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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비명적 

유산에 대한 재고: 샘 셰퍼드 초기 단막막n 

대한 사실주의적 해석의 가능정 

이 갱진 

(서올대) 

제혈드 윌스(Gerald Wealesl는 반쯤은 상난스럽게 셰퍼드 초기작을 읽는 

사신융 -한때 번성했던 문영의 폐히들 뒤지는 고고학자~(an a l'chaeologist, 

digging among the ruins of a once-thriving civili7.ation)1l어| 비유한다 

그는 셰머드의 초기 단막극틀이 대부분 공연용으로서의 생명력윤 잃어비였으 

므로‘ 그 작잠틀의 가치을 60년대 뉴욕의 전위 예술계에 대한 사료로서의 가 

치에서 잦아야 된다고 본다 작가인 셰퍼드 본인도 이 시끼 자신의 작푼들에 

대한 이절강올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자신에께초차 .형제가 흐릿한 유 

1) Gerald WcaJes. ~Ar‘’ racts: The Ea rly Plays Retonsidered". Rerea띠'ng $llIn 
Shepard. ed 냐onard Wi1cox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3), 19 하지 

만 윈스는 이 논문에서도 논하는 Red Cross안은 예외썩으로 여션히 헌재에또 공 
연천 안한 가=<1가 있는 뷔이난 작품으로 명가한다 그러데 그런 높은 병가의 근거 
가 흥미로운데 이 작용째 틀써있는 주요한 옥액등이 그 자째로 애우의 뛰이난 언 
7\{perforrrumce)의 마당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그는 이 독백틀간의 극적관계힐 
따젠 일요가 없다고 보여 순전히 이 작풍의 성취는 이 독념적인 독백’(set piece) 

등의 깨별적 성취라고까지 주장한다 휠즈의 를온 이 논문이 비판석으로 검토하려 
고 하는 안-드랴마진 연극성이라는 비명논리잡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혜이며， 이 
번 이명논리가 여전히 씨병의 장에서 긍진죄인 자리신정(self -positioni ng)옹 몽해 

호소쩍옹 앙휘하고 있다는 것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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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Oimsy ghost)과도 같은 그 작풍들에 접근하려는 독자틀에게 그 작풍들이 

생산된 구체적인 문화적 액락에 대한 이혜를 갖출 것옹 요청한다 2) 이련 주 

문에 따라 셰퍼타 관련을 맺은. 요프-오프-브로드웨이의 다i양한 대안척 

샘공간의 특정적인 미학적 경향이 셰퍼드 초기작에 미친 영향을 추적tf는 

최근의 한 연구J)가 주목을 끌긴 하지만. 대체로 셰머드의 초기 단믹h극은 위 

의 언급들이 잘 예시해주고 있듯 공연계의 관싱에서도 벗어나 있고， 더 이상 

진지한 바명적 관심의 대상도 아닌 실정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현재 시정에서도 셰퍼드 초기작의 성취에 대해서 제한석 

으로나마 달리 평가할 근거가 없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 초기작에 대한 진 

지한 재검토가 비평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혼히 생각 

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현재에도 셰머드 작품의 해석에 동원되는 비명적 개 

녕들과 그 저변의 핵심적인 비명적 아이디어들은 단믹닥을 비롯한 셰퍼드의 

초기작품들을 용호하고， 설영하는 과갱에서 나왔기에 그 개념들과 논리의 적 

설성융 셰퍼드 초기작의 재갱토를 용해서 따져를 멸요가 있는 것이다. 

셰퍼드에 대한 ~I명에서 해심적 질문은 소위 ‘ 7택삼부작‘ (Fami ly 

Tri l ogy)4 )올 쓰면서부터 초기의 실험적 양식을 포기하고. 사실주의적 양식으 

2) "Today, I don’t see how these plays mðke any real sense unless they’re pUl 
inlo perspectìve wÎth that time -, Sam Shepnrd. I.ntroduction t.o The Unseen 
H8Jld and Other ploys (New York: Bant.am, 1986), Ì>; - X 

3) Stephen J. Boltoms. "Shepard and orf-Off-Broadway ‘ the Unseen Hand of 

ηleater Genesis' ,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8m Shepord, ed 
Matlew Roudane (Cambridge: Cambridge U Press. 2002) , 34-63 셰페드 작 

용에 나타냐는 다양한 문화객 영향에 대한 연구는 셰퍼드 연구의 주된 경향이긴 
하다 하지만 대개 이런 연구들은 대충문회용 비롯한 다양한 문화객 영향틀용 욕 
장적으로 결합한 셰퍼드의 창조성에 강조정융 푼다 반연 "1험스의 연구는 셰퍼드 

가 극작 초기에 자신의 작품올 추로 상연한 지네시스(Genesis) 극장이라는 구체적 
인 응징적 조건과 그 공간예서 교류한 다른 작가틀의 기법틀이 셰퍼드 초기 작픔 

의 앵성에 상당한 규갱력융 행사했다는 것융 성충격으로 중영해 보여준다 이떻듯 
그의 영향연구는 여타 연구와는 달리 다소간 셰머드의 천재적 독창성에 대한 당신 

"1화용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함 만하다 
4) 셰에드의 가족상부작은 The Curse of the Starving C1ass(J976)를 펼두로 플리 

처상융 수상한 Buried Chi ld(J97에 True Wesl(980)블 일얻는다 이 세 작용은 
요두 사실주의적 행식을 띠고 있으여 주제적으로도 미국회콕사의 가장 중심척인 



60년대 이방기르드 연극 운동의 비명적 유신때 대한 재고 45 

로 기우는 문제적인 성격의 연화에 대한 해명이라 할 것인데. 대개 그런 변 

회는 보수화되어기는 문회풍토에서의 척웅노력으로 설영되어진다. 사실주의 

는 그 자체로 용호되어지는 법이 없고， 더 많은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한 일 

종의 전략적 선택으로 연호되어지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이토록 견고한 반

시실주의적 비명 패러다임이 확립되는 데 가족삼부작 이전의 셰퍼드의 작풍 

들이 주요한 전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형식적 혁신자로서의 셰퍼드의 명 

성을 확립시겨준 셰퍼드의 이전 시기 작풍을은 60년대 미국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미학과 동초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 셰퍼드에 대한 열렬한 용효 

자들은 셰퍼드의 작풍이 아방가르드 극단이 추구한 쩌포언스’를 구현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곧 설명하겠지만， 이련 해석은 당시의 지적. 문화적 용토에서 

는 최고의 상찬이라 하겠지만‘ 그 말의 일반적인 용혜를 생각합 때 극작가의 

희콕작풍올 두펴 하는 명가로는 선뭇 납득이 되지 않는다， 퍼포먼스(상연) 

는 드E빼텍스트)와 대립되는 개념인 것이다. 이렇듯 셰퍼드의 작댐 대한 

명가와 그에 대한 전체적인 비명적 서사는 사실주의 이전의. 소위 실험적인 

시끼의 작풍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련 비명적 입 

장에서 셰퍼드의 초기직틀은 무엿보다도 아방가르드 연극운동의 개념들에 근 

거해 지지를 받기에. 그에 대한 개괄적인 이혜를 강출 띨요가 있다 

미국의 아방가르드 연극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 논문의 범위를 크 

게 넘어서기에， 여기서는 급진적인 정치적 합의를 띠는 퍼포먼스라는 개녕이 

부상하게 되는 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만 설영의 범위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이 급진적인 예술운동은 주로 뉴욕의 오프-오프-브로드웨이를 지역적 

근거로 해서 퍼포먼스-지향적인’(peñor뼈nce-oriented) 배우중심의 극단틀 

이 주도한 비대중적인 예술운동이었지만. 60년대 반문화 운동올 선도했고 그 

핵심적인 총동을 집약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중요성올 띤다 이 

운동을 주도한 리벙 씨어터(π1e Living T↑leater)나 며포먼스 그횡The 

전용이라 항 가촉 옐라드라마어l 속한다 그의 이번 전용으로의 회귀가 추휴 연극 

계의 열혈한 지지플 얻어냈디는 것은 월리쳐 상의 수상이 단적으로 말해주는 Hf이 
다 작용영 뒤의 관호 안의 숫자는 작품의 죄흐 공연 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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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Group) 같은 극단들은 전용적인 좌파 예술의 노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예술의 정치성을 추구했다 제랄드 그라프 

(GerBI Graff)가 말하듯이， 60년대 반문화 운동은 새로운 예술적 강수성의 

형성을 가져왔는데‘ 그 요체는 사실주의에 대한 반감이라 하겠다 5) 주지하다 

시피 반문화운동을 추통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합리성과 객관성감은 전통적 

인 서구 문영의 가치들이 억압과 지배의 기계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대 가 

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육체와 감각. 욕망과 상상력이 해방의 가치를 

대변하게 된 것이다 ‘현실원칙에 대한 쾌락원척의 우위’가 강조되는 이런 상 

황 속에서 미적 체험은 여러 인간석 활동 중에서도 각별히 해방적 가치를 부 

여받게 되었는데， 예술에 내장된 초월적 기능이 부각된 것이다 반연에 현실 

의 객관직 재현을 추구하는 사실주의적 예술은 극복의 대%에 되었다 예술 

은 단순히 타락하고， 억압적인 현실의 기록이어서는 안 되고 해방펀 현실의 

창조를 도모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현실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부상한 것이다， 

이런 예술관의 변화 속에서 전위’에 섰던 것이 공연예술이었다 61 

예술에 대한 이련 새로운 생각들올 실현햄1 있어 공연예술의 상대적 잇정 

은 두드러진다 대개의 문학장르는 과거시제를 채택하며， 인과관계를 비롯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논리적인 구성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반연. 공연예 

5) Gerald Graff. Lileralure Against ItseJr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79), 특히 Ch, l ~Cuhure， Criticism, and Unreality~2f Ch.3 "The Politics of 
Anti -Re8Iism~올 보라 

6) ’The Living Theater의 대표작의 제쪽인 Porodise No.{I969)는 낙관적 이상주의 

라고 할‘ 이련 시대정신을 단적으로 요약해주는 구호쳐협 들린다 베트남전에 관 

한 F, C, Coppola의 유영한 영화 제목인 Apocalypse No씨79)는 이 제목에 대한 
너무나도 용협한 때려다이다 플론 그 용렬한 울링은 60년대의 이상주의가 급속하 

게 배반당한 역사적 경혐의 환기로부터 온다. 한연 이국 아방가르도 운동에 대한 

비평직 개설서로는 개별 공연에 대한 사려깅고 균형잡힌 명가활 당고 있는 다옹 책 
이 단연 으뜸이다 C, W,E, Bigsby, 끼 CriticllJ Introductiol1 &0 7'wentieth-CentuI'Y 
American Drama: 1/01, 3 Beyond 8roadwoy (New York: Crunbridge Un iversity 

Press, 1985) 빌리지 보이스(The ViJlage Voice)의 연극비앵가였던 다음 저자의 

책은 주요한 공연에 관한 비펑과 기사‘ 인터뷰 및 선언문올 모아놓은 이 운동에 
관한 중요한 자료집의 역할읍 한다 Ar‘hur Sainer. The Ne ß' R뼈CßI Theater 
Notebook (New York: Applause Book‘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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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현재성(present)과 현생(presence)으로 특정지워지여. 우연적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해 항시 변화의 가농성에 열려 있는 것이다 7) 그래서 연극은 60년 

대 반문화 운동과 연관된 여러 예술운동의 규준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미술에서 일어난 변화는 한마디로 공연적(perforn영tive) 요소의 도입으 

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8) 심지어 문*'11서도 창작 행위’ 자체의 형성적 요 

소즐 강조하는 비명논리가 풍장하기에 이르렀다 9’ 이련 해방적 연극성이란 관 
녕의 부성은 극적인 의미수정율 겪은 퍼포먼스란 개념의 출현에 단적으로 나타 

난다 퍼포먼스는 워낙에는 희곡작풍을 무대해staging)한다는 의미였지만. 연 

극성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이론척 탑구가 진행되면서 연극의 운학 

적 요소를 해체하는 다‘엄r 며학적 실험을 뭇송}게 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미 

국 이빵가르드 극단이 퍼포먼스-지향적이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이 왜 동어반복 

이 아닌지 이제 분명해졌을 것이다， 이들 。뼈가뜨 극단의 마학적 실험에 대 

한 자세한 내용 역시 이 논문의 범위틀 넘어서지만， 연극의 모든 차원에서 희 

콕 작품의 충실한 해석과 재연을 의도히는， 스타니슬랍스키가 확립한 근대 자 

연주의 연극의 관습들이 체계적으효 부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초기 생 셰퍼드는 이런 반-자연주의적 행식 실형용 대표하는 극작가로 알 

7) Derrida가 Anaud의 잔혹극{The TheaLer of Cruelty) 이롱을 바탕으로 재현 

(πpresent.a t i on)에 판한 풍념적인 생각을 해쩨하고자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he Theater of Cruelty and the Closure of Representation’. ‘VrWng 

IJnd Difference, (r8nS 씨.0 Bass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7Bl. 
232- 250 

8) 퍼포먼스 아트(peκ'ormance 8ft)가 성핍되는 데 주도적인 역합융 한 Alan Kaprow가 

대표쩌인 경우라 합 것이다 원래 추상미술가로 출발한 그는 스스로 혜프닝(Happening) 
이라 영영한 일련의 작업을 용해 미술에 시간성과 즉흥성， 관책의 참여같은 연극적 요 
소블 도잉했다 A11an Kaprow, Art 8S Jife, ed 압a 빠!yer-Hermann et al. (1.05 

Angeles: Getty Research lnstitute. 2뼈，). 한연 전용적인 모01니증 진영에서는 이런 

마슐의 연극화를 미슐의 독자성과 자융성애 대한 심각한 도전으효 받아틀여졌다 이런 
반용올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니얼리즙의 연극성을 바랜}는 Michael Ftied의 유 
명한 • Arl and Objectho여란 글이다 Art and Objecthα>d: Esst1ys a.nd Reviews 

(α니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49-172. 

9) Richard Poi ri er , Performing Self (New York: Oxford Umv Press. 1971) 특 
히‘ Robert Frost와 Henry James, Normal Mailer틀 논하는 Ch.2 'Peκ。rm.mg

Sel(블 보랴‘ 



48 이정진 

려져 있다 공연에 우선하는 독립적이고 우월한 문학적 희곡 작품에 대한 

이흔적 공칙으로 인해 ‘창조자 (author)모서의 독점적 ‘권우r(authority}플 지 

닌 극작가의 지위 자체가 문제시되긴 했지만10’， 생 셰패드는 아방가르드 연 

극운동과 미학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는 작가로 인식되었다 그만큼 생 셰퍼 

드의 작품은 새홉고 낯설게 보였던 것이여. 실제로 이전의 소위 문학적인 희 

콕작풍과 다르기도 했다 예컨대. 셰퍼드의 초기 작풍， 특히 초기 단악극의 

인풀틀은 끄갱된 정체성올 갖지 않은 채 극이 진행되는 중에 계속해서 역할 

틀을 바꿔가여 연기(perform)하는데. 리차드 길만(Richard GiJman)같은 명 

흔71을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인불과 예상커 어려운 극적 진행에서 아방시르 

드 연극의 강한 영향올 임어내기도 했다 11) 셰퍼드의 초71 작용들은 인붙이 

나 플롯같은 전흥적인 극적 요소들의 해쳐l와 더불어 강혈한 연극성으로도 주 

목방았다 판객과 배우 모두가 참여송}는 쳐l협으로서의 예울을 창조하고자 했 

딘 。뼈가르드 연극운동의 추구는 벼서구의 여러 집단적 져|의애 대한 당구로 

이어졌는데. 이련 새로운 연극적 모텔에서 시청각의 강각적 요소들은 부쩍 

강조되었다 셰머드 또한 이런 띠학적 노선에 크게 자극융 받았다 하겠다. 

그의 작용에서는 강렬한 이미지가 무대에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동시에 언어 

흘 롱해 재차 환기되면서 여러 차원에서 반향된다. 또 셰퍼드의 언어는 일상 

어에 기반을 두되. 그 음악적 특성이 강조되는 방식g로 활용되연서 .주운’ 

Ci n∞ntation)과도 같은 특성올 얻는다‘ 

하시안 이 글은 위에 언급한 셰퍼드 초기작의 전위적 특질들에 대해서 사 

실주의척 해석올 제시하.:ï1Ar 한다. 셰머드는 아뺑르드 연극운동의 미학적 

실험에서 큰 영향올 받았지만， 퍼포먼스 이념이라 부룰 수 있올 연극성의 강 

10) 이 시기 극작가에 대한 새로운 R엘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대， 아망가르드 극단의 
연슐용 깎판하여 공동창작의 생려지이싸 얘개자로 스스로훌 자리얘겁한 The Open 
Theater의 Mcgan Terry냐 Jean CI뻐de Van ltal1ie가 이런 새로용 경향a. 대R 

한다 
11) Richard Gilman. InLr여uclion to $even Plays (New York: BanUl m Books , 

1981), xvij 실제로 생 셰피드는 오은 씨어터(0야n Theater)의 연습을 'f추 장관 

했고. 복히 R픈 씨어터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초생 셰이킨과는 오랜 기간 각별한 
교우관껴설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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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자체에서 예술의 정치성을 찾고자 했던 이 운동의 핵심적인 태도에는 거 

리를 두었다고 보여진다. 차라리 그의 작풍들은 아방가르드적인 미학을 활용 

뼈 현실에사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변화를 형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물론 이 시기 셰퍼드의 작품을 두고 본격적인 사실주의적 태도를 구현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 셰퍼드의 작품은 %땅한 청도로 연극적 

효과 그 자체에 경도되기도 해서. 현실에 대한 명확한 비판적 관점을 구성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작웹서 거듭해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 

이 세계 자체의 연극화라는 문제적 현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갑지되지 않나 

싶다 이런 셰퍼드의 진면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연극성의 찬뺑| 

기반한 비명논리들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셰퍼드의 단악극 중에서 대표작 

2연을 골라 톰용한 작품분석올 수행하Jl;<f 히는데. 이런 작업은 셰퍼드에 대 

한 지배적인 ul평논리에 대한 재검토의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 

O:> wbqv #.\'(1967)는 셰퍼드의 최초 공연작인 O:>wboy(1964)를 거의 그대 

로 복원했다고 알려진 작풍인데12) ‘ 셰퍼드의 이후 작용써 지주 반복되는 

특정적인 극적 착상과 기법틀을 비교적 단순한 행태표 당고 있어서 초창기 

셰머드에 대한 논의에서 거의 빼지지 않고 퉁장히는 작품이다 연극이 시작 

하면 텅 빈 무대에 똑같은 검은색 카우보이 의상올 입은 두 남자가 낌빡거리 

는 노란 둥을 달고 있는 흉질받칭대(sawhorse)의 양면에 앉아 줍고 있다 최 

소화한 무대장치에 인물들의 이런 기하학적인 배치가 더해진 추상적인 미장 

샌은 부조리극의 전통올 연상시키지만‘ 한연 음향효과， 즉 건설현조k을 연상 

시키는 탑과 앙지소리는 현실의 존재를 7，{하게 환기시킨다 이 단속적인 연 

장 소리는 연극 내내 주지적으로 들라는 귀뚜라미(cricketl 소리와 대비되어 

분명과 자연 혹은 도시와 시골간의 대립이라는 (여러 충위에서 반복될) 이 

12) 최초 공연작의 원고를 잃어버리고 다시 쓰재 원 경위는 Theawr QuarterJy，의 펀 

집자들파 행한 셰퍼드의 가장 유명한 인터뷰에 담겨 있다 Kenneth Chubb and 
the editors of Theater QuarterJy. -Meltiphors. Mnd dogs and Old 1'ime 
Cowboys: Interview with Sam Shepard-. AmerÎcan Dream. ed. Bonnie 
Marranca (New York: PAJ Publications, 198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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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의 지배적 모티프를 예고하고 있다 요컨대 이 작풍은 많은 비명가들의 

의견괴는 달리 현실의 존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데. 그 정은 일단 무대 차 

원에서 확인되고있다 

연극은 기본적으로 두 인물의 ’역할 놀이’(role-playing game)로 채워진 

다， 졸던 우 남자 스튀Stu)와 셋(Chet)은 무대 밖 인물의 ‘비가 융 것 갇 

。r(I t’s going to rain)13)란 말을 신호삼아 비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구픔올 한번 보고 오라는 스튜의 제안에 옛은 무대 앞쪽{donwstage)으로 나 

7f. 근대 자연주의 연극의 지배적인 무대관습이라 할 껴| 번째 벽’ 너머로 책 
석쪽을 향혜 가상의 구름을 살핀다 (이후에도 객석쪽은 여러 가상의 공간으 

로 바뀌어가며 인물들의 ‘연기’에 통원된다) 이때 옛은 즉흥적으로 노인 흉 

내를 내는데. 셋이 무대 뒤쪽으로 툴아오연 이번에는 스투가 무대 앞쪽으로 

가서 역시 비에 관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이어가며 노인 흉내블 낸다 툴의 

노인 흉내내기는 정쟁척인 성격을 띠어. 무대 뒤쪽{upstage)에 납은 사량은 

무대 앞쪽에서 연기하는 경쟁자의 즉흥극이 흥미롭지 뭇하면 마치 리혀설 중 

의 연출자처럼 상대방의 연기를 멈추기도 한다. 린다 하트가 지적했듯이 이 

쳐럽 무대의 앞. 뒤를 나누어 각각 연기와 관람공간으로 구획한 것은 이 작 

용을 자기 반영척인 에타연극으로 볼 수 있는 측연이라 하겠다.14 ) 두 인물은 

상대방올 관객으로 더 오래 붙들어두기 위해 갑자기 땐손에조(calisthenic)훌 

시작한다꺼냐 해서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기도 하고‘ 기이하고 독특한 개인적 

체험올 과정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이 작풍은 두 인툴 충 하나가 특정한 상황올 상상해서 연기를 시작하고， 

상대방도 그 상흥에 참여해서 연기함으로써 발엄f 양상용 띠게 된다 우선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련 극의 진행에서 ‘연신’(transforrr뻐tion)이라는 

오은 씨어터의 연기혼련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변신’은 간단히 딸}연 즉흉 

극 상뺑서 한 매우가 아무런 예고 없이 다른 극적상횡올 상싱해 연기하기 

13) sam Sbepard. Co lfboy #2. The Unseen H8nd 8nd Other PI8ys (New York 
Bantam Books. 1986). W. 

14 ) Lynda Han. Sam She얘rds Meα'phoricaJ Stage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7)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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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연 상대방 배우들도 새로이 바뀐 상황11 맞추어 연기하는 훈련이 

다 15) 이 훈련은 처음에는 줍더 도전적인 즉흥극 훈련으로 고안되었지만， 이 

연융을 구성원칙으로 삼은 작용들이 오은 씨어터에서 만들어지연서 근대 자 

연주의 연극 전동의 핵심칙인 전제들을 해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가능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셰크너는 같은 배우들이 여러 역할들을 번갈아 연기하 

연서 베트남전과 관련된 여러 상S뚫을 극화한 “'et FIOCk익 성과를 깨우

인울간 연관이 사라지연서 각 장연의 액션이 보다 분명해졌다"(The Action 

of the scene becomes much c1 earer because of tbe breakdown in Lhe 

actor -character relationship)lGl고 명했다 이 밖에도 셰크나는 이 훈련에 

서 비롯한 극작법이 대안적 극적원리로서 갖는 혁신적인 항의를 연극 계작의 

여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171 근대극의 목표가 배우가 한 인-환u 블임하 

여 연기함으로써 관객들 또한 그 인물에 공감，;h게 하는 것이었다연 ‘변신’은 

그런 대전세를 수껑합으로써 여러 방향으로의 새로운 미학적 혁신의 가능성 

플열어준것이었다 

셰크너는 그 중 하나로 “et RockOl 달성한 서사극{epic theater)적 7 1능 

성 즉 판객틀이 인울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연극이 국가적 규 

포의 사건죠차도 개괄할 수 있게 된 가능성올 강조하지만‘ 보니 마방카 

(Bonnie Marranca)같은 비평가는 ‘변신’에서 유래한 듯한 새로운 유형의 인 

울이 보여주는 창조직 환력에 주목한다 이전의 인물이 하나의 역할 곧 하 

나의 현실에 갇혀 있있다연. 여러 역할을 연기하는’(perfornting) 이 새로운 

15) 연신 기엉에 대해서는 The Open TheaLer의 초기역사와 그 연기연습융 기록한 
다응의 책을 보라 Roben Posoll i. A Book 011 (he Open ηheOler (Indillnap이 is 
Bobbs-Merrill . 1970) 

16) Richnrd Schechner. InLrαluct ion tO Four PJlJys b.r Megal1 Ter.ζ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1966) , 12 

1ï) 셰크니가 득히 강조하는 것은 인과판계에 근꺼하는 플옷과 마르게 장맨 간 판계 

설 구축할 수 있는 가능갱이다 lr t.he 8ctor nO longer hl1S LO make 
naturalistic connectives between scenes, the ploywrigbt, to。‘ con Jump 
from situation ‘o situation strucLuring his play 00 lhe pr앵Tession of 
action - bl아5 rather t.han 00 motivntionally connected sequences. .. . Thc 
new nction bJocs can relaω tO each other in prc- Iogical ways •. ibid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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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은 상샘으로 새로운 현실들을 창조한다는 젓이다 181 마령9r는 셰퍼드 

가 창조한 인물들에게서 그 자신 배 우로서의 인물’(character as performer) 

이라고 영명한 이 새로운 인물유형의 미국적 전형올 발견한다 

ul령?까주정융}는 창조적 역할놀이는 피란텔뢰lιi밍 Plrand잉10)의 작풍올모델 

로 호봐 피란젤로의 작량”서 인울들은 역할놀이라는 예술적 ‘공연’(perfoπl8Ilce) 

을 통해 ‘띠적인 X에의 연신."(aesthetic transforrnation of se!JÎ 191 가능성올 탑구 

한다는 것이다. 마링카는 어빙 고프만〈암찌ng Goff뼈n) 같은 사회학자들이 주목하 

는， 일%에서의 다%빵 역할수행이 기존의 문화적 규볍에 따라 개인을 사회에 동화 

시기는 것과는 달러 피란펠로의 예술적 역할놀이는 억압적인 사회에 저헝해 개인이 

개인펌을 실현하는 수판이라고 본다， 이런 띠란델로의 극은자주 메타연극의 형태를 

띠판'lI. D뺨논 이런 "r71반영성이 현실의 연극적 속상을 폭로하고 역할과 "1<>1.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지워 버림으로써 자이와 현실의 예술적 채창조 가능성을 모색 

하기위힘이라고본다 

옛과 스투의 역향놀이에서 정자 환상과 현실의 정계가 모호해진다는 정에 

서 COwboy #2는 여러 모로 피란델로적 모텔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햇과 스 

투는 따치 ‘변신’ 훈련에서처럼 대홍수 장연과 흙은 계곡에서 인디언올 상대 

로 한 전투 장연읍 중간에 아무런 휴지없이 연이어 즉흥적으로 연기한 후 명 

상시의 자아로 톨아온 듯 하다 그때까지 두 인물은 연기할 때 서로를 벨 

(Mel)과 클랩(Clem)이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 

냉으로써 연기하지 않을 때와 명백하게 구분되었는데， ‘변신’ 훈련 이후에는 

서로를 원래 이름으로 부르고 목소리도 보통으로 톨아왔지만 연기 중에 설정 

한상황이싹된다 

(피옛l는 {울올 암는 시늄올 하기 위해서] 모X념 기울인 후에 그 오자흘 

조심스럽게 무대 뒤쪽으로 옮긴다 그는 풀올 스투에 얼올에 뿌린다 스튜는 

18) Bonn.ie Marranc8, ~AJphabetica l Shepnrd: The Play of Words~ 셔merJC8n 

Dream, ed. Bonnie Marranc8 , 14 
19) Bonnie Marrancι Theor,er 따'itin.양 (New York: PAJ Pubücations. 199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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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 일어선다 그들은 명상시 목소리로 밀한다.J 

스투 뭐 하는 짓이얘/ 옛 널 그러니까， 널 시원하게 해 주려고 했지 

스투‘ 고마워/ 셋 응‘ 

스투 근데그힐멸요없었어/셋 아~ 

스투’ 이미 시원해.1 셋 아~ 
스투 어쨌거나 고마워 / 옛 워 괜찮아 201 

셋은 무대 앞을 흐르는 가상의 깅에서 활을 떠와 무대 뒤쪽에 있는. 따라 

서 연기에서 벗어난 스투에게 쏟는 시늄올 하는데. 스투는 마치 진찌 물을 

끼얹은 듯 안웅하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연기할 때와 연기6μ1 않올 때의 구 

분이 모호해지고. 연기하는 역할과 원래 정체성Af이의 정계도 흐려진다 사 

실 극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면서는 원래 스투와 갯으로 퉁장했던 두 인물 

의 실재성도 흐려진다. 애초에 그틀은 젊다는 것알고는 아무런 개인적 정보 

도 추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충분히 개별화되지 않은 성칙은 양자간에 구분 

되지 않은 흘개성적인 그들의 무대의상이 챔게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그 

렇다고 역할놀이가 진행되연서 그들에 대한 개인적 정보가 느는 것도 아니 

다 이 작풍의 인물들은 선새l퍼밍)가 없는 인물틀로서. 길만이 Waiting for 

Godot의 인물틀에 대해 일한 것처럽 연극이 시작하연서 연극으로부터 생성 

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211 그들은 그들이 연기하는 역할 이외에 다른 

사실적 시아를 가졌다고 브기 힘든 것이다 이런 정올 틀어 린다 하트는 셰 

퍼드의 작품이 피란델로의 작웹 비해서도 머1Ef-연극적 속성이 더 첼저해졌 

다고온나. 

r카우보이 #2J의 빈약한 내려티브는 관객틀에게 무대애서 벌어지는 일올 

념어서는 세계를 시시하지 않는다 이렇등 세계가 요사되어지고， 그 안에서 

의 행동융 지시힘이 없이 연기틀 궁극적 현실로 제시함으로씨‘ 셰퍼드의 희 

곡윤 세계와 무대에 공용되는 비유척 현실융 강조하윤 젓이여， 희곡의 허구 

20) Shepord‘ Co wboy #2, 149 
21) Ricbard Gilman , ηe Making of Modem drtJ/TJ8: A Study of Buchne，κ Jbsen 

SUilJdberg, Chek.hov. Pirand.θ"'0. Brec:bl, Beckett, H8ndke (New York 

Farror‘ Straus and Giroux , 1974)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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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artifice)에 주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작풍은 모방올 그 주셰로 취하는 

데 그리하여 거의 순수한 메타씨어터의 예가 된다 22) 

하지만 이 극의 결말은 이 극의 전체 구도에 대한 이런 식의 간영한 요약 

을 불허하는 측띤이 있다. 이 작풍의 마지박 장면에서 햇은 뜨거운 햇살 속 

에서 그들을 노리는 독수리를 피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스투을 그늘이 있 

는 안식처로 데려가려고 고투한다 이 상횡이 실채인지 상상인지 더 이상 구 

분이 안 되는 가운데 옛은 더 이상 대꾸가 없는 스투를 데리고 (가상의 강과 

인디언 습격의 배경응， 또 노인흉내 동) 앞에서 나온 연기의 여러 설정틀을 

분주히 와며 혼자서 연기한다， 이때 햄에서 남자 1, 2가 대본을 들고 동 

장해서. ‘연극의 처음부터 시작해 대본올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으면서"(read 

from the script.s in monotone , starting from t he beginning of the 

play)23) 연극은 끝난다 이 대목의 상징적 의미가 영료한 것은 아니지만， 무 

대 밖 현실과 연극적 환상이 병치되고 있는 것은 분땅하다 이런 결말이 이 

작풍을 외부현실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메타연극의 예로 제시하려는 하트외 

해석구도에는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 결말 부분에 

서 이 두 남자의 출현 대신 이전 모티프들의 교차 재둥장을 더 강조하며. 이 

결딸을 피란델로의 Sα Characters in Se，α'Ch of Author5끽 결말과 견준 

다 24) "1랑카의 경우에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남자 

보다 햇과 스투의 형상화가 더 진전되었다는 짐올 들어 대본을 읽는 행위에 

대한 연기(performance)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25) 하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자 하는 것은 두 남자의 출현이 스투와 셋의 곤경과 병치된다는 정이다 

하트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두 남자는 무대에 출현하기 전에 목소리 

22) H' rL, 25 
23) Shepard, CCwooy #2, 153 
24) ‘As ihe sound of car horns. screamìng Indians. and galloping horses bui lds 

in volume and blends to the end of the play. we may we l.l exclaim witb 
Pirandello’s manager. Pretense? Rea1ity? To hell with it 띠W. Hort. 30 

25) Bonnìe Marranca. American Pls)'wrighls: A Critical Survlξy (New York 
Drama Publishing Service, 198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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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저 등4녕}는데， 그 물이 나누는 빈곤한 도시생훨에 대한 일상적 대화가 

아침식사에 대한 셋의 긴 시적 독액과 영치되고 있다. 셋의 독액은 이런 강 

력한 현실의 환기에 대해 퍼포먼스를 풍한 도피의 시도로 볼 수 있을 듯 싶 

다. 그리고 셋의 절박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스투의 마비가 지속되는 이 

작풍의 절말은 그 시도의 실때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작풍은 현실과 환상의 뚜렷한 대비를 홍해 끝나고 있는데. 이펀 결 

말은 여러 행'òf(혹운 현셀이 경쟁하는 전형적인 피란델로적 절말과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한면 두 인물의 퍼포먼스를 두고 현실에 대한 예술적 저항이 

라고 올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셋의 독액에 앞서 나오는 스투의 긴 독백 

은， 도시에서 관상용으로 소비되어지는 공작새와 거북이가 야기;;f는 부패와 

마비의 기이한 묵시록적 이미지의 연쇄를 당고 있다 26) 생태 의식이 주요한 

비명적 기준으로 부λ맹}는 이즈음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목은 전연적 

인 탈자연화 과정의 진행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식을 당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마비와 부패의 이미지가 스투 자신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스투의 마비는 인디언과의 전투를 상상하는 장연에서 부 

상을 향}는 것에서도 이미 예고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작웹서 인윤틀 

의 머포먼스는 강상적이고 무력한 환상의 의해서 촉발되어지는 연이 있다 

울론 이 인물들을 융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마찬가지로 마 

랑카가 보듯이 퍼포먼스의 창조적인 혹은 현실초월적인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 인불들로 보는 것 또한 무리라 하겠다 

사실 마랑카가 피란델로의 인물들올 평가하는 기준을 셰머드의 인물들에게 

적용해 보자연. 그들은 피란델로가 보여주는 최상의 창조적 가능성을 구현하 

고 있는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자라리 그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다음의 인물 

26) -Then t.he turtles die and the wllter SLarts smelling from dead turtles and 
rotten stems and stimy wster, Pens f비 I of sheep and lambs , Chickens 
c∞ps wi th chicken-do hanging În the wire. The chkkens walk all Qver it 
and through it 끼leir feet rot (lfter a while from wa1king in their Qwn 
crap 50 much. They St8r eating it after a while. and it gets inside them 
l1nd Înfec ts tbei r thront and their livers. ~ Shepard . Cowbγ #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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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더 가깝지 않나 한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오로지 일련 

의 가면만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의 내용만을 그 정보적 측연만을 실행하는 

의식없는 연기"f"(the non ∞nscious performer who has 110 S빙f - knowldege 

。nly a reper toire of rnasks , he acts out the content of the social 1'010, its 

informational aspectS)?71에 7까댄 것이다 사실 마랑카 본인도 셰퍼드의 인 

물들의 (예슐적) 자의식 부촉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281 ， 이런 특정은 마랑 

카에게 되려 셰퍼드 인물들의 자유와 연관되어진다 셰며드의 인물들은 자신 

의 감정과 몽의 변화와 주변환경에 대해서 솔직한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자의식에서 자유로운 인물들의 이런 자기표현이 셰퍼드 특유의 긴 독백 

으로 결실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변신 에서 유래한) 신속한 역할전 

환 또한 이련 자유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랑카가 보기에 셰퍼드 

의 이런 특정은 제한없는 자유와 계속적인 자아의 계창초라는 미국적 가치 

(혹은 신화)와 관련된다 하지만 거듭 얘기하자연 셰퍼드의 인울들이 보여주 

는 역할극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탐구라끼보다는 상투적인 문화적 이미지의 

전유에 가깝다 플로렌스 포크는 셰퍼드 초기 작풍의 플롯을‘ 인을들이 이유 

가 불분명한 묵시록적 분위기 속에서 대중문화에서 인용한 상투적 퍼포먼스 

를 용해 언제 닥철지 모를 마비에 저항하는 것으로 요약한다， 291 대략 이 논 

문의 작품분석과 일치하는 이야기이다 

사실 이 작풍의 인물들올 창조적으로 보기 어려우여‘ 더 니。}가 그들은 자 

유를 구7댁}는 인물들이라기보다는 희생자에 가깝다 결국 마랑카의 해석은 

작품의 실상보다는 퍼포먼스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잦고자 한 이론의 일방적 

적용에서 비롯된 오독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행식 실험을 통해 연극 활통이 

가진 해방적 잠채력의 실현을 추구해온 각종 실험극단의 착상은 이론의 형태 

27) Bonnie Marranca. Thealer "꺼tìngs‘ ’63 
28) ’ Shepard doesn ’\. create cynical types wbo speak in double entendre Or 

ironic phrases. His characlers are very ηee， almosL 때ive. types who l.ike 
to talk openly abouL their feelings. Msrranca , American PJaywrigJlls. 83 

29) Florence Falk. ~The Role of Performance in Sam Shepard’s Plays’ ηneater 

Journal 33 , 2 (M.y 1981)’ 18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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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숭되이 지배적인 비명 매러다임으로 정착했던 것이다 이 논문의 입장 

은 셰퍼9r 실험극단의 유각k을 계숭했으되. 퍼포먼스 이론이 간과하거나 억 

압한， 퍼포먼스에 대한 다른 견해를 극화하고 있다고 본다 앞서 인용한 포 

크가 셰퍼드 인물플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적 행동올 채앙에 맞서는 저항의 수 

단으로 보았다연. 이 논문은 그 재앙은 바로 그 인물들의 강한 퍼포민스 충 

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Cl> wboy #.쩌l서도 조금 암시되긴 했지만， 인물 

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인물들간의 경쟁을 낳는다 Red Cross는 이 퍼포 

먼스적 행똥을 낳는 충동의 성격과 그 총동에 내재하는 폭력적 성향을 영료 

하게보밖는작품이다 

Red Cross는 많은 비명가들이 셰퍼드의 초기 단막극 중 7냉 성공했다고 

융는 작잠에다 보니 마형}카도 그 증 한 영인데， 그녀도 서두에서 인용한 윌 

즈(Weales)처럼 이 작품의 주요한 성취를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퍼포 

먼스에 있다고 본다 이 작품을 두고서도 퍼포먼스의 창조성에 대한 그녀의 

기본적인 논지는 반복된다 인물들은 상상 속으로의 몰입을 통해 새로운 역 

할을 창조하고. 셰퍼드의 초웰적인 시적 언이는 그런 현실의 예술적 재창초 

과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한연 마릭*카는 윌즈와는 탈리 이 작풍의 

통합적인 측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별 퍼포먼스의 연극객 성취 이외의 논 

의에 대해서 울신한다고 밝혔던 윌즈외는 구분된다 하지만 마랑카가 말하는 

이 작픔의 흉합적인 측연은 드라마로서의 통합성은 아니다 이 작풍은 ‘이야 

기보나는 이미지에 의해 촉발되기 매문에 액션의 측연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Nothing much happens in lhe way or action hecause the 

play is activated by imagery rather than narralive).3이 이 작풍의 통합 

성은 시각적 차원에서의 통합성이라는 것이다 이 작훔”서는 비슷한 이미지 

들이 구체적인 무대의 미장센에서 실현되는 한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도 

환기되띤서 상호 초용하고 있는데. 특히 연극적으로 기발한 이 작품의 칠말 

이 의미심장한 올림을 만드는 것도 이런 중첩되는 이미지들의 풍부한 결 덕 

택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 작풍이 드라바， 그것도 매우 강력한 드 

30) Bonnie Marranca. American PJaywrigJll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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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더해서 두 비명가가 상초헨 닥월한 퍼포댄스 

또한 이 드라마에 홍합되어 있다고 본다 미리 밝혀두자연 이린 시각은 드라 

마를. 플룻과 심리적 동기 같은 고전적인 자연주의 희콕의 특성에 국한시키 

는 일반적인 논의의 수정올 요구한다 

Red Cros혜 무대는 배경부터 소풍까지 전부 하씌F색으로 성정되어 있고， 

Cbwboy #22j 무대치럽 대칭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느낌을 주게끔 양 

식화되어 있으나‘ 동시에 사실주의 무대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실 속 구체적인 

상소를 연상케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고， 침대 두 개 

가 무대 양학” 놓여 있으며‘ 인울을은 똑같은 모양의 송연F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대는 교외의 요양원 (비슷한 곳)을 재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거듭 딸}지만 이련 무대의 밴우)사실성은 셰퍼당} 당대의 주요한 실험 

극단들이 공유했던 의식적인 반{1.1:)자연주의적 미학과는 거리를 두었다는 것 

쓸확인시켜준다 31) 

작풍의 큰 얼개는 두 멍이 나오는 대화{duologue)가 세 토막 이어지는 것 

으로 간단하게 쟁리된다 .짝올 이룬 촌재"(pai red existence)들이 셰퍼드 극 

의 기본단위라는 프룻킨(Fr띠tkin)의 설명에 딱 부합하는 구성이다 이 삭풍 

의 짝들은 프룻킨의 핵심적인 지적처럼 ‘공존히는 존해’(shared exislence)가 

아니라 경쟁히는 관계이다 32) 경쟁은 상대방올 자신이 행히는 퍼포먼스의 관 

객으로 오떨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작품은 이 정쟁적인 퍼포먼스적 

충동이 야기하는 드라마틀 당고 있다 

첫 번째 토막은 같은 영실을 쓰는 듯한 짐과 캐콜의 대화이다. 대화는 캐 

31) The Ûpen ‘healer‘ 깨e 니에ng 1'heater. The Perrormance Group 강은 주요한 
전위극단의 공연 작용은 당대현실에 대한 논명옳 하는 경우에도 신화음 느슨한 틀 
거리 삼아 그떤 작엄용 수행하는 정우가 많았다 신화적 구조에 대한 관심은 주되 
게는 대안적인 공연형식에 대한 탑구와 관련되어 있을 터인데 Cohn의 지적쩨럽 
그런 극적구초의 "1역사적 합의에 대한 자각은 부족하지 않앙나 싱다， Ruby 
Cohn. ~Old Myths in the New Thenter- , εäucatioDal Theater JournaJ. Vol 
23, NO,4, (Dec 1971): 398- 408 창조 

32) Ren Fruitkin. ~Paired existence meets Lhe mons t.er’‘ AmerÎC81l Dreom. ed 

80nme M8 rrsllca.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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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 앓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 관한 것이다 캐롤은 자신의 신 

체적 중싱을 요사하는 것에 람닉히는 듯하다 질병에 대한 묘λ까 진행되는 

동안 채를은 정당하게 집의 주목올 요구할 수 있는 까힘이다 툴의 ‘대화.는 

인간적 교감과는 거리가 얼다는 것은 금새 확인된다 채롤은 독접적인 화자 

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혜서 점검 더 자신의 질명의 위협성을 과장하고， 집은 

그런 캐롤에게 그 위험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웅하는 것이다‘ 여 

7 1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비대칭적인 대결구도로 정리합 수 있올 것이다 

이 대목에서 앞서 언급했던‘ 명론가들이 이 작풍의 진정한 성취로 상찬했던 

캐롤의 퍼포먼스가 둥장한다 자신이 묘잭F는 상황 속으로 열정적으로 몰두 

해 들어가연서 정중하는 속도로 이미지의 연쇄를 생산해내는 캐롤의 독백은. 

연극의 언어흘 관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적 언어사용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창초적 무의식을 표현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 아방가르드 진영의 주요한 추 

구23 )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그러연 그 흉중이 닥치는 거야 우선 왼쪽 뀌가 움찔거리기 시작션}지‘ 그 

러고는 콧응이 뛰기 시작하다가 목에서 쩍하고 뭐가 율랴오는 거야 그때 

내 골용이 쩍하고 f깨지는 거지 그때부터 냐는 구르는 거야 내 머리홍 

이 뚝 떨어지연서 언덕응 굳러내려 가는데 그건 거대한 눈더미가 되어 도시 

로 불러 내려가고. 수백만명을 축이게 돼 내 용풍아리는 언덕 자력에 남아 

있는데， 목이 있던 자리에는 흙은 임둥만이 남아 있고 두 왕과 두 다리는 다 
떨어져 나갔어 34) 

33) Artaud와의 에교는 셰머드 비평에서의 콜라혜이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은 셰 

퍼드가 자신이 추구하는 대사의 효과흘 주문’(incantation)에 비유하고 있는 다 

음 대옥이다‘ .Wor따 8S living Încðntations and oot as symb이s_ Taken in 

thi s way. the organìzations or lìving. breathîng words 85 they hit tbe 8ir 

between the aClOr and t:he audiencc actually possesses the power to 

change our chemistry. S8m Shepard, 1~ngu8ge. YÎsua1ization and the 
inner library., American Dream, ed, 80nnie Marranc8, 216 

34) 우리말 번역으로는 원운이 지닌 속도감을 살리기가 어려워 원문을 같이 싣는다 
A Then it’11 come , It 11 518f t. like 8 twitch in my left e8f. Then 1’11 SLarl to 

reel a throb in the bridge of my nose. Then a thump in the base of my 

neck Then a crash fighL through my skull. Then 1 wìll be down. . . .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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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독액을 촉발시킨 극적 상황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캐롤은 독백 

을 똥해 자신의 상상적 죽음을 연기(perform)하고 있는데， 짐이 무시했던 자 

신의 중상뜰로부터 "1룻되는 피국에 대한 하드-고어적 요사는 퍼포먼스를 통 

해 짐에게 복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 독백에 대한 짐의 보멍」이 다소간 

오호õf거| 처리되어‘ 퍼포먼스의 주도권을 둘러싼 둘의 대결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듯하지만 이어지는 장연을 보면 짐이 패배로 인한 심리적 타 

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롤이 무대 밖 목소리에 호출되어 방을 떠난 후에 침대보를 갈러온 여자 

가 들어오연서 이번에는 집과 이 여자{maid) 사이에 대회관계가 형성된다 

그 대화’관계는 여자의 의사에 반해 집의 주도로 이루이진다 여자는 침대보 

를 가는 자신의 업무를 $해받지 않고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집은 한사코 여 

자의 주의를 끌려고 갖가지 연극적 행동을 호따 그의 이런 집요함은 캐를 

에게 당한 패배를 보상받끼 위해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텀스(Bottoms)는 

집의 행동이 멍배한 동기는 불분영하지만 외부인인 여자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항해서 -자신의 존재를 주쟁}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무대공간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멸요"(a fran lic Ileed to establish hi s 

control Qver lhe s t.age space in order to asser t rumself and feel saf 

e)351에 따른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짐에 대한 공뼈 마탕한 이 해석은 

실제로는 짐이야말로 일하러 옹 여지에게 위협적인 존새라는 사실을 간과하 

고 있다 극이 진행되연서 둘의 대연은 이띠 여러 차례 있었으며 줄곧 자신 

의 업무 수행을 $벼{받아온 여자가 집의 관객으로 착취당하는 것에 의식적으 

로 저항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my whole head wiU snap off and rol1 dOWIl the hill and become (! huge 

snowhilJI and roll into the city and kill a million people. My b여y wi11 stop 
at the bottom of the hi Jl wil-h jUSL a bJoody stump for a neck and b。이1 

8rms broken and bolh legs." Shepard ‘ ned Cross. l25 

35) Stephen J. Bottoms, The Theoter of Sam She，때rd: States of Cr isis (New 
Yorι Cambridge UniversilY Press , 1998)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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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이 빙어1 마지약으로 오는 것은 내 걸쟁이었어요， 어느 날엔가는 이 

$써1 왔는데 당신이 없기틀 늘 희망해 왔어요 그때 내가 합 일이라고는 이 

$벼| 와서 칭대를 정리하고는 곧장 나오는 것톰아겠죠 언젠가 나는 마지막 

으로 이 빙애 틀혔다가 곧장 집으로 돋아갈 수 있는 거죠 아， 그 날은 정말 

뱃질 지에요36) 

그런데 이 들의 대립구도는 퍼포먼스 지향적인 문화를 둘러싼 세대간， 지 

역간 갈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측연이 있다 짐이 젊고 여자가 속한 이 

시골지역 생활의 여러 측연에 대해 비아냥대기를 멈추지 않는 도시 출신이라 

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여자는 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히는 

입정-öl1 있기에 경제적으로도 약자의 위치에 있다 이런 성정은 짐의 소위 퍼 

포언스 지향적인 행동양식이 젊은 세대의 도시 운빼 속하며， 이 문화가 낙 

후된’ 시골의 문빼 대해 우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작풍의 드 

라아적 .Il.c I는 이 권력관셰가 역전되는 데 있다 

여자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집의 존재 X때툴 외연하기는 어렵기에 띠부병 

을 소재로 한 집의 연극적 과장에 상식적인 죠언으로 대응한다. 이 소극적 

저항은 사실 짐이 캐롤의 퍼포먼스에 대처하던 전략이기도 했다 하지만 앙 

선 경우와는 달리 여자의 저항은 집의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상당한 정도로 

교란한다， 집은 자신보다 더 성공적인 ‘연끼사’인 캐률올 모명히는 반면， 여 

자는 노동이라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한 진정성의 권위가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무대공간에 대한 장악혁을 확보하려는. 짐의 노력 또한 멸사적 

이다 그래서 집은 ·수영교습’이라는 상황으로 여자를 꿀어들인다. 집의 이 

새로운 착상은 여자의 고왼 삶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 

으로 여사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도라 하겠다 또 선생-제자의 확관 

계는 앙도적으로 일방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생의 ‘공연’이 학생에 

게 강제되는 관계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내에서의 ‘수영교습상황은 퍼포먼 

스적 가지가높다하겠다 

그러나 ‘수영교습‘상황은. 여자가 익사장연올 연기함으로써 도리어 짐에게 

36) Shepard, Red 0π7S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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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혜진다 짐은 여자의 HI난을 받。싸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연기보다 더 독창적인 여자의 연기를 판립해야 히는 위치로 선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의 역전에 대한 집의 반옹운 그 퍼포먼스를 중지시키려는 

것인데， 이미 그는 대결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자원， 즉 상상력이 고갈되었다 

하겠다 하지만 여자의 상상력은 익사자에서 겨울장을 자는 물고기로의 ’변 

신‘까지 고조된다. 

온풍 주연에 울분이고， 위로는 잠자리와 수련이 떠서 가고 작은 은빛 울 

고기들이 회획 지나가는 그런 충격율 이기고 나연 일이지 일단 그런 충격이 

지나가고. 지느러미와 새로 생긴 피부에 익숙해지고 나띤 모든 것은 매우 쉬 

워져‘ l...l 겨웅이 되어서 호수가 얼연 효수 바닥에 내려 앉아 얼음융 쳐다 
보는 거야 용싹도 않고 말이지 끄{ 앉아서 굉장히 고요히 얼음만 a바보 

는데.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김이야 ;17) 

이 작용의 가장 성공적인 퍼포먼스 라 하겠다. 집의 완벽한 패배이고， 여 

자쪽에서 보자연 완벽한 복수이다 흥미로운 것은， 퍼포먼스를 통해 ”무대공 

간에 대한 징엑혀-을 확보했을 때 그녀는 더러운 세탁울을 거두어서 곧바로 

그 공조벼l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마랑카의 이론과는 달리 세 인물 증 가장 뛰어난 연기자인 그녀에게 에포 

맨스의 가치는 퍼포먼스가 강요되는 상뺑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연은 집 또한 강박적인 퍼포먼스적 충동에서 (얼마간) 벗어났음을 

암시한다. 혼히 마지막 장연은 독립적으로 셰퍼드 특유의， 기발한 시각적 상 

37) 역시 화자의 의식의 고양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이미지의 연쇄로 표현되는， 셰 
퍼드 특유의 ‘시적 인 대옥이기에 원문을 감이 선는다 ‘ Once you get Q\'er the 
shock of having water all around and dragonflies and water liIies noating 

by and little silver fish noshing around you , Once that ’ s pas‘ ond you get 

all used 10 yOUl nippers and your fins and your new skin, then it ∞mes 

veπ easy. L . .1 you know it tbe winter has come and the lake has frozen 
and you sit on the bank staring 8t the ice, You don 't move al alt. You 

jU5t sit veη still s‘aring ot the ice until you don 't feel a thing 

136-1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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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올 예시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하지만 이 논문은 마지막 장연의 상징적 

항의를 직전 대목에서의 집의 패배가 연쇄적으로 집과 캐롤에게 미치는 지유 

적 효과를 앙시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캐흘은 돌아.2.;<1아자 첫장연에서처 

럽 역시 기이한 체험담올 꺼내 대화를 주도하지만， 정은 그녀의 ‘퍼포먼스’를 

외연하고 무대 뒷쪽으로 가서 고개들 툴리고 서 있기만 한다 짐이 고개를 

천천히 돌렀을 때 이마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린다 마랑카는 이 기이한 장연 

의 상정적 의띠를 ‘알 수 없는 질명에 빠진 인물들이 보내는 구죠요청‘(0 

coll for help from charocLers in myslerious ill health)381이라고 정리하 

고 있지만. 이련 해석은 짐과 캐롤이 질병을 자신들의 연기에 적극적으료 활 

용하고 있으며. 그 질영의 치료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짐 

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는 차라리 상징적 죽음을 선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한데， 이 상징적 죽음은 그들이 앓고 있는 실제 질병인 과다한 퍼포먼스 

충동으로부터 벗어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 작풍은 긴밀하게 조직왼 극적 구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앞에서 

도 살며보았듯이 많은 경우 이 작풍에 대한 비명은 소위 인울들의 퍼포먼스 

흘 이어주고 또 그것을 포항하고 있는 극적 구조를 외면하고 있다 이 작용 

은 전형적인 자연주의 작용처럼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않 

지만. 인물들이 하는 행동의 심리적 동기를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 

다 이때 심리적인 옹기라는 개녕 자체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작 

풍의 인물들은 애초에 자연주의 희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형상화가 

되지도 않았고， (단막극임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사에 대한 정보도 부촉해서 

그출1 하는 행동에 대한 이유을 지목하기란 어렵다 그러연서도 그 인물들 

에 대한 일종의 ‘이해‘가 가능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분명 과장되었왕”도 

불구하고 접자 연극화되어가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행동%씩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프룻킨은 셰퍼드의 세계에서 인올들의 퍼포먼스적 충동은 ‘자연스 

러운 본능’ (a naturol instinct)로 제시되고 있다고 본다'， 391 요컨대 특별한 

38) Marranca. Amerù:an Playwrights, 89 

39) Frutkìn‘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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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셰시될 띨요가 없다는 것이다. 

퍼포먼스의 연재성을 주장히는 현대의 논의들은 여러 강래가 있지만. 상의 

본래적인 연극성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사회학 논의가 있는 반면4이 현대의 도 

시적 환경이 퍼포먼스척 충동의 비욱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버 

거는 시골의 공동체와는 달리 공통의 관심사가 부해핸 현대의 도시적 환경 

에서 조성되는 인간관계의 %앵을 ’무관심의 극장(th않않r of indifference)이 

라 명하는데. 이 극장에서 벌어지는 연기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무관심의 극￥”서 연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장펀 표현융 채택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장에는 무관심과 독립성， 태연항올 표 

현~l는 것도 포함된다 그것은 일상생합올 과장된 연극{따mming)으로 이끄 

는 것이다 떠나려는 판객에게 하는 가장 혼한 최후의 호소는 폭력이다 폭 

혁은 일(욕설‘ 우l협， 고항)일 수도 있고‘ 쩡그런 표갱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R현될 수5 있다 그런 정에서 어언 엄죄틀은 연극의 가장 슨수한 표현인 

것이다 과장파 쪽력옹 흉관척이 된다 1. .. 1 생차 과장의 융관은 연기자의 
육체적 형태읍 결정짓는Cf( i마'Orm) .41’ 

버거는 도시문화 형성기에 번성했던 대중미술 장르인 캐리커쳐의 퇴조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제시하는 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캐리커쳐는 

과장스런 도시적 행동향H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을 전제하는 도시민들 대부 

분이 시콜의 공동체에 대한 기억올 간직하던 시기에 대웅하는 예슐형식인데， 

이제 캐리커쳐적인 행동양태가 보연화되연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 

컨대， 순진한 시골뜨기로 분한 채플린적 관점에서의 도시문화 풍자짙은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Red Cross는 바로 벼거가 말하는 이 두 문화의 대연으로부터 발생히는 드 

40) Erγing Goffmnn. The Presentation of SeJf in Everyd8Y Life (Gaden City 

Doubl어ay. 19591 이 사회학적 연구 또한 현대에서의 연극적 경향의 증가에 대 
혜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여러 시기와 지역에 컬쳐 나타냐는 일상에셔의 연극척 
경향올 두루 소개하는 이 책의 구성은 그런 문제의식융 두르러지게 하지 않는다 

41) John Burger, "The The띠.er of lndifference"’ The Sense of Sight (New York 

Vintage Books. 198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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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를 당고 있다 레이번드 윌리엄즈가 말했다시피 새로운 극적 양식의 출 

현은 어떤 근본쩍인 경험의 변회를 반영하는만큼 비명적 해영에 앞서 직관적 

으로 이해되어지는 법이다 42) 그런데 셰퍼드의 경우에는 유독 비평이 이해의 

장애가 되는 경우로 보여진다. 드라마 자체블 사실주의의 유물로 보고‘ 드라 

마를 극복하는 것에서 미적(더 나。까 사회적) 혁신을 찾고자 했던 쩌포먼스 

이론이 확산되연서‘ 현실에서의 연극성의 증가를 형상화했던 셰퍼드의 작풍 

은 역설적으로 머포언스 미학올 대표하는 것으로 오혜되었던 것이다 물론 

셰머드의 초기 단막엮l서 그 비판적 의도가 영쾌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 

다 셰머다 극화하고 있는 세계에 셰퍼드 자신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부 

터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flDck 

Gardea올 예외로 툴긴 했지만) 루비 펀Ruby Cohn)이 셰퍼드 초기 작품들 

은 거의 셰머드와 같은 세대의 인물들로 채워진다고 말한 것처렁 43) 퍼포먼 

스적 충동을 공유1if지 않는 외부자가 퉁챙F는 Red Cross 같은 경우는 차라 

리 셰퍼드의 초기 작풍들 중에는 예외적이라 하겠다 

사실 Red Cross의 퍼포먼스적 충동에 대한 비판적 함의도 제한적인 성격 

을 띤다 여자는 퍼포먼스적 총동웅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녀 

가 이 작환써 대안적인 삶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 더 나。까 그 

녀는 짐의 퍼포먼스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더 뛰어난 연기자가 되어야 했 

다. 철저하게 경쟁적인 퍼포먼스가 지배하는 셰머드의 세계는 다른 존재방식 

의 7녕성으로부터 차단된 세계이다 이 논문은 뼈 강.088의 마지막 이미지 

를 집과 캐를의 치유를 상정한다고 보는 악관적인 해석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의 강력한 연극성올 외연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셰퍼드의 초기작들 

은 거의 재앙과 따국으로 끝맺지만 그런 상황이 거의 예외없이 강혈한 연극 

42) Raymond Williams, Dr8m8 rr，α'n lbsen to 8rechl (New York: Ox ford 
University Press. 1969) 특히， 새로운 연극객 관습의 형성이 .강정의 구 
초~(structure of feeling)의 연회에 대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서론의 3. 4절 부 
분(16-21) 을 보악 

43) Ruby Cobn. New AnJerìcan Drl1nJ1J tists. 1960-1990 (London: MacmHlan , 

198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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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연의 호낼에 황용핑으로써 퍼포먼스에 대한 비판석 함의가 흐려진다 

이 비판쩍 합의에 대한 좀더 분명한 자ζ써1 기초하여， 스펙타클의 자제와 같 

은 형식적 요소의 통제가 그 주제의식을 영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Tooth of Crime(1972)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제랄드 그라프가 말하듯이 오늘날 지배적인 벼병 매러다임의 저연에 자리 

잡은 (정치적) 감수성은 60년대 반문화 운동의 유산에 속한다. 그 유산은 반 

-사실주의적 미학의 해방적인 정치적 효과에 대한 신염으로 요약될 수 있용 

것이다 하지만 이렌 신념은 합리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다소간 막연한 반감 

이라는 감수성의 형태로 유지되는 바 대개 엄밀한 논리를 결하고 있다는 것 

이 그라프의 진단이다 그래서 그라프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련 교조화된 

비명적 아이디어틀에 대해 상식적 견지에서의 질분을 던짐으로써 그 비명논 

리의 맹정을 폭로한다 예컨대. 최근 비명에서 하냐의 공리처럼 통용되는 열 

린 다충적 형식에 대한 선호를 두고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다 

어떻게 열린 다충적인 형식이 모순을올 ‘드러나게- 하안 말인가? 그것 

차셰가 그토록 자주 소외애 의해 왜곡된 시정의 표현인예도 불구하고 말이 

다 문학은 어디에서 왜곡올 왜옥으로 드러나게 제시하게끔 혜 주는 관점융 

얻는가? 문학은 어떻게 이데올로기 모순의 증후가 아니라 그 "1판이 되는 
가.? H l 

이 글도 제랄드 그라프가 수행한 것과 비슷한 비판작업을 의도했다. 이 글 

은 생 셰퍼드의 초기작은 당대의 아방가르드 연극의 실험적인 기법에 영향을 

받았으되. 부쟁적인 의미에서의 연극성의 증가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주의쩍인 독혜를 내놓았다 이런 해석은 해방적 

연극성이라는 아방가르드 연극운동의 선언적 주장들에서 유래한 여러 비명논 

리들， 예컨대 무대의 독립적 현실을 강조양보 에타씨어터나 드라마를 해체하 

는 해방적 퍼포먼스 같은 개념에 입각한 비명논리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띤 

44) Craff. 70. 



60년대 이방기르드 연극 운동의 비영적 유신에 대힌 재고 67 

다 예술과 현실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비명적 사유가 정점 더 위축되고 

있는 최근의 지적인 풍토에서 이련 풍토의 형성올 초장'iif는 저변의 비형적 

아이디어들을 재정검하는 것은 긴히 요챙되는 일이다， 그라프가 주승녕뚝이 

최근의 이런 반사실주의적 정향이야말로 X냄주의적 논리의 무비판적 내연화 

일 수 있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비명과 문학연구의 무력화가 초래된 면이 

크기 때문이다 45) 물론 이렇게만 말하연 급진적인 반시실주의에 입각한 비명 

적 사유들이 안일한 사실주의적 비명태도에 대해 던지는 유효한 울음들을 너 

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된다 하지만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순진한 발상 

들을 의문에 부치는 것올 넘어 아예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유 자체를 치단 

히는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최근 문학연구의 전반적인 풍토는 그라프의 과격 

한 주장올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이즈음의 회곡연구애서 주제 

에 대한 고려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이고， 대신 대부분의 논의는 선험적으로 정 

의된 진보적 기법(퍼포먼쇠과 보수적 기법(텍스틴간의 관계에 함애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종요한 지점에서 그라프와 갈라선다 그라프는 예슐에 

대한 최근의 반-사실주의적 사유가 60년대 신좌따의 반문화 운동에서 유래 

했다는 사실을 강초하는데， 이형게 %년대의 예술적 유산용 부정적인 계승의 

양상으로만 환원해서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60년대 아방가 

르드 예술운동을 포항한 반문화 운동의 유산은 그보다는 훨씬 복합적이고. 

용부한 것이라고 벅야 하지 않읍까 그 유신의 대한 전체적인 명가는 당상 

문학연구 영역만 놓고 보아도 광범위한 연구를 요하는 문제겠지만. 희곡분야 

를 예로 들어 기본적인 관짐에 대한 가설적 제안은 가놓하지 않나 싶다 그 

제안의 핵심은 아방가르드와 사실주의를 대립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재고해 

보자는것이다 

45) .A great deal of our thi nking about cul ture expresses 8 defensive recoiling 
from the nightmare of modern history , L .. J 1n order to escape complicity ‘ 

art has had to repudiülre rationality and representation-perhaps meaning 
itself- -and criticism has had to repu이ate objectîve method of Bnalysis 
llnd fjrm standards of taste. 1t. is by these route that humanistic culture 
hos 50 often deprieved itself of the criticaJ perspective it might well 
contribute ω the Jarger SOCielY: ibi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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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엠갤드 연극 운동이 A냉주의 전용에 대해서 빨한 것은 맞지 

만， 이런 양식적 차원에서의 반-사실주의는 예슐이 현실과 더 깅이 연루 

(engag때)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라~~ 지적하는 최근 문학과 비명에서 

드러나는 극단적인 자율성의 추구는 바로 이 연극운동이 극복하ci!자 한 것이 

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반-사실주의적 미학척 전략 

은 이런 자율갱 주%에 기본 논리를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미학적 전략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변혁(soci외 transformation)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활동을 사유하는 데서 고안된 것이었다 따라 

서 이런 미학적 전략올 하나의 양식으로 환원히는 것은 오히려 이 운동의 근 

본적인 정치적 지향올 배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유산의 계숭과 관련된 비명적 과제는 특정 양식의 교조적 용호 

를 비판하는 것과 함께 이 유산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는 창조적 계숭작업 

의 발견에 놓여진다 그런 창조적 계승과정에는 당연히 이 유산에 대한 비판 

도 포항될 것이다 46) 사실 그런 비판적 계숭자의 한 사람으로 생 셰퍼드를 

옵올 수 있을 것이다 A Lie of Mind (1985)를 멸두로 하는 그의 성숙한 

사실주의 작품은 사실주의의 기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연서도 과거의 압도 

46) 이 운동의 지도쩍인 이론가이자 대표적 연출가이기도 했던 Richard Schechner2f 
Herbert Blau가 이런 비판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Schechner는 60년대 아 

방가르드 연극융 계숭하고 있는 70년대의 실헝객 연극이 점차 유아론(야1:fJt쩌)척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것융 신할하게 비딴하는데. 그는 이런 정향이 애초에 션위극 운 
동이 기반하고 있던 순진한 이상주의척 가설 즉 연극제작에서 작가-연훌가-배우 

의 위계를 해때하는 것의 ’갱치적’ 타당성애 대한 신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The End of Hum8nism (New York: PAJ Pub1ication. 1991). B18u는 휩씬 폭넙 
깨 아방}르드 연극 운동의 이론적 예슐쩍 %을 쟁의하고자 힌다 그의 이런 
작엉은 일단 60년대의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이 공유했던 여러 미학척， 정치적 가 
정뜰에 대한 냉갱한 재명가의 성격올 띤다 그 과정에서 60년대 전위극 운용의 주 
요한 미학적 노선01었던 장여의 이상 감은 것은 하나의 교조화된 신화로 가차없이 
비판받기도 한다 이런 그의 작엉에서 후기구조주의를 비롯한 최신이롱의 성과들 
은 적극적으로 앙용되고 있는대， 특히 Derrida의 해체론은 주요한 대화의 파트너 
로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전반적인 이론의 득세 가운데， 예술이 

그 행생에 작용하는 사회척 구성 요소들로 환원되는 최신 비명의 정향과는 확연히 
선올 긋고 C찌슐적 탁월성에 대한 신염을 고수한다 The Audience (Baltimore 
Johns Hopk.i ns U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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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력을 주제로 히는 입센적인 자연주의 작품과는 달리 문화적 굴레에서 

벗어나 .연신. (transformation)하는 인물들의 삶융 극화하고 있다 이런 작풍 

들에서 인물들의 변신’을 신빙성 있게 형상화송}는 셰퍼드의 작가적 역량은 

아방가르드 연극의 이녕과 기법에 자극을 빙아 수행해온. 상 속에서의 연극 

성에 대한 이전 시기의 축적된 당궈내땅한다 그러니까 이 논분은 아방가 

르드 연극운동의 유산에 대한 비판적 계숭 플롯으로 셰퍼드에 대한 "1평적 

서사를 구성하려는 시도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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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 t 

Reconsidering the Critical Legacy of 
the Avant-Garde Theater in the Sixties: 

Validity of Realistic Interpretation of 

Sam Shepard’s Early One-Act Plays 

Jungjin 인 

(Seω1 National Un.ivers ity) 

’f'his paper pr미)()ses tl r않Jist ic înterpretιtion of 없m Shepiαd s early 

one-act plays. considering thciT pronounccd thcat ri ca1ity both as renection 

ard problematization of increasing thentrical ií'...ation of comemporary everγ'ooy 

life. 1'his imerpreωtion chal lengeε the dominant view that his early plays 

embody the Jiberating acsthetics a야or야d from the arnerican avant-garde 

Lheater movement in the si xti얹. The essemial idea of this fTX)Vement is 

epi lomized ìn Îl.S strong vuloriι갱tíon 01' perforn냉nce‘ Performance, which 

used tO 야 understood as failhfll l s t.agi ng 01" plays. becarr‘e aU l.Qnomous 

theatrical activi ty free from (or opposi ng to) resLricting li terary te_x‘ and 

was celebm t.ed for anticipa ting soci찌 Lransfonna tJon This paper d∞5 110t 

deny the 5lrol1g innuence on Sam Shepard of the innovative ideas and 

techniques ‘Jeveloped by various perfonna.nce-orien∞d theater grOUps 

Howevcr. what he dramntized by employing thern is far from the ide배 。r

perfonnance envisioned by the avant-garde theater practitioners. Rather , his 

radica lJy theatricaJ plays seem to implici 1.ly cri ticize increasing performance 

i mpulses which t he m여ern， urban life cnCOw'oges, There has rarely 야011 

this kind of cri tical effons which relate She띠rd s innovative theot rics t。

cri tica1 rea1 ism. Anti - realism. which Gerald Graff (1ttributes 1.0 the 

coW1ter- cullurru sensi bi li ty‘ 니 le legacy 01' thc cultw'al re에uti on in the 

six t.i es including the avant-garde theatcr mα，'ement . currently seems t。

dominate OUI' critical thoughts. 끼us poper aspm~s ω provide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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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consider this anti - rea1 istic critica1 띠fadi밍n in general together wi Lh 

the dominant criticaJ 띠eW!; of She맹rd informed by it 

Key Wo벼S 

sem Shepa벼(생 셰퍼되. 111e American Avant-Gsrde tbeeter(미국 이영가르드 연 

극). peκonn뻐ce(퍼포언쇠. Metatheater(메타연극l. Anti 뼈lism(반사실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