훈육된 몸’이었던 것

이다.

프랭크는 ‘훈육된 몸’과 반대되는 개념인 ‘의사소통적 몸’은 미학적인 실

천으로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Frank, 1991). 이 과정에서

개인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자각할 수 있고, 타인과의 창조적인 관

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Frank는 ‘의사소통적 몸’은 무용이나 퍼포먼스 등

미학적 실천으로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공연예술 활동은 신체장애인이 ‘통제된 몸’을 ‘의사소통적 몸’으로 변

화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한다

고 느끼고, 몸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 몸의 사회학자 Chris Shilling

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몸을 변화시키는 ‘몸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Shilling은 몸의 자연주의적, 혹은 사회구성주의적 해석을 모두 거부한

다. 두 관점에서 몸은 자연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특정한 사회

적 규범에 따라 통제하고 관리되는 것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몸과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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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Shilling은 몸을 개인의 정체성의 일

부로 수행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로 간주한다(Shilling,

1999: 30). 다만 이것은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개인의 몸에 대한

외부의 억압에서 기인한 ‘사회적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것이다.

Shilling에게 몸은 소유자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 갈고 다듬어질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실체이다. 사람은 자신의 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일종의 ‘자아표현’ 수단으로서의 몸을 가지게 되며, 자신에 몸에 대한 지

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된다. 사회에서 자신이 실제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미미한 사람도 최소한 자신이 본인의 몸의 형

태, 생김새에 다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Shilling, 2011: 33-34).

이미정과 김동규(2015)는 노인이 ‘몸 프로젝트’로서의 운동을 통해 어떻

게 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노화에 따라 신체가 쇠약해

지고, 보호 대상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역할의 중심에서 벗어난 노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노인들은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증

진시키는 것은 물론, ‘노쇠한 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고 몸에 대

한 자유와 주체성을 얻게 된다. 이미정과 김동규(2015)의 연구는 ‘결함’이

없는 몸 뿐 아니라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인의 몸에서도 ‘몸 프로젝

트’가 정체성의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hilling이 언급한 운동, 성형수술 등의 몸 프로젝트가 일반인에게는 단

순히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직업적으로 몸을 ‘전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몸 프로젝트는 직업적인 특성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

컨대 정은아와 손승영(2010)은 몸이 직접적으로 자원화 되는 패션 모델에

게 몸에 대한 욕망과 열정을 관리하는 ‘몸 프로젝트’는 직업 정신의 일부

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 등 몸을 통제하는

방법들을 성공에 대한 욕망 안에 수용하고자 하며, 이를 거부하는 모델은

‘프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따라서 몸 프로젝트는 실상은 ‘몸에

대한 사회적 프로젝트’의 일환일 수 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와 같은 ‘몸 프로젝트’는 실상 ‘완벽한’ 몸을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개인에게 강요되는 것이라는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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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기도 한다. 정진웅(2011)은 노인에게 있어 몸 프로젝트는 궁극적으

로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형수술이나 운동을 통

해 ‘노쇠함’이라는 한계를 결국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몸 프로젝트’ 이론은 몸이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변화할 수 없

는 것이라는 자연주의적 관점,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특정한 맥락에서 개인이 노력을 통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몸 프로젝트’로서의 장애인의 활동에서 장애인의 손상은 한 시점에 고

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행동에 따라 (일부) 통제되고, 변화할 수 있

는 실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나마 몸을 ‘통제’할 수 있다

는 사실은 장애인이 몸을 편안하게 인식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적으로 몸을 드러내는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몸 프로젝트’는 직업 정신과 결부되어 정체성 변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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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장애인의 공연예술

1.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

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을 여가 생활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로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온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여가 활동에서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이

아마추어, 전문가로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전병태, 2010; 주윤

정,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제6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서(2013)

에 의하면 장애인의 여가시간 활용방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넘는 62.9%가 TV 시청을 1순위로 꼽았으며, 창작적 취미를 1순위로 즐기

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0.5%에 불과하였다. 황주연(2008)이 장애인복지

관을 이용하는 여성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형을 조사한 결과

연극/음악회/전시회 감상을 자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조사자의 9.4%에 14

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창작자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

니라 소비자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데에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

하는 것이다.

단순 여가가 아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의 심리적 치유(예

술 치료)의 수단과 아웃사이더 아트 등 주류 예술 활동과 분리된 표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예술 치료는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를 치

료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서상태의 전환을 강조하여 기존의 장애인을 지배

하는 치료-재활 패러다임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 아웃사이더 아트는 정

신병 환자, 수형수, 노인 등이 기존의 예술적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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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시 장애인의 타자성을 활용하는 영역으

로 장애인이 표현의 주체로 서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

예술협회,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미적 활동

으로서의 문화 예술, 그 중에서 몸이 표현의 수단이자 매체가 되는 공연

예술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국내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현황

한국에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

도 있지만(정창권, 2005), 본격적인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근대 이후에 시

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대 이전에도 장애인 예술가 중 김

기창 화백이나, 세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등이 유명세를 탔지만, 장

애인 예술 활동의 조직화나 장애인 문화 예술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

다. 장애인 예술, 그 중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이 조직화되어 시작된 것

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연극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이 국내 최초

의 장애인 극단으로 2001년 창단되어 2003년 창단 공연을 개최하였다. 또

한 2003년에 발족한 ‘장애여성공감’은 연극 및 미술 작품 활동을 통해 장

애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장애여성 이슈를 공연으로 드러내고 있다5). 이들의 초기 활동의 특징은

장애인 연극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의 성격을

띄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폭발한 장애인 인권 운동 속에서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강조하였다.

즉 문화예술을 통하여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변화시켜 나가고

자 하였다(김원영, 2013).

5) 특히 장애여성 단체에서 기존의 현장 중심의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대안적 운동

방식으로 ‘장애예술 운동’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장애여성공감의 박김영희 대표는 “우

리나라에서 장애인 운동이라 하면 현장 운동, 집회 등 투쟁적인 모습이 대부분인데 장

애여성들은 뭔가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했어요. 연극이라든가, 퍼포먼스, 노

래 등 무엇이든지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감’에서는 연극을 선택한

거죠.”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6: 19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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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등장한 장애인 공연예술 단체들은 여전히 대안적 운동 방

식으로서의 문화예술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2007년 창단한 극단 ‘애인’은 ‘장애인만의 고유한 움직임과 표현’을 강조하

는 극단으로, 일반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 연극이 정의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극 단

체 이외에도 2009년 창단된 ‘빛소리 친구들’은 음악과 무용 등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이 밖에도 중증 지체장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극단 ‘판’과 ‘장애인

미디어아트’ 등이 새로운 시도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황이

별도로 조사된 적은 없으며, 장애 예술인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에 참여하

고 있는 장애인 단체 혹은 개인의 수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

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07)에서 실시한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361명

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로 문학인과 미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 장애 공연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병태(2010)는 예술인

복지법 상에서 예술가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등록된 장애인 예술가 수만 파악하여 그 수는 199명 정도이며, 이 중 공

연예술에 참여하는 장애인 예술가의 수는 33명으로, 문학(52명), 미술(60

명), 음악(54명)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수보다는 적은 수이나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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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공연예술의 성격

(1) ‘내러티브’ 장르로서의 공연예술

모든 예술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 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그

러나 장애 예술가들의 ‘내러티브’ 작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류 예술가들

의 작업과 다르다. 첫째, 대다수의 장애인은 본인의 경험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공유하기 힘들고, 경험을 주류 가치와 규범에 순응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 예술’이라는 맥락 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

하는 것은 장애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장애

문화’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내러티브가 ‘각색’되어 표현되는 것은 장애 예

술가 개인이 손상을 ‘부끄러운 것’ 혹은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가진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Garland-Thomson(2000)은 장애정체성은 결국 ‘몸의 이야기’라는 사실

을 강조하며, 무대 위에서 장애정체성은 “내 몸이 왜 당신과 다른가”에

대한 ‘내러티브’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한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 장르에서

와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표현하는 예술이

다. 장애인의 경험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고, 이것은 연출가 혹

은 장애 예술가 본인의 연출에 의하여 새롭게 각색된다. 경험이 발화되는

순간, 그리고 새로운 내러티브로 각색되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장애 예술

가들은 자신의 삶에 특별하게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

McAdams(2001)는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것들

로부터 자기를 이해하는 독특한 인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자

기 반성적 사고에서 기인한 개인의 ‘의미부여(meaning-making)’는 ‘내러

티브’로 수행될 수 있고, 내러티브를 통해 경험을 재구성화, 재의미화하는

것을 통하여 정체성에 정합성을 부여할 수 있다(김근영, 2013). 따라서 부

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들은 자신의 ‘내러티브’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경험을 재구성, 재의미화 하며 부정적으로 인식

하였던 경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정합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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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 작업의 공간

Kiecolt(2000)는 사회 운동 내에서 사회 운동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

체성 작업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

의 경험을 ‘발화’하는 것이다. ‘발화’ 작업을 통해 말하는 사람은 정체성을

강화하며, 듣는 사람은 화자와 공통점을 인지하게 되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집회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행진하거나,

퀴어 퍼레이드 등에 참석하는 것 등이 포함하는 ‘의식(rituals)’이다. 또한

춤, 퍼포먼스 등도 ‘의식’의 한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의식’

에 참여하는 사람들 개인에게 ‘치유 의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의식’에 참

여하는 구성원들이 상호의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셋째, 공통의

적을 명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명하게 구별하

게 되며, 내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게 된다. Darling(2013)은 Kiecolt(2000)

가 언급하지 않은 ‘감정적 애착’이라는 요소를 사회 운동가의 정체성 작

업에 포함시킨다.6) Kiecolt(2000)와 Darling(2013)이 언급한 사회 운동가의

정체성 작업의 요소들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

인들의 장애인으로서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설명하는 틀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장애인 공연예술 활동은 대체로 ‘극단’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된

다. 장애 공연예술가들이 무대보다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은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 공간 내에서 장애 공연예술

가들은 장애인으로서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무대 위에서 표현하기도 하

지만, 구성원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인 그리고 장애 예술

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듣는다. 그리고 성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공

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공연’은 성원들의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작용한다. 연습과 공연 과정에서 경험한 상호의존을 통

해서 구성원들은 ‘감정적 애착’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극단’ 등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집합적 정체성

6) Kiecolt(2000)와 Darling(2013)의 정체성 작업 요소는 Jackson과 Smith가 언급한 사회

적 정체성의 요소와도 유사하다. Jackson과 Smith(1999)는 ‘집단간 맥락의 지각’, ‘내집

단에 대한 매력’, ‘성원들의 상호의존성’, ‘탈개성화’를 사회적 정체성의 요소로 분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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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3) 자발적 ‘몸 프로젝트’로서의 공연예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의 심리적 치유의 수단과 아웃사이더

아트 등 주류 예술 활동과 분리된 표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

로 공연예술 활동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야기

한다는 측면에서, 연극 치료, 무용 치료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연극치료가 교통사고를 입은 지체장애인의 자존감, 스트레스 및 대처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알려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김수경,

2005), 실제 장애인 극단의 단원을 대상으로 연극치료를 시행하여 이들의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연구도 알려져 있다(박정애, 2012).

장애 아동, 발달장애청소년, 지적장애 아동 등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박미리, 2005; 김민정, 2013; 김보

연, 2013).

무용 치료와 무용 프로그램은 특히 신체장애인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체장애인의 우울 및 불안 치료에

정적 영향을 미치거나(박은규 등, 2000a), 강박증 및 대인예민성(박은규

등, 2000b), 정서상태(박은규, 2000)에 영향을 주며, 여성 지체장애인의 심

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이선애, 2012). 장애인 무용치료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무용치료를 다룬

논문은 총 50편으로 그 중 20%인 10편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

으로 진행되어 신체적 움직임이 제한된 신체장애인의 물리적, 정서적, 사

회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배주옥,

2014).

그러나 홍애령(2013)은 예술 치료가 장애인의 단기적 신체적 활동의 증

가, 단기적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증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장애인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예술 치료는 장애인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으며 이를 치료

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예술 치료사 등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



- 32 -

해 수행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은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다

는 점에서 예술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는 차이가 있다.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더 나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몸을 변

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인다. 이것은 강요한 ‘사회적 몸 프

로젝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패션 모델이 직업 정신에 의해 몸에 대한 욕

망과 열정을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몸 프로젝트’로 보는 이유는, 정형화

된 몸의 틀에 맞추어 몸을 가꾸고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정은아∙손

승영, 2010).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 공연예술 작품은 장애인의 몸의 한

계를 인정하고, 다양한 몸의 차이를 무대 위에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장애를 가진 배우들은 관객

들에게 조금 더 대사를 잘 전달하며,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

연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 몸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의 직업정신의 일부로 강요된 것이 아니며, 몸을 일종의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몸을 잘 운용하고, 잘 알

게 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몸을 통제할 수 있게 있게 되

는 것이다. Frank(1991)는 개인이 행위를 통해 ‘몸을 통제할 수 있는지’,

‘몸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몸에 대한

인식을 구성해나간다고 하였다. 장애인은 몸을 변화시키는 자발적인 노력

을 통하여 몸에 대한 통제성을 강화하며, 실제로 몸의 변화를 통해 몸을

편안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토대가 될

것이다.

(4) 작품 속에서 장애를 숨기기 어려움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은 작품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으로서의 내

러티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장애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도 한다. 나

아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자 할 수도 있다. 장애 공연예술

가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모든 예술가들은 장애인의 정체성과 ‘예술가

정체성’7)의 교차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7) 현재의 예술가들에게 자신이 직업적으로 예술가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공식적인 루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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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주와 최샛별(2008)은 여성 미술가의 작품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예술가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사이의 갈등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례로 들어 딜레마를 소

개한다. ‘장애 예술가’에 대한 편견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예술가’들도

여러 가지 낙인과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한국 예술계에서 ‘여성 아티스

트’의 활동은 ‘지식인 여성의 넋두리’, ‘자기열등감의 발로’ 등으로 오해되

기도 한다.

미국의 여성 화가인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는 성적 상징 등을

그림 속에 등장시켜 ‘페미니즘 화가’라는 평가를 들었다. 본인은 이러한

평가를 거부하며 “나는 ‘아티스트’일 뿐이지, ‘여성아티스트’가 아니다”라

고 항변하며 ‘여성아티스트’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반면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스티그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스티그마에 대응하

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자들이 분석한 연구참여자 B의 사례가 이

를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B는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낙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여성 아티스트’로 정체화하고 있다. 그는 “적

극적으로 페미니스트 작가라는 것을 선언하여 여성주의 미술을 실천함으

로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정필주∙최샛별, 2008: 222).

장애 공연예술가들도 역시 “장애인은 무능력하다” 등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 “예술 치료의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할 일이 없어서 예술을

한다”는 ‘장애 예술가’에 대한 낙인에 직면한다(Barnes, 2003: 7). 이러한

낙인에 직면한 장애인은 본인을 ‘장애인’ 혹은 ‘장애 예술가’라는 꼬리표로

부터 거리를 두고 ‘예술가’ 정체성에 몰입하거나, 장애인 혹은 장애 예술

가에 대한 낙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낙인

을 해체시키는 노력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장애를 가진 시각 예술가들이 장애와 예술가 정체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의 예술가들은 예술작품창작과정을 통해서만 예술가로서의 정체

성을 사회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이며’ ‘막연한’ 확인만이 ‘예술가

정체성’을 지닌 직업군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극소수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즉 작업 창작과정 자체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징표가 되며 예술

가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 된다(정필주∙최샛별, 2008: 2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술가 정체성’은 작업 창작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자신을 ‘예술

가’로 정의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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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연구한 Sulewski 등(2012)은 다섯 가지 전략을 정리한다. 장

애정체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예술 작업을 진행하는 것, 예술과 장애를

서로 도움이 되는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 장애의 부정적인 면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을 하는 것, 장애에 대해 소통하는 수단으로 예술 작업에 참여

하는 것, 예술가 정체성이 장애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등이 그

것이다. 다만 이것은 장애 예술가가 가진 예술관 뿐 아니라, 장애의 유형,

참여하는 예술의 장르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8)

정필주와 최샛별(2008)의 연구에서 예로 든 조지아 오키프, 연구참여자

B, 그리고 Sulewski(2012)의 실증연구에 참여한 시각 예술가들과 달리,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정체성과 ‘예술가 정체성’이 교

차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딜레마와 직면하게 된다. 본인이 ‘장애인’, ‘장애

예술가’라는 정체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해도, 무대 위에서 여전히 장

애를 가진 몸을 작품의 가장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장애를 가진 몸을

관객 앞에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는 ‘장애인’ 혹은 ‘장애 예술가’ 집단과 자신을 동

일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대 위에서, ‘몸’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예술 장르에 참여하는 장애인 예술가들보다 특

히 ‘손상을 가진 몸’과 관련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촉진할 것이다.

(5) 무대 위에서의 새로운 상호작용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무

대’에 오르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무대는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라 남성들이 여성을 연기했고, 불과 백여년전까지만 해도 흑인은 무대에

오를 수 없어 얼굴을 검게 분장한 백인들이 흑인을 연기했다. 그리고 더

8) 예컨대 양극성 장애를 가진 한 시각예술가는 우울과 불안, 두려움, 고통 등 장애의 부

정적 속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예술을 한다고 답하였다. 그녀는 장애정체성을 예술

작업 안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장애와 예술이 서로 도움이 되는 속성이라기보다

는 장애로부터 ‘도망’치는 수단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대답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에요. 나의 양극성 장애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죠,” (Sulewski,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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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공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이었고,

심지어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객석의 공간9)을 만들게 된 것조차도

최근의 일이므로, 무대 위에 서 있는 장애인의 몸은 그 자체로 새로운 권

력 관계의 역동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의 역동을 만들어낸다.

무대에 선 장애인은 관객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다. 조명을 켜고 끄거

나, 한 지점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원하는 곳에 관객이 시선을 둘 수

있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원치 않는 시선을 받아온 장애인이 무대 위에

서 타인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은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을 변화

하게 만든다. 통제할 수 없는 ‘응시’는 억압적인 사회적 매커니즘이지만,

관객의 시선을 가두어진(arrested attentiveness) 무대 위에서의 ‘응시’는

저항의 표현이며, 장애를 재의미화하는 시각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Garland-Thomson, 2000).

척수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 Carrie Sandahl의 작품 ‘상호적 시선(The

Reciprocal Gaze)’에서 그녀는 붉은 글자가 가득 적혀진 흰 레인코트를 입

고 무대 위에 선다. 레인코트 위에는 척수 장애를 입고 나서 받은 의료적

기록과 함께 일상에서 그녀가 자주 받는 질문들이 적혀 있다.10) 또한 무

대 위의 Sandahl이 원할 때마다 불을 끄거나 켜서 원하는 순간에만 본인

을 응시하게 만든다. 일상에서 원치 않는 시선과 질문을 던지던 관객들은

반대로 그녀가 던지는 질문과 맞닥뜨리며 그러한 질문들이 당사자에게 어

떤 의미로 다가갔을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동시에 장애인 예술가는 원치

않는 순간 무자비하게 가해지던 시선을 무대 위에서나마 통제하게 된다

(Eisenhauer, 2013).

무대 위에서의 흥미로운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

들은 ‘몸’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유하게 된다. 무대 위에서 손상을

가진 신체를 ‘새로운 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손상으로 인하여 일

9)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 좌석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과 문자통역, 장면 해설 등을 통한

공연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10) “당신의 질병은 전염성인가요?”, ~ 단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거에요.”, “정상이었으면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들이다. (Eisenhauer, 20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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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겪는 제약들을 통해,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몸을 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통한 표현, 그리고 무대 위에서 ‘내러티브’를 통

해 경험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신체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특히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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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

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을 대상으로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 장애인은 주로 문화예술 활동의 창작자가 아니라 수용자로 인

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연구는 주로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주윤정,

2012). 따라서 창작자로서의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

로만 진행되어 왔다.

둘째, 국내의 장애인의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논의에서도 공연예술 활

동에 대한 논의가 더 적은 것은 조직화된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의 역사

가 매우 짧기 때문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문학, 미술, 음악 활동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장애인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지만, 공연예술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극단 등의 조직화가 시작되었다. 장애인

의 공연예술 활동의 역사는 채 2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예술 활동

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시각예술, 음악, 문학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을 다룬 논의를 살펴본 후,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국내에서 시각예술, 음악, 문학, 공연예술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의 창작 경험을 다룬 연구는 방귀희(2013)의 연구가 유일하

다. 이 연구에서 ‘장애정체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참여자의 장애대응 방식을 언급하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

를 가진 예술가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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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장애 활용하기’ 전략과 ‘장애 숨기기’ 전략을 사용하였

다. ‘장애 활용하기’ 전략을 활용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은 참여하는 예술

장르에 따라 장애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문학 활동에 참여

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특별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미술 활동에 참여

하는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색감에 더 뛰어나다’고 언급하며, 손

상된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예술 활동에 활용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연구에는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신체장애인 두 명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하

였는데, 이들은 모두 ‘장애 활용하기’ 전략을 활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구

체적으로 이들은 ‘장애 활용하기’를 선택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

만, 공연예술 활동의 경우 무대 위에서 몸을 도구로 활용해야 하므로 ‘장

애 숨기기’ 전략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방귀희(2013) 연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선택하는

전략은 정필주와 최샛별(2008)이 언급한 여성 예술가들의 정체성 선택 방

식과도 유사하다. 다만 ‘장애 숨기기’ 전략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는 다른 것이다.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장애 숨기기’를 선택하거나 장애정체성보다 예술가 정체성에 더욱 몰입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이소원과 이

용표(2015)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

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장애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

다. 첫째 ‘’나‘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무기력한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나’로부터의 해방으로 묘사하였으며, 사회적 낙인으

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라고 묘사하였

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을 재구성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홀로서기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 발

견’의 측면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가족과 분리되었

고, 새롭게 구성된 애착관계 안에서 관계를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성취 가능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도 하였다. 셋째, ‘공존과 공생의 삶’의 측면이다. 이 측면은 장애인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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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문화예술 기

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존재론적 평

등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소원과 이용표(2015)의 연구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장애

정체성의 변화 요소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무기력과 타인의 시선

을 통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측면이다.

또한 가족에게서 분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관계를 ‘재구성’하는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재구성되

며,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의 집단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존재론적으로 평등하고,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와 관련된 국외 연구는

주로 1970년대부터 장애예술 운동이 진행되어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역사

가 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Sulewski 등(2012)은 미국과 영국의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장애정

체성의 양상을 탐구하였는데, 특히 예술가 정체성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정체성과 예술가 정체성이 교차

하는 양상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장애와 연관된 우울, 불안, 두려움, 고통 등을 대처하기 위

한 수단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주로 정신장애를 가진 연구참

여자들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때문에 일반

적인 직업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언급한 연

구참여자도 있었다.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정

체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 작업을 통해 장애에 대

해 소통하고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가 정체성’이 장애정체

성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예술 작업에서 ‘장애’를 부각하

는 것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예술 작업을 통해 장애의 부정적인 면을

회피하거나, 예술 작업에서 장애를 활용하거나,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다.

어떠한 양상이든 장애는 장애를 가진 시각예술가들의 작업에서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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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Solvang(2012)의 연구는 영국의 장애예술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

존의 장애정체성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장애 예술가들의 장애정체성

양상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Solvang(2012)에 의하면 기존의 장애정

체성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질문을 간과하여 왔

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서 ‘예

술가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장애 수당을 받

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장애 수당을 받는 것은 본인이 비생산

적인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딜레마는 장애

예술가로 정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주류 예술가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

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예술가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주류 예술과의 연관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장애 예술의 역사가 길고, 오래 전부터 장애 예술가들의 장애정체성을

논의해온 미국과 영국 등의 국외 연구들에 의하면 장애 예술가들의 장애

정체성은 기존의 장애정체성 논의에서 다루지 않아왔던 딜레마를 드러낸

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기

존의 장애정체성 논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

여 그 양상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

국내에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연극 치료와 무용 치료 등 예술 치료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왔다(박은규

등, 2000a, 2000b; 박미리, 2005; 박정애, 2012; 김민정, 2013; 김보연,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예술 치료 프로그램 참여하는 장애인의 자아 존

중감, 자아개념, 우울, 정서상태, 심리적 웰빙 등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장애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

지 못하였다.

창작자로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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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령(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홍애령(2013)은 춤을 추는 장애인의 경험

을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

이 무용을 하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춤의 묘미, 가치. 의미의 발견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춤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외재적 원인이라고 언

급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무용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연습’, ‘공연’, ‘교육’

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경험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습’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연습해야 하지만, 춤을

배운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였다. 연구참

여자들은 ‘공연’을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견하고 내재되어 있는 표현

욕구를 발산하는 활동”으로 언급하였다(홍애령, 2013: 126). 연구참여자들

이 소속되어 있는 무용단은 선배 무용가가 후배를 지도하는 구조로 이루

어져 있었는데, 후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선배 무용가는 ‘교육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국외 연구는 공연예술

이 ‘몸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정체성을 ‘몸의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다.

Garland-Thomson(2000)은 한 쪽 팔이 없는 공연예술가인 Mary Duffy

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선’과 관련된 장애 공연예술가들의 경험을 재구성

하였다. Garland-Thomson(2000)은 장애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맥락으

로서의 ‘시선’의 사회적 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장애

를 가진 공연예술가들에게 공연예술은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데, 예술 활동이라는 사회참여 수단을 통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문화적

이미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장애인 공연예술 연구자이며,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이기도 한 Carrie

Sandahl은 연구자 본인의 공연예술에 대한 경험과 한 쪽 손에 장애가 있

는 Cheryl Marie Wade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장애인이 공연예술을 통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이야기한다(Sandahl,

2005). Wade는 한 퍼포먼스 공연에서 “오그라들고, 주름진, 땀이 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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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위축된, 울퉁불퉁한 손”이라는 시를 읊으며 장애를 가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이를 통해 완전하고, 옳은 것으로서 장애를 가진 손을 수용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Sandahl, 2005: 35).

Garland-Thomson(2000)과 Sandahl(2005)은 공통적으로 공연예술을 통

해서 장애인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Garland-Thomson(2000)의 연구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인지된 장애

의 몸에 대한 인식이 공연예술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

추었다면, Sandahl(2005)은 공연예술 작품 내에서의 내러티브를 통해 자

신의 몸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3. 기존 연구의 한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정체성의 변화를 다룬 방귀희(2013)와 이소

원과 이용표(2015), Solvang(2012)의 연구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

여하며 겪게 되는 변화를 장애에 대한 인식,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재구

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로 구분하여 고

찰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장애 유형이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연구참여자들의 장애나 참여하는 장

르의 성격이 장애정체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렵

다. Sulewski(2012)의 연구의 경우 시각예술이라는 장르에 참여하는 장애

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정신 장애

혹은 학습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경험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장애 유형,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르와 무관하게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

애의 특성과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르의 성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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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질적연구 방법론 중 사

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선정,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접근

1. 질적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이 공연예술 활동을 통하여 어

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 과정을 변화 요소와 양상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

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예술 치료 프로그램

의 효과성 평가를 다룬 양적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적 연구

를 통한 변수의 측정으로는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해서

는 국내에 선행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의 양상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외의 연구

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경

험한 그 ‘이면’으로 들어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체성을 개인적,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장애인이 ‘손

상과 장애에 대해 가지는 자기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공연예술 활동에 참

여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장애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만, ‘장애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장애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로 재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자료 분석할 때 자료를 해체하고, 추상화하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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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연관 짓고, 해석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연구참여자의 ‘이면’으로 들

어가고 종국에 ‘의미’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김인숙, 2015: 47-48).

셋째,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은 장애인이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며, 여러 맥락과 매커니즘이 고려될 때에 하나의 현상으로서 장

애정체성이 분석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Danermark and Gellerstedt,

2004; Sheakspeare, 2013: 148에서 재인용). 질적 연구 방법론은 맥락에

의존하여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양적 연구에서 맥락을

변수화하고 조작화하여 설명한다면, 질적 연구는 “맥락의 복잡성을 자연

스러운 상황에서 포착”한다(김인숙, 2015: 51). 따라서 연구자가 통제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조건하에서 ‘맥락’을 고려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

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질적 사례 연구 설계

사례 연구 방법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해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탐색

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질적 사례 연구는 이론의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이론이나 개인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등과

는 달리 단일한 혹은 복합적인 특정 사례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할 때 유용

하다(조흥식 외, 2005).

질적 사례 연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

다 훨씬 구체적이며, 상황 맥락적이므로 사례의 이해 뿐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Stake, 1981). 따라서 ‘공연예술 활동’이라는 특

수한,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맥락에서의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에 사례 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의 장르나 성격 등의 맥락도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과 상호작용할 것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각각 처해있는 상황에

따른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 방법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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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를 탐색한다. 사례 연구에서의 정보

원은 관찰, 시청각 자료, 서류, 보고서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Yin, 2013)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자료 이외에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해 작성한 연극 대본, 에세이, 신문 기사, 공연 시청각

자료를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가 소속해

있는 단체의 연출가 혹은 동료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은 크게 단일 사례 연구(single-case)와 다중 사례 연구

(multiple-case)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다중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

였다. 동일한 연구 내에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는 것을 사례 다중

사례 연구라 하는데, 다중 사례 연구는 반복연구(replication)의 논리를 이

용한다(Yin, 2013).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사례에 대하여 반복연구의 논리

를 따르고자 하였다.

3. 연구자의 자세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역동이 중요하며, 연구자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행위, 상황,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도구가 된다(Maxwell, 2004).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어떠한 경험과 열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였는지 등 연구자의 준비 정도가 중요하

다.

우선 연구자는 장애인 공연예술 분야에서 배우와 작가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의 공연에 배우로 참여하였

으며, 2014, 2015년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의 공연에서도 역시 배우로 참

여한 바 있다. 특히 2015년에 참여한 연극 ‘프릭쇼’에서는 장애인의 몸에

가해지는 시선을 주제로 대본을 작성하고 배우로 무대 위에 섰다. 장애인

연극에 참여한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 본인과 동료 장애인 배우들이 장애

를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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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시발점이 되었

다.

최근 장애인 연구가 장애인에 대한 연구이지만 연구에 장애인이 참여하

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해방적 접근

법이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진우, 2008). 연구자는 신

체장애인이며, 장애인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

자이므로 연구참여자들과 경험을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고 내면의 목소

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도구’로 해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자의 경험이나 관점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방해

하지 않도록 연구에서 연구자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대학원 교과과목인 질적연구방법론(사회복지실천분석론)을 수

강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의 질적 연구방법 워크샵에 참여하

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 이

론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실습보고서를 작성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자로서의 자기 반영성과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수행하여 질적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자가 될 준비를

하였다.

제 2 절 연구참여자 선정

1.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기준을 설정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참여자를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전병태(2010)의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예술인복지법 상

장애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199명(문학 52명, 미술 60명, 음악 54

명, 공연예술 33명)으로 그 수가 적은 편이며,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신체장애인의 수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3년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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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작품 활동을 진행해온 연극 및 무용 단체는 10개 내외에 불과하다.11)

의도적 표집 방법은 편향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편향이 있다는 것이 분

명한 경우에도 편의 표본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는

다면 유용한 잠정적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 질적 연구 방법에서 빈번

하게 사용되는 표집방법이다(Montette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구참여자의 선정을 위하여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은 우선 연구자와 함께 공연예술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신체장애인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참가자들을 개별

적으로 선택하거나, 극단의 연출가 혹은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

였다. 그 후 연구자는 연극 이외에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

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장애인 극단 애인’,

‘장애인 극단 다빈나오’, ‘장애인 극단 판’, ‘춤추는 허리’ 등에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아마추어 활동가나 전문 예술가로서 공연예술 활동에 최소 3

년 이상 참여해온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1항에 의하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포함하나, 이 연구에서는 연극, 무

용, 마술에 참여한 신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공연예술’이라

는 활동은 장애인의 몸이 공연의 도구이자 매체(medium)로 활용되기 때

문에 특히 몸에 드러나는 장애를 가진 신체장애인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클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Garland-Thomson, 2000) 또한 3

년 이상의 경험을 전제로 한 이유는 장애정체성은 단기적 경험으로 형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익섭 외, 2005; 전지혜,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장애인 등록법상의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11)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연극 단체로는 춤추는 허리, 장애인문화

예술극회 휠, 장애인 극단 애인, 다빈나오, 장애인 극단 판 등이 있으며, 무용 단체로는

꿍따리 유랑단, 플라멩코팀 라루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등이 있다(전병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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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특징

참여 예술장르

/참여기간

참여 

공연예술형태

연구참여자 A 남/34세
뇌병변 장애, 

전동휠체어
연극/10년

장애인 극단 

소속

연구참여자 B 여/35세
지체 장애,

편마비

연극, 

퍼포먼스/3년

장애인 극단 

소속

연구참여자 C 남/36세
뇌병변 장애,

보행가능

연극,

퍼포먼스/11

년

장애인 극단 

소속

연구참여자 D 남/37세
뇌병변 장애,

보행가능
무용/13년

프리랜서 

무용가로 영화, 

연극, 무용 참여

연구참여자 E 여/35세
뇌병변 장애,

전동휠체어 

연극,퍼포먼스/

11년

장애여성단체 

극단팀 소속

연구참여자 F 남/36세
뇌병변장애,

보행가능
연극/8년

장애인 극단 

소속

연구참여자 G 여/31세
지체장애,

보행가능

연극, 노래/

5년

장애인 극단 

소속(파트타임)

연구참여자 H 남/31세
지체장애,

보행가능

마술/13년, 

(연극/2년)

프리랜서 마술사, 

장애인 극단과 

결합해 연극 

참여

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중 사례 연구의 반복연구 논리에 적용하여

공통된 장애정체성의 양상과 요소를 도출할 경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과 성별 등을 안배하여

다음과 같이 총 8인의 신체장애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

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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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3명이었으며, 나이는 31세에서 37

세로 다양하였으나 모두 30대였다.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를 가진 연구참

여자가 3명,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가 5명이었다. 뇌병변 장애인

중 2명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보행 가능하였다.

이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 활동의 장르는 연극, 퍼포먼스, 노래, 마술 등

으로 다양하였고, 참여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3년으로 나타났다. 연

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극단 등에 소속된 형태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프리랜서 퍼포먼스 무용가, 마술사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는 2명이었다.

제 3 절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주 자료원으로 활용한 것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작성된 녹취록이다. 질적 연구 면담 과정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

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몸에 대한 인식’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므로 자료 수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발한 연구참여자 이외에 라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면담 전 연구참여자의 공연을 보러

가거나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충분한 라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2회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

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이었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SNS나 이메일 인터뷰

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라포가 형성된 후 윤리적 민감성

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연

구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의 내용은 핸드폰 녹

음 어플과 녹음기를 통하여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텍스트로 전환한

녹취록을 만들어 분석의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구

성된 장애정체성의 요소를 포함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면

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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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예술 활동 참여 일반사항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연예술 활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어떠한 계기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 과거 어떠한 연극/무용 작품에 참여했는지, 각 작품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세요.

2. 장애정체성의 요소 

-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거나, 다른 상황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쉬워졌나요? 

-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하였거

나, 다른 장애인 활동에 더 참여하게 되었나요? 

- 무대 위에 서서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3. 장애정체성 변화 양상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연극 및 무용 활동 참여 전/후) 본인의 몸에 

대해 어떻게 느껴 왔는지 자유롭게 설명해주세요.

- 장애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나요? 

- 연극과 무용 활동 참여 전후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집단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차이가 있나요? 

-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이후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유

롭게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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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분석

1. 자료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분석 방법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연구 수준과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연구의 수준은 해당 연구가 주제를

찾기 위한 것인 경우 주제 분석,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일 경우 이론

적 분석, 시퀀스를 묘사하기 위한 것일 경우 시퀀스 분석으로 분류한다.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자료를 귀납적으로 접근할

지 아니면 연역적으로 결정할지에 따라 자료 분석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김인숙, 2015: 261).

본 연구는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질적 사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분석 방

법은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이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

들의 사례를 설정하여 공연예술 활동 참여 전후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나

타나는 장애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 간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 수준의 측면에서 주제 분석을, 연구의 목적의 측면에서

귀납적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면담 직후 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

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였다. 이 때 코딩을 하는 방법은 줄 단위

로 코딩하는 방법과 사건 중심으로 코딩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

서는 사례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을 이용하여 사건

중심의 코딩을 실시하였다. 줄 단위 중심의 코딩은 서로 연관되지 않은

무질서하고 너무 많은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김인숙,

2015). 사건 중심의 코딩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

의 패턴을 찾아 개념화 하였다. 패턴을 명명할 때는 최대한 연구참여자들

의 에믹(emic)을 반영하여 명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패턴들을 지속적으

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장애정체성 변화의 하위 범주를 파악

하였고, 하위 요소를 비교하여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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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은 양적 연구와 같이 수치화되어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로 구성

된다.

Creswell(2013)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덟 가지의

전략을 제안하며, 이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원의 다원화’,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

는 것’. ‘연구 참여자와 세팅에 대한 상세한 기술’ 등 세 가지 전략을 사용

하였다.12)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녹취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론을 통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

다. 연구자는 공연예술 활동 참여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연구에 영

향을 주는 편견이나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2절에서 연구에 접근

하고 해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 지향 등

을 소개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장

의 제 1절의 ‘사례 내 분석’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참여자를 둘러싼 배경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독자들이 ‘전이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Creswell, 2013: 297).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녹음을

위해 질 좋은 녹음기를 사용하거나, 녹취시 자세한 현장 노트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Creswell, 2013). 본 연구 과정에서는 핸

드폰의 녹음 어플과 녹음기 등 두 가지 종류의 녹음 기기를 사용하여 녹

취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시 연구참여자의 움직임이나

표정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녹취록을 보완하였다.

12) 나머지 다섯 가지 전략은 ‘참여 관찰’, ‘동료 검토와 보고’, ‘반대의 사례 분석’, ‘참여자

확인’, ‘외부 감사‘이다(Creswell, 2013: 29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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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를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

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제 1절 ‘사례 내 분석’에서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들을 공연예술 활동 전후로 분류하여 분석하면서 사례 내에서 나타나

는 장애정체성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절 ‘사례

간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정체성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여기에

서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 변화된 장애정체성의 하위 범주를 찾아내고, 다

시 장애정체성 변화의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제 3절 논의에서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변화된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을 해석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한 공연예술 활동의 장르와 성격이 이

들의 장애정체셩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사례 내 분석

본 절에서는 각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공

연예술 활동 참여 전후의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대해 서술하고, 사례 내에

서 나타나는 장애정체성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연구참여자 A의 사례

연구참여자 A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연극배우로 10년째 연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와는 2회 면담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A와 2

회 면담을 통해 구성된 녹취록을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1) 연극 활동 참여 이전의 삶

연구참여자 A는 지방 소도시에서 조부모님의 보살핌과 함께 어린 시절

을 보냈다. 연극하기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인생의 전부라 믿

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했다(Ⅱ/2).13) 교사였던 할아버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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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배워 5살에 천자문을 익힐 정도로 영특한 아이로 성장했다. 초등

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집 근처의 지적장애인 중심의 특수학교를 다

니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서울 근

교의 S 특수학교14)에 입학하여 조부모님과 떨어져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아버지와 함께 집 근교의 특수학교를 방문했

으나 신체장애인은 혼자 뿐이라 지적장애인 학우들에게 얻어맞지는 않을

까 걱정이 되어 서울 근교의 S 특수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A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S 특수학교

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다.

S 특수학교에는 “손은 멀쩡하고 다리에만” 장애를 가진 학우들이 많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 A는 처음에 장애를 가진 학우들과 어울

리기 어려웠으나, 이내 “바운더리를 넓혀갔다”고 이야기했다(Ⅱ/3). 연구참

여자 A는 학창시절 재활원에서 만났던 장애인들과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

서 만나게 된 장애인들을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사회 생활을 하기 전 특

수학교에서 인연일 맺은 장애인들을 “재활원에 있던 장애인”, “시설 장애

인의 느낌”, “뻔하다” 등으로 묘사하며 그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연구참여자 A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을 언급할

때마다 “뇌병변은 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와 같은 종족들을 싫어한다”

고 이야기했다(Ⅱ/3). 특수학교 입학 전까지 영특한 아이로 성장해온 그는

특수학교에서 만난 장애인들과 자신을 분리해 자존감을 지키려 노력하면

서도, 그들과 자신이 같은 ‘장애인’이라는 사실 사이에 괴리를 느껴온 것

이다.

특수학교 졸업 후 연구참여자 A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 위치한 대학으

로 진학하였다. 특수학교에서 “나 같은 사람”만을 만났던 연구참여자 A는

13) 이 글에서 녹취록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괄호 안의 표시는 연구참여자 A의

2차 녹취록 중 2페이지에서 인용한다는 뜻이다. 이외에 [ ]는 연구참여자의 말을 보완

하기 위한 연구자의 서술이며, --는 녹취록에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외에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다른 사람의 이름은 영어 대문자로 표현하였다.

14) 연구참여자 A는 서울 근교의 S 특수학교를 지적장애인 특수학교와 구별하기 위해 ‘일

반학교’라고 언급했다. S 특수학교는 연구참여자 A, B, E가 재학했던 학교이며, 이들은

S 특수 학교가 10~20년 전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진 학교였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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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드문 대학교로 진학을 한 후, “특수학교에 다닐 때 와상장애

인을 보던 느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다(Ⅱ/4-5).

다만 연구참여자 A는 특수학교에 다닐 때 본인이 와상장애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듯이, 대학교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줄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보냈다고 했다. 다만 대학교에서 처음 과제 발표를

하던 때를 기억하며 그것이 “첫 출발”이었다고 이야기했다(Ⅰ/3).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연구참여자 A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

게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힘이 없고,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기초생

활 수급자 그런 것도 모르고, 믿을만한 가족도 없고…”(Ⅱ/2) 연구참여자

A는 “멋지게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갔는데” 다시 특수학교나 시설에 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A는 요즘도 졸업을

앞둔 겨울방학이 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한 시름을 놓았지만, 거주할 곳과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A는 “이 곳이 아니면 시설에 가야한다”

는 메일을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보내 중증장애인 체험홈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간 카피라이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카피라이

터 학원 등록과 전동휠체어 구매를 위해 TV의 한 모금 프로그램에 대상

자로 나가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보조 MC로 일하고 있던 한 장애인

친구의 권유로 ○○ 장애인 극단의 연기 워크샵에 방문하게 된다.

(2) 연극 활동 참여 이후의 삶

연구참여자 A는 2007년 ○○ 장애인 극단에 방문했을 때 연극 활동에

“끌렸고” 이 때문에 연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의기소

침하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성격을 고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다(Ⅰ/1). 워크샵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두 번 정도 극단 모임에 나갔

던 연구참여자 A는 극단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던 K 연출을 만나게 되

었고, 현재까지 K 연출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연구참여자 A에게 공연과 관련한 잔소리를 하던 K 연출 때문에 한동안

활동을 “잠적”하기도 했지만, K 연출과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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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A는 연극 활동 초반에 자신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든 작

품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주로 이미 짜여진 작품에서 역할을

맡아 연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는 작품 내에서 주로 장애인 캐릭터를

맡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에 도전해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안

에서조차 연기를 빌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극에 계속 참여하

는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Ⅰ/1).

연구참여자 A에게 연극 활동 참여 이후 가장 많이 변화한 점을 묻자

“발음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다. 연극이라는 활동의 특성상 배우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대 위에서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대 위에서 정확하게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 배우들은 연습 과

정에서 끊임없이 대사를 연습한다. 연극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본인의

몸이 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확한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 기

울인 노력은 일종의 “언어 치료”가 되기도 했다. 발음이 좋아지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더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전에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까봐 관계에서 지레 움츠려 들었다면, 이제는 “말할 때

상대방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대인 관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Ⅰ/4).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다른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변화이다. 연극 활

동 이전 만났던 장애인들은 “시설 장애인의 느낌”이었다면 연극을 하며

만나는 장애인들은 “색깔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2014년 참여

한 연극에서 파트너로 만났던 뇌병변 장애여성에 대하여 “연극을 하기 전

에 봤다면 아무 것도 아니었겠지만, 같이 작품을 하며 편견과 선입견이

변화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사회 활동과 마찬가지로 연극을 만들기 위

해 연출, 배우, 스테프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수반된다. 함께 활

동을 하는 장애인/비장애인과 다양한, 그리고 깊은 상호작용을 겪으며 ‘장

애인은 다 똑같다’는 편견 대신 ‘장애인 각자가 다른 ‘색깔’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K 연출이 ○○ 장애인 극단에서 나와 □□ 극단을 창단하자, 연구참여

자 A는 활동 단체를 옮겨 현재까지 □□ 극단 내에서 연극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A는 두 번의 인터뷰에서 K 연출에 대해 자주 언급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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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능성을 끄집어내주고”(Ⅰ/7) “개성을 인정”(Ⅱ/6) 해주기 때문에 믿

고 따르며 현재까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K 연출을 필두

로 하는 □□ 극단은 장애인, 비장애인, 보호청소년 등이 함께 공연을 만

드는 단체로, A는 보호청소년,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연극

을 만들어 왔다. K 연출은 □□ 극단 이외에 다른 극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장애인 극단이 공연이 없는 시기에

도 세미나나 워크샵 등을 진행하여 단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것과 달

리 □□ 극단은 공연이 없는 시기 별도로 단원들을 소집하지 않는다. □

□ 극단은 2015년 11월 공연 이후 연구참여자 A의 2차 인터뷰가 있던

2016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단원들을 소집하지 않고 있었다.

□□ 극단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1차 인터뷰(2016년 4월)에서 연구참여

자 A는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아서 좋다”고 이야기했지만(Ⅰ/1), 공백이

오래 지속되자 2차 인터뷰에서는 “활동이 띄엄띄엄 있고”, “불러줘야만

하기 때문에” 활동을 수동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프라이드가 없다”고 말했다(Ⅱ/3). ‘배우’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서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여기 저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

는데, 현재는 □□ 극단에서 작업이 진행될 때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에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A에게 연극 활동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져 왔다.

얼마 전까지 연구참여자 A는 장애인권 강사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인

권강사 활동을 그만둔 상태로 연극을 쉬고 있는 현재의 공백 기간은 공식

적인 사회활동을 쉬는 기간이기도 하다. 연극 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고, 그들의 서로 다른 “색깔”에 대해 알게 되며, 연구참여자 A 자신의 가

능성 인정받는 공간이 때문에 긴 활동 공백은 연구참여자 A의 장애정체

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참여자 B의 사례

연구참여자 B는 편마비를 가진 여성 연극배우이다. 2013년부터 연극을

시작하여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활동 기간이 가장 짧지만 장애인 극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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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을 참여하여 왔다. 1회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취

록을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 B가 작성한 대본 등을 보

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1) 연극 활동 참여 이전의 삶

연구참여자 B는 출생 시에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던 연

구참여자 B는 2년간 긴 병원 생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랜

병원 생활은 연구참여자 B가 상상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서술하

였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또래보다 나이가 많고, 장애를 가진 연구

참여자 B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B는 따돌림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매우 빠르고 분노에 찬 어조로 서술하였는데 이 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트

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연구참여자 B의 학우들은 그녀를 쓰레기장에 몰아넣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돌림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학교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녔지만,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연구참여

자 B의 어머니가 딸의 몸에 난 멍자국을 보게 되며 연구참여자 B가 학교

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학교에 찾아

갔던 어머니는 연구참여자 B가 학우들에게 둘러싸여 욕을 먹고 있는 장

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연구참여자 B는 다니던 일반학교를 그

만 두고 특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이 때의 경험이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Ⅰ/1).

B는 비교적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장애인도, 비장애

인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Ⅰ/3). 이러한 이유에서 중증 장애인이

많은 특수학교를 꺼렸던 연구참여자 B의 부모님은, S 특수학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M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M 특수학교에서도 연구참여자

B는 가장 경증 장애를 가진 학생 중 한 명이었다. 학교에는 “말을 못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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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연구참여자 B가 장거리

통학을 힘들어하자 학우들은 연구참여자 B에게 “힘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였다(Ⅰ/5). 자신보다 훨씬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우들에게 힘

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연구참여자 B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없애며 학교에 적응해나갔다.

특수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연구참여자 B는 졸업 후 장애인의 고등

교육을 위해 설립된 특수대학교에서 ‘광고홍보’를 전공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는 회사를 옮겨 다니며 텔레마케터 일을 했는데 연구참여자 B는 이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지

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었지만 회사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무지

했고, 연구참여자 B가 “느리고, 업무 처리가 느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Ⅰ/4). 사무실 근무를 하며 본인이 ‘내

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연구참여자 B는 성격 검사에서 자신이 ‘외향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인터넷에서 장애인 극단을 직접 검색해 극단 ☆

에 입단하게 된다.

(2) 연극 활동 참여 이후의 삶

연구참여자 B에게 연극에 참여하고 난 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을 물었

을 때 “초등학교 때 당했던 왕따 때문에 생각 응어리를 풀게 된 것”이라

고 이야기했다. 마음 속의 응어리 때문에 본인을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

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연극은 나쁜 기억을 잊게 하는 힘을 주었다고 이

야기하였다(Ⅰ/2).

연구참여자 B가 “마음 속의 응어리”를 연극을 통해 풀 수 있는 것은 ☆

극단의 공연 제작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서술했다. ☆ 극단은 배우들의

경험을 각색해 대본을 작성하며, 배우가 작성한 부분을 해당 배우가 연기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B는 왕따의 경험,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경험을 녹여 한 작품의 일부를 직접 작성하고, 연기하고, 극 속에서 부른

노래의 일부를 작곡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 작품은 연구참여자 B가 왕



- 60 -

따를 경험하고 돌아온 어느 날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다. 연구참여자 B

가 울면서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장애 때문에 피아노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좌절하고 있을 때 ‘자아’ 역을 맡은 다른 배우가 와서 피아노 연

주를 함께 하고 이를 통해 ‘왕따’의 경험과 장애로 인한 제약의 경험을 모

두 이겨낸다는 이야기였다.15) 연구참여자 B는 이 작품 말고도 여러 작품

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각색해 무대 위에서 연기하였고, 무대 경험을 통

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을 다른 장애인과 공유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위안을 얻었지만, 나아가

비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애인, 비장

애인 나누지 말고 서로를 응원하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B는 3년간 10편 정도의 공연에 참여하였고 많은 사람들에

게 인정을 받고 있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했다(Ⅰ/6). 특히 어린 시절 “마음에 못을 박

았던”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연구참여자 B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고 하였다. 학창 시절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딸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놀러올 때마다 어머니가 대사를 해보라고 할 정도

로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길을 가다가

동네에서 자신을 알아봐주는 관객을 만날 때, 악수를 요청하거나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길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

아가고, 연극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3. 연구참여자 C의 사례

15) 연구참여자 B는 이 작품을 서술할 때 본인의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연극 무대에

있는 것처럼 감정을 넣어 대사를 읊었고, 노래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직접 노래를 불렀

다. 연구참여자 B는 이 작품을 서술할 때 말고도 본인이 직접 쓴 구연동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어조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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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C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성 연극 배우이다. 2006년부터

연극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10년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C

와는 2회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취록을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이외에

도 연구참여자 C가 참여하고 있는 ○○ 장애인 극단의 S 단장과 인터뷰

를 진행하여 이를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1) 연극 활동 참여 이전의 삶

연극 활동 참여 이전의 삶에 대해서 연구자가 질문하자 연구참여자 C

는 대학교 생활부터 언급하였다. 그는 대학교에 입학한 2000년대 초는 대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장애인 학생을 정원 외로 뽑기 시

작한 때와 맞물려 있다. 연구참여자 C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한

지방 대학교의 3D 애니메이션과에 입학하였다. 많은 수의 장애인이 입학

했지만 다른 장애인 학우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애

인끼리 놀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장애인들끼리 어

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Ⅱ/5). 연구참여자 C 역시 부모

님 말처럼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 학우들과 어울

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평소에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연구참여자 C는 복수전공으로 ‘연극영

화’를 전공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도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졸업 전에 방송국 시험을 보기도 했고, 졸업 후에도 2년간 계속

방송국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졌다고 하였다. 주 전공이었던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역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참여자 C는 부모님의 뜻에 따

라 장애인 직업전문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직업 학교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서른 살 되기 전에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직업 학교에서 IT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연구참여자 C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Ⅰ/3). 그래서 전공과 무관하게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 교

사 일을 맡게 된다. 이 곳에서도 1년 후 계약이 완료되자 나오게 된다. 이

후에 행정 도우미 일을 몇 개월간 맡기도 했지만 연구참여자 C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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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구참여자 C의 동생이 신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

극을 하는 극단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연극영화’를 전공한 연구참여자 C

에게 연극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추천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극단에

전화를 했을 때 “장애가 너무 심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에 걱정했

지만, 동생과 함께 극단에 찾아갔을 때 극단 관계자들이 연구참여자 C를

보고 “괜찮다”며 극단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였다(Ⅱ/2).

(2) 연극 활동 참여 이후의 삶

연구참여자 C는 연극 활동 참여 이전까지 꾸준히 참여하여 자신의 역

량을 드러낼 ‘역할’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연극 활동 참여 이후의

삶에 대한 묘사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 장애인 극단에 들어오고 나서도 연구참여자 C는 단역을 주로 맡

았다. 2년이 된 후야 ‘단역 같은 주인공’을 처음으로 맡게 되었는데 이 역

할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에게 주인공을 맡

기는 것이 극단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했고 모험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인

공 역할을 맡겼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해낸 이후 어려운 역할도 맡게 되었

기 때문이다. 그는 이후로 “극단에서의 지위로 올라갔다”고 서술하기도

했다(Ⅱ/4). 이후 연구참여자 C가 극단의 공연에서 맡게 되는 ‘역할’의 폭

이 넓어지며 연구참여자 C는 배우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었다고 이야

기했다. 이를 통해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 예컨대 2009년 맡았던 한 작

품에서는 악역을 맡았는데, 이 역할을 맡으며 “내가 착한 역할 말고 악한

역할을 잘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며 좀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서술하

였다(Ⅱ/4).

연구참여자 C는 10년간 ○○ 장애인 극단의 수많은 작품에서 인상적인

주∙조연을 맡아왔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 극단의 배우로는 유일하

게 전일제 유급직원으로 극단에 고용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C의 중증 언

어장애에도 불구하고 ○○ 극단에서 주연급 배우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연구참여자 C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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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하였다.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객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가 가장 큰 걱정이었던 연구참여자 C는 별도로 언

어치료를 받거나, 워크숍에 참여해 발음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고 이야기하였다(Ⅱ/3). ‘무대 위에서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무게를

25kg을 감량했다가, 다시 15kg을 찌운 경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작품 연

습 이외의 시간에도 동영상을 보고 스트레칭을 따라하는 등 개인적인 노

력도 기울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가 속한 극단은 대부분 장애인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극 활동 참여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 연구참여자 C는 거

의 장애인 배우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극단 내에서의 장애인 배

우들과의 관계를 통해 연구참여자 C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지만, 극단 밖에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비장애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이러한 상태를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Ⅱ/6). ○○

장애인 극단은 장애인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비

장애인 연출가, 배우들을 섭외해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 C는 비장

애인 예술가와 장애인 예술가 사이의 실력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비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장애인 배우들이 배워야한다고 언급했다. “실력 차

이가 (중략) 비장애인 배우들이 낮추고 장애인 배우들이 좀 올라가야 비

슷”해진다는 서술과(Ⅱ/4), 장애인 배우들이 “비장애인 배우랑 연출이 시

키는대로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서술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

난다(Ⅱ/8).

연구참여자 C는 연극 활동 참여 이전부터 가족들의 의견이 진로를 선

택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때문에 연극을 통해 가족들의 인

정을 받는 것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연극 활동 초반

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연구참여자 C가 TV

에 자주 출연하며 아버지도 “얘가 뭘 하긴 하나보다”하며 인정해주기 시

작했다고 이야기하였다(Ⅱ/7). 연구참여자 C는 앞으로 “기획사 소속의 배

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 “더 많이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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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Ⅱ/9). 즉 그는 지금처럼 ‘장애인 극단’이라는 영역 내에서 역할을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류’ 예술가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연구참여자 D의 사례

연구참여자 D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현대무용 작품을 기획하고 배

우로 직접 출연하며, 최근 한 독립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외에도 직접 퍼포먼스 워크샵을 기획해 ‘몸의 움직임’에 대한 강습을 진

행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D와는 1회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후 SNS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해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 D가 출연한

TV 다큐멘터리, 신문 인터뷰 기사 등은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1) 퍼포먼스 활동 참여 이전의 삶

연구참여자 D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기 전 본인의 성격을 “내성적”이었

다고 표현했다. 그가 가진 뇌병변 장애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를 맺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창시절 따돌림의 경험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연구참여자 D는 중학

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집 밖

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우연히 놀이터에 붙은 야학 포스터

를 발견하고 야학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였다. 야학에서 만난 형,

누나들이 그를 예뻐해주어 학교를 그만두었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비장애인과 더 어울려

야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Ⅰ/6). 그는 야

학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통과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가 입학한 대학교는 장애인 학생의 비율이 40%16)로 높은

16) 2016년 10월 현재 기준. 같은 대학교를 2000년대 초반에 졸업한 연구참여자 B는 당

시의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의 비율은 80:20 정도로 장애인 학생이 비율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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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그는 학교에서 처음에 학우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공부만 했

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장애인 학우들과는 과 동기들을 제외하

고는 별다른 교류를 가지지 않았으며, 이들과는 졸업 후에도 교류를 가지

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비장애인과 어

울려야 한다”는 그의 신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졸업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퍼포먼스에 참여하기 전에 광고회사에 다닌

적이 있지만, 반복되는 생활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포스터나 팸플릿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

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는데 익숙한 편이었고,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퍼포먼스 워크샵 모집 공

고를 보게 되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시기였고, 자신감

이 없어 망설였지만 결국 워크샵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워크샵은 연구참

여자 D의 퍼포먼스 예술가로서의 시발점이 되었다.

(2) 퍼포먼스 활동 참여 이후의 삶

연구참여자 D는 퍼포먼스 워크샵에 참여하여 “신세계를 보게 되었다”

고 이야기했다(Ⅰ/2). ‘장애 연극’에 관심이 있었는데도 언어 장애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퍼포먼스는 “말로 하지 않아도 몸과 오브젝트를 가

지고 표현하는 것”이라 매력을 느꼈다고 서술했다(Ⅰ/2). 그 후 2년 동안

은 공연비도 받지 않고 공연에 참여했다. 퍼포먼스에 처음 참여했던 시기

를 “완전 미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퍼포먼스

에 활동에 몰두하여 작품을 만들어냈다.

연구참여자 D는 평균적으로 1년에 20여 편의 작품에 참여한다고 하였

는데, 그가 참여하는 작품은 본인의 “경험과 사상”을 통해 기획되고 표현

된다고 서술하였다. 작품에는 장애로 인하여 형성된 경험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무대 위에서 라면을 끓이는 퍼포먼스

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연구참여자 D의 사상을 표현한 결과물

았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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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가 기획하고 출연하여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 중 하나는

‘몸으로 쓴 시’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흔한 물 한 컵 따라주지 못하는 아픔”을 직접 시로 작성하였

고, 시를 퍼포먼스로 구현해낸 작품이다. 그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며, 경험을 토대로 만들

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는 작품이라고 서술했다(Ⅰ/8). 연구

참여자 D의 작품은 그가 살아오며 겪었던 특정한 경험 뿐 아니라, 경험을

통해 정립된 “사상”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참여자 D의 작업이 ‘장애’에 대해 깊게 고민한 결

과물이냐고 연구자가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제 3자가

봤을 때 장애가 보이겠지만” 자신의 작업은 결코 “‘장애 공연’이 아니”고,

“장애를 이유로 예술을 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건 안 좋은 것”이라고 부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의 예술 작업에 반영된 것은 ‘장애인으로서의 생

각,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다(Ⅰ/5).

연구참여자 D는 자신의 퍼포먼스가 가진 강점은 “흉내낼 수 없는 움직

임”이라고 단언하였다. 연구참여자 D가 가진 뇌병변 장애는 근육의 특수

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물을 따르기 힘든’ 제약

일 수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만의 “색깔”, “무기”가 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연구참여자 D는 이 부분을 서술할 때 ‘장애’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

하지 않았고 “나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연구참여자 D는 작품마다 주로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과 결합하는 형태

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 장애인 무용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제작해보고 싶은 작업에 대해 묻자 “다 장애인이 나오는

드라마에, 한 명만 장애가 없는” 극을 제작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Ⅰ/12). 연구참여자 D의 서술에 의하면 이것은 ‘장애 공연’은 아니지만

연구참여자 D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획득한 장애에 대한 시선이 반영되

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연구참여자 D가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서

형성한 ‘장애정체성’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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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참여자 E의 사례

연구참여자 E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 여성으로 장애여성단체 소속

의 극단의 팀장을 맡고 있으며, 배우와 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장애

여성의 몸을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와 연극을 제작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와는 인터뷰를 1회 진행하였고, 이후 SNS을 통하여 추가 질의를 통해

녹취록을 보완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 E가 소속된 극단의 홈페이지

의 공연 소개 자료를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1) 연극 활동 참여 이전의 삶

연구참여자 E는 학창시절을 S 특수학교에서 보냈다. 연구참여자 E는

현재 장애여성 단체에서 몸과 관련된 공연을 제작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

창시절에는 장애여성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특수학

교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10대 장애여성이 고민할 법한 “내 몸은 왜 이

럴까?”와 같은 고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대신 그녀는

주로 장애를 가진 남성들과 어울렸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E는 학

창시절의 자신을 이기적이었다고 묘사하였다. 특수학교에 다닐 때 다른

학우들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오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학창시절의 연구참여자

E는 특수학교 내에서 많은 장애인들과 상호작용하였지만, 오히려 다른 장

애인 학우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자신을 ‘장애인 집단’ 내에 정체화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참여자 E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이후

대학교에 진학할까 고민했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진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연극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녀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

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집에서 생활하던 중, 아는 언니가 연극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가한데, 바쁜 언니가 부러웠고”.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언니가 “우아하다”고 생각했지만 언니의 권유에도 막상 당

시에는 부끄러워서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Ⅰ/2). 시간이 지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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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공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 본격적으로 연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연극 활동 참여 이후의 삶

극단에서 처음 참여한 공연을 연구참여자 E는 “그렇게 몸을 크게 움직

여본 것도, 장애인들과 함께 무엇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나의 몸의 움직임이 이야기가 되는 것”에서 특히 매력

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Ⅰ/2). 연구참여자 E가 활동하고 있는 극단은 장

애여성 단체 소속의 극단인 만큼 장애 여성의 ‘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

다. 장애여성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 돌아보고, 다른 장애

여성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비장애인 중심적’인 연습 트레이닝 과

정을 장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하기도 했다. 연

구참여자 E는 연극 활동 참여 전에는 몸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

로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몸에 대해 알게 되고, 이해

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E가 소속된 극단은 장애 여성의 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장애여성의 독립, 가정

내에서 비장애인 자매와의 갈등,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와의 관계,

또한 예술을 하는 장애여성 등에 대한 주제로 매년 공연을 올려왔다. 이

극단은 공연에 참여하는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공연을 만든다.

연구참여자 E는 13년 째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의 대부분 그리

고 30대를 극단 내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E가 성장하며 ‘변

화하는’ 고민들도 반영되어 공연이 만들어진다.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을

포함한 장애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인식하

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Ⅰ/1).

연구참여자 E는 활동 초반 극단 내에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 이야기했다. 때때로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회의적인 생

각도 들었다고 하였다. 연극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를 “이기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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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서술한 연구참여자 E는, 활동 초반까지만 해도 이 모습에서 벗어나

지 못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2011년부터 극단의 팀장을 맡으며 ‘리더’로

서의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극단의 배우로 참여하는 것과 달리 팀장

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E는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때문에 팀 사람들도 힘들어지

고 관계가 안 좋아진 적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활동 초반보다 지금은

타인을 더 배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 갈등을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극단 내에서 자신을 지지

해주는 몇 명과의 깊은 관계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관계 맺기’가 수월해진 것이 연극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이라고 서

술하였다.

연극을 시작하고 몇 년 후 연구참여자 E는 비장애인 남성과 결혼을 하

였다. 현재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E는 연극 활동에

있어서도 남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서술했다. 장애여성 단체 소속

의 극단이기 때문에 남성 스태프가 없을 때 남편이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 연극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을 이

해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극단은 연구참여자 E가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몸을 표현하는 장일 뿐 아니라, 연구참여자 E의 직장이기도 하다. 연구참

여자 E는 극단 생활을 하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집에 있는게 아니라, 일

하고 있고, 너희를 케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

야기했다(Ⅰ/4). 연극 활동은 연구참여자 E에게 ‘배우’, ‘연출’, 그리고 극단

의 ‘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공간인 동시에, 연극 활동 밖에

서의 연구참여자 E의 역할, 즉 엄마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연구참여자 F의 사례

연구참여자 F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남성이다. 2007년부터 연극활

동을 진행해오고 있고 약 15편의 연극에 배우로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F와는 1회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 F가 주연으로 참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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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F와 2011년부터 활동을 함께 진행해온

○○ 극단의 K 대표와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녹취록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1) 연극 활동 참여 이전의 삶

연구참여자 F는 중학교 때 고모의 추천으로 시작한 ‘사진 찍기’가 10대

중반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10년의 삶의 전부였다는 이야기로 연극 참여

이전의 삶을 묘사했다. 핀트도 안 맞고, 초점도 안 맞는 사진이었지만 “구

도는 볼 줄 아네”라는 고모의 말을 듣고 연구참여자 F는 사진가로서 꿈

을 키워왔다. 대학 전공도 사진이었다. 취미로, 전공으로 10여년간 카메라

뒤에서 피사체를 바라보던 연구참여자 F는 졸업 작품으로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피사체가 되는 작품을 찍었는데 그 작품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

품이라고 말했다. 연구참여자 F는 연극 활동 참여 전 본인이 “소극적”이

었던 것은 “사실 그런 것(앞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삶의 여건상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서술했다(Ⅰ

/5).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던 때 교회 누나의 소개로 한 장

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국토 종주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

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참여했다가, 처음으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

었다. 연구참여자 F는 많은 장애인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이 “내 몸을 기다

려주고, 내 말을 기다려주는 것”이 편했다고 이야기했다(Ⅰ/7). 그리고 국

토 종주에서 지금까지 ○○ 극단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는 K 대표와 만

나게 되었다. ‘장애 연극’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장애인 국토 종주

를 통해 느낀 긍정적인 ‘기다림의 경험’, 그리고 당시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연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연극 활동 참여 이후의 삶

연구참여자 F가 처음 연극을 시작한 이유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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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극 활동을 십 여 년째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대에서 겪었던 ‘극적

인’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다. 활동 초반에 참여했던 한 작품에서 극 내내

허리를 구부리고 짐을 들고 다니는 조연 역할을 맡았다. 작품 내에서 계

속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다가 한 순간 허리를 펴고 조명을 받았을 때 “몸

이 찌릿찌릿”했고, 그 때의 기억이 연극을 지속하는 힘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 주목을 받아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서술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면 오히

려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조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라고 대답했다.

그는 처음에 연기를 시작할 때는 “할 게 없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가라는 생각이 들까봐” 매 공연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든다고 서술했다. 연구

참여자 F가 참여하고 있는 □□ 극단은 작품을 만들지 않을 때에도 배우

들을 소집해 장애, 연극 관련 스터디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참

여자 F는 이것과는 별도로 개인 시간을 들여 공부를 진행한다고 대답했

다. 예컨대 최근 참여한 작품이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극이기 때문에 맡

은 캐릭터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시대상에 대한 공부도 틈틈이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작품과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F는 배우로서 특히 대사와 호흡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이야

기하였다. 이를 통해 “몸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연극을 하

기 전까지는 말할 때 “어디서 힘이 나와서 뱉어지는지” 모르고 “습관처럼

내뱉고 마셨”다면, 지금은 말과 호흡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Ⅰ/9).

연구참여자 F는 ‘배우’라는 역할을 가교로 하여 여러 가지 역할에 도전

하고 있었다. 극작과 연출을 배우기도 했고, 최근 희곡 작가로 참여한 작

품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전문 배우로서 연극 연습 과정에 참여하고,



- 72 -

개인 시간을 투자하여 극작과 연출을 배우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연극) 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F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를 가진’ 배우로 인정

을 받는 것을 넘어서 비장애인 배우와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배우로

호평을 받고 있었다. 2013년에는 한 전문 연극축제에 참여해 ‘남자 연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F는 ‘전문’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인터뷰에서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지만, ‘장애’가 무

대 위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냐는 질문에는 유보적으로 대답하였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경험이 작품 속에서 ‘장애인’을 연기할 때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했을 때 “나를 연기하는 것도 결국은 연기”이기 때문에, 장

애인 역할을 연기하는 것과 장애와 무관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의 고충은

다르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한 장애가 무대 위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본인을

캐스팅한 연출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리를 두어 서술했다. 연구참

여자 F는 언어장애로 인해 말막힘이 심한 편이지만, 이것은 배우로서 강

점이나 단점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는 속성이라고 대답하

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F는 앞으로 계속해 연극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70살이 되었을 때 호평을 받았던 작품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서, 이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살아갈 삶의 경험들이 연구참여자 F가 무대 위에서 표

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7. 연구참여자 G의 사례

연구참여자 G는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으로, 2011년 이후로 연극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G와는 총 2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외에

연구참여자 G가 주인공으로 참여한 공연을 연구자가 직접 관람하였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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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 G가 활동하는 공연 단체의 기획자, 연출가와 추가로 면담을 진

행하여 녹취록을 연구의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1) 연극 활동 참여 이전의 삶

연구참여자 G는 부모님이 자신을 “평범하게 키웠다”고 이야기했다. 유

치원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며 비장

애인들과 어울려 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는 않았지만 일반학교에 다니며 따돌림을 당한 경험도 있었다. 따돌림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학교에 와서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비장애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대학교 시절을 보냈다. 학창시절의 따돌림 경험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대학에 가면 바뀔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대로 사

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보냈다고 한다. 장애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과 마주칠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다. 부모

님은 연구참여자 G에게 평범한 공무원이 될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공

무원이 되기가 너무 싫었다고 이야기했다. 졸업학기가 되었을 때 우연히

‘동료상담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G는 “이건 내꺼다”라는

생각에 부모님 몰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처음 1년 6개

월은 무급으로 일을 했고, 부모님이 센터에 방문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활동이 너무 좋아서” 동료상담가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

다. 이후 다른 센터에 유급 동료상담가로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노래

패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을 만나게 되어 노래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연극 활동 참여 이후의 삶

연구참여자 G는 노래패 활동을 하다가 연극을 하는 지인의 권유 덕에

처음으로 연극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노래를 하고 연극을 할 수 있어

“꿈을 이룬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첫 작품에서 그녀는 직접 희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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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쓰고 무대 위에 배우로 섰다. 노래를 하는 것과 연극을 하는 것

모두를 좋아하지만, 노래패 활동이 “노래에 나를 맞춰가야 한다는 느낌”

이라면, 연극은 “내 것을 이야기한다”는 느낌이라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였다(Ⅱ/7).

첫 공연 이후 연구참여자 G가 본격적으로 연극 활동을 시작한 극단 △

△ 아트는 연구참여자 G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다. △△ 아트 구성원의 대부분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소속을

두고 있는 활동가들이다. 구성원들을 평일에 활동가로서 본업에 종사하고,

주말에 모여 함께 공연을 만든다.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고, 연출가 등이 이를 다듬어서 무대로 올리는 형태로 1년에

1-2회 가량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중증 장애여성

이기 때문에 공연은 중증 장애여성이 가정과 사회, 연애와 결혼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룬다.

연구참여자 G는 △△ 아트에서 총 8번의 연극 무대에 올랐다. 연구참여

자 G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공동 희곡 저자로 참여하여 본인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풀어놓았다. 연구참여자 H는 각 공연에서 비장애인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평범한 삶’을 강요받았던 어린 시절, 그럼에도 나름대

로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 장애 때문에 연애에서 겪었던 어

려움 등을 녹여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4회 때 올렸던 공연 ‘스물여덟’을 꼽았다.

이 공연에 딸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해 연극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

던 부모님이 공연을 보러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서 더

욱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공연 ‘스물여덟’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마치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게’ 살

아왔던 스물여덟 해의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내 방식대로 평범한’ 삶

을 살겠다는 연구참여자 G의 다짐을 다루는 공연이었다. 연구참여자 G가

원하는 평범한 삶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가족들에게 지지받는

것”, 즉 장애여성으로 나이를 먹어가며 갖게 되는 고민을 가족과 나눌 수

있는 것이었다. 연극 무대는 평소에 직접 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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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G에게 연극 무대는 ‘개인적인’ 경험을 풀어놓는 공간인 동

시에, 장애인으로서 겪게 되는 집합적인 차별의 경험을 풀어내는 공간이

기도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 그녀는 ‘활동가’로

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연극을 통해 장애 운동을 하고 있

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Ⅱ/2). △△ 아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

기 전 첫 연극 무대에서는 자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하

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노래패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다룬 노래

를 부르기도 했다. 공연 ‘스물여덟’을 이야기 할 때 ‘나의 이야기’를 다루

었다고 말하던 연구참여자 G는, 이동권을 다루는 노래는 ‘우리의 이야기’

라고 언급했다.

장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에 긍정성을 부여하고 ‘장애 자부심’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

다. 연구참여자 G 역시 “장애가 부끄럽거나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연애 관계를 할 때에 있어 자신의 몸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가진 몸, 특히 자신의 오른손을 원망한 적이 있

다고 했다. 그녀는 이러한 좌절의 경험을 역시 무대 위에서 이야기했다.

공연 ‘스물여덟’에서의 노래가 부모님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이 공

연은 헤어진 연인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동시에 노래를 통해 자

신을 더 잘 알게 되고,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무대는 배우로서

의 ‘나’, 관객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함께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 더욱 편해졌다고 말했다. 함께 공연을 만드는 장애인 배우들 뿐 아니

라, 대학교 때 만났던 비장애인 친구들과의 관계도 연극 이후 좀 더 돈독

해졌다고 하였다. 학창시절 겪었던 따돌림의 경험으로부터 온 트라우마도

무대 위에서의 소통으로 조금씩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참여자 G는 그동안의 공연과 다른 종류의 공연을 무대 위에

올렸다. 지금까지의 공연이 연구참여자 G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그대로

올리는 형태였다면, 최근에 올린 공연은 △△ 아트에서 활동하는 여러 명

의 장애여성 배우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새로이 창조된 캐릭터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태였다. 연구참여자 G는 처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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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

이 아닌 캐릭터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참여자 G에게 힘든

일이라고 했다. 이번 공연은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 캐릭터로 ‘들어가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노래패 활동이 연극보다 힘든 점을

“노래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꼽은 연구참여자 G에게 캐릭터에

자신을 맞추는 작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히 ‘나’의 경험을 무대 위

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했다.17)

연구참여자 G는 앞으로 장애여성으로서 겪게 될 고민들, 아기 엄마,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이야기들을 무대 위에서 계속해 풀어내는 동시에, 새

로운 ‘나’를 무대 위에서 만들어내는 작업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8. 연구참여자 H의 사례

연구참여자 H는 지체장애를 가진 마술사 및 연극배우이다. 고등학교 재

학시부터 지금까지 약 13년간 프리랜서 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

부터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며 3편의 공연에 참여하였다. H와는 2회의 인터

뷰를 진행하여 녹취록을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H가 연극 활동

을 하는 ○○ 장애인 극단의 S 대표와의 인터뷰 자료를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것과 달

리, 연구참여자 H는 고등학교 재학시 학예회에서 마술 공연을 한 후, 13

년 간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H의 사례는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서술할 것이다.

(1) 공연예술 활동 참여 이후의 삶

연구참여자 H는 장애인 학우가 없는 일반 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17) “이 전의 무대가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해 우리의 내러티브를 무대 위에서 마무리 짓

는 측면이었다면, 이 공연은 무대 위에서의 원동력을 무대 밖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단순히 내러티브를 푸는 것이 아니라 배우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 아트 기획자 R씨와의 인터뷰 녹취록 2페이지, 201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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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연구참여자 H는 선생님의 권유로 학예회에서

처음 마술 공연을 하게 된다. 마술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실수를 하

거나 놀림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었지만, 실수 없이 ‘로프 마술’ 공연을

마쳤다(Ⅰ/1). 친한 친구가 별로 없었던 연구참여자 H는 마술 공연 이후

친구들이 생겼고, 반응이 좋아 그 이후로 마술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대학교는 마술이나 예술과는 상관없는 학과로 진학했지만, 대학교에서

도 마술 동아리를 만들 정도로 마술에 열의를 나타내었다. 지방에서 학교

를 다니던 연구참여자 H는 제대로 마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교

를 자퇴하고 서울에 올라왔다. 서울에 올라와서 마술 작품을 하는 엔터테

인먼트 회사에 일하게 되었지만, 직접 마술을 하는 것보다 매니저 일과

‘잡일’을 주로 맡았다고 서술하였다. 회사에서 2년간 일을 했지만 “마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접도 못 받는다”는 생각에 마술에 흥미를 잃고

2-3년 “마술을 놓은” 적도 있었다(Ⅰ/3).

마술을 놓고 살아가던 중 ○○ 장애인 극단의 지인으로부터 마술 공연

을 제안 받게 되었다. 장애인 극단에서의 공연을 계기로 다시 마술을 시

작한 후 공연은 정식으로 하기 보다는 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

고 장애인 극단에서 연극도 시작하게 되었다. 연극배우로 참여한 첫 공연

에서 H는 마술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연극배우

로 여러 작품에 참여하고 있다.

H는 ‘마술’과 ‘연극’이라는 다른 장르의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해 온 장

애인으로 두 장르에 참여했을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했다. 공통점

은 ‘시선’과 관련된 점이다. H는 마술을 하기 위해 오른 무대에서 관객들

이 웃는 모습을 보며 “나도 누구에게 웃김을 줄 수 있고, 의미”를 주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이것이 무대에 서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

야기하였다(Ⅰ/2). H는 보행에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긴장시 근육의

강직 등을 겪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H는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나를 봐줬으면 좋겠

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Ⅰ/7).

물론 마술과 연극 활동의 차이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극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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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활동’이라는 점이다. H는 마술 공연을 할 때 기획이나 구성을 본인 스

스로 맡아서 진행했다. 이 때문에 소심하고 수동적인 성격이 능동적으로

변화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극은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연출과

제작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였

다. H는 연극에 참여한지 아직 2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혼자 마술 공연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접촉하는 집단의 변화이다. 현재

국내에 장애를 가진 마술사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를 가

진 마술사들은 프리랜서로 공연을 만든다. H도 개인적으로 공연을 기획해

마술을 만들거나, 비장애인 마술과 집단과 결합해 공연을 만들어왔다. H

는 ○○ 장애인 극단에서 연극 공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장애인 집단과 협

동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대학을 자퇴하고 나서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실을 다니던 20대 중반에 와서야 처음으로 장애인

친구를 사귀었다. H는 “움직이는 건 불편함이 없으니까, (장애에) 큰 관심

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Ⅰ/5). ○○ 장애인 극단에서 연극을 하며

처음으로 장애인과 협업을 하게 된 H는 아직까지 “장애인 배우들과 같이

연기한다는 것에 아무 생각도 없”지만, “나도 장애인이고 저 사람도 장애

인이니 같이 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Ⅰ/6). 과거 자신이 하는 마술 공연을 ‘장애’와 결부시키지 않으려 하던

H는 연극에 참여하고 난 이후인 작년부터는 타이틀에 ‘장애’가 붙는 것을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H는 마술 공연 행사에 참여하고, 연극 배우로 활동하는 것 이외에

장애/비장애인 청소년들에게 마술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경진대회에 참여하기도 했

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처럼 H도 마술, 연극을 가교로 하여 여러 가지 장

애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장애인 극단에 ‘외부 단원’으로 참여

하고 있지만 올해 8월 공연에 이어 12월의 극단의 정기 연극 공연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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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장애정체성

상위 범주

변화한

장애정체성

하위 범주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

개

인

적

정

체

성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몸에 대한 통제

권

몸을 잘 운용하게 됨

몸을 잘 알아감

몸의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

울이게 됨

손상의 의미

손상을 ‘자기만의 색깔’로 의미화함

무대 위에서의 한계 때문에 손상을 부

정적으로 의미화함

시선에 대응하

는 방식

무대 위에서 타인의 시선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임

몰입을 통해 시선을 잊게 됨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제약 경험의 의

미

기능적 제약의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

현함

제약으로 인한 관계 경험을 공연을 통

해 표현함

장애로 인한 부 과거의 억압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현함

제 2 절 사례 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을 이

용하여 사건 중심의 코딩을 실시하였다. 사건 중심의 코딩을 통해 연구참

여자들의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의 패턴을 찾아 개념화 하였다. 이를 통

해 총 31개의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하는 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장애정체성 하위 범주를 파악하여 위 범주 11

개를 도출하였으며, 하위 요소를 비교하여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상위 범

주 4개를 도출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로 나타내었다.

표 3.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정체성 변화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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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경험의 의

미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관계 경험의 기억을 극

복함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

삶에 대한 태도

외향적으로 변화함

타인을 배려하게 됨

능동적으로 변화함

역할을 통한 가

능성 인지

‘갈 곳’이 생김

공연예술 활동을 가교로 해서 더 많은

역할에 도전하게 됨

공연 작품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

감

띄엄띄엄한 활동으로 프라이드를 잃게

됨

타인의 인정으

로부터 오는 자

기 인식

동료로부터 역량을 인정받게 됨

관객으로부터 예술가와 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됨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됨

사

회

적

정

체

성

장애인∙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여 장애인을 알게

됨

장애인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

할 집단을 가지게 됨

개인의 문제를 공통의 억압 경험으로 표

현함

‘장애’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이게

됨

비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이해와 신뢰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에 대한 열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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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의존성을 갖게 됨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균형 잡힌 인식을 갖게 됨

접촉하는 집단의 확장 혹은 변화가 필

요함을 느낌

1.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체 장애

와 뇌병변 장애를 가져 몸의 강직, 언어 장애를 가지거나, 편마비, 혹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몸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 ‘몸’의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몸’을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

은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장애정체성 변화

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간과되어 온 몸에 대한 인식을 변화 양상에 따라

‘몸에 대한 통제권’, ‘손상의 의미’,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 라는 하위 요소

로 구성하였고, 이를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라는 장애정체성의 상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1) 몸에 대한 통제권

① 몸을 잘 운용하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손상의 부위

나 근육 경직의 정도 등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체 일부의 움직임

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손상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야기한

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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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좋아졌고. 언어치료가 됐지. 대중 앞에 서면. 대학교 때 처음으로

특수학교에만 있다가 일반 대학에서 과제 발표할 때, 대강의실에서 앞에

서 발표했던거. 나의 첫 출발이고. 그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연극을 하면

서 발음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야. (중략) 연극한다고 해서 언어 장애가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잖아. 그래도 내가 일단 편해. 말할 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거지. [연구참여자 A, Ⅰ/3-4]

신체? 맨 처음에는 스트레칭 하는 것도 잘 못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동영

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정도는 됐어. 즉각즉각 따라하지 못해도, 유연

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C, Ⅰ/8-9]

아무래도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몸이 많

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움직이고 하다보니까. [연구참여자 D ,

Ⅰ/5]

연구참여자 A, C, D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몸의 강직과 언어 장애라는

손상을 가지고 있다. 공연예술 활동은 몸의 움직임과 대사 등으로 메시지

를 전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연 연습 기간에 대사 연습과 동작을 만

드는 트레이닝이 진행된다. 언어장애가 심한 연구참여자 A는 다년간의

연극 경험을 통해 대사 연습을 진행한 결과 “발음이 좋아졌다”고 서술했

으며, 몸의 강직을 가진 연구참여자 C와 D 역시 연습을 통해서 “몸이 유

연해졌다”고 답했다. 그리고 손상의 완화를 통해 장애를 “편안하게” 받아

들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 몸을 잘 알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몸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

기도 하였다. 공연예술 단체의 특성에 따라 트레이닝 과정에서 ‘장애를 가

진 나의 몸을 돌아보기’를 주요하게 다루는 경우 트레이닝 과정은 몸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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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내 몸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바뀌고, 장애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 알게 됐다.

[중략] 몸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나의 몸을 돌아

보기. 그때 되게 장애인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

에 힘이 들어가고, 퍼포먼스 할 때,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할까 이런걸

고민해요. 퍼포먼스 할 때 그때 되게 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래요.

(중략) 개인의 움직임과 각각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무대를 만들어요. 자

기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은 안 하고.

공연하기 전에 스트레칭, 숨쉬기 이런거 하잖아요? 스트레칭도 비장애인

용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그걸 몸에 맞게끔 예를 들면,

비장애인들이 스트레칭이 이거라고 하면(팔을 쭉 뻗는다), 저희는 고개를

이렇게 해서 몸에 힘 빼기, 목 돌려보기 이런 걸로 해요. [연구참여자 E ,

Ⅰ/6]

연구참여자 E는 연극에 참여하기 전까지 본인에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만, ◎◎ 단체에서 공연을 시작한 후 ‘몸을 더 잘 알게 되

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E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

여성 공연예술단체 ◎◎는 장애여성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연극과 퍼포먼

스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연극과 퍼포먼스의 주제

가 참여하는 장애여성 배우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야

기를 전달하는 장애여성의 몸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인 연극 연습 과정에서도 스트레칭과 호흡 가다듬기는 큰 비중

을 차지하며, 연극 단체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스트레칭과 호흡 가다

듬기 등의 트레이닝 매뉴얼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은 비장애

인의 몸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배우들의 연습 과

정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단체는 일반적인 스트레칭 매뉴얼을

참여하는 장애여성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스트레칭 방법의 재구성을 위해 참여하는 장애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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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움직이는지, 어떤 부분이 잘 움직이지 않는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고

잘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③ 몸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됨

대부분의 장애인 공연예술 단체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배우들을 트레이

닝하는 연습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장애인 배우들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변화시키고 알아가는 작업을

진행한다.

계속 언어치료하고, 그러다보니까 언어도 좋아지고. 맨 첨에 갔을 때는 85

킬로였거든. 근데 하면서 60킬로까지 갔었어. 갔었는데. 갔었는데 선생님

이 너무 빠졌대. 그래서 다시 찌우라고 하셔서. 지금은 75. (왜 살을 빼진

거예요?) 그때는 배우다보니까. 무대 위에서 예쁜 사람이 좋다. 보니까 보

기도 좋고. 그러니까 배우니까 잘 가꿔야지. 그러니까 살을 빼기 시작했

지. 건강도 좋아졌고. [중략] 그 때(처음)보다 발음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래서 물론 지금도 발음 안 좋아. 그때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졌지. (전문적인 언어치료도 받으셨다구요?) 전문적이

라기보다는 아카데미 같은데. 아카데미를 열면은 거기서 강사분들이 가

르쳐 주잖아. 강사분들에게 배운 정도. [연구참여자 C, Ⅰ/3]

연구참여자 C가 참여하는 장애인 극단 ○○ 역시 장애인 배우의 연습을

위한 스트레칭, 호흡 가다듬기 등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연

구참여자 C는 이와 별개로 언어와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카데미에 참

여하거나 언어치료를 받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다이어트와 살찌우기를

반복하였다. 그 이유는 “무대 위에서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며, “배

우”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 막힘이 조금 심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고민을 안 하는지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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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거는 연습을 해서 다 하는거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될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안하죠 [중략] 그 전까지는 잘 몰

랐어요 아예.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말과

호흡을 하는구나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연극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이렇구

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말 할 때 어디서 힘이 나와서 뱉어지는

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죠. 몸이 릴렉스일 상태일 때 내가 만들

기 까지 그런 몸들을 몰랐어요. 그냥 습관처럼 내뱉고 마시고. 그랬는데

일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

서도 나를 먼저 아는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니까 나는 나를 알아

가는 중이니까.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F , Ⅰ/9]

연구참여자 F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전문 배우로서 자신을 트레이

닝하고 있었다. 배우가 되기 위해 극작과 연기를 별도로 배우는 것은 물

론이고, 연극 작품에 참여하기 이전에 작품의 시대상에 대해 공부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활동에 진행하고 있었다. F의 2007년

부터 함께 장애인 극단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는 장애인 극단 ○○의 K

대표는 그를 ‘노력하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연구참여자 F가 작품의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 중 하나는 호흡 연습이다. 연구참

여자 F는 뇌병변 장애 때문에 말막힘이 심한 편인데도 무대 위에서 “그

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서술했는데, 연습을 통해 무대 위에서 말막힘

이라는 손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18). 이러한 자

발적인 노력의 결과로 F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2) 손상의 의미

① 손상을 ‘자신만의 색깔’로 의미화함

18) 연구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F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대사가 많은 공연에서

도 연구참여자 F의 말막힘으로 인해 대사가 끊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인터

뷰에서는 F의 말막힘으로 인해 인터뷰가 짧게 중단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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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통제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해도 ‘손상’은 여전히 개인

에게 불편하고, 벗어나고 싶은 것일 수 있다. 공연예술 활동이 일반적인

노동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연예술 단체의 목적이나 연출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몸들이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몸이 장점

으로 활용되는 작품 참여를 통해 장애 공연예술가들은 손상을 ‘자기만의

색깔’로 의미화한다.

뇌병변은 추해. 모든 행동이 추해. 뇌병변 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행동

이 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남들의 시선 때문에. 뇌

병변은 몸동작이 크잖아. 말할 때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얼굴을 움직이

는 것, 온 얼굴이 운동하잖아. 이런거가 싫다고. 시크가 안 돼. 이쪽 손이

항상 꼬여 있으니까. 상당히 맘에 안 들어. (연구참여자 A, Ⅰ/4)

내가 눈이 작잖아. 그리고 장애 때문에 행동이 과하다고 하는데, 그것 때

문에 연기할 때 뭐냐, 진실성, 호소력. 좋아, 그런 것.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연기를 하는 것 같아. 호소력 있다는 얘기가 듣기 좋은 거 같아. 내가 그

걸 빗대어서 하니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언어장애가 심하니까 그

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다는게 좋아. (그런 호소력은 장애에서 나오는 것

인가요?) 과한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 얘기할 때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진지해보이잖아.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잖아. [연구참여자 A,

Ⅰ/5]

일단은 제 움직임은 저만의 색깔이자 무기에요.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저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없는, 그걸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확실

한 무기죠. 무기가 있죠. 저만의 색깔, 그런거에요. [연구참여자 D, Ⅰ/5]

연구참여자 A, D는 모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뇌병변 장애의

특성상 과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

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무대 위에서는 개개인의 특별한 “색깔”이 된다.

연구참여자 A의 과한 움직임, 일그러진 표정은 호소력과 진실성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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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며, 연구참여자 D의 독특한 움직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

는” 자신 만의 “무기”가 된다. 연구참여자 A는 공연예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손상된 몸이 “추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무대 위에 설 때

손상된 몸의 의미는 달라진다. 손상은 무대 위에서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

가의 “색깔”로 의미화된다.

② 무대 위에서의 한계 때문에 손상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함

연구참여자들의 손상이 무대 위에서 늘 강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

연 주제에 어울리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하는 현대무용이나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장애가 강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연극 영역에서 손상된 몸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마술’ 등 정형화된 움직임이 강조되는 영

역에서 손상은 공연 활동의 범위를 제약하거나, 공연의 방해 요인이 되기

도 한다.

제가 장애 특성상 많이 바뀌진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술에도 많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은 어

려우니까 한정이 되니까, 고르고 고르고 그래서 하니까. 저에게 맞게끔 하

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매번 바뀔 수는 없어요. [연구참여자 H , Ⅰ

/1]

몸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싫어요. 뭐랄까, 마술 할 때, 나도 조금 더

화려하게, 좀 더 테크니컬하게 그런걸 못할 때 정말 싫죠. 완벽해지고 싶

고. 공연 퀄리티를 올리고 싶긴 한데, 그렇게 못하니까 싫죠. [중략] 아까

말한 경직, 이런게 걸려요. 긴장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조절을 못하

니까, 아쉽죠. 아쉬운 면도 있고. [연구참여자 H , Ⅰ/8]

연구참여자 H는 마술과 연극 활동을 함께 하는 장애인으로, 보행에는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양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의 특성상

긴장을 하면 손에 경직이 일어난다고 서술했다. H는 마술에는 “카테고리”

가 나뉘어져 있고,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손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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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는 방해요소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긴장할

때 손에 경직이 일어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대 위에서

H의 손상된 몸을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3)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

① 무대 위에서 타인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게 됨

무대 위에서의 시선은 일상의 시선의 맥락과 다르며, 무대 위에 선 장

애인 배우들은 시선의 차이를 인지한다.

일상에서 기분이 안 좋죠. 나도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봐야하나 느끼죠.

무대는 다른 특성이죠.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는구

나 하는 눈빛. 대단하다는 눈빛도 있고, 공연 자체가 좋다는 느낌도 있죠.

공연할 때는 어떤 불편한 눈빛이 전혀 없는거에요. (눈빛이 무대 위에서

다 캐치가 되시나요?) 앞 쪽에만 보이는데, 보면은 일상 속에서 보는거랑

느낌이 다르죠. (중략) 일상에서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이렇

게 말하면 이상할 거 같은데 가면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무대에서

는 나를 봐줬으면 하는거죠. [연구참여자 H , Ⅰ/6-7]

연구참여자 H의 서술에서 드러나듯 신체장애인이 일상에서 맞닥뜨리

는 시선은 “불편한” 것, “나를 안 봤으면” 하고 바라는 시선이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H가 관객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불편한 시선과 다른 시선이

느껴진다. “대단하다” 혹은 장애와 무관하게 공연 자체를 평가하는 시선

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H는 무대 위에선 “나를 봐주었으면”하고 생각하

며, 타인의 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② 몰입을 통해 시선을 잊게 됨

연구참여자 H처럼 일상생활에서와 다른 시선을 무대 위에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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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공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서술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C는 관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이 여전히 “안쓰럽다, 불쌍하다,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와

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Ⅰ/7). 장애 공연예술가들을 향한 시선이 여

전히 장애인의 몸을 ‘다르고’ ‘이상한’ 것이라고 보는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무대 위에서 몸과 시

선을 잊게 되는 몰입의 경험 때문이다.

그 때는 ‘럭키’였어요. 럭키는 항상 구부정하고 짐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

데 생각해!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장을 하는데,

저는 럭키할 때 기본 자세가 폴더 있잖아요. 폴더 그거였어요. 완전 구부

정해서, 생각해!하면 폴더가 열리듯이 서서히 몸을 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 조명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라고 하면 서서히 몸을 딱 세

우는데 조명이 나한테 쫙 떨어지는데, 막 온 몸이 전율이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중략]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명이 좋아서 연극한다

그러면 주목받고 싶어서 그러는가보다, 라고 해석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렇게 생각해요. 그 주목은 어… 내가 버스를 타도 주목을 받고, 카페에서

도 주목을 받는데, 그게, 그니까 저는 좀 다른거죠. 솔직히 조명이 좋은

게, 제 조명을 보면 앞에 누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연구참여자

F , Ⅰ/3-4]

연구참여자 F는 연극을 지속하는 이유를 “조명이 좋기 때문”이라고 서

술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에서 조명을 받았던 경험 때문이 9년간 연

극을 계속해 오는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흔히 “조명이 좋아

서 연극을 한다”고 하면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오해하지만, 연구참

여자 F는 “버스를 타도, 카페에서도” 주목을 받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일

자체는 연극을 지속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조명을 받으면 관

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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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로 만약 나의 동작들을 보여준다면 못 견딜 거야.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나 외양 비디오로 보면 싫잖아. 나는 더 하다는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 몸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져. 그렇지만 무대 위에

서면 내 몸을 잊어버려. 까먹고 하는거야. [연구참여자 A, Ⅰ/5]

연구참여자 F와 다르게 연구참여자 A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잊

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A가 가진 뇌병변 장애 자체, 즉 몸의 강

직과 언어 장애를 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A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신이 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무대 위에서 잊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추할 것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공연을 만드는

무대 위까지 가지고 올라간다면 온전히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A

는 무대 위에 섰을 때 몰입을 통해 이를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F가 조

명을 받아 관객의 시선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면, A

는 몰입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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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겪게 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언

급하였다. 그리고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의미를 변

화시켰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연구참여자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제약

경험의 의미’, ‘장애로 인한 부정적 관계 경험의 의미’라는 하위 요소로 분

류하였고, 이를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라는 장애정체성의 요소로 범주

화하였다.

(1) 제약의 경험의 재의미화

① 기능적 제약의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현함

손상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제약을 만들어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손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의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현하였다고 언급하

였다.

내가 팔이 잘 안 펴지고 이러니까 이러고[팔을 숨기고] 다녔어요. 되게

쓸모없는 팔 이런 생각도 했고. 왜 내가 장애인이 됐을까, 하필이면 왜 날

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참여자 B, I/6]

이제 옆에 내 자아가. 다른 배우가 내 자아 역할을 해줬는데. 옆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마음을 잘 알잖아요. 내 자아니까. 괜찮다고 해주면서

같이 피아노 치고. 같이 피아노를 치는데 젓가락 행진곡을 했었어요 저희

가. 그게 양손으로 치는거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점점 넓어지는 부분에서

양쪽 손으로 쳐야 하는데 안되니까. 좌절하고 그런건데. 자아가 와서 괜찮

다고 하고. 마지막에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걔가 나잖아요 나랑 똑같은

애니까. ‘자아’라는 노래는 “[노래를 부른다] 아픔은 사라져~ 난 괜찮아.”

이런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제가 했어요. 제가 쓴건데,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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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B는 “펴지지 않는 (한 쪽) 팔” 때문

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쓸모없는

팔” 때문에 “왜 장애인이 됐을까” 원망을 한 적도 있었다(Ⅰ/6). 연극을

시작한 후 B는 제약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연극의 스토리를 구성해 무대

위에 섰다.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는 B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지만, 한

쪽 손의 마비 때문에 곡을 연주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진다. 그 때 또 다

른 자아 역할의 ‘나’가 등장해 연주를 마무리한다. 편마비로 인한 제약의

경험을 무대 위에서 표현해 손상을 “괜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② 제약으로 인한 관계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현함

손상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활동의 제약을 만들기도 하지만, 타인

과의 관계에서 제약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상으로 인한 제약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져 왔다.

그 작품은, 내용은,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육체

적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아픔. 그걸 그리는 퍼포먼스에요. 그 제가, 시

가 있어요. 그 시로 만든 작품. 그 시로 공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략]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밥을 먹으러 가도, 흔한 물 한 컵 따라주지 못하

는 아픔. [연구참여자 D, Ⅰ/4]

몸에 대한 열등감은 없었는데. 그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

을 해서 요리를, 남자 입장에서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데 몸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랑 요리를 해줄 수 없고, 그때 오른손을

원망했어요. 제가 약한 쪽이 오른손인데. 제 손을 원망했었어요. 요리를

못 하는게, 그 사람도 장애인이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손. (지금도 원망하세요?) 아니요 옛날에는 원망했는데.

[중략]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요리를 해줄 수는 없지만. 장애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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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세요? 그걸 편곡해서 제가 5월에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장애해방

가를 편곡해서. 헤어지고 나서.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나 비록 뚱

뚱하고 장애 때문에 당신에게 아침밥을 해줄 수 없을지도 몰라. 없을지도

몰라. 당신에게 아침밥을 해줄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

께 인생길을 걷고파.” [연구참여자 F , Ⅱ/6]

연구참여자 D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F는 오른

손에 장애가 있어 물건을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이 가진 손상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물 한 잔을 떠주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리를 해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서술했다. 신체장애로 인해

맞닥뜨리는 활동의 제약들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와 서비스(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 등)가 있지만, 친밀한 사람에게 기꺼이 직접 해주고 싶

은 일들을 손상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경험은 이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F는 “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적은 없지만 이러한 제약 때문에 “손을 원망”한 적이 있다고 서술했다.

이런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

다. 연구참여자 D는 이러한 경험을 글로 옮겨 시를 쓰고, 시를 토대로 퍼

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연구참여자 F 역시 경험을 가사로 옮겨 연극 공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무대 위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제약 경험

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2) 장애로 인한 부정적 관계 경험의 의미

① 과거의 억압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현함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 장애로 인한 ‘억압’의 경험을 겪기도 하였다.

억압은 학창 시절 학교 내에서 ‘왕따’라는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가족 내에서 연구참여자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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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와서 왕따를 당했어요. 내가 다른 애들보다 나이도 많고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뒤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를 몰아넣고 침

을 뱉고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너는 쓰레기야, 죽어라 그런 얘

기를. [연구참여자 B, Ⅰ/1]

[공연 내용이] 제가 학교를 다녀와요. 근데 엄마한테 짜증내고 가방을 탁

번지고. 그 상황이 뭐냐면, 그 상황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상황

이에요. 자괴감이 되게 크고. 엄마한테 오자마자 퍼붓고 짜증내는 것. [중

략] 초등학교 때 당한 왕따가 너무 심해서 마음 속에 응어리진게 많았어

요. 응어리진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데 그 연극하면서 장애, 비장애인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하게 됐어요. [연

구참여자 B, Ⅰ/2]

연구참여자 B는 초등학교 시절에 뇌출혈로 편마비를 가지게 되었다. 2

년간의 병원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자, 또래보다 나이가 많고

장애를 가진 B는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 B는 이 경험 때문에

“마음 속에 응어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연

극을 시작하고 무대 위에서 왕따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왕따를 당

하고 돌아온 날, “자아”를 만나게 되고, “자아”와 함께 피아노 연주를 하

며 과거의 경험을 “괜찮다”고 여기게 되었다. B는 이 공연을 통해 “장애

인, 비장애인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 속의 응어

리”를 풀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졸업 전에 취업이 안 되면, 공무원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몰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고 한 달 반

후에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제가 비장애인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고.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장애인 사회에 가는 걸

꿈에도 몰랐죠. 저는 공무원이 너무 하기 싫었고. [연구참여자 G, Ⅱ/3]

공연 때 엄마가 오셨어요. 그 때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는

데 엄마가 우셨어요. 그 공연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호평을 받

은 것도 있고. 그 때 공연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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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하는 이야기?) “[노래를 부른다] 마치 비장애인처럼, 마치 비장애인

처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교육받으며 살아왔는데, 나도 나도 내 방식대

로 나도 내 방식대로 나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래.” 엄마 아빠가 유치원

까지 대학교까지 일반인, 일반 교육을 시켰잖아요. 평범하게 살라고. 밖에

서는 나도 그냥 평범하게, 키웠던 것처럼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

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나이를 크게 외쳤어요. “스물여덟! 스물여덟!” [연구참여자 G, Ⅱ/4]

연구참여자 G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G의 부모님은 딸이 “비장애인 사회에 살기를” 바랐

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하

지만 G는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평소 관심이 있던 ‘동료상담’19)을

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모님 몰래 취직을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노래패와 연극 활동도 함께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G는 자신의 경험으로 만든 공연 속에서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노래로 만

들어 표현해냈다. 이러한 표현은 연구참여자 G가 앞으로의 삶을 가족의

억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평범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지

만,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G의 부모님은 딸이 만든 공연

을 보러 와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B와 G의 부정적 관계 경험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만, 연극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들은 ‘마음 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원하지 않는 가족들의 요구로부터

‘내가 원하는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G의 경우 이러

19) ‘동료상담’이란 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 장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상담에 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국은주, 2003). 동료상담은 장애인이 역할
모델이 되어 서비스에 직접 관여하고 장애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만이 자신들
의 동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다. ‘동료상담가’ 혹은 
‘동료옹호가’는 자립에 성공한 선배 장애인으로 후배 장애인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게 된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나 체험홈 서비스 등은 장애인 복지관 등의 타 복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면 동료상담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독특
한 서비스로 다른 서비스와 차별성을 가진다.



- 96 -

한 선언은 억압의 주체라고 여겼던 부모님에게도 전달되었다.

②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의 기억을

극복함

연구참여자 G의 부정적 경험은 가족 내에서 형성되기도 했지만, 학창

시절 학우들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옛날에는 왕따 경험 때문에 사람을 좀 두려워했다면 노래패나 △△ 아트

사람들과 오해도 있지만 언젠간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

람이 남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진실하게, 따뜻하게 내 사람이라는 느

낌. 특히 노래패 활동을 통해, XX 언니랑 YY 언니랑 싸우지만 내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전보다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연

구참여자 G, Ⅱ/9]

연구참여자 G는 어린 시절의 왕따 경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

려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은 극단 구성

원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때문이었다. 지금은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안정을 찾아간다고 서술하

였다.

연구참여자 E는 특수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특수학교의 구성

원들과 자신을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다. “애들보다 낫다”라고 생

각하고, “강한 애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E는 극단에서

연극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러한 과거의 관계 경험 때문에 한 동안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극단의 팀장이 되

고 난 후에 이러한 고민은 더욱 커져갔다.

(특수)학교 다닐 때도 애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내가 애들

보다 낫다고, 약한 애들한테는 그렇고, 저보다 강한 애들한테는, 오빠들한

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애였어요. [연구참여자 E , 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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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리더 타입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리더가 힘들면 배우들도

힘들어하거든요. 리더감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럴 때 항상 같이 하던

활동하는 분 계세요. 지금 극단 사무국장 그 언니가, 그 국장님이 항상 옆

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조언도 해주시고,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 눈치 안 봐도 된다. 잘 하게끔. 해주고 계세요. 그

분 덕분에 잘 하게 됐고. 직장생활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연

구참여자 E , Ⅰ/5]

연구참여자 E는 극단 내에서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같은 극단의 “사

무국장 언니”와의 관계를 통해 극복해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조언”을

받기도 하고, “잘 하고 있다”, “눈치 안 봐도 된다”는 위로를 받기도 하였

다. 이런 의존의 경험을 통해 과거 장애를 가진 학우들을 “동등한” 관계

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였다. 이를

통해 팀장 역할도 더 잘 수행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3.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예술 활동 참여 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거나, 타

인을 배려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에 참

여하지 못하거나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오던 연

구참여자들은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확장해나가기 시작한다. 연

구참여자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 ‘역할을 통한 가능성 인

식’,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자기 인식’이라는 하위 요소로 분류하였

고, 이를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장애정체성의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1) 삶에 대한 태도

① 외향적으로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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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공연예술 활동은 ‘극단’이라는 집단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다. 극단 내에서는 구성원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

어난다.

연극이란거 자체가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하면 안 된다. 팀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외향적으로 변

하고. 예전에는 남이 나를 감싸주는 성격이었는데. 요새는 이제는 이렇게

많이 커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안아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성격으로 변했어.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 연극의 좋은 점은 사람을 조금

키우는 거라고 하나? 긍정적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크고. 시야가 많

이 넓어져. [연구참여자 C, Ⅰ/5]

크게 변한건 성격인데, 옛날에는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뭐, 지금, 내성

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

간의 경험 그리고 술. 아니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런걸 통

해서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술 되게 중요한 거에요. [연구참여자 D , Ⅰ

/5]

연구참여자 C는 현재 장애인 극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참여

자 D는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 혹은 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접촉하는 집단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

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극단 내에서 “팀웍”을 가지고 일하는 경험을 통해 “상

대방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외향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야

기하였다. 활동을 통해 C는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화하였을 뿐

아니라 “감정적”인 성장과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D는 개인적으로 공연을 만들기도 하지만,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과 함께 결합해 공연이나 영화를 만드는 일도 있다. D는 공연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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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난 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어 내성적인 성격이 변화하게 되

었다고 하였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술 때문이라고 이

야기했다. 함께 술을 마시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인간관계

도 넓어져, 내성적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원래 활발했어요. 활발했는데, 활발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죠. 막 얘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도, 스스로 작아지는 그런거 있잖아요. 왜 좀. 장애인

들이 막 크게 입 벌리고 깔깔 웃으면 추해보인다는 생각.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말하면 신경 쓰이고 싫었죠. 지금은 어떠냐, 똑같은 사람인데. 사

람이 기준이 뭐 중요해? 사람이 기준이 중요한가? 용기가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연구참여자 B, Ⅰ/4]

연구참여자 B는 연구참여자 C, D와 다르게 원래부터 활발한 성격이었

다고 이야기하였다. 일반 직장에 다니던 B가 연극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활발한 성격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연극에 참여한 이후 B

는 활발한 성격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연극 활동은 연구참여자 B가

원래 가지고 있던 외향적인 성격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다.

② 타인을 배려하게 됨

연극은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함께 작업하는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있어 좀 더 신중해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이 드는

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뭐냐, 내가 말 한 마디 하면 그게 3초가

될 때가 있고, 그 말이 맞는거 같은데. 혼자 하는 작업하고 같이 뭔가를,

하나를 만드는데. 혼자 할 때는 그냥 내가 꼴리는대로 하면 되니까. 내 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를 같이 하니까, 말 한 마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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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

들에서. [연구참여자 F , Ⅰ/8]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기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B형이

에요. 이기적이란 얘기 진짜 엄청 들었어요. 그래도 많이 변하고 [중략]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이기적이라고 하고. 계속 관계 맺기

가 안 되고.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안되겠구나. 바뀌는게 어

렵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많이 -- 하려고. 어떤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이 안 나쁘지. 신경을 쓰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 Ⅰ/5-6]

연구참여자 F와 E도 역시 장애인 극단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참

여자 F는 관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참여자 E

는 연극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래서 극단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극단 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

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면

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대화에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신중’해지는 등 관계에서 타인을 좀 더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

게 된다.

③ 능동적으로 변화함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극단과 같은 집단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로 혼자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

였다.

뭘 하든 적극적으로 변했다는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심했어

요. 수동적이라고 해야 하나, 능동적이지 못했죠. 시키면 시키는대로 했고.

제 생각이 없었어요. 마술은 뭔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제가 원하는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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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고 했죠. 연출이 따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마술사가 다 선택

을 하는거죠. 물론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연구참여자 H , Ⅰ/6]

연구참여자 H는 프리랜서 마술가로 주로 혼자 공연을 준비한다. H는

고등학교 때부터 마술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소심”하고 “수동적”이었던

성격이 “능동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술 공연은 “마술사가

다 선택”해서 무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XX[장애인 극단 공연] 때 정말 하라는대로 했어요. 처음엔 아예 기대 안

하고, 시키는대로 했어요. 이번에는 의견을 좀 내요.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안 되더라구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안 맞다

고 하니까, 저는 의견을 더 피력하고 싶은데 제작팀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까 그런 부분이 좀 열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H , Ⅰ/4]

연구참여자 H는 작년부터 장애인 극단과 결합하여 연극배우로 활동하

기도 한다. H는 혼자서 마술 공연을 할 때처럼 자신의 의견이 공연에 적

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2)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 인지

① ‘갈 곳’이 생김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연극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일자리 등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졸업 전에 방송국 시험을 봤어. 지방대였고, 우리 학교가 4년제 처음으로

생긴 학과라서 방송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2년 동안 계속

방송국 지원을 했었거든. 떨어졌어. [웃음] 그렇게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그 때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뽑는데도 없었고, 장애인이 애니메이션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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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데도 없었고, 몇 군데 되지도 않고, 방황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일

산 직업학교라고 갔어. 먼저 직업학교 가서 뭐 배워서 나간 다음에 취직

을 하래. 그때가 27살이었거든. 서른 살 되기 전에 취직 하고 돈 벌 수 있

다. 그래서 일산 직업학교를 갔어. IT 과정을 이수하고, 그래도 취직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아니다 종합복지관 거기서 1년 동

안 보조교사를 했어. 하고 나가래. 거기서 일할 수 없다고. 그래서 행정

도우미를 했어. 거기서도 몇 개월 하다가 나가야 돼. 갈 데가 없었어. [연

구참여자 C, Ⅰ/2]

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고, 일이 없잖아요. 일이 있을 때만 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E , Ⅰ/4]

연구참여자 C와 E는 연극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적절한 ‘갈 곳’을

갖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C는 대학에서 3D 애니메이션과 연극영화를 전

공한 후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방송국에 시험을 보거나, 직업학교 IT 과정

을 이수하기도 했고,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교사와 행정 도우미를 했지만

몇 개월 혹은 1년 계약이 끝나자 그만 두어야했다. “서른 살 되기 전에

취직하고 돈 벌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연구참

여자 E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갈 곳’을 갖지 못하는 경험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가 요즘도 꿈을 꿔. 그게 뭐냐면 대학교 4학년 졸업 앞두고 겨울 방학

인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힘이 없고, 나는 그렇다고 돈벌이도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것도 모르고. 시설에 버려지는 꿈. 대학교 졸업하고

그 때 스트레스가 심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의지하고 살았는데 돌아가

실 날 멀지 않았잖아. 믿을만한 가족도 없고. 그래서 다시 시설에 버려지

는 꿈. [연구참여자 A,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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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A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대학 졸업하기 전 겨

울 방학 때라고 이야기하였다.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힘이 없어지고, 돈벌이도 할 수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모르던 때라 졸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

했던 시기였다. A는 결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메일을 보내 ‘자립생활

체험홈’20)에 입소하고, 직업으로 꿈꾸던 카피라이터 학원을 다니게 되며

이겨내었지만, 그 때의 기억은 지금도 꿈을 꿀 정도로 암담한 시기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시기를 보내다가 연극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연극 배우가 되어 소속을

가지게 되고, 할 일이 생기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아는 언니가 연극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러웠어

요. 바쁜 언니가… 나는 한가한데. 그런 언니보고 갔는데. 그때가 관객과

같이 하는 연극을 했었어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해보자고 했거든요. 하고 싶었어요. 우아하다.

해보고 싶었는데 그 때는 못했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그때는 못하고,

다음에 언니한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됐고요. [연구참여자 E , Ⅰ/2]

그 때 사실 제가 하는게 별로 없었어요. 집에서 밥만 먹고. 그래서 룰루랄

라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진을 했으니까 거기서 한 번 사진 찍

어보자 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F , Ⅰ/8]

연구참여자 E는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던 중 아는 언니가 연극을 하

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가한데 바쁜 언니가 부러”웠고 그래서

언니가 하는 연극을 보러 간다. “우아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함께 하자

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참여하지 못했다가 다음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20) ‘자립생활 체험홈’ 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 하에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

정권, 자기 통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장애인에게 자립을 체험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김경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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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F도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는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갖지는 못하였다. 연구참여자 F

는 ‘하는게 별로 없’어서 집에서 있다가 교회 누나의 추천으로 국토 종주

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토 종주에서 만난 K 연출과의 인연으로 지금까지

연극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② 공연예술 활동을 가교로 해서 더 많은 역할에 도전하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극단에서 ‘연극’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퍼포

먼스’, ‘마술’ 등 주로 참여하는 활동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만, 다른 장르를 넘나들며 여러 가지 역할에 도전하고 있었다.

연극이 좋아. 연극이 좋긴 좋은데. 다른 것들도 연극만큼 좋아. 근데 이게

다 연극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거거든. 성우도 그렇고, 희곡도 그렇고. 성

우도 연기잖아. 다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는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전공은 아니지

만 연극 전공을 하고 싶어. [연구참여자 C, Ⅰ/6]

영화는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연극이랑은 다시 찍을 수 없고. 공연은, 한

번 실수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영화하면서, 장편

영화 찍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영화 어떻게 찍고, 어떤 부가

있고 편집은 어떻게, 그래서 재밌는거 같아요. 그 영화 찍고 한예종 영화

학과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섭외가 오면 영화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연구참여자 D, Ⅰ/11]

요번에는 연출도 했고, 이용자로 예술을 고민하는 역할도 맡았어요. (연출

도 하시고 배우도 하신건가요?) 네. 이번에 극단에서 처음 시도를 한거에

요. 이번 이야기 오래 전부터 연출을 고민했고, 임신, 출산에 대한 고민을

했고, 저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경험들이 점점 바뀌니까

내용이 바뀌고.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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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마다 장애가 다르거든요. 뇌병변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요.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죠. 지금은 아이들도 예전보다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가

이드라인이 조금 잡혀가지고. 지금은 좋아요. 올해는 계속할꺼고. 애들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원하면은 계속 해야죠. [연구참여자

H , Ⅰ/9]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참여하고 있는 공연예술 장르 이외에도 여러 영

역에서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희곡작가, 성우로 활

동하고 있었고, 희곡작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한 희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C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연기를 더 잘하기 위해”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이다. 즉 C는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하

여 다른 역할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D는 주로 퍼포먼스 공

연을 만들지만, 이외에 영화 배우이자 몸과 관련된 워크샵 지도자로도 활

동하고 있다. 특히 D는 최근 참여한 영화 작업을 통해 영화가 연극과 다

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앞으로도 섭외가 오면 영화 작업에도 계속

해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E의 경우 올해 공연부터

배우 뿐만 아니라 연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

단의 배우로 활동하며 “경험이 바뀌”어 공연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연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H는 장애/비장애

인 청소년에게 마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마술을

가르쳐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술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앞

으로 ‘아이들이 원하면’ 계속 마술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연구참여자 C, D, E, H는 연기를 더 잘하기 위해, 영화가 연극이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험을 반영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장애 청소년을 더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등 각각 목적은 다르지만, 공연예술 활동을 가교로 하여 유사한 장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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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역할을 확장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가

능성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③ 공연 작품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감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참여하는 공연예술 활동과 함께, 이를 가교로 하

여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기 제한되

기도 하지만, 장애 유무와 관련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혹은 물리적으로 맡기 어려운 역할도 공연 작품 내에

서 맡기도 하였다.

연기 중에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 연기를

빌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게. 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조차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A, Ⅰ

/1]

연구참여자 A가 소속되어 있는 극단에서 만드는 공연은 주로 장애인

배우들이 장애인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A는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정

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

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기가 가진 매력이라고 이야기했다.

피터팬이란 작품을 했었거든. 그 때 후크 선장의 왼팔 역할. 테크라고, 약

간 모자르면서 악한 역할. 모자른데 악해. 그런걸 했었는데. 그걸 왜 좋아

하냐면 그 배역을 하면서 착한 역할보다는 악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구

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연구참여자 C, Ⅱ/4]

반면 연구참여자 C가 소속된 극단의 공연에서는 장애인 배우가 더 다

양한 역할을 맡는다. ‘나무’ 혹은 ‘요정’과 같은 역할을 맡기도 하며, 언어

장애가 있는 배우가 ‘기상캐스터’와 같은 역할을 맡아 공연을 만들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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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참여자 C는 기억에 남는 역할 중 하나가 “악한 역할”을 맡은 것

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삶에서 맡기 어려운 역할을 공연 속 배역으로

맡아 이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일상에

서 맡기 어려웠던 역할을 공연의 배역으로 맡으며 이들은 “자기 만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구나”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④ 띄엄띄엄한 활동으로 ‘프라이드’를 잃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해나간다고 서술하였지만, 일부는 공연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고 있지 않다. 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극단

의 상근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연구참여자 C, E 뿐이며, 연구참여

자 G의 경우 극단 이외의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소속

된 극단 중 공연을 만들지 않는 기간에도 배우들을 트레이닝 하는 곳도

있지만(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A가 소속된 극단은 쉬는 기간 동안 진

행하는 별도로 진행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A는 공연이

없는 동안 극단에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지금 연극의 삶을 살고 있다, 프라이드가 없어. 지금 내가 막 그렇게

연극을 계속하고 사는게 아니라 띄엄띄엄하고, 불러줘야 하는거고. 능동적

이지 않고 수동적이잖아. [중략] 내가 지금 하고 싶은거는 프라이드를 쌓

는 과정을 더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나의 맘이고, 되어야 가능하거지. 현

실적으로. 꾸준히,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되는거야. 처음에는 진짜 쌓아가

는 과정이지. 또 내가 지금 만약 네가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공연

준비 중이라면 어떻게 말이 나갈지 다를 거야.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하

나도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가는 걸 수도 있어. [연구참여자 A, Ⅱ/4]

연구참여자 A는 지난 해 11월 공연 이후 2차 인터뷰를 진행한 올해 6

월까지 공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매년 2-3개의 작품에 참여하던 A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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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량 공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프라이드’를 가지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꾸준히 여기저기서” 공연을 할 수 있어야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지만 현재는 ‘띄엄띄엄’ 참여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기 힘들다고 하였

다.

(3)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자기 인식

① 동료로부터 역량을 인정을 받게 됨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적절한 역

할을 갖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가지기 어려

웠다. 사회 생활에 참여하여 역할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도

소속된 공간 내에서 장애 때문에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내가 연극을 하기 전에, 텔레마케터를 하거나 그럴 때 솔직히 한 번도 행

복한 적은 없었어요. 월급 뭐 많지 않았지만 80-100만원 받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신이나 태도에 대한 교육이 없

잖아요. 제가 느리고, 업무 처리 느리고,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짜증 많이

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B, Ⅰ/5]

연구참여자 B는 연극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텔레마케터로 일반 회사

에 다닌 경험이 있다. 이 공간에서 B는 “업무 처리 느리고, 나빠지고 넘

어진다고”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다.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

기 못한 공간에서 B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자신의 가

능성을 표현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극단 등의 집단 내에서 주로 공연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이 공연예술 활동

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들의 동료들이다.

K 연출, 맘에 안 들어도, 나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주니까 믿고 따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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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참여자 A, Ⅰ/7]

나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막 장애인이라고 막 떠받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라인을 잘 탔다고. K 연출이. 그러다보

니 코드가 맞은거지. [연구참여자 A, Ⅱ/6]

연구참여자 A는 K 연출과 10년 이상 함께 작업해오고 있다. K 연출이

A가 처음 연극 활동을 시작한 ○○ 장애인 극단에서 나와 새로운 극단을

설립하자 A는 새로운 극단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연극에 계속해 참여하

고 있다. A는 K 연출이 자신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주고”, “개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 함께 작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때는 주인공이고, 단역 같은 주인공이었어. 단역 같은 주인공이면은 주

인공보다는 더 잘해야 되거든. 단역 같은 주인공이니까. 더 잘해야 됐었거

든. 나한테 맡기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했거든. 모험이었고. 그런데도 주인

공을 추천해주고. 의미가 커. 그 때부터 극단에서는 내가 지위가 조금씩

올라갔어. 어려운 역할도 맡기시고. 그 때부터는 올라가서도 대접이 달라

졌어. [연구참여자 C, Ⅱ/4]

연구참여자 C는 처음 연극에 참여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단역 밖에 맡

지 못했다고 하였다. 2년 만에 처음 맡은 주인공은 “단역 같은 주인공”이

었다. 주인공을 맡은 경험은 C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언어장애

가 있는 자신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기는 것은 극단 측에서 “위험”한 일이

며, “모험”이었지만 자신에게 추천해준 일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C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해내었고, 이후 더 “어려운 역할”도 맡게 되었다. 그리

고 C가 느끼기에 “대접이 달라졌”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C는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 극단 ○○의 주연급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유일하게

극단의 유급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도 하다.

1차적으로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역할을 맡기거나, 계속 함

께 작업을 하는 등으로 나타나는 동료들의 인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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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객으로부터 예술가와 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됨

공연은 관객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므로, 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최종

목적은 관객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공연, 이제 끝나고, XX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관객이 저한테 와 가지고,

제 공연 보니까 옛날 자기 여자 친구가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못 해준게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그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

구요. [연구참여자 D , Ⅰ/6]

제가 잘난척하는 건 아니고, 사인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럴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스스로 열심히 살

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 저 스

스로도 [예전에는] 나는 장애인이야, 숨 쉬고 있는 그냥 장애인이야, 라

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희망과 용기와 꿈을 퍼뜨리는 장애인이라는 생각

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B, Ⅰ/6]

연구참여자 D는 자신의 퍼포먼스의 목표를 “관객이 이해, 공감가는 공

연을 하는 것” 그리고 “관객과 호흡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Ⅰ/5). 따

라서 관객이 자신의 공연을 보고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다”라며 공

감을 표현한 것은 D가 공연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D는 이 공연에서 “장애로 인해 좋아하는 여자에

게 물 한 잔 떠주지 못하는” ‘장애’로 인한 개인적 경험을 몸으로 표현하

여 비장애인 관객으로부터도 공감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

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공연이 끝나고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하”는 경험을 통

해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서술하였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

은 B에게 자신이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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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왔

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할 때]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내 몸을 보고

멍 자국이 있어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학교를 올라가는데 경사길이

있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욕 먹고 있는거를 딱 본거야. 그렇

지, 아주 엄마 마음에 못을 박았지 아주. [연구참여자 B, Ⅰ/1]

우리 엄마도 관객으로 오셨는데 엄마가 잘한다고. 엄마 친구 오시면 [대

사] 시키고 막 그래요. [연구참여자 B, Ⅰ/2]

고모도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너 밖에 안 보이더라, 너 잘하더라” 그

러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가 북돋아 주시고,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연구참여자 B, Ⅰ/7]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그게 연극이냐? 그게 연극이야? 내가 하면 더 잘

하겠다.” 그러셨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게 좀 줄었어. [중

략] 처음에는 그런건 뭐하러 하냐고. 근데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텔레비

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화면에서도 아버지 인터뷰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버지도 얘가 뭘 하긴 하나보다, 텔레비도 나오고 하시더라고. [연구참여

자 C, Ⅱ/7]

연구참여자 B는 초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하는 현장을 어머니가 목격

한 적이 있고, 이 경험이 “엄마 마음에 못을 박”은 경험이라고 이야기하

였다. B는 이후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왕복 4시간이 넘는 거

리를 어머니와 함께 통학하기도 했다. 그러던 B가 연극 참여 후에는 남들

에게 보여주고 싶은 딸이 되었다. B는 어머니의 친구들이 올 때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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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연극 대사를 시킨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고모와 아버지에게도 잘한

다는 칭찬을 받는 조카, 딸이 된다.

연구참여자 C는 연극 참여 이전까지는 고정된 역할을 갖지 못하고 일

자리를 옮겨 다녔다. “직업 학교”에 가보라는 제안도 부모님에게 받았고,

신문에서 장애인 연극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난 동생에 손을 잡고 장애인

극단에 방문하여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C의 아버지는 C의

연극 활동을 좋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C가 TV 출현을 하고 간혹 TV에

서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얘가 뭘 하긴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B와 C는 연극을 참여하기 전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면, 현재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적절한 역

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집에 있는게 아니라, 일하고 있고 너네

케어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략] 아이들이 저한테 엄

마 -- 할까? 하면 “엄마 돈 벌어야 돼.” [중략] 애가 물어봐요. 엄마 어

디 가냐고 하면 엄마 공연하러 가야한다고,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연구

참여자 E , Ⅰ/4-5]

연구참여자 E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E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장

애인이라서 집에 있는게 아니라 일하고 있고 너네를 케어하고 있”는 사람

이라는 것을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이들을 위

해 “돈 버는” 사람, 양육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④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목표

로 하게 된다.

내가 연극을 할 때면 그게 들어오니까 연극을 하고 있는거고. 연극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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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프라이드는 없고. 프라이드를 가지려면은, 한 사람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작업이 나를 찾는 과정이지. [연구참여자 A, Ⅱ/4]

기획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지. 텔레비에 좀 더 나오고. 좀 더 유명한 사

람이 되는 것. [연구참여자 C, Ⅱ/9]

연구참여자 A는 K 연출과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연극 배우로서의 가

능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관객들로부터도 ‘호소력’과 ‘진정성’이 있는 연

기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A는 지속적이지 않은 작업 때문에

공백의 시기에 자신의 프라이드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때문에 “연극 배우라는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드”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C도 동료와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획사 배우가 되어 유명한 사람이 되

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두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다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이며, 자신의 가능성의 영역을 계속해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4.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공연예술 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도 변화시켰다.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

두 집단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장애

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하였다.

(1)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

①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여 장애인을 알게 됨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창시절을 특수학교에서 보냈지만,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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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일반학교에 다녔던 연구참여자들은 학

창시절 장애인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21)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00년대 초반 대학

생으로 대학생활을 보냈지만, 대학교 내에서도 장애인 학우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장애인 친구들, 처음 만난게 20살 중반쯤이었어요. 24살 그쯤? 사회에 나

와서. 학교 다닐 때는 장애인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 일반 학교 다녔고,

대학 때도 그랬고. 심지어 대학에도 장애인들이 없더라구요. 저희 학교가

캠퍼스가 아예 떨어져 있어서. 아예 딴 데만 있어요. 본 캠에는 많았는데

저희는 없었어요. 움직이고, 먹고, 움직이는 건 불편함이 없으니까, 크게

관심을 안 둔거죠. 복지관에 간다거나 활동을 한다거나, 장애 활동을 전혀

하지는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H , Ⅰ/5]

학교를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놀이터에서 우연히 야학 학생 모

집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때 형, 누나들이 많이 예뻐해 주셨

던 것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밝은 사

람이라는 것 역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진 사

람일수록 비장애인과 더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보조

자료(매체 인터뷰) 중]

XX 대학교 아세요? 제가 그 학교 나왔거든요. 학교 다니면, 공부만 열심

히 한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친해지지 못했고. 한 학기 동안은 공부만 했

어요. (XX 대학교가 장애인 비율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

른 장애인 분들이랑 교류가 있으신 편이었나요?) 가끔, 과 동기들하고만

21) 대학 입학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장애∙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형으로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2013년에 발간된 대

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2014년도 대입전형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이호섭∙김정희, 2013). 1995년 8개 대학에 113명의 장애학생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이래,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 수가 증가하여 2002년까지 총 2,629

명이 대학이 입학하였다. 2002년 장애인의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특수대학교의 설립으

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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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했던, 근데 다 친하지는 않았고. [연구참여자 D , Ⅰ/8]

장애인이랑 활동하던거? 없었어. 단지 학교가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학교

였어. 정원 외로 장애인 특별 전형 뽑는 학교. 그때 조금 어울리고. 그 다

음에 없었어. 같은 장애인끼리 놀데도 없었고. (일부러 안하신거에요?) 일

부러 안하기보다는 장애인들끼리만. 같은 장애인들끼리 어울리는 걸 싫어

했었어. 그랬는데 부모님들도 장애인들끼리 어울리면 좋아지지 않는다. 그

래서 아예 못 어울릴 때도 있었지. 그런 취지였고. 말도 비장애인들에게

배워라. 그래갖고 선입견 같은게 있어가지고. 나도 선입견을 버리진 못했

고. [연구참여자 C, Ⅰ/6-7]

연구참여자 H와 C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야학에서 이수하였지만, 장애인 야학이 아니라 일반

야학에서 공부를 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장애인들

과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장애학생이 별로 없는

대학교를 진학했지만, 연구참여자 C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시행하

는 학교로 진학하여 비교적 장애학생이 많은 대학교를 다녔다. 연구참여

자 D 역시 장애인 비율이 비교적 높은 특수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대학교 내에서도 다른 장애학우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자의로 만들지 않

았다.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장애인 집단과 상호작용하지 않은 이유는 서

로 다르다. 연구참여자 H는 “움직이고, 먹”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본

인은 장애인으로 정체화하지 않았고, 따라서 “장애 활동”을 전혀 하지 않

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야학에서 보내

며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비장애인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특수 대학교에 진학하였

지만, 과의 장애 학우들과 제한적으로만 상호작용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연

구참여자 C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학교이자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대학교로 진학하였지만 장애 학우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장애인들끼리 어울리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의견도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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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지만, C 본인 스스로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C, D, H는 대학교 때까지 장애인 집단과 접촉할 기회를

자의로, 혹은 부모님의 권유로 만들지 않았다. 현재까지 비장애인 집단과

주로 예술 작업을 하는 D를 제외하고, 연구참여자 C와 H는 장애인 집단

과 본격적으로 접촉한 것은 장애인 극단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교회 누나를 통해서 저는 그 전[장애인 국토종주]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장애인 국토종주를 할 때, 전국의 장애인들과

아시아 장애인들 다 모였는데, 와- 정말 많다, 했어요. [연구참여자 F , Ⅰ

/5]

연구참여자 F도 역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애인 집단을 알 기회

를 갖지 못했다. “교회 누나를 통해서” 장애인 국토종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많은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H는 장

애인 국토종주에서 만난 K 대표와의 인연으로 연극 활동에 참여하게 된

다.

공연예술 활동은 이들에게 장애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

다. 장애인과 접촉을 통해 다른 장애인을 알게 되고, 장애인의 삶에 대해

알게 되기 시작한다.

내가 모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알게 되고, 쉽게 지내게 되고, 쉽게 장

애인 운동을 받아들였고, 연극을 하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내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나 장애를 잘

못 받아들이지만,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솔직히 노래

가 연극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활동할 마인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

각도 들어요. 그동안 비장애인만 만나 와서. [연구참여자 G, Ⅱ/7-8]

연구참여자 G도 역시 비장애인처럼 살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주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지내왔다. 그러나 공무원

이 되라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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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G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장애인 노래패와

극단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장애

를 잘 못 받아들이지만 장애인의 삶에 대해 알게 되고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② 장애인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중고등학교를 특수학교에서 보내어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과 상호작용

을 했던 연구참여자들도 장애인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

가 있었다.

장애인 만나는게 전에는 뻔했어. 시설 장애인 느낌? [연구참여자 A, Ⅰ

/4]

어렸을 땐 그랬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그 당시 내가

나를 봤을 때 장애인이 얼마나 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

구참여자 C, Ⅰ/8]

어릴 때 장애인 복지관 이런데, 그런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울해지는?

그런데 가면 우울해졌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래서 일부러 거기 안 가는

거. [연구참여자 D, Ⅰ/10]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연구참여자들이 장애인 집단에 대하

여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A는

학창시절 만났던 장애인들을 “시설 장애인” 같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

자 C는 “장애인이 얼마나 하겠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D는 장애인이 많은 곳에 가면 “우울해진”다고 표현하였다.

연극하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장애인하고 다르게

보여. [중략] 연극하는 색깔이 각자 뚜렷하게 보인다는거지. 다같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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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고,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렇게 다르게 보임. 예전 같으면 장

애인은 다 똑같지 이랬는데, 그게 바뀐거야. XX도 밖에서 보면, 만약에

옛날 같이, 공연하기 전에 지나가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니야 걔도. 그런 걔

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같이 작품하면 바뀌지. 편견이랑 선입견이 많아.

그런 걸 고쳐준게 사회활동이면서 연극을 꼽을 수 있을 거 같아. [연구참

여자 A, Ⅰ/2]

처음엔 장애인 연극이 얼마나 잘할까. 내 선배 중에 단장님도 있고 그렇

지만. 그 사람들 장애가 경미하니까. XX 단장님. YY도 그렇고. 다 경미하

잖아. 그렇지만 다 비장애인 배우들에게 별로 안 딸려. [중략] 요즘은 생

각이 바뀌었어. 장애가 있어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게 없다. [연구참여자

C, Ⅰ/8]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연구참여자 A와 C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은 변화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특수학교 시절 만났던 장애인

을 “시설 장애인”이라고 일반화하여 “장애인은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였

지만, 연극을 하고 난 후 만난 장애인들은 “각자 뚜렷하게 색깔이 보인

다”고 서술하였다. 장애인 개인을 개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

다. 연구참여자 C는 어릴 때 “장애인이 얼마나 잘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장애인이 잘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장애가 있어

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게 없다”며 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이 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멋있

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몇 번 더 노력해야 하고, 진심인 것 같다는 생

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퍼지면, 비장애인들도 노력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삶을 건드려주는 그런 것, 일으켜 세워주는 원동력이

되는거죠. [연구참여자 B, Ⅰ/6]

장애인이라 안 된다 그런건 없어요. 나도 장애인도 저 사람도 장애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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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같이 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H , Ⅰ/6]

장애인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편견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경

우도 있지만, 장애인 집단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인식이 생겨나기도 하였

다. 연구참여자 B는 연극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만나며 “장애인이 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것

은 비장애인들의 “삶을 건드려주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최근 연극 활동을 시작하며 장애인들과 처음으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그는 “나도 장애인이고 저 사람도 장애인이니까 같

이 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장애인을 시

너지를 내는 동료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다.

③ 장애인으로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할 집단을 가지게 됨

장애인의 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장애인의 경험과 다르다. 이 때

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공유하기

어렵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여 경험을 공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장애 여성들이 자기의 입장을 잘 어디에다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얘기를 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해보고, 다른 사람들

한테 잘 얘기하는 걸 어려워해요. 저도 그랬고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 Ⅰ/1]

가족들에게 한 번도 ‘연애’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내가 연애

를 한다는 걸 상상을 안 하는 거에요. 나는 되게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

고민도 얘기하고, 결혼한 얘기가 되면, 결혼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사

람이 좋아? 이런 고민도 되고.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고. 그

렇지만 물론 결혼을 안할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은 그냥

제 꿈이니까. 결혼하고 싶고 아이 갖고 싶고. 가족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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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 삶의 방식? 나이에 맞는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연구참여자 G, Ⅱ

/4]

연구참여자 E는 “‘자기의 입장을 어디에다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극단에

들어오고 난 후에도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고 언

급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연애와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 때문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었지만 특히 가

장 친밀한 가족에게조차 고민을 터놓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공연예술 활동을 장애인 극단 내에서 시작하며 장애인으로의 경험과 고민

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지게 된다.

④ 개인의 문제를 공통의 억압 경험으로 표현함

공연예술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억압 경험을 나누는 작업

을 통해 장애인 개인은 억압과 차별 경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억압 경험으로 인식하고, 표현한다.

XX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XX. 추한 몸이라는 뜻. 개인적으로 되게 임팩

트가 심한 연극이에요. 얼굴 하얗게 칠하고 그런건데. 세상에서 추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몸이 그렇게 추하지만은 않다. 그 연기를 통해서 그동안

응어리 졌던 것을 무대 위에서 이야기한 거 같아요. 그때 했던거[대사]

지금 해볼까요? “난 [연극 톤으로] 내 몸이 너-무 싫어!” [연구참여자 B,

Ⅰ/3]

장애여성으로 일을 하는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도, 힘

든 일이 많아서, 그만큼 사람들이 모성, 장애여성에게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게 아니라서. 다른 방법으로 내 이야기를 해보고 알리고 싶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

뀌었어요, 옛날보다는. 바뀐게 많고.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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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이 약자이고, 보호의 대상이고,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연구참여

자 E , Ⅰ/4]

우리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한다는거는 좋은거 같아요. 장애인에 대

한 노래도, 장애인의 삶의 노래로 하는게 중요한 일이고. [중략]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노래를 부른

다]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버스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한 번 나

가보아요. 가고 싶어도 가야만 해도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장애인들도

노약자들도 아이도 어른도.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노

래인데, 노래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거죠. 왜 턱이 없어야만 하는

지?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거죠. [연구참여자 G, Ⅱ/7]

연구참여자 B와 E, G가 소속되어 있는 극단은 장애인 운동 단체와 결

합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 활동은 일종의 대안적 장

애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개인의 경험을 수집해 공통의 경험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공연을 만든다. 연구참여자 B는 편마비가

있는 자신의 왼 팔을 “쓸모없는 팔”이라고 생각하고 비관한 적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장애인이 밖에서 크게 입을 벌리고 웃는 것을 “추하다”고 생

각한 적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B가 참여한 XX라는 공연에서

“장애인의 몸이 추하다”는 생각이 바뀌게 된다. 이 공연에서 “‘장애인의

몸은 추하지 않다”고 선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E는 결혼과 출산 이후 육아를 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배려를 받지 못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E는 이러한 경험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극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가 참여

하는 극단은 장애여성의 문제를 예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고, 사회에 알리

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내 이야

기”를 “장애여성”의 공통의 문제로 표현하고자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G는 특히 노래패 활동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

로 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예컨대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것이

장애를 가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턱이 있는 사회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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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장애인도, 노인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B와 E의 인터뷰에서 두 연구참여자의 개인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이들의 대답이 ‘우리’ 혹은 ‘장애여성’이라는 주어로 서술되

었다. 자신의 몸을 추하다고 생각했던 것,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가 되었

지만 사람들에게 배려받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문제가 ‘개인’

의 문제가 더 이상 이들에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인 ‘우리’, ‘장

애여성’들의 ‘공통’의 문제가 된 것이다.

⑤ ‘장애’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이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장애’라는 수식

어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장애’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처음에는 장애란 단어가 싫었어요. 안 달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불리

한거죠. 근데, 바뀌었어요.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자신은 자신이고 바꿀 수

없는거니까. 첨에는 바꿀 생각도 안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섭외가 오면은

나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죠. 그렇게. 솔직하게. 타이틀에 장애라는게

붙게 되니까, 지금은 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연구참여자 H , Ⅰ/7]

전 제가 하는 모든 공연이 장애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운명적으로 장애를

만났고, 필연적으로 배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연구참여자 F , 추가 인터

뷰(이메일) 중]

연구참여자 H는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초반에는 자신의 타이틀에

‘장애’가 붙는 것을 싫어하였다고 한다. ‘장애’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공연 섭외가 오면

타이틀에 ‘장애’가 붙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이제 “장애” 예술

가라는 타이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F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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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고 있는 예술을 ‘장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는 장애, 장애 공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XXX이 경험한 것,

모르겠어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장애가 보이겠죠. 하지만 저는, 장애가

아니고, XXX이 경험하고 XXX이 생각하는 거, 그냥 제가 가진 장애의

이유에서 예술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연구참여

자 D , Ⅰ/4]

한편 연구참여자 D는 여전히 자신의 예술 작업에 ‘장애’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손상’22)이 퍼포먼

스의 독창성을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본인의 예술 작업에 ‘장애’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2)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①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이해와 신뢰

장애인 집단에서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내집단인 장애인 집단뿐만

아니라 외집단인 비장애인 집단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가 비장애인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대

하는게 편해졌어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극단을 통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편해졌구요. 네, 편해졌어요. [연구참여자 G, Ⅱ/9]

저는 되게 저는 장애인이지만, 그렇게 막 장애가 심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경하지도 않지만. 장애인 입장도 되고, 비장애인에게도 속하게 되고 그래

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도 불쌍하고 그렇지만 비장애인도 치

22) 연구참여자 D는 ‘장애’ 혹은 ‘손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나의 몸’, ‘나의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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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가 장애인으로 연극으로 많이 치유 받았으니까, 비장애인들도 연극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Ⅰ/4]

연구참여자 G는 학창시절의 왕따 경험으로 인해 연극 활동에 참여하

기 전까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극 활동에 참

여한 이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관계가 “편해”져서 비장애인 친

구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연극을 통

해 많이 “치유 받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도 연극을 해보면 좋을 것 같”

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비장애인

집단에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②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에 대한 열등감 혹은 의존성을 갖게 됨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들은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에 대해 열등감을

갖거나,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등 부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장애인 배우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장애정체성은 영민씨가 생각하는 것

과 많이 다를거예요. 오히려 장애인만 보는 연극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배우들은 호흡이나 큰 몸짓 때문에

더 큰 호소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장애인 배우들에게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F는 비장애인 연극을 보고 오면 우울하다고 이야

기해요. [연구참여자 F , 보조자료[F가 활동하는 극단의 K 대표와의 인터

뷰] 중]

비장애인 배우들이 배려를 많이 해줘. 잘 가르쳐주고 그러다보면, 실력 차

이가 비장애인 배우들이 좀 낮추고, 장애인 배우들이 좀 올라가면 비슷해

지는 그런, 그렇게 되지. [연구참여자 C, Ⅱ/4]

비장애인 배우랑 연출이 시키는대로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비

장애인들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비장애인 배우들만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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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가르치는 비장애인 배우들에 따라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셔. 얼마든지. 요새 기획사들도 시간대로 가르치

잖아. 가르치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 같은 장애인들도 빠른 시간 내에 성

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연구참여자 C, Ⅱ/8]

연구참여자 F 등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들과 오래 작업을 해 온 K

대표는 장애인 배우들이 비장애인 배우들에게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F는 비장애인 연극을 보면 “우울하다”고 이야기한

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장애인 배우의 실력을 비장애인

배우보다 낮다는 사실을 전제로 “비장애인 배우들이 실력을 낮추”거나,

“비장애인 배우와 연출이 시키는대로” 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 나아가 장애인 배우들의 성장이 “가르치는”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여,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과의 협업 작업에서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3) 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

① 균형잡힌 인식을 갖게 됨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변화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두 집

단에 대한 인식은 상호작용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굳이 갈라놓고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생각해보

면 장애인, 비장애인 서로 윈윈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하철만 보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거 솔직히 비장애인이 더 많이 이용

해요. 처음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하거

나 이런건 아닌거 같고. 더 열심히 살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

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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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B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윈윈”하며 살아가는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

다고 하였다. 예컨대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장애

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결국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

로 공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 F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해 자신만의 인식의

균형을 가지게 되었지만, 인식의 균형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저는 편한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장애인들과 관계를 할 때도 내

가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만 시키는 것 같아. 너는

요만큼만 할 수 있어, 라고 정하고. 요만큼만 시켜.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시켜서 힘들고. 근데 장애인 집단에서는 너무

많은 걸 시켜서 그래서 힘들고. [연구참여자 F , Ⅰ/8]

연구참여자 F는 두 집단 중 “편한 집단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은

두 집단 내에서 동일하게 열심히 하지만, 비장애인 집단은 F에게 일을 적

게 시키기 때문에 힘들고, 장애인 집단은 일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다. 즉 F의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지만, 두 집단을 “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으로 인식의 균형을 이룬 것이다.

② 접촉하는 집단의 확장 혹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낌

공연예술 활동 이전에 연구참여자들은 접촉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 집

단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활동 참여 이후 장

애인 극단에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 D와 같은 경우 주로 비장애인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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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접촉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집단의 확장 혹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몇 년전까지 무조건 좋았어. 비장애인만. 근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게 너무

다 알았다고 해야 하나. 지금은 딱 만나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질리는거야. 새로운 인맥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아,

매너리즘. 그런 것. 지금의 나로서는 그게 새로운 사람과 연을 닿는 계기

니까. 연극 말고 내 생활 속에서 그런 작업을 갖는게 쉽지 않다는 거지.

내가 새로운 단체를 나가야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게 있는데 그게 쉽지 않

으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랑 있다보니까. [연구참여자 A, Ⅰ/6]

그래서 요즘은 장판[장애인 판]계 밖으로 잘 안 나가. 나갈 시간도 없고.

나가봤자 왕따만 당하고 그런거 같아서. 요즘에는 비장애인들하고 잘 안

해. 어울리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변한 걸수도 있는데, 어

떻게 보면 나쁘게 변한 거일 수도 있어. [연구참여자 C, Ⅰ/6]

연구참여자 A의 경우 공연예술 활동 참여 전까지는 “비장애인은 무조

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이후로 장애인

들도 서로 색깔이 다른 존재로 인식하며, 장애인 집단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장애인 극단 내에서 활동

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A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C도 주로 장애인 극단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때문

에 집단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극단

에 들어오기 이전에 적절한 ‘역할’을 갖지 못하였다가 장애인 극단에서 활

동을 하면서부터 역할을 갖게 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집단과의 접촉은 연구참여자 C에게 “좋게 변한” 것일 수 있다. 반

면 이제 C는 장애인 집단 내에서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

쁘게 변한” 것이다. 다만 “왕따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접촉

하는 집단을 변화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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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의

본 연구는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정체성의 변

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하위 범주를 구성

하고, 범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기존의 장애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집합적 장애정체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어떻게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

애인, 비장애인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장애 자부심’을 갖는지를 다

루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인이 처해 있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왔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장애’만을 주요하게 다루며 손

상된 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왔다. 신체장애인에게 ‘손상된

몸’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

연예술 활동을 통해 변화한 연구 참여자들의 장애정체성의 요소와, 각 요

소에 따라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연구참여자

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 활동의 장르와 성격 등 활동 형태에 따라 장애정

체성의 양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본 연구에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신체장애인은 장애정체성과 관

련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

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는 크게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장애로 인한 경

험의 의미’,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개의 상위 요소로 분류되었다. 정체성을 크게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하는 Schwarts(2005)와 한덕웅

(2002)의 연구, 그리고 장애정체성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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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장애정체성

상위 범주

변화한

장애정체성

하위 범주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몸에 대한 통

제권

몸을 잘 운용하게 됨

몸을 잘 알아감

몸의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됨

손상의 의미

손상을 ‘자기만의 색깔’로 의미화함

무대 위에서의 한계 때문에 손상을 부정적으

로 의미화함

몸에 대한 인식’,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

에 대한 인식’을 ‘개인적 정체성’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

식’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1)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장애정체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은 주요하게 다루

어지지 않아왔다. 그러니 ‘몸’을 예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들은 공연예술 활동을 수행하며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학

였다고 서술하였다.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양상은 크게 ‘몸

에 대한 통제권’의 변화, ‘손상의 의미’의 변화,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몸에 대한 통제권’의 변화가 연구참여자들이 연습과 공

연 과정에서 스스로 몸을 단련하며 나타난 변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손상

의 의미’의 변화와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는 관객을 가정하고 무

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이 무대 위에 서는 경험을 통해, 그

리고 무대 위에서 관객과 시선의 역동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이

다. 이와 관련된 변화 과정을 아래의 표 4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4.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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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에 대응하

는 방식

무대 위에서 타인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임

몰입을 통해 시선을 잊게 됨

① ‘몸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언어 장애가 완화되거나, 강직

을 가지고 있는 몸을 좀 더 잘 움직이게 되었다. 또한 공연예술 활동 참

여 전에 몸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참여자들도 활동을 통해 몸에

대해 이해하고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이 활동하는 공연 단

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E가 소속된 극단은 참

여하는 장애 여성 배우들이 몸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배우들은

‘몸을 잘 알아가게’ 된다. 참여 단체에서 장애인의 몸의 이해 혹은 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장

애인들은 스스로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

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몸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하

였다.

대부분의 장애인 공연예술 작품은 장애인의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

양한 몸의 차이를 무대 위에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몸의 다양성

이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장애를 가진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조금 더 대

사를 잘 전달하며,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 몸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실제로 몸을 잘 운

용하고, 잘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몸을 통제할 수

있게 있게 되는 것이다. 몸을 잘 운용하고 잘 알게 되는 것에서 몸을 편

안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야기한다(Frank, 1999).

② ‘손상의 의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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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손상의 의미’를 변화시키

게 되었다. 공연예술 활동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손상의 의미’는 긍정

적으로 변하기도,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손상을 어떤 방식으로 의

미화하는지는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 장르와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예컨대 현대무용을 접목한 퍼포먼스 공연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D

의 경우 자신의 장애를 ‘자기만의 색깔’로 의미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거의 고전 무용이 무용가의 균형 잡힌 몸과 정형화된 움직임을 통해 미

학을 구성하였다면 현대무용은 무용수가 가진 몸의 의미,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공연들에서 “흉내낼 수 없는” 연구참여자

의 움직임은 강점이 되었고, 자신의 손상을 긍정적으로 의미화하는 계기

가 되었다.

현대무용보다는 정형화된 움직임이 강조되는 연극 장르에 참여하는 연

구참여자 A의 경우에도 자신의 손상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극에

참여하는 경우 손상을 강점으로 의미화하였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

인 배우가 참여하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를 가진 배우에게 ‘포인트’

를 살릴 수 있는 대사를 배정하는 공연에서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손상

을 ‘진정성’, ‘호소력’ 등의 강점으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정형화된 움직임

과 테크닉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르(마술)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H는

손상을 ‘강점’이 아니라 ‘한계’로 의미화하였다.

이것은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공간의 성격이 장애정체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김선조 등(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김선조 등

(2012)은 조직 내에서의 장애정체성 지향은 조직의 성격과 직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과 상호작용이

많고, 장애 담론을 수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장애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연예술의 장르, 함께 공연을 만드는 집단의

성격, 연출의 스타일에 따라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들은 자신의 손상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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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

손상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람

들의 시선을 받는다. 근대에 와서 낯선 사람을 응시하는 것은 예의바르지

않은 일이라 여겨 ‘예의바른 무관심’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몸은 응시의 대상이 된다. Sandahl(2005)은 ‘시선’을 ‘장애를 가

진 몸’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몸’ 사이의 가시적인 연결이라고 정의하며,

시선의 성격이 장애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Goffman(1963)

은 장애인의 부정적 자기 인식은 신체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시선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장

애인을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은 시선을 받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바라보

는 사람과 다르게 자신이 어떠한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는 수치심으로 이어져 자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Goffman, 1963).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개인이 대응방

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성격을 바꾸거나 시

선이 오고가는 맥락의 위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공

연예술이 진행되는 현장은 시선의 성격과 위계를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작

동한다.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지만 소통의 방법이 다른 사람,

혹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한 명의 예술가로 바라보는 시선을 통

해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들은 ‘자아-요구’와 ‘자아’ 사이의 괴리를 차츰

좁히게 되고 이는 자기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Goffman,

1963). 연구참여자 H는 일상에서 ‘나를 안 봤으면’하고 생각했다면, 무대

위에서 ‘나를 봐주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무대라

는 공간에서 타인의 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을 향한 시

선이 일상과 달라졌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여전히 ‘불쌍하다, 안쓰럽다’와

같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이런 시선을 무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자각한다면,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결국 공연예술

활동에 오랜 시간 참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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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선에 대응하지는 않지만, 몰입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시선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무대 위에서 몸을 잊어버리거나, 조명

을 받으면 객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소극적으로 시선을 회피

하는 대응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 시선의 대응은 공연이라는 짧은 시간, 비주기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이므로 시선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일상생활까지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여전히 연구참여자들은 ‘일상 생활’과 ‘무대’를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있었다. 다만 무대 위에서 느낀 긍정적 자기

인식을 일상생활로 전이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적극적 대응방식을 무대

위에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이고 순환적

으로 나타날 때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

다.

(2)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변화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의 변화는 주로 장애인의 내러티브를 활용∙

각색하여 공연을 만드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나

타났다. 자신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만들어 새롭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경험

을 재구성화해 내러티브를 통해 새롭게 의미 부여하는 과정은 장애로 인

한 경험을 인생에서 삭제하고 있은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으로 자기매김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변

화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과거의 부정적 경험 중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인

한 부정적 경험은 함께 활동을 하는 구성원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극복되기도 한다.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의 변화는 과거 경험의 속성에 따라 ‘제약의

경험의 의미’의 변화, ‘장애로 인한 부정적 관계 경험의 의미’의 변화로 나

타났다. 이를 다음의 표 5와 같이 나타내었다.



- 134 -

변화한

장애정체성

상위 범주

변화한

장애정체성

하위 범주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제약경험의 의

미

기능적 제약의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현함

제약으로 인한 관계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

현함

장애로 인한

부정적 경험의

의미

과거의 억압 경험을 공연을 통해 표현함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과거

의 부정적 관계 경험의 기억을 극복함

표 5. ‘장애로 인한 경험 의미’의 변화

① ‘제약 경험의 의미’ 변화

신체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 제약을

경험한다. 이러한 제약은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편마비를 가진 연구참여자는 펴지지 않는 팔로 인한 경험들 때문에

‘왜 내가 장애인이 됐을까’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음악을 좋아하지만 피아노로 두 손으로 연주하는 곡

을 칠 수 없는 경험도 기능적인 제약 경험 중에 하나였다. 연구참여자 B

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연기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 제약의 경험을 ‘괜찮다’고 여기게 되었다.

장애로 인한 제약은 일상에서 불편함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억에 남는 공연으

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연극과 퍼포먼스를 소개하였는데, 이들이

소개한 과거의 경험은 특히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약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손의 장애 때문에 좋

아하는 여자에게 물을 따라줄 수 없거나, 요리를 해줄 수 없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다른 경험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자신을 무기

력하게 생각했거나, 자신의 장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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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공연을 만들게 된 것이다. 연극과 퍼포먼스로 만들

어진 새로운 ‘내러티브’는 이 경험들을 더 이상 제거하고 싶은 나쁜 기억

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의미가 부

여된 각각의 경험들은 더 이상 단순히 원망이나 좌절의 경험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

해 손상과 제약의 경험은 삶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다.

② ‘장애로 인한 부정적 관계 경험의 의미’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한 부정적 관계 경험을 두 가지 방식으로 극

복해내었다. 하나는 제약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든 것처럼, 관계에서의 부

정적 경험도 역시 새로운 내러티브로 만들어 극복하는 것이다. 왕따를 당

하거나, 가족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억압의 경험을 새로운 이야

기로 만들어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제약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

어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였듯 부정적 관계 경험도 무대 위에서 표현되어

연구참여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억압의 경험은 관계를 맺

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못했던 연구참여자 G는, 연극 무대에서 이제 부모

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였고, 이 메시지

는 부모님께 전달되었다. 부정적 경험의 주체였던 부모님에게 실제로 하

기 어려웠던 말을 표현하는 창구로 연극 무대를 활용한 것이다. 개인이

가진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서, 실제로 관계를 변화시

키기 위해 개입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 관계 경험을 극복해내고자 한 것이

다.

부정적 과거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구성원들과의 상호

의존의 경험을 통한 것이다. Darling(2013)은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리

고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관계의 깊이와 빈도 역시 정체성 변화

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장애인 극단 등의 집단에서 활동하

는 연구참여자들은 집단의 구성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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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경험, 혹은 왜곡된 관계의 경험으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던 연구참여자들은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부

정적 관계의 경험의 기억을 극복하고, 현재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장애를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과 맺는 상호의존의

경험은 장애인 집단에 대해 감정적 애착의 토대가 되어 장애인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Darling, 2013).

(3)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상위 범주 중 나머지 세 요소는 연구참여자가 참

여하는 집단의 성격, 공연예술 장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연구참여자에게는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다른 연구참여자에게는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의 변화가 크게

두드려졌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상위

요소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두드러지게 변화한 장애정체성

의 범주로 확인되었다.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역할을 통한 자신의 가능성 인식’의 변화,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오

는 자기 인식’의 변화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변화 양상들은 다른 변화 양

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공연예술 활동을 통하여 외향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변화한 연

구참여자들은, 좀 더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게 될 수

도 있으며, 역할과 인정을 받게 되며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이 역할과 타인의 인정

을 통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었

다.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역할과 타인의 인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기 위한 선행조건인 동시에, 역할과 타인의 인정을 받게 된 후에 갖게 되

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는 범주로 분류하

였다. 이를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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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장애정체성

상위 요소

변화한

장애정체성

하위 요소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태

도

외향적으로 변화함

타인을 배려하게 됨

능동적으로 변화함

역할을 통한

가능성 인식

‘갈 곳’이 생김

공연예술 활동을 가교로 해서 더 많은 역할

에 도전하게 됨

공연 작품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감

띄엄띄엄한 활동으로 프라이드를 잃게 됨

타인의 인정으

로부터 오는

자기 인식

동료로부터 역량을 인정받게 됨

관객으로부터 예술가와 개인으로서의 가능성

을 인정받게 됨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

로 하게 됨

표 6.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① ‘삶에 대한 태도’ 변화

신체장애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지각된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인옥(2006)에 따르면 특히 지체 장애

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스스로를 저평가하는데서 나타나는 ‘지각

된 낙인’의 점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인옥 등(2007)의 연구에서도 지

체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 문제에서 ‘접촉 기피’와 ‘저가치화’가 가장 중요

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체 장애인의 낮은 자아존중

감, 우울 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이인옥, 2006). 즉 지체 장애인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 중 자신을 저가치화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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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성격이 공연예술 활동 참여 이전에 내성적이거

나, 소극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적은 상호작용 때문에 왜

곡된 관계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하기도 하였다. 공연예술 활동은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자신

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후 연구참여자들

은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이기적이었던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

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극단 등 단체에 소속되어있거나 다른 예술과

집단과 결합하는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

서 구성원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외향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에 외향적 성격을

표현하지 못했던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협업의 과정을 통해 타인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였다.

집단 내에서 공동 작업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

의 경우 혼자서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수동적’인 태도가

‘능동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극단 등에

서 협업을 해야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 작업에서는 ‘능동성’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연을 만드는 작

업 형태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혹은 능동성 등의 태도가 더욱 강

조되기도 하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작업 형태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②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 변화

‘역할’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업 등의

역할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 짓기도 하지만, 역할을 갖는 경험을 통

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성을 쌓아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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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상당수가 ‘역할’을 갖기 어려운 실정으로, 특

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신체장애인’이라고 총칭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과 뇌

병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지체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8.6%로 장애인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보다 10% 가량

높은 수치이지만, 뇌병변 장애를 포함한 지체 외 신체적 장애인(안면 장

애 포함)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3.1%로 전체 장애인 평균의 1/3 가량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보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연예술 활동에 참

여하기 전까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사회 활동

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

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졸업을 한 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다

고 이야기하였으며, 구직 활동과 자기 계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연구참

여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

였다. ‘갈 곳’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이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

기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갈 곳’이 없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의 권유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갈 곳’을 찾고

극단 등의 집단의 구성원이자 ‘공연예술가’라는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집단의 구성원이자 공연예술가라는 역할을 가교로

하여 더 많은 역할에 도전하게 되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연예술을

더 잘하기 위해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다른 예술 활동에 매력

을 느껴 참여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역할을 확장하는 목적은

각자 다르지만, 역할을 확장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계속해 확장해나가고

있었다. 실제 역할 뿐 아니라, 공연 작품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경험

도 개인의 가능성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연기를 통해 실제로 할

수 없었던 역할을 맡으며 ‘이러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자부심

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공연 제작이 없을 때 정기적인 모

임을 가지지 않는 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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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극단에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공연을 쉬는 기간 동안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프라이드를 갖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

히 공연예술 활동이 참여하는 유일한 사회 활동의 경우 유일한 ‘역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은 연구참여자의 장애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이다.

③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자기 인식’ 변화

Honett는 정체성은 ‘인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누구이며, 누

구일 수 있는지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타자와 맺는 상호주관적인 관계

에 의존”하며, 따라서 정체성이란 결국 인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Honnett, 1996: 126-127). 타인의 인정을 통해 개인은 ‘내가 누구인지 누

구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존재와 가능성에 대해 내용을 부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겪게 된 중요한 변화로

공통적으로 동료, 가족, 관객 등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연구참여자들이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를 받

는 사람은 극단 등의 구성원들인 동료들이다. 일반 회사 재직 경험이 있

는 연구참여자는 이전 직장에서 장애 때문에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동료들에게 역량을 인정받게 되

었는데, 동료들의 인정은 ‘칭찬’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

려운 역할을 맡기거나, 연구참여자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공연을 제작

하여 참여를 제안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동

료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공연예술은 관객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동료로부터 받는 인정도 궁극

적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이 ‘관객들에게 더 훌륭한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다. 자신이 공연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바를 관객에게 인정받았을 때, 관객에게 사인이나 악수 요청을 받았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예술을 인정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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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에게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한 연구참여자

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고,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

까지 고정된 역할을 갖지 못했던 연구참여자는 적절한 역할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가족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개인의 자기 인식은 가족 구성원

들의 피드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Nosek et al., 2003). 특히 지체

장애인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로부터 물리적, 정서적인 보살핌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족들의 평가는 자기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 된다. 김계하와 박경숙(2009)은 청, 중년기의 지체 장애인의 자아존중

감은 가족 기능에 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족으로부

터의 인정은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동료와 관객,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예술가이자 한 개인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밝혔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며 자신의 가능

성을 지속적으로 확인받게 된 것이다.

(4)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회적 정체성 구성에 있어 ‘나’를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여길 것

인지, 내집단을 어떠한 집단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핵심적인 문제이다. 사

회적 정체성의 요소를 분류한 Jackson과 Smith(1999)는 외집단이 존재하

는 맥락에서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내집단이 경험되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 구성에 있어 내집단과 외집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요소로 내집단인 ‘장애인 집

단에 대한 인식’, 외집단인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요소가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익섭과 신은경(2005)의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연구에서는 ‘통합적

자각’의 단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균형을 찾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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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장애정체성

상위 요소

변화한

장애정체성

하위 요소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

장애인∙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여 장애인을 알게 됨

장애인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할 집

단을 가지게 됨

개인의 문제를 공통의 억압 경험으로 표현함

‘장애’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이게 됨

비장애인 집

단에 대한 인

식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이해와 신뢰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에 대한 열등감 혹은

의존성을 갖게 됨

두 집단에 대

한 인식의 차

이

균형 잡힌 인식을 갖게 됨

접촉하는 집단의 확장 혹은 변화가 필요함

을 느낌

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하위 요소로 분류되었다. 이를 아래의 표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각각의 요소에 따른 변화 양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

였으나,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열등감과 의존성을 갖게 되는 등 부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의 접촉하고 있는 집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표 7.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①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장애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장애인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가

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신체장애인의 정체성에 대한 Grant(199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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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비장애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던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의 정체

성을 수용하는 것을 장애정체성의 ‘수용’ 단계라고 언급하였다. 이익섭과

신은경(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정체성의 단계를 나누는 기준에 장애 공

동체에 대한 시각과 비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포함하였다. 낮은 정체성의

단계인 ‘순응’ 단계에서 장애인 집단에 대해 비하적 시선을 갖다가, ‘저항

및 몰입’ 단계에서 장애인 집단에 대해 무조건적 긍정을 보이다가, ‘통합

적 자각’의 시기에 와서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 집단은 활동의 목표 중 하나를 ‘장

애인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표현하는 것’으로 상정

하는 등 공연예술 활동을 장애 운동의 대안적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 따

라서 공연예술 활동과 장애 운동은 성격이 다른 맥락이지만 ‘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Kiecolt(2000)와 Darling(2013)이 언급한 사

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정체성 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연구참여자들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장애인 활동에 참여하여 장애인을 알게 되기

도 하였다. 장애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

록 비장애인과 더 어울려야 한다’ 혹은 ‘장애인들끼리 어울리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부모님과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장애인 집단과 어울리지 않기

도 하였다.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공연예술가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장애

인 집단과 교류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연예술 활동

에 참여하면서부터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고, 장애인을 알게 되었다.

학창 시절을 특수학교에서 보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집단과 상호작

용하고 알아왔지만 장애인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설 장애인 같다’거나, ‘장애인은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혹

은 장애인과 함께 있으면 ‘우울하다’ 등의 편견이다. 공연예술 활동에 참

여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자신의 손상을 자기만의 ‘색깔’로 인지한 것처럼, 다른 장애인들도

각자 색깔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잘할 수

없다는 편견은 ‘장애인이어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게 없다’고 장애인의 가

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편견의 변화 뿐 아니라 새로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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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는데 ‘장애인이 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는 인식을 갖게 되거나, 동료 장애인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료

로 인식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함께 활동하는 장애인 집단에서 장애인으로의 경험과 고민을 이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가장 가까

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장애인 집단

내에서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은 장애인으로 겪어온 문제와 고민들을 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 자신이 겪은 경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아가 이런 경험들을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집합적으로 표현

하게 된다. 공통 경험을 집합적으로 표현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

을 언급할 때에도 ‘나’라는 주어 대신 ‘우리’ 혹은 ‘장애여성’과 같이 집합

적인 주어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즉 자신을 ‘장애인’ 혹은 ‘장애여성’이라

는 집단을 통해 정체화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집단 내에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공연을 ‘장애예술’로 정의하고, ‘장애’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받

아들이게 되었다. 다만 비장애인 집단과 주로 교류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D의 경우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은 ‘장애예술’이 아니라고 언급하기

도 하였다. 즉 자신을 ‘장애인’ 혹은 ‘장애예술가’로 정체화하는 것은 장애

인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연구참여자 F는

자신의 활동을 ‘장애예술’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장애가 자신의 예술 활동의

장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보적으로 대답하다. 따라서 F가 장애

를 가진 예술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장애를 자신의 예술 작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장애인 집단 내에서 공연을 만들기 때문

에 스스로를 ‘장애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체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참여자 H 역시 프리랜서 마술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극

단과 협업해 연극에 참여하였는데, 이것과 ‘장애’를 자신의 타이틀로 받아

들인 것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신의 공연을 ‘장애 예술’로 정의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D는 “장

애인일수록 비장애인과 어울려야 성장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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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한 이후에도 주로 비장애인 예술가와 협업

하여 공연을 만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가 ‘장애’라는 타이틀을 거부하

는 것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비장애인 집단과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②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익섭과 신은경(2005)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 모델에 의하면 비장애

인에 대한 시각도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함께 나타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순응’ 단계에서 비장애인 가치관을 선호했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에 대해 저항 혹은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가, ‘자기 반성’과 ‘통합적 자각’

의 단계에 와서 비장애인 규범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다. 연

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부정적 관계

경험을 극복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비장애인 집단을 신뢰하게 되거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하

였다. 국내 장애인 극단의 공연 연출은 대부분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맡고

있다. 조직적인 장애인 공연예술 활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공연예술 전문 교육을 받은 장애인 연출가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장애인 극단들은 비장애인 극단과 협업 공연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협업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업이 단순히 장애인 집단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을 넘어서, 비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자극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들은 비장애인 예술

가 집단에 대해 열등감을 갖거나, 의존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Solvang(2012)이 언급한 딜레마 상황과 유사하다. 자신이 참여

하고 있는 장애 예술을 주류 예술과는 분리된 장르로 인정하지 않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 주류 예술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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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류 예술가로 포섭되고자 할 때 주류 예술 집단에 의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Solvang은 이러한 상황에서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 장애 예술을 주류 예술과는 다른 가능성을 가진 예

술 장르로 인정하거나, 교육을 받고 예술 관련 학위를 받아 주류 예술 사

회에 명시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장애인 공연예술가, 연출가 등 장애를

가진 예술가의 수가 늘어나고, 장애를 가진 공연예술가들이 창작 작업에

서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③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

장애정체성 변화에 대한 논의들은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에 대

한 인식 뿐 아니라, 두 집단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이익섭과 신은경, 2005; Gill, 1997).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

단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은 같은 방향의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

였지만,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전에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연구참여자 B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생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이익섭과 신은경(2005)이 ‘통합적 자각’의 단계에서 경험

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던 ‘선택적 존중’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집단에 대해 모두 불편하게 느꼈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두 집단에 인식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

을 이룬 것이지만, 두 집단을 모두 ‘편하지 않게’ 생각하게 됐다는 데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의 균형을 이룬 것이다.

장애인 극단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나, 공연예술 활동 이외에 다른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접촉하는 집단의 확장

혹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지금 생활 속에서 (새

로운 사람을 만나는) 작업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는 집단 밖으로

나갔을 때 ‘왕따를 당’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관계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 147 -

2. 참여하는 활동 형태에 따른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를 파악

하고, 각 요소와 관련하여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와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마다 주

요하게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가 다르며, 각 요소 내에서의 변화 양상

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손상된 몸

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크게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장애인․비장애인 집

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는 장애정체성의 요

소를 분류하여 변화 과정을 파악하였지만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모델에

서 장애정체성의 여러 요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변화한다는 선행 연구와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다(이익섭과 신은경, 2005; Grant, 1996).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별로 어떠한 장애정체성의 요소가 주요하게 변

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연구참여자가 참여하는 공연예술의 장

르와 성격, 주요하게 접촉하는 집단이라는 맥락과 어떻게 다르게 상호작

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공연예술 활동 집단 등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의 변화는 조직의 성격과 상호작용하는 집단에 성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조 등(2012)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

는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정체성이 조직 내의 ‘조직 정체성’과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어느 정체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장애정체성 지향(orientation)

을 ‘공정성’, ‘다양성’, ‘학습’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은 세 가지

의 장애정체성 지향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으

며 조직의 성격과 직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 예컨대 연

구직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적은 직무나 조직에서 일할 경우 직무를 통

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공정성’ 지향만을 갖는 것이 전혀 문

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과 상호작용

이 많고, 조직적으로 장애 담론을 수용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다양성’ 지

향을 갖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조직에서의 장애정체성의 변

화 양상은 직무나 업무의 성격, 조직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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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라는 범주는 공통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상

된 몸에 대한 인식’,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참여하는 활동 형태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변화의 방향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퍼포먼스’와 같은 장르에 참

여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배우들의 언어와 움직임을 고려하여 공연을

제작하는 극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형화된 움직임과 테

크닉이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마술과 같은 장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의 경우 손상을 작품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몸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단 내에서 장애인의 몸에 관심을 두

고, 장애인 배우들이 몸을 탐구하거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 배우들을 위한 별도의 트레이닝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몸에 대한 통제권’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공연예술 단체 중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토

대로 희곡을 작성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도 있었지만, 장애인 배우들의 내러티브와 상관없이 기

존의 희곡 작품을 각색해 공연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의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 배우들은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퍼포먼스처럼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자신

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장르에 참여하는 연구참

여자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라는 요소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을 재구성하여 ‘내러티브’로 만들어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

거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더 이상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 속에 녹아드는 정합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의 희곡 작품을 각색해 공연을 만드는 단체에 소속된 배우들은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의 변화에 대해 두드러지게 언급하지 않았다.



- 149 -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범주는 모든 연구참여

자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태

도’의 변화의 변화 양상 중 ‘타인을 배려하게 됨’의 양상은 집단에 소속되

어 공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났다. 공동 작업을

통해 개인의 능동성이나 창조성보다 다른 구성원들과의 조화를 더 중요하

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의 경

우 ‘능동적으로 변화함’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만 집단에 소속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향적으로 변화함’은 대부분의 연구참여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공연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도

구성원들을 소집하여 세미나, 워크샵 등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열어 소

속감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연 작업 이외에 구성원들을 소집하

지 않는 곳도 있었다. 후자의 단체에 소속된 연구참여자는 활동을 띄엄띄

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 활동이 없을 때 예술가로서의 프라이드를 잃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 활동을 하

고 있는지 여부와 크게 관련되어 있었다. 장애인 극단 등의 집단 내에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도 크게 변화하였으며,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장애

인의 경험을 집합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스로를 ‘장애’ 예술가

로 정체화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 집단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집단 밖으로 관계를 확장하는 등의 변화

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

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 그리고 두 집단을 균형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반면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일수록 비장애인과 어울려야 성장할 수 있

다’고 생각해왔던 연구참여자는 비장애인들과 주로 협업 작업을 해 나가

며 장애인 집단에 자신을 정체화하고자 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가 참여

하는 공연예술의 장르가 아직 장애인 예술 장르에서 조직화되지 않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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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장애인들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

과 어울려야 성장한다’는 오랜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연구참

여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예술은 ‘장애’ 예술이 아니고, ‘장애를 이유로 예

술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정체성의 여러 요소들이 단계별로 함께 변화한

다는 기존의 변화 모델과 다르게 장애정체성의 요소는 연구참여자가 참여

하는 공연예술의 장르와 성격, 그리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별로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어떠한 요소가 더 두드러지게 변화하였거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

애정체성이 있다 혹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장애’ 예

술가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장애인 집단과 주로 협력해 작업

을 하는 연구참여자도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경우에

도 역할을 갖는 경험을 통해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 변화 양상

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개입 방안도 본 연구에서 탐색된 장애정체성의 요소를 이론적 틀로 하여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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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2000년대에 들어 장애인 인권 운동의 대안적 방식으로 ‘공연예술 활동’

이 대두되며, 다양한 장애인 공연예술 단체들이 조직화되었다. 그러나 여

전히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주로 예술 치료의 클라이언트로

간주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도 주로 단기적 예

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성 평가로 치중되어

창작자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아주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

하는 신체장애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장애정체성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집합적 차원의 장애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손상된 몸을 예술의 도구로 활용하는 ‘공연예술’이

라는 장르 내에서의 드러나는 장애를 가진 ‘신체장애인’의 경험은 특히 기

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

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 활동을 통

해 변화한 긍정적 장애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부정적으로 변화

한 변화 양상이 있다면 적절한 개입 지점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3년 이상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해온 신체장애인

이다. 이들은 연극, 무용, 마술 등 서로 다른 공연예술에 참여하고 있는

총 8명의 장애인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3명, 뇌병변

장애 5명이었다. 공연예술 활동 참여 경력은 3년에서 13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6명의 연구참여자는 장애인 극단 등에 소속되어 활동을 진행

하고 있었으나, 2명은 프리랜서 공연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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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은 시간과 공

간이 제한된 체계 내에서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 방법으로, ‘공연예술 활

동’이라는 특수한,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맥락에서의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에 알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주

자료원으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작성된 녹취록을 활용하였으나, 연구참여

자가 직접 작성한 대본, 에세이, 연구참여자의 신문 기사, 매체 인터뷰, 연

구참여자가 속한 극단의 연출가나 대표 등의 인터뷰를 보조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요소로 4개의 상

위 범주와 11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변화한 장애정체성의 하위 범

주에 대해서는 31개의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은 ‘몸에 대한 통제권’ 변화를 포함하였는데, 몸

을 잘 운용하게 되거나, 몸을 잘 알아가거나, 몸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

울이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손상의 의미’의 변화는 연구참여자가 참여하

는 공연예술의 장르에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

다.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강조되거나, 연구참여자의 손상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손상을 ‘자기만의 색

깔’로 의미화하였으나, 정형화된 움직임과 테크닉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

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손상을 ‘한계’로 의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선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는 무대라는 공간에서 타인의 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과 같이 적극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몰입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등 소극적

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라는 상위 요소는 ‘제약 경험의 의미’ 변화를

포함하였다. ‘제약 경험의 의미’ 변화는 과거의 제약 경험을 공연 무대 위

에서 새로운 ‘내러티브’로 구성해 발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어났다. 기능

적 제약 경험의 재의미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제약으로 인한 관계 경

험의 재의미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장애로 인한 억압 경험의 의미’

변화는 두 가지 변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의 억압 경험을 무대 위

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함께 활동하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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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의 상호의존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관계 경험을 기억을 극

복해내기도 하였다.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상위 요소는 ‘삶에 대

한 태도’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의 변화 양상

은 ‘외향적으로 변함’으로 나타났지만, 공동 작업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

게 됨’이라는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고, 프리랜서로 혼자 활동하는 연

구참여자는 ‘능동적으로 변화함’이라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역할을 통한

가능성 인식’ 변화는 우선 사회 활동이나 일자리를 가지지 않았던 연구참

여자들에게 ‘갈 곳’이 생겼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때 주로 참여하는

공연예술 장르 뿐 아니라 공연예술 활동을 가교로 하여 더 많은 역할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였으며, 공연 작품 내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며 가능성

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연예술 참여 형태가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 프라이드를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자기 인식’ 변화는 이전까지 다른 관계에서 받기 어려웠던 인정을

동료, 관객,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더 많

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이라는 상위 요소는 ‘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함하였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의도적

으로 접촉을 회피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며 장애인

을 잘 알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

으며,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할 집단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개인의 문제를 공통의 억압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된다. 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반한다.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

만,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비장애인 집단에 대해 이해와 신뢰감

을 가지게 되었다는 변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비장애인 예술가

집단에 대한 열등감 혹은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변화 양상을 보이기

도 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게 되기

도 하였지만, 접촉하는 집단의 확장 혹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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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가 참여하는 공연예술의 활동 형태에 따라 장애정체성의 변

화 과정은 다르게 나타났다.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라는 범주는 장애

를 가진 예술가의 언어와 움직임에 가치를 부여하는 장르에 참여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변화는 주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토대로 희곡을 작성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이

야기를 직접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장애를 가진 자

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요소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지,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공연이 없을 때에도 구성원들을 소집하여 소속감을

강화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집단

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 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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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장애인 복지 연구 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장

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경험에 대해 탐구하였다는 점이다. 즉, 사회 복지학

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예술과의 접촉을 학문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문화

예술의 목표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사

회의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6). 따라서 최

근 ‘문화 복지’가 사회복지 영역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창작 활동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

루어졌다. 특히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창작자로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구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 인식, 사회 통합 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양적으로 파악되었지만, 참여하는 장애

인의 경험에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에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또한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이 아니라 창작자

로서 장애인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활동에 창작자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과 활동 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딜레마 상황에서 다루었다. 이는 ‘문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

애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실천 현장에서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관련된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여 심

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집합적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주로 다루어 왔으며, ‘장애’에 대한 인식

을 다룰 때에도 손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요소를 분류하여 변화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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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의 장애정체성 변화 연구에서는

장애정체성의 변화 단계의 방향성을 가정하여, 각 단계에서 장애정체성의

요소들이 각자 다르게 변화하며 나타나는 역동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참여하는 공연예술 활동의 장르, 활동 형태가

장애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

여 장애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지점들을 발

견하였다. 이를 실천적 함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셋째,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형성에서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 중

요한 요소임을 파악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손상된

몸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이 자아 개념을 구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체성 연구에 있어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

예술 활동이라는 특수한 맥락 내에서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는 점을 밝혀내었지만, 이외에 다양한 맥락에서도 ‘손상된 몸에 대한 인

식’은 크고 작게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여러 하위 요소, 변화 양상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손

상된 몸에 대한 인식’ 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체계화하였다.



- 157 -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신체장애인이 공연예술 활동 참여 과정에서 장애인을 둘

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다양한 딜레마 경험에 대해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은 ‘몸

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변화,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변화 양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 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긍정적인 장애정체성의 양상을 개발하고, 부정적인 장애정체성

의 측면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장애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입 지점들을 발

견해냈다는 것에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주도 하

에 몸을 더 잘 운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발적 ‘몸 프로젝트’에 기초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신체 활동 프

로그램은 주로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재활 전문가나 의사의 지

도 하에 장애를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 과

정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나 나쁜 것으로 받

아들여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정체성 사이에 괴리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몸 프로젝트’로서의 신체 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설정한 후, 자신의 자발적 주도하에 몸

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다(Shilling, 1999).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처럼 ‘공

연예술’ 활동 등 몸을 자원으로 쓰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Rimmer(1999)는 장애인의 능동적인 주도에 의해

운동, 다이어트, 건강 행동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전용 건강관리 센터(health promotion fitness center)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예술 치

료사의 원조가 더욱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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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긍정

적으로 재의미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

여 발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인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

구참여자들은 제약의 경험, 부정적 관계의 경험을 공연 무대에서 재구성

하여 발화하는 것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최근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장애인의 부정적 경험

을 이야기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청자인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다

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2015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주최로 정

신장애인의 ‘환청∙망상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정신 장

애인들은 공포의 경험이었던 환청과 망상을 이야기하며 “병에 대해 밝히

는 것을 꺼려했던” 모습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하였다23).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험에 무지하였거나, 편견을 가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감대

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인 장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역할과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신의 가능성을 발

견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특히

중증의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이나 직업을 찾을 수 없었고 이 때

문에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은 중증의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

회 참여 활동인 동시에 유급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 안에서 중증 장애

를 가진 개인도 ‘역할’을 찾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게 되었다.

중증 장애인의 대안적 사회 참여 공간이자 직업 공간으로 문화예술 활

동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가파른 경

23)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BeMinor) (2015.11.16.) “라디오 DJ를 너무 사랑해서 시작된 ‘망

상’”. (2017.01.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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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무능력하거나, 노동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이 때 설립된 ‘민들레의 집’에서는 중증의 장애인의 미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미술 작품을 지역 사회 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6). 국내에서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2/3 정도인 39.6%에 불과

하며,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3.1%에 불과하다. 중증 뇌병

변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동시

에,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경

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긍정적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집단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장애인 집단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인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이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되는 ‘동료 상담 프로그

램’처럼 동료 장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

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국은주, 2003). 다만 장애인 집단과의 상호작용만을 강조하는 경우 비

장애인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에 대해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며 각 집단을 비판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이나 장애인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서 하나의

장애정체성의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더 필요할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 따라서 실천 현장에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인이 처해있는 환경

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입 지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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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신체장애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성별이나 장애 유형, 장

애 경중 등은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연령, 손상의 구체적인 특성, 착용

보장구 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발하지는 못했다. 특히 모든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30대였으며, 실제 신체장애인 중 지체 장애인의 비율

이 뇌병변 장애인보다 4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척수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가 없어 손상의 유형이 다른 신체장애인의

경험을 포괄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Taleporos(2002)는 몸에 대한 자존감에 있어 성별 차이가 크게 나

타난다고 보고하였으나, 성별에 차이에 의한 몸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

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주로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의 장르, 활동

형태와 성격 등의 요소와 장애정체성의 관련성을 살펴보아 연구참여자들

을 둘러싼 다른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못하

였다. 예컨대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가족, 친구의 지지, 다

른 사회적 맥락이 연구참여자의 장애정체성의 변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 탐구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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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신체장애인 당사자인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장

애인이 처해있는 맥락에 따라 장애정체성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는 가정 하에서, 공연예술 활동이라는 특수한 맥락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장애정체

성에 대한 연구들은 장애인이 처해 있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

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에 대해서만 제한

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여러 시공간에서 장애정체성

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을 탐구하고, 또한 맥

락의 성격과 장애정체성의 변화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맥락에서 장애정체성의 변화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

하면서도, 모든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 연구자들이 장애정체성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맥락과 주제들을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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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change of disability identity of

the physically disabled

participating in performance art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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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ise of ‘performance art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the 2000, various performance art

organizat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disabled. However, the

disabled wh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 activities are still simply

regarded as clients of performance art activities. Discussions on the

disabled’s cultural and art activities have also focused on efficiency

assessment on the disabled who participated in short-term art

programs and studies on the experience of the disabled wh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 activities as artists have been conducted only

recently in a very limited 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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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ly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hysically disabled

who participate in performance art activities because it was judged

that ‘perception on the impaired body’ which has not been dealt with

in the preceding studies can be dealt with in detail in the experiences

of ‘the physically disabled’ with exposed disabilities within the genres

of ‘performance art’ which utilize impaired body as a tool for ar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process of change does the identity of the disabled undergo in

performance art activitie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8 physically disabled who

have participated in performance art activities such as play, dance and

magic over 3 years. Types of the participants’ disabilities were 3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5 with cerebral palsy. Their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erformance art activities ranged widely

from 3 years to 13. Six participants belonged to theatres for the

disabled while 2 worked as freelance performance artists.

This study used the method of case study, which is the method to

research on the cases within limited time and space, because it was

judged to be suitable to explore the process of change in disability

identity of the physically disabled in special and less-known context of

‘performance art activities.’ Major source of data were recordings made

through in-depth interview(s). Scripts and essays written by the

participants, newspaper articles on the participants, interviews on the

media and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presidents of the theatres to

which participants belong were used as complementary data sourc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4 upper factors of change, 11 lower

factors of change and 31 lowest factors of change were drawn out for

the change in disability identity made by performance ar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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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n the impaired body’ included change in ‘control on the

body’ which showed the aspect of change to better operate or know

body and make efforts to change body. ‘Change in the meaning of

impairment’ changed positively or negatively while the participants are

affected by the genres of performance art in which they participate. It

turned out that the participants, who were involved in the genres

which emphasize free movements of body or use impairments as

advantages, interpreted the impairments as ‘their own colors’ while th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e genres which place importance on

formulated movements and techniques, interpreted their impairments as

‘limitations.’

Change in ‘method of responding to gazing eyes’ either showed

active aspect of change such as actively responding to the eyes of the

others in the stage or exhibited passive aspect of change by avoiding

the eyes of the others through immersion.

Upper factor ‘meaning of experience from disability’ included change

of ‘meaning of experience of limitation’, which took place through the

process of uttering the experience of limitation in the past on the

stage in the newly-composed ‘narratives.’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functional limitation experience occurred in some cases and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relationship experience occurred in

other cases. Change of ‘meaning of suppressive experience from

disability’ appeared in two aspects of change; it changed during the

process of uttering suppressive experiences in the past on the stage in

some cases and the participants overcame the memory of negative

relationship experiences in the past through the experience of

interdependence among members who were involved in the activities in

other cases.

Upper factor ‘perception on the potential of oneself with disability’

was sometimes accompanied by change of ‘attitude toward life.’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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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participants had ‘change into outspoken attitude’, some showed

the aspect of ‘becoming considerate of the others’ through cooperative

work and freelancers exhibited ‘change into proactive attitude.’ Change

in ‘perception of potential through roles’ exposed the aspect of having

‘places to go’ for the participants who were not involved in social

activities or did not go to work. Here, they came to challenge into

more roles in other genres through the help of performance art

activities or took more roles and expanded their potential within a

work. However, some lost their pride when the participation in the

performance art was not continuous. Change in ‘self-perception from

recognition of others’ exhibited the change that they could earn

recognition from colleagues, audience and family which they have

hardly obtained from other relationship in the past. In addition, it

displayed the aspect of setting a goal to earn recognition from more

people.

Upper factor ‘perception o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groups’

included the change in ‘perception on the disabled group.’ Participants

of the study who did not know well about or used to intentionally

avoid the disabled came to know the disabled while contacting the

disabled group. In addition, they came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disabled group and have group with whom they can talk about the

experience and problems of the disabled and they came to perceive

problems of individuals as common suppressive experiences. Change in

perception on the disabled group accompanies changed in perception on

the non-disabled group. Changes in the perception on the non-disabled

group were sometimes positive and other times negative. They

sometimes showed the aspect understanding and trust in non-disabled

group or the aspect of feeling of inferiority or dependency on the

non-disabled artist group.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n the two

groups was sometimes balanced but some expressed the ne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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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r change of groups they contact.

Change in disability identity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s of

performance art activities in which participants were involved.

Disability identity factor ‘change in the perception on the impaired

body’ was closely linked with whether the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the genres which place importance on the language and movements

of the artists with disabilities. ‘Change in the meaning of experience

from disability’ was linked with whether the participants can perform

their stories in person by writing plays based on their narratives. The

factor ‘perception on the potential of oneself with disability’ commonly

changed a great deal for all participants and it was linked with

whether the participants are involved in joint cooperative works with

other people and whether the organizations they belong to call together

the participants and strengthen their sense of belonging even when

there is no performance. Lastly, ‘perception o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groups’ largely depended on whether the participants are

involved in activities in the disabled group.

Keywords : disability identity, performance arts, the physically

disabled, disability art, case study, qualitative

analysis

Student Number : 2014-20255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신체장애인의 정의
	제 2 절 장애정체성
	1. 정체성 이론
	2. 장애정체성 
	3. 장애인의 몸의 인식과 관련된 정체성 이론
	(1)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구성되는 장애인의 정체성 
	(2) 몸에 대한 인식과 행위와의 연관성


	제 3 절 장애인의 공연예술
	1.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2) 국내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현황

	2. 장애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공연예술의 성격
	(1) ‘내러티브’ 장르로서의 공연예술
	(2)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 작업의 공간
	(3) 자발적 ‘몸 프로젝트’로서의 공연예술
	(4) 작품 속에서 장애를 숨기기 어려움
	(5) 무대 위에서의 새로운 상호작용


	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1.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2.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
	3. 기존 연구의 한계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접근
	1. 질적 연구 방법론
	2. 질적 사례 연구 설계
	3. 연구자의 자세

	제 2 절 연구참여자 선정
	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2. 연구참여자

	제 3 절 자료 수집 방법
	제 4 절 자료 분석
	1. 자료 분석 방법
	2.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사례 내 분석
	1. 연구참여자 A의 사례
	2. 연구참여자 B의 사례
	3. 연구참여자 C의 사례
	4. 연구참여자 D의 사례
	5. 연구참여자 E의 사례
	6. 연구참여자 F의 사례
	7. 연구참여자 G의 사례
	8. 연구참여자 H의 사례

	제 2 절 사례 간 분석
	1.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2.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3.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4.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제 3 절 논의
	1.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
	2. 참여하는 활동 형태에 따른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2. 실천적 함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 연구의 한계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3
제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신체장애인의 정의 7
 제 2 절 장애정체성 7
  1. 정체성 이론 7
  2. 장애정체성  10
  3. 장애인의 몸의 인식과 관련된 정체성 이론 20
      (1)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구성되는 장애인의 정체성  21
      (2) 몸에 대한 인식과 행위와의 연관성 22
 제 3 절 장애인의 공연예술 26
  1.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26
      (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26
      (2) 국내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현황 27
  2. 장애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공연예술의 성격 29
      (1) ‘내러티브’ 장르로서의 공연예술 29
      (2)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 작업의 공간 30
      (3) 자발적 ‘몸 프로젝트’로서의 공연예술 31
      (4) 작품 속에서 장애를 숨기기 어려움 32
      (5) 무대 위에서의 새로운 상호작용 34
 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37
  1.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37
  2.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험 40
  3. 기존 연구의 한계 42
제 3 장 연구방법 43
 제 1 절 연구 접근 43
  1. 질적 연구 방법론 43
  2. 질적 사례 연구 설계 44
  3. 연구자의 자세 45
 제 2 절 연구참여자 선정 46
  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46
  2. 연구참여자 47
 제 3 절 자료 수집 방법 49
 제 4 절 자료 분석 51
  1. 자료 분석 방법 51
  2.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52
제 4 장 연구결과 53
 제 1 절 사례 내 분석 53
  1. 연구참여자 A의 사례 53
  2. 연구참여자 B의 사례 57
  3. 연구참여자 C의 사례 60
  4. 연구참여자 D의 사례 64
  5. 연구참여자 E의 사례 67
  6. 연구참여자 F의 사례 69
  7. 연구참여자 G의 사례 72
  8. 연구참여자 H의 사례 76
 제 2 절 사례 간 분석 79
  1.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 81
  2. 장애로 인한 경험의 의미 91
  3. 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97
  4. 장애인․비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113
 제 3 절 논의 128
  1.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 128
  2. 참여하는 활동 형태에 따른 장애정체성의 변화 과정 147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5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51
 제 2 절 연구의 함의 155
  1. 이론적 함의 155
  2. 실천적 함의  157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60
  1. 연구의 한계 160
  2. 제언 161
참고문헌 162
Abstract 17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