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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0 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연방연극사업(Federal Theatre Project)중 리빙 뉴스페이퍼(Living
Newspaper)의 사회 반영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리빙
뉴스페이퍼란 신문을 주 텍스트로 하여,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일종의 사회극이다. 연방연극사업이 종료된 1939년 이후에는 더 이상
리빙 뉴스페이퍼가 지속되지 못했으나, 작품의 구조와 특징, 제작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리빙 뉴스페이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극 요소와 표현, 그
효과를 고찰하는 본 연구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관객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회극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2장에서는 신문 텍스트가 극 텍스트로 전환되면서 산출되는 효과에
주목하며, 리빙 뉴스페이퍼가 인쇄 매체와 달리 배우를 통해 사건을
“말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로 전달함으로써 관객을
작품으로 유인하고, 관객과 작품의 밀접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의 미국 대중 신문이 가지는 한계와,
신문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작품의 원천으로 하는 리빙 뉴스페이퍼가
가지는 이점을 밝힌다. 그러나 당시 주요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작품의 소재 때문에 리빙 뉴스페이퍼가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극적 표현을 분석하면서 작품이
관객에게 호소하는 지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3 장에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i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장치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작품 이해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일종의 극중극을 분석한다. 이러한 극중극은 관객에게 배경 지식을
제공하며, 작품의 문제 의식을 이해시키고, 해결 방안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무대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극적
환영을 파기하면서 극텍스트의 의미를 강조하는 영사 이미지를
분석한다. 자막, 만화, 과거의 시공간 등을 보여주는 영사 이미지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미지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장에서는 등장 인물과 담화를 중심으로 관객의 동화 작용을
유도하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극적 표현을 분석한다. 사회 문제의
희생자이지만,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주인공은 관객을 대표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 이러한 인물은 관객의
동일화를 유도하며, 주인공 자신의 깨달음과 발견 과정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이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동의를 구하는 문답이나,
해결 방안을 크게 외치는 담화는 관객의 정서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관객의 동조를 요구하는 담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담화는 관객의
실제 행동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리빙 뉴스페이퍼의 의도와 그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주요어: 리빙 뉴스페이퍼, 사회극, 서사극, 주해장면, 관객의 동일화,
선전·선동극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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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서론
미국의 “리빙 뉴스페이퍼(Living Newspaper)” 1 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연방 연극 사업(Federal
Theatre Project)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연방 연극 사업은 대공황
이후 연극인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문화 예술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2 정부가 연극
부문에 예산을 지원한 첫 번째 정책이다.3 이 사업을 통해 만여 명의
연극인들이 고용되었고, 흑인 연극, 어린이 연극, 마리오네트 등 팔백
여편의 다양한 작품이 제작될 수 있었다.4
대공황뿐 아니라 연극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상업
영화는 연극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다음 기록은 이 문제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Motion Picture Almanac 은 1932 년 만 사천개의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연되었으며, 한 주에 칠 천만 명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보고한 반면, 5 Withman 은 같은 시기에 뉴욕과 뉴욕
근교의 253 개 극단 중 213 개 극단이 폐업했으며, 전국적으로 배우,

1

국내에서는 미국의“리빙 뉴스페이퍼(Living Paper)”를 주로‘산 신문’으로 번역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김세근 1998, 52; 김용덕, 73; 황성근 2008b, 244) 본고에서
다루는 리빙 뉴스페이퍼는 미국의 독자적인 작업을 지칭하므로 영문 읽기 그대로
표기하며, 고유 명사로 취급한다.
2
Sharon Ann Musher, "A New Deal for Art." Ph. D. diss. Columbia University,
2007. p.3;
Ilka Saal, New Deal Theater : The Vernacular Tradition in American Political
Theat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124.
3
Saal, op. cit., p. 124.
4
손홍일, 『미국 흑인 연극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9. p.30.
5
Jack C. Ellis, 변재란 역. 『세계 영화사』. 이론과 실천, 1995. p.202.

1

무대 감독, 음악가 등이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연극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경제적으로
연극인들의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 연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특히 연방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되,“자유로운, 성인의, 검열없는(free, adult, uncensored)” 7
연극을 약속했고, 무료 또는 1 달러 미만의 입장료를 고수하면서 8
다양한 연극 작업을 보장하고, 새로운 관객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주당 평균 오십만 명이 연방 연극의 작품을 관람할
정도로 이 사업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9 현재까지도 연방
연극 사업으로 인해 1930 년대 미국 연극이 다양한 연극적 실험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10
상술한 것처럼 연방 연극 사업 내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지부가
설치되었고, 많은 작품이 제작되었으나11 그중 당면한 사회 문제와
정치적

사안을

다루며 12

신문과

6

연극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W. Whitman, Bread and Circuses: A Study of Federal Theatre. Books for
Libraries Press, 1972.
플래내건은 1932 년 당시 배우들이 연간 70 일 정도 일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985, 14).
7
Hallie. Flanagan, Arena: The Story of the Federal Theatre. New York: Limelight
Editions, 1985. p.28.
8
특히 당시 영화 입장료는 25 센트 수준이었던 반면, 연극의 입장료는 그 4 배에서
8 배에 달했기 때문에 대공황 이후 관객수는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또는 1 달러 미만의 입장료를 책정했으며, 나아가 전문
극장(프로시니엄극장) 외에 다양한 공공 장소에서 공연하도록 했다. Ibid. p. 13; p. 35.
9
Saal, op. cit., p.124.
10
B. Witham, The Federal Theatre Project: A Case Study. Vol. 20: Cambridge
Univ Press, 2003. p.1.
11
당시 연방 극장 사업 하에 제작된 작품 목록은 플래내건의 Arena pp. 38043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C. W. E. Bigsby, A Critical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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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인 13 리빙

뉴스페이퍼는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14 리빙 뉴스페이퍼의 새로운 극적 형식에 대한 논의는 연방
연극 사업이 진행되던 가운데 모리스 왓슨(Morris Watson)과 아서
애런트(Arthur Arent)에 의해 시작되는 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리빙
뉴스페이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다. 왓슨은 1935

15

을

소개하며, 신문과 연극이 결합되면서 각각의 전통에서 벗어나 그
의미와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것이 리빙 뉴스페이퍼라고 설명한다. 16
애런트는 Triple A Plowed Under 17 을 예로 들어 신문에서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고

그것을

극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18
흥미로운 것은 왓슨과 애런트 리빙 뉴스페이퍼 지부가 모두 신문
사건을 극화함으로써 극적 긴장을 성취하는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리빙 뉴스페이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는 점이다.19 특히 애런트는 리빙 뉴스페이퍼와
형식적, 의도적 측면에서 유사한 러시아의 산 신문(Zhivaya Gazeta:
living

or

alive

newspaper)이

13

리빙

뉴스페이퍼 이전에

제작,

M. Watson, "The Living Newspaper." New Theatre. 7, 1936. p.8.
A. Goldman, "Life and Death of the Living Newspaper Unit." Theatre Quarterly.
3, 1973. p.69; Oscar Gross Brockett and Franklin J. Hildy, 전준택 홍창수 역.
『연극의 역사』. 연극과 인간, 2005. p. 232; Bigsby, op. cit., p. 214.
15
1935(1936)는 1935 년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뉴욕에서
3 주간 공연되었다(Watson, 6; Flanagan(1985), 390).
16
Watson, op. cit. p. 8.
17
Triple A Plowed Under(1936)은 농업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Saal, 124), 뉴욕 외
4 개 도시에서 10주간 공연되었다(Flanagan(1985), 390).
18
A. Arent, "The Technique of the Living Newspaper." Theatre Arts Monthly.
22.11, 1938. pp. 822-823.
19
Watson, op. cit. p.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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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영향 관계는 강력히 부인한다.20 위와
같은 왓슨과 애런트의 태도는 리빙 뉴스페이퍼가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태도 역시 리빙 뉴스페이퍼 고유의 의미와
특징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리빙 뉴스페이퍼’라는 연극 형식을 처음 제안했던 핼리
플래내건(Hallie Flanagan)과 엘머 라이스(Elmer Rice) 역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신문 형식의 연극을 고안한 것이라
주장한다. 플래내건은 신문 형식의 연극을 제작하면 다양한 사건을
다룰 수 있고, 따라서 많은 배우들을 출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빙
뉴스페이퍼를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며,

라이스는

리빙

뉴스페이퍼를 통해 연극인뿐 아니라 기자들까지도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신문

형식의

연극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1

플래내건과 라이스 역시 러시아의 산 신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그 영향 관계 역시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플래내건은
러시아와 독일의 연극 경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러시아 연극과
유사한 작품을 이미 제작, 공연했다는 22 점을 고려할 때, 플래내건과
라이스는

러시아와

독일의

영향을

부인하고

싶었거나,

적어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

Arent, op. cit., p. 820.
Bigsby, op. cit. 214 ; Saal, op. cit. 124.
실제로 신문 기자, 편집인, 조사원들이 리빙 뉴스페이퍼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한
작품에 많은 배우들이 출연할 수 있었던 노동 집약적 프로젝트였다. Triple A Plowed
Under 의 경우 243 명을 고용했으며,(Richard Lockridge, “The New Play,”New
York Sun, 16. March. 1936.), One Third of a Nation 의 경우 배우만 80 명이
출연했다(Brook Atkinson, “The Play,” New York Times, 18, Jan. 1938.) Saal,
op. cit. 210 에서 재인용.
22
Hallie. Flanagan, Dynamo.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43. p. 1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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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태도는 연방 연극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된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선행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학위

논문

세

편

모두

리빙

뉴스페이퍼를 규명하기 위해 러시아와 독일에서 진행된 유사한 작업을
먼저 설명하며, 이러한 작업, 또는 작품과 리빙 뉴스페이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23
먼저 다이크(Majorie Dycke)는 리빙 뉴스페이퍼를 사회극으로
정의하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논의한다. 24 이
논문은 리빙 뉴스페이퍼의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논문이며,

다이크는

자신의

논의를

통해

리빙

뉴스페이퍼가

재조명되고 다시 제작, 공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크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혁신적인

형식에

집중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때문에 러시아의 산 신문, 독일의 서사극, 미국 내 좌익
연극과 리빙 뉴스페이퍼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독자적인 특징을 서술하기 위해 다소 도식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다이크는 러시아와 독일의 영향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25

23

현재 리빙 뉴스페이퍼를 단독으로 다룬 학위 논문은 5 편으로 검색된다. 그 중
2 편은 미출간 논문으로 국내에서 수집하여 검토할 수 없다. 선행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룬다.
24
M.L.P. Dycke, "The Living Newspaper: A Study of the Nature of the Form and
Its Place in Modern Social Drama."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1948.
25
다이크와 같은 해에 포터(Sally Smith Potter)는 리빙 뉴스페이퍼와 러시아, 독일의
연극의 관계, 미국 내 노동자 연극 운동의 관계를 밝히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f the Form, History and Influence of the Living
Newspaper.”Ph. D. diss. Smith College, Northampton, Mass, 1947. 골드만은
본인의 글에서 노동자 연극, 러시아, 독일 연극과 리빙 뉴스페이퍼의 관계에 대해

5

맥더멋(Duglas McDermott)은 다이크와 달리 러시아와 독일의
영향을 인정하며, 리빙 뉴스페이퍼가 미국의 독자적인 작품이라기
보다는 러시아 혁명, 세계 1차 대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계 연극적
동향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한다. 26 특히 맥더멋은 플래내건의
러시아, 독일 방문(1926-27)을 근거로 들며 플래내건이 러시아와
독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플래내건 역시 리빙 뉴스페이퍼의
전신으로 여기지는『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Can You Hear Their

Voice?』(1931)를 유럽 연극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더멋은 미국의 리빙 뉴스페이퍼를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연극으로 평가하면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더멋은 다이크의
논의를 일부 확장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집필된 45 개의 리빙
뉴스페이퍼를 대상으로, 28 각 작품의 극적 형식을 여덟개 항목 29 따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같은 논의는 리빙 뉴스페이퍼를 광범위하게
조사·연구하는 데 유용하지만, 작품의 특징, 극적 요소의 특징이

포터의 논문을 참조하라고 밝히고 있다(Goldman, 81). 그러나 이 논문은 출간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6
Douglas McDermott, "The Living Newspaper as a Dramatic Form." Ph. D. diss.
The University of Iowa, 1963.
27
Flanagan, op. cit., p. 107.
28
맥더멋은 미국에서 38 개 작품이 집필되었으며, 그 중 22 개 작품이 공연되었고,
영국에서 집필된 7 개 작품은 모두 공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Ibid., p. 3.
29
여덟 개의 항목은 각각 행동(Action), 인물(Character), 태도(Attitude), 우세
형식(Commanding Form), 언어(Language), 볼거리(Spectacle), 음향(Sound),
기술(Techniq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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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효과를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30
커스그로브(Staurt Cosgrove)는 맥더멋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리빙 뉴스페이퍼를 둘러싼 러시아와 독일의 연극 경향과 미국의 좌익
연극의 흐름 뿐아니라, 미국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커스그로브는 러시아
블라우스(Blue

혁명부터

Blouse)극단의

볼셰비키
작업과

이

운동,

러시아의

블루

독일에

미친

극단이

영향까지 서술하고 있으며, 독일의 노동자 연극 운동까지 자세히
소개한다. 때문에 세계 연극사의 관점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연방 연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영국에서
진행된

리빙

뉴스페이퍼의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리빙

뉴스페이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은 연극 동향을 광범위하게
서술한 반면, 리빙 뉴스페이퍼의 연극적 특성과 그 효과는 소략하며
리빙 뉴스페이퍼만의 특징을 변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자들은 리빙 뉴스페이퍼를 바라보는
입장은 각기 다르지만, 리빙 뉴스페이퍼가 1930 년대에 국한된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다이크는 세계 2 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리빙

뉴스페이퍼가

재조명되고,

새로운

리빙

뉴스페이퍼가 제작, 공연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면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브로드웨이 작품이 많이
제작되는 상황 역시 리빙 뉴스페이퍼의 재발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30

맥더멋과 비슷한 시기에 해무다(A.A.A.S.S. Hammouda)로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박사 논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포터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미출간 논문으로
국내에서는 수집하여 읽을 수 없고, 서지 사항만 확인할 수 있다.
A.A.A.S.S.Hammouda. “The Living Newspaper: A Study in Sources and Form.”
Ph.D. diss. Cornell Universit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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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라고 언급한다. 나아가 다이크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보다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31 맥더멋은
러시아와 독일 연극이 빠르게 미국에 정착했다는 점을 들어 리빙
뉴스페이퍼가 1930 년대 국한된 것은 아니며, 언제든 다시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32 또한 리빙 뉴스페이퍼와 아우구스트 보알의
민중 연극의 관계까지 탐구한 커스그로브는 특히 제 3 세계의 이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리빙 뉴스페이퍼가 언제나 제작될 수 있고,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3 이 같은 주장을 통해 리빙
뉴스페이퍼가 사회, 정치적 혼란을 담아낼 수 있고, 이러한 작품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관객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 리빙 뉴스페이퍼는
지금도 어디서나 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2000년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VCU)과 리치먼드 커뮤니티
씨어터 길드(Richmond Community Theatre Guild)는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리빙 뉴스페이퍼(Sheep Hill Memories, Carver

Dream)를 함께 제작했다. 34 또 2007 년부터 1 년간 텍사스 대학은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빙 뉴스페이퍼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으며,35 메트로폴리탄극장에서 『파워』와 『국민의 삼분의

31

Dycke, op. cit., pp. 157-158.
McDermott(1963), op. cit. p. 359.
33
Cosgrove, op. cit., p. 213.
34
L. Browder, "Sheep Hill Memories, Carver Dreams: Creating a Living
Newspaper Today." The Public Historian. 26.2, 2004.
35
학생들이 스스로 리빙 뉴스페이퍼를 제작함으로써 뉴스와 자신의 삶을 연격ㄹ할 수
있으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http://www.utexas.edu/cola/insts/humanitiesinstitute/programs/formerprograms/living-newspaper-projec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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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재공연되기도 하였다. 36 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에서는 리빙
뉴스페이퍼를 제작하는 공연 단체가 설립되어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작품을 상연하고 있다.37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2000 년 이후 연방 극장을 중심으로 한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연구도 다시 진행된다. 2000 년 이후 발표된
연구들은

정치,

사회적

행동,

민주주의,

수사학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치극과 연방 연극 사업을 논의하고, 그 가운데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38

36

http://www.metropolitanplayhouse.org/power ;http://www.metropolitanplayhous
e.org/onethird
37
http://www.livingnewspaper.net/
38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출간된 학위 논문 중 리빙 뉴스페이퍼와 관련하여 검색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정치 등 연극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http://search.proquest.com/참조).
Christine D. Mealey Mudarri, "The Viability of a Democratic Space: Hallie
Flanagan and the Federal Theatre Project's Living Newspapers." Ph. D. diss.
Sarah Lawrence College, 2002.
·Elizabeth Ann Osborne, "Staging the People: Revising and Reenvisioning
Community in the Federal Theatre Project." Ph. 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2007.
·Sharon Ann Musher, "A New Deal for Art." Ph. D. diss. Columbia University,
2007.
·E. Klein, "Constructing the American Activist: Twentieth Century Political
Performances and Discourses of Social Change." Ph. D. diss.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10.
·John-Stuart Fauquet, "Variety Theatre: Cultural Hierarchy and the New York
City Federal Theatre Project (1935-1939)." Ph. D. dis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2011.
직접적인 선행 연구로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단행본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와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W. Whitman, Bread and Circuses: A Study of Federal Theatre. Books for
Libraries Pres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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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선행 연구를 통해 리빙 뉴스페이퍼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국내외 영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고,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범주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리빙 뉴스페이퍼가 어떻게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었는가, 리빙
뉴스페이퍼의 어떠한 특징이 관객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와 관련된
논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극 미학의 관점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형식적 특징과 그 상연 효과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 진다면 1930 년대의 리빙 뉴스페이퍼가
사회적 상황, 또는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새롭게 제작되거나 공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국내 연구가 간략한
소개와 일차적인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9 이 같은
연구는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국내의 일차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L. Swortzell, Six Plays for Young People from the Federal Theatre Project
(1936-1939): An Introductory Analysis and Six Representative Plays.
Greenwood Pub Group, 1986.
·Ilka Saal, New Deal Theater : The Vernacular Tradition in American Political
Theat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39
김용호는 “20 세기 근대 미국 희곡사 연구”에서 1930 년에서 1940 년을 실험극
시기로 규정하고, 비사실주의 극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연방 극장 사업과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34-49). 김용덕은 『미국 희곡의
이해』에서‘선전극과 사회 비평적 작품’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방 연극 사업과 이
사업에 참여한 연극인들에 대해 언급하였으나(72-79), 내용상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김용덕은 리빙 뉴스페이퍼를 정부에 의해 연극의 독창성을 희생한 작품으로 설명하며,
오손 웰즈가 이러한 공연에 반발하여 연방 연극 사업을 떠나 독립 극단을 창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손 웰즈가 연방 연극 사업을 떠난 것은 『요람은 흔들리리라 The
Cradle will Rock』에 대한 정부 검열에 반발하여 사업을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Witham, 84), 리빙 뉴스페이퍼가 연극의 독창성을 희생한 작품이라는
설명에는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해리 홉킨스 약속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7 참조.
그 외 김세근, 황성근의 연구 논문에서 연방 연극 사업과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논문 연방 극장 또는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직접적인 참고 문헌 없이 한정된 내용만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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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아니라

리빙

뉴스페이퍼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회극을

제작하거나, 그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고는 1930 년대 당시 미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리빙

뉴스페이퍼는 당시 사회 문제를 극화하고 나아가 관객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플래내건은 이와 같은 연극이“미국인들을
둘러싼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인 힘(natur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around them[Americans])”을 가르치고,“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a better life for more people)”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40 리빙 뉴스페이퍼에 참여한 연극인들은 플래내건의 이
같은 태도를 공유했으며, 연극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 배우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고자

했다.

41

이러한 의도에서

제작된

리빙

뉴스페이퍼의 형식과 내용은 관객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관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사회 반영 전략과 그 효과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극(social drama)으로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극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문학 작품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사회를 반영하며, 특히 연극은 집단 관극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래 사회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사회 변혁을 염두에
두고 사회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연극으로 사회극에 대한 논의를
좁히고자 한다.

40
41

Flanagan(1985), op. cit., p. 18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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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극은 무대 위의 사건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도록 하며,42
관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43 따라서 사회극은
무대에 제시되는 현실 세계의 문제에 관객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재료,

새로운

기법,

양식들을

창조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44

작품이

뿐만 아니라

집단적 행동의 가능성을 지닌 관객 사이에 공동체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45 리빙 뉴스페이퍼의 형식적 특징은 이러한 목적에서 연유한
것이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 지적하였듯이, 리빙 뉴스페이퍼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 따라서 본고는 러시아의
영향, 1930 년대 미국 내 사회극 동향에 대해 재검토하되, 연극과
관객의 관계를 중심으로 리빙 뉴스페이퍼의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빅스비는 대공황 이후 1930 년대 미국 연극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인간사이의 관계, 즉각적이고 교정 가능한
관계의 실패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극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46
1930 년대 당시 미국 연극은 극단 중심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사실주의 중심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1930 년대 사회극은 새로운 재료, 기법, 양식을 통해 연극을 둘러싼
사회 문제와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발언을 통해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 연극을 지향한 것이다.47 그러나 모든 사회극이 성공을
42

Theodore Shank, 남선호 역. 『현대 연극의 이론과 실제』. 청하, 1991. p.102.
Ibid., p. 89.
44
Ibid., p. 22.
45
Ibid., p. 19.
46
Bigsby, op. cit., p. 124.
47
표언구, "도덕성을 통한 Clifford Odets 와 Arthur Miller 의 사회극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9. pp. 8-9 참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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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둔 것은 아니다. 급진적인 좌익 연극인들은 부르주아적 연극 전통을
철저히 배제하고,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연극을 만들고자 했으나, 관객
동원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8 그러나 리빙 뉴스페이퍼는
비사실주의적 특징을 보이면서, 49 전국적으로 흥행했다는 점 50 에서
문제적이다. 공공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여론을 환기할 의도로
상연되는 사회극은 소수의 관객만을 대상으로 할 때, 작품의 의도를
모두 달성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혁명적인 새로운
연극에 비해 리빙 뉴스페이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극적 형식과 표현에
주목한다.
상술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 리빙 뉴스페이퍼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연극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형식은 러시아의 산 신문(Zhivaya
Gazeta) 51 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 연극은 새로운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과

교육의 도구가

되었다. 52 이러한 배경 하에 신문 낭독에 연극적 성격을 가미한
작품 53 인 산 신문이 제작되는데, 이 작품은 주로 문맹인 관객을
대상으로

하여,

그날의

정치·사회적

사건을

알려주고

관객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54 러시아의 산 신문을 대표하는
극단은 블루 블라우스(Blue Blouse)55는 점차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의

48

D. McDermott, "Propaganda and Art: Dramatic Theory and the American
Depression." Modern Drama. 11.1, 1968. p.74.
49
Goldman, op. cit., p. 76.
50
Saal, op. cit., p. 124.
51
이후 편의를 위해 ‘산 신문’으로 번역·표기한다.
52
McDermott(1963), op. cit. p. 23 에서 재인용
53
Dycke, op. cit., p. 58.
54
Leach, op. cit., p. 84.
55
블루 블라우스의 작업은 신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들과 연극인들이
협업하면서 당시 주요 사건을 다루는 정치극을 제작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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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연극을 제작한다. 무엇보다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러시아 산 신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56
러시아에서 산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에서는 아마츄어 배우로
구성된 노동자 연극 리그(Wokers’Theatre League)가 결성되면서
좌익 연극, 또는 정치극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노동자 연극 리그는
연극을

통해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주로

공공장소에서

공연하였며, 1927 년 이후에는 독일을 방문한 블루 블라우스(Blue
Blouse)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57 세계 제 1 차 대전 이후 독일의
좌익 연극은 점차 성장하고, 피스카토르와 브레히트는 각각 새로운
연극을 구체화한다. 피스카토르와 브레히트 모두 새로운 연극을 통해
관객을 각성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극 리그와 같은 좌익 연극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러시아와 독일이 움직임이 미국의 노동자 연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58

미국에서도 뉴스보이(Newsboy) 라고 불리는

신문을 몽타쥬한 짧은 작품이 제작된다. 59 뉴스보이는 러시아의 산
신문,

독일의

노동자

연극과

유사하며,

이후

제작되는

리빙

뉴스페이퍼에 비해 길이가 매우 짧고 그날 그날의 사건을 관객에게
알려주며 문제를 제기하는 데 초점이 있다.

McDermott(1963), op. cit., pp. 26-28; Cosgrove, op. cit., pp. 12-17 를 참조할 수
있다.
56
Cosgrove, op. cit., p. 14.
57
Henry Jeff, “More on Soviet Blue Blouse,”New Masses, Ⅵ, 1930. p. 20.
McDermott(1963), op. cit., p. 28 에서 재인용
58
Cosgrove, op. cit., pp. 38-39.
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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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년대 당시 미국 내에서 선동극을 제작, 공연하는 극단은
400여개에 달했다고 전해지는 데,60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독일의
연극 경향이 미국 내 좌익 연극 뿐 아니라 1930 년대 미국 연극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 제
1 차 대전과 대공황이라는 사회적 격변 속에서 새로운 연극과 새로운
관객에 대한 필요성때문이다.
리빙 뉴스페이퍼는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되었다. 1920 년대부터
제작된 좌익 연극과 1930 년대 새로운 연극에 관여하던 연극인들이
리빙 뉴스페이퍼에 영향을 미쳤으며, 61 보다 직접적으로는 플래내건이
러시아에서 산 신문을 관극한 경험과 그를 바탕으로 유사한 작품을
제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리빙 뉴스페이퍼가 시작된 것이다.62
정리하면, 본고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독일, 미국에 이르기까지 신문
형식의 연극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대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미국
내 급진적인 사회극과 달리 리빙 뉴스페이퍼가 전국적으로 흥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사회 반영 전략과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리빙 뉴스페이퍼를 부정적인 선전·선동극으로
보는 입장에는 반대하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극 요소와 표현을 분석할
것이고,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지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2 장에서는 신문 텍스트가 극 텍스트로 전환되면서 산출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리빙 뉴스페이퍼가 신문을 토대로 한다는

60

Ibid.
대표적인 인물로 Alfred Saxe 를 들 수 있다. 그는 노동자 실험 극장의 연출가
출신으로, 1936 년 리빙 뉴스페이퍼 뉴욕 지부에 작가로 참여한다. McDermott(1963),
op. cit., p. 39.
62
각주 27 참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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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선행 연구들은 단순히 소재 선택
외에 사회 문제가 극화되었을 때 발생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신문 기사의 활용 문제를 주로 기록극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사회적 사건이 신문 매체, 활자 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발생하는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무대 위에서 상연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힐 것이다.
3 장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리빙 뉴스페이퍼가 어떻게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유도하는지 분석한다. 사실주의 중심의 미국 연극의
전통 안에서 사회 문제를 극화하고 나아가 관객을 움직이기 위해서,
리빙 뉴스페이퍼는 삽화 구성, 서사적 자아, 영사 등의 비사실주의적
형식 63 을 취한다. 리빙 뉴스페이퍼의 작가는 작품의 재료와 의도를
효과적으로 극화하기 위해 이 같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64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의 형식적 측면이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 장은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을 참조하며 비사실주의적인 리빙 뉴스페이퍼의 형식과
이러한 형식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까지 논의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리빙 뉴스페이퍼를 일차적인 선전·선동극으로 보는 입장에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객을 움직이는 등장 인물과 극
담화를 분석한다. 2 장과 3 장이 각각 관객의 인식, 관객의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4 장은 관객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또 3 장에서 다루는 서사적 장치가 관객과 무대 사이의 이화
작용을 유도했다면, 4 장에서 다루는 인물과 담화는 관객과 무대
63
64

Goldman, op. cit., p. 76.
Brockett, op. cit.,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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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강력한 동화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는 주인공을
매개로 한 관객의 동화가 리빙 뉴스페이퍼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직접적인 담화를 통해 작품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관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위와 같은 논의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맥더멋은 연방 연극 사업 기간 중 총 22 개 작품이 제작되었다고
보고하지만, 사업 종료 후 총 일부 작품만 65 이 Federal Theatre

Plays66 에 수록·출판되었기 때문에 현재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리빙
뉴스페이퍼는 4작품에 한정된다. 맥더멋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리빙
뉴스페이퍼 작품 간의 형식적 유사성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상연된
리빙 뉴스페이퍼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판된 작품 가운데『파워 Power』(1937) 67 와 『국민의 삼분의 일

One Third of a Nation』(1938)68 을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아서 애런트의 작품으로 뉴욕에서 제작된 리빙
뉴스페이퍼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69 선행 연구자들이 이 두 작품을

65

Triple A Plowed Under(1936), Power(1937), One Third of a Nation(1938),
Spirochete(1938)
66
연방 연극 사업 기간 중 집필된 여섯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리빙
뉴스페이퍼가 4 작품이다.
Pierre de Rohan et al. The Federal Theatre Plays, The Federal Theatre ed. New
York: Random house, 1938.
67
이 작품에서 “파워(Power)는 단순히 전력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전력, 또는 권력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영문 읽기 그대로 표기하였다.
68
이 작품은 루즈벨트의 취임 연설 (“I see one third of a nation, ill-housed, illcad, ill-nourished”에서 제목을 따 온 것이다(Flanagan(1985), 211). 제목의
“nation”은 국가보다는 국민을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작품이 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nation”을 국가로 번역할
경우, 정부와 국가의 의미가 서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69
『파워』와 『국민의 삼분의 일』은 뉴욕에서 제작된 작품이지만 각각 뉴욕 외 4 개
도시, 9 개 도시에서 공연되었으며(Flanagan(1985), 390) 『파워』는 5 달간 14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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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꼽는 것은 다른 리빙 뉴스페이퍼 작품에 비해 장기간,
여러 지역에서 공연되었으며, 많은 관객에게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애런트의 전작에 비해 극적 성취도 뛰어나기 때문이다.7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동시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 작품이 다루는 문제는
상이하나 표현 방식과 작품 형식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쏜톤 와일더, 클리포드 오데츠, 아서 밀러 작품의 특징을
일부 비교할 것이다. 쏜톤 와일더와 클리포드 오데츠의 작품은 리빙
뉴스페이퍼와 동시대 작품으로서, 아서 밀러의 작품은 사회극이라는
범주 안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와 비교될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일부
작품에 한정된 간략한 비교에 그치겠지만 리빙 뉴스페이퍼의 특징을
보다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리빙 뉴스페이퍼가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관객을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사회극으로 재평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논의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연극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극
운동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삼분의 일』은 9 달간 237 회 공연되었으며, 후자는 총 217,458 명이
관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Flanagan(1985), 217).
70
『파워』는 1937 년 2 월 23 일에 초연, 7 월 10 일에 막을 내렸으며, 『국민의
삼분의 일』은 1938 년 1 월 17 일에서 10 월 22 일까지 공연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Flanagan(198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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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신문 기사의 극화를 통한 사회 문제 제기
리빙 뉴스페이퍼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신문’이다. 리빙
뉴스페이퍼 뉴욕 지부는 뉴욕 신문 길드와 협업했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극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플래내건은 이에
대해 기자들이 리빙 뉴스페이퍼 제작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플래내건은 리빙 뉴스페이퍼가‘신문, 잡지 그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71 플래내건이 위와 같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신문 텍스트와 공연으로서 리빙 뉴스페이퍼가 각기 다른 소통 방식을
취하며, 이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사건·사고를 보도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가지며,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체이다. 72 리빙 뉴스페이퍼 역시 당시 사회 문제를
다루며, 공연을 바탕으로 관객들의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신문과 같은 효과를 의도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문은 활자를 통해
사건을 보도하고, 리빙 뉴스페이퍼는 등장인물과 무대를 통해 사건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신문의 독자는
‘읽기’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리빙 뉴스페이퍼의 관객은 ‘보고
듣기’를 통해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사건과
독자/관객 사이에 서로 다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효과 또한 상이하다.
다음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언급에 주목해 보자.

71

Flanagan(1985), op. cit., p. 65.
전병용, 『매스 미디어와 언어』. 청동거울, 2002. p.33 ; 황성근, 『미디어
글쓰기』. 박이정, 2005.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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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의도가,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독자들의 경험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면, 신문은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신문의 본질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영역으로부터 제반 사건을 차단시키는 데
있다. 저널리즘적인 정보의 원칙들, 예컨대 새로움, 간결성, 이해하기
쉬울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의 소식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점은 신문의 편집 및 문체와 더불어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73

즉, 독자는 신문을 매개로 전달된 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어렵고, 도리어 보도된 사건이나 정보는 독자의 경험과 별개의 것이
된다.

본고는

벤야민의

논의에

동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리빙

뉴스페이퍼의 효과를 규명할 것이다. 미국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극 74 을 지향한 리빙 뉴스페이퍼는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대중적이고 시의성 있는 소재를 선택하며, 동시에 신문 텍스트를 극
텍스트로 전환하여 무대에서 실연되는 사건과 관객의 경험이 서로
연결될 수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리빙 뉴스페이퍼는 연극을
통해 사건을 보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930 년대 당시 미국의 대중 신문은 선정적인 뉴스와 특종을
보도하는 데 열중한 반면, 시대의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저널리즘의

기능은

약화되는

한계를

보인다.75 당시 신문은 미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독자들 역시

73

Walter Benjamin,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p.123.
Writing the Living Newspaper, New York: National Service Bureau,
McDermott(1963), op. cit., p. 21 에서 재인용.
75
Anthony Smith, 최정호 공용배 역. 『세계 신문의 역사』. 나남, 1990. pp.25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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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사건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소비자로
인식한 것이다. 76 마이클 숴츤(Michael Schudson) 역시 경제적인
호황, 세계 대전으로 인한 사회 불안으로 인해 신문이 현실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편향된 입장에 따라 사건을 보도했다고
지적한다. 77 이러한 상황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에 참여한 연극인들과
언론인들을 신문 기사를 선별하고, 당시 사회적 이슈를 무대 사건으로
전환하면서

관객들에게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저널리즘의 역할까지 수행한 것이다.78
러시아의 산 신문과 리빙 뉴스페이퍼는 구성, 형식, 공연 기간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두 연극이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산 신문은 주로 문맹인 관객에게 신문
기사를 읽어 주며, 당시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고, 79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기사가 한 작품 안에 구성되며, 한
작품당 한 달 정도 공연 되었다.80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산 신문은 관객에게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파워』와 『국민의 삼분의 일』은 한 가지 주제에
따라 신문 기사와 그외 기록물들을 활용하며, 세 달 이상 공연하면서81
작품을 통해 충분히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이를

76

Ibid., pp. 259-261.
Michael Schudson, Discovering the News :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Basic Books, 1978. pp.6-7.
78
플래내건은 리빙 뉴스페이퍼를 “신문 그 이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1985),
65)
79
Robert Leach, Revolution Theatre. London: Routledge, 1994. p. 84.
80
Bigsby, op. cit., p. 214.
81
Dycke, op. cit., pp. 88-9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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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워』와 『국민』이 단순히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2
또한 한 가지 주제에 따라 신문 기사와 기록물을 활용하고 장면을
구성하는 과정은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 과정이다. 애런트는 리빙
뉴스페이퍼가 뉴스 사건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극화했다고 설명한다. 83 애런트의 지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의 극화”라는 표현일 것이다. 결국
리빙 뉴스페이퍼는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하지만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선택되고 배열된 것이며,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리빙 뉴스페이퍼는
사회 문제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연극이며, 예술
작품이다. 바이스는 “현실 소재를 예술적인 수단으로 변환시킬 때,
비로소 현실과의 논쟁에서 [기록극이] 완전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으로 사회를 반영하는 연극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한다84 고 강조한 바 있는 데, 이
같은 지적은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논의에도 유효하다. “단순히
사회 문제를 전달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연극이
아닌 연설이나 집회와 같은 정치적인 행위가 더 효과적” 85 이라고
설명하는 송동준의 지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82

리빙 뉴스페이퍼 뉴욕 지부 작품 중 Highlight of 1935(5.12-5.30. 1936), Living
Newspaper, First Edition(6.1. – 7.2. 1936), Living Newspaper, Second
Edition(8.18-8.25.1936)은 작품의 제목과 공연 기간을 미루어 볼 때 러시아의 산
신문과 유사한 의도로 제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83
Arent(1938), op. cit., p. 821.
84
P. Weiss, "Notizen Zum Dokumentarischen Theater." ders.: Rapporte. 2,
1968.p.96. 황성근, 『기록극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2008. p.63 에서 재인용.
85
송동준, “독일 기록극 고찰,” 『현대 독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4.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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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와 『국민의 삼분의 일』은 작품 전체적으로 신문 기사,
잡지, 의회 기록 등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1 막 1 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두 작품의 1막 1장은 모두 작품 전체의 문제제기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극화한 장면으로, 빅스비는 이 장면에 대해
빠른 전개와 간단하고 명료한 사건 전달로 관객의 주의를 끈다고
평가한 바 있다.86
『파워』는 1936 년 12 월 28 일 뉴어크 발전소 화재 사건 87 을
폭발음과 암전으로 처리하여 보여주며, 폭발음 이후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자아인 확성기(Louderspeaker)88 가 다음과 같이 사고 소식을
전달한다.
확성기 (어둠 속에서-흥분하여): 플래쉬, 1936 년 12 월 28 일. 오늘 밤
발전소에 화재 발생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을 때, 뉴저지, 뉴어크
일대는 어둠 속에 파묻혔습니다. 거의 백 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86

Bigsby, op. cit., p. 126.
이 사건은 뉴어크 발전소 화재 사건으로 5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돼 오십만
명 이상 피해를 입은 사고이다. 『파워』는 뉴욕 월드 텔레그램(New York World
Telegram) 12월 28일자 신문을 인용하였으나 사고 당일 신문 기사는 검색되지 않고,
사고 익일에 보도된 해당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래 인용에서 확성기는 이 사고로
100 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하는데, 이 같은 보도는 작품의 의도적인 과정이거나
인용 과정, 또는 작품 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파워』가 인용한 뉴욕
월드 텔레그램은 “half of million”으로 피해 상황을 보도하며, 그 외 기사도 50 만명,
최대 70 만명으로 피해자를 산출하고 있다.
Newark Struggles Through Hours of Darkness as City’s Power Fails”, New
York World Telegram, (Dec. 29. 1936). 3 면;
“Newark Dark for Hours as fire Cuts Off Power; Business is Shut Down”, New
York Times, (Dec. 29. 1936), 1 면;
700,000 “Put in Dark for Five Hours by Fire”, Chicago Daily Tribune, (Dec. 29.
1936.) 9 면.
88
확성기(Loudspeaker)은 각 장을 연결하며 극과 관객 사이를 중개하는 일종의
진행자로,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자아라 할 수 있다. Bigsby, op. cit., p. 226 참조.
이야기의 진행자로서 서술적 화자는 김현정, "오태석 희곡에 나타난 서술적 화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pp.29-31 참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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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dspeaker (excitedly – in the dark): Flash: December 28th,
1936: Newark, New Jersey, and its suburbs were thrown into
total darkness tonight when fire in a power plant cut off all
electric current. Nearly a million people were affected.

89

확성기는 과거의 사건을“오늘 밤(tonight)”으로 언급하며 사건을
현재화하면서 관객에게 생생하게 사고 소식을 전달한다. 확성기의
이러한 표현은 관객의 초점을 허구적 시간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재현되는 현실의 사건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문 기사의 작성 원리와 같이 사건의 핵심적인 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있다. 90 실제로『파워』가 인용한 뉴욕 월드 텔레그램은 다음과 같이
동일 사건을 보도했다.

사진 1. “Newark Stuggle Through Hours of Darkness as City's Power
Fails”, New York World Telegram, Dec. 29. 1936.
89

Arthur Arent, Power, The Federal Theatre ed. New York: Random House
1938. p.12. 이후 작품 인용은 장과 막, Federal Theatre Plays 에 실린 수록
페이지만 기록하고자 한다.
90
문규원, “TV 뉴스의 담화 분석: 의도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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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텍스트와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피해 사례를 보도한다.

그러나 무대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등장 인물 스스로 피해 상황을 보고하도록
장면을 구성한다.91
중년 남성 (전화기 불빛 속에서): 교환, 교환, 교환…
빵집 주인 (동요하면서): 교환, 교환! 4천 달러어치 롤빵이 오븐에 들어
있는데, 전기 컨베이어가 멈췄어요! 빵이 타고 있다고요! 4천 달러치!
아일랜드 여성 (아이리쉬 억양으로): 교환, 교환! 히터가 꺼졌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극장 매니저(유태인 사투리로): 교환, 교환원! 저요, 극장이 정전이에요.
극장이 정전이에요. 퓨즈가 터진 것 같아요. 퓨즈요. 이천 명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음하며)
Old Man (into telephone flashlight): Operator, operator, operator.
…
Bakery Proprietor (greatly agitated): Operator, operator, my
electric conveyor is stopped with four thousand dollars’ worth
of rolls in the oven! They are burning up! Four thousand dollars’
worth.
Irish mother (Irish accent) : Operator, operator, the heater’s off.
My baby’s got the flu.
Theatre Manager (Jewish dialect) : Operator, operator! By me the
theatre is dark. Somebody blowed[blew] the fuse- the fuse.
Two thousand people want the money back.(Groans).(1 막 1 장,
13)

91

인용 내용 이후에 공항, 관제사, 레스토랑 주인, 자동차 운전자의 피해 상황도
이어진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Newark Ledger 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으나, 현재 이
신문은 폐간되어 원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 기사에서 위의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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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면에서 뉴스 사건은 등장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면서
기술된 정보가 구술 정보로 전환된다. 월터 옹(Walter Ong)에 따르면,
“쓰기는 알려지는 대상(the Know)에서 아는 주체(the Knower)를
분리해 냄으로써”객관성을 세우고, 동시에 거리를 발생시키는 반면,
구술된 정보는 청자와 화자 사이에 강한 일체감을 유도한다.92 따라서
관객이 신문 기사를 통해 위 사건을 접했을 때보다, 위 장면에서
관객과 사건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벤야민의 논의와 함께 옹의 주장을 고려할 때, 신문의
보도와 문제제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신문을 읽은 독자를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만, 사건 자체와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나 무대 위의 인물을 통해 사건을 보고 들은 관객은 사건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사건이 관객 자신의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93 테오도로 생크(Theodore Shank) 의 주장 역시 위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생크는 추론적인 언어로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기사는 관객의 정서적 개념 작용을 유도할 수 없으나, 관객은 등장
인물을 통해 사건을 보고, 듣고 상상하며 정신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사건에 대한 견해와 지식까지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94
결론적으로 『파워』의 1 막 1 장은 등장 인물의 말하기(telling)을
통해 이야기(사건)를 전달하고, 관객을 해당 사건을 유인하는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92

Walter J. Ong,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언어를 다루는 기술』.
문예출판사, 1995. pp.74-75.
93
Ibid., pp. 117-118 참조.
94
Theodore Shank, 김문환 역. 『연극미학』. 서광사, 1990.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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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가 말하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국민의 삼분의
일』95은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관객은 막이 오르자마자 특별한
대사 없이 지하실에서 건물 가장 위층까지 올라가는 소녀의 움직임을
따라 불량 주택의 현황과 소녀가 만나는 불량 주택 거주민들을
목격하게 된다. 불량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건과 같은 현실의
문제는 서사(narrative)를 포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96 그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 역시 정보일 뿐이다.97 그러나 다음과 같이 무대에서
재현된 화재 사건은 기승전결을 갖춘 서사적 이야기로 전환된 것이다.
확성기: 1924 년 2 월. 뉴욕 매디슨 397 번가 일지 모릅니다. 브룩클린
핼시 245 번가 일수도 있고, 어쩌면 잭슨 애비뉴이거나 롱 아일랜드
시 10 번가일지도 모릅니다.
Loudspeaker: February, 1924- This might be 397 Madison Street,
New York. It might be 245 Halsey Street, Brooklyn, or Jackson
Avenue and 10th street, Long Island City.98
연기가 삼층, 지하, 지하창고에서 올라온다. 소년들은 코를 킁킁거리고,
주위를 둘러 보지만 다시 크랩스에 집중한다. 곧 지하실과 지하
창고에 연기가 가득 찬다. (…) 모두 건물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소년이 흥분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 소년 1은
위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계속 위로
올라간다. (…)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아파트와 바로 옆 공동 주택에서 나타난다. 화재 경보와 벨
소리가 들린다. (…) 화재 경보기와 벨 소리도 들린다. 이 순간부터
흥분이 고조된다. 삼층, 사층에 있는 사람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95

이후 『국민의 삼분의 일』은 『국민』으로 표기한다.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향연, 2008. p.102.
97
Benjamin, op. cit., p. 124.
98
Arthur Arent, One Third of a Nation, The Federal Theatre ed, New York:
Random House, 1938. p.13. 『국민』역시 이후 작품 인용에 대해서는 막과 장, 수록
면만 표기하고자 한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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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는 만큼 소지품을 챙기고, 문을 두드리고, 다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며 뛰기 시작한다. (…) 위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한 남자가 창문 밖으로 나와 왼쪽, 무대에서 24 피트 높이의 비상
계단에 모습을 드러낸다. 군중들은 그를 본다. 그가 비상 계단
레일을 발을 올려 놓는다. 그의 발이 사다리에 닫자, 고리 하나가
떨어지고, 계단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남자는 탈출할 수 없게 된다.
(…) 군중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사이렌과 비상 벨 소리 너머로
“여기요!”하는 울부짖음을 듣는다. (…)
(Wisps of smoke come from the third floor, the basement, and the
cellar. The Boys sniff, look about, and go back to shooting craps.
A moment later dense puffs of smoke appear from cellar and
basement. (…) They all realize the building is on fire and one of
the boys excitedly starts to run up the stairs. (…) The First Boy,
(…) continues on his way up the stairs to warn the occupants on
the upper floors. (…) People in various modes of attire and
dishabille emerge from the various apartments and nearby
tenements. The screech of fire sirens and the clang of bells are
heard. From this point on, the excitement mounts. People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and in the various cubicles start running,
taking with them any personal belongings that they are able to
lay hands on, knocking on door, waking up people in the other
apartments. (…) During the above a Man comes out of window
and appears on the fire escape in tenement, left, twenty-four
feet above stage. The Crowd sees him. He puts his foot over the
railing of the fire escape. As his foot touches the ladder one hook
gives away and it starts swinging crazily, shutting off his means
of escape.

(…) As the crowd sees this, a cry of “look” is

heard, over the screaming of sirens and clanging of bells. (…))
(1 막 1 장, 13-14)

『국민』의 확성기는 『파워』와 달리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밝히지

않으며,

관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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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시공간으로

안내한다.

『파워』의

확성기가

신문

보도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다면,

『국민』의 확성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storyteller)에
가깝다. 또한 『국민』의 인물들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년과
비상 계단에서 결국 탈출하지 못한 남자는 행위를 통해 관객의 주의를
끌며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99 사고 일시, 장소, 피해자의 간단한
신상, 용의자의 방화 동기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파편적인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신문 기사와 비교해보면, 위 장면의 서사적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처럼 화재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무대 위에서
재현하는 것은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객을 동요하게 한다.
특히 무대 위에서 화재 사건을 목격하는 군중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을 일치시킴으로써 관객을 군중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도 관객의
흥미와 관심을 선취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자와 관객이 동일한 시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극은 다른 매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100
다시 신문 매체로 돌아가보자. 신문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독자가
같은 기사를 읽은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소유물일

뿐이다.

101

그러나

위와

같이

신문

기사가

극화되면서 활자로 전달되었던 정보는 관객의 감각적 체험의 일부가
되며, 배우와 관객이 “공동 현존의 에너지” 102 를 서로 교환하면서
무대

사건은

집단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9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사와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Mieke Bal, 강덕화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참조.
100
Shank(1991), op. cit., p. 19.
101
Ong, op. cit., p. 198.
102
김기란, "집단기억의 무대화와 수행적 과정의 작동 메커니즘". 『드라마연구』. Vol.
- No. 30, 2009.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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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감이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은 집단적 행동의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다.103

무대 위의 군중과 관객이 서로
같은 시선으로 화재 사건을 목
격하게 된다.
사진 2. Scene from One-Third

of a Nation, Act 1 Scene 1.
Federal Theatre Project
Collection, Music Division,

Courtesy, Library of Congress

정리하면, 『파워』와 『국민』의 1 막 1 장은 문자화된 현실의
사건을 감각적인 이야기로 전환함으로서 관객을 이야기에 몰입시키고,
작품의 문제 의식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관객은 1 막 1 장을 통해 하여금 무대 사건과
현실의 문제를 연결할 수 있으며, 집단적 경험을 통해 배우, 다른
관객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무대에서 제시된 사건을 자신의 경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같은 도입은 작품의 문제제기로 관객의
초점을 모으며, 이후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파워』와 『국민』은 1 막 1 장에서 각각 전력의 중요성과 불량
주택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작품 전반에 걸쳐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과 원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다. 이때 신문 기사뿐 아니라

103

Shank(1991), op. cit.,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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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텨뷰, 의회 자료, 학술지 및 역사적 자료 등의 기록물을 작품의
논거로 활용하며 작품 전체의 신뢰성을 담보한다. 104 피스카토르는
자신의 작품,『그럼에도 불구하고 Trotz allem』(1925)를 기록극이라고
설명하며, 105 이러한 사회 반영 연극을 통해 관객에게 개혁의 의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6 기록극 이론을 정리한 페터
바이스(Peter Weiss)역시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연극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계몽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0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파워』와 『국민』 역시 신문 기사 등 기록물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관객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 막 1 장으로 관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면, 극 진행
과정에서는

극

장치를

통해

관객의 이화와

동화를 반복적으로

유도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사건에 몰입하되, 작품이 제기하는
104

바이스는 기록물을 작품의 재료로 삼는 기록극을 “기록에 의한 논거가 가능한
실제의 서술”로 정의한다. Melchunger, Hochhuth, Framatiker Dramatiker des
Welttheaters, Bd. 44, Friedrich Verlag 1967, S. 16. 송동준, op. cit., p.241 에서
재인용.
리빙 뉴스페이퍼 역시 기록물을 토대로 작품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록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황성근은 이러한 면에 주목하여, “기록문학과 저널리즘의
상관성 연구”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와 바이스의 기록극을 일부 비교·설명한 바 있다.
황성근, "기록문학과 저널리즘의 상관성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23 No. -,
2008.참조..
105
“이 공연 전부가 실제 연설, 논문, 신문 기사나 포고, 격문, 유인물, 전쟁이나
혁명에 대한 사진 및 필름, 실제 인물이나 장면들을 몽타즈한 것이다.” I. Schmitz,
Dokumentartheater Bei Peter Weiss. Vol. 377: PD Lang, 1981. s 19. 임혜성,
"기록극 연구". 『Echo』. Vol. - No. 6, 1993. p. 66 에서 재인용
106
Manfred Brauneck, 김미혜 이경미 역. 『20 세기 연극 : 선언문, 양식,
개혁모델』. 연극과 인간, 2000. p.337.
107
바이스는 기록극이 국민의 정치적 계몽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P. Weiss, "Notizen Zum
Dokumentarischen Theater." ders.: Rapporte. 2, 1968. p.93. 황성근, 『기록극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2008. p.24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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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 같은 전략은 1930 년대
제작된

사회극

중

리빙

뉴스페이퍼가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리빙 뉴스페이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서사극의 관점에서 리빙 뉴스페이퍼를 분석함으로써
관객의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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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서사적 기법을 이용한 관객의 비판적 인식
유도
３.１. 관객을 교육하는 주해 장면의 활용
리빙 뉴스페이퍼는 삽화식 구성, 시간과 장소의 교환, 스크린과 같은
무대 장치의 노출, 객석이나 무대 밖에서 등장하는 인물 등 기존의
사실주의를 탈피한 서사극적 장치들을 활용한다. 108 1930 년대 당시
시대

상황은

사실주의

중심의

미국

연극

전통

안에서

리빙

뉴스페이퍼가 새로운 형식을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새로운 형식은 새로운 관객을 지향한 것이다. 109 특히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장치는 관객을 교육하고, 관객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브레히트에 따르면, 서사적 장치는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무대 장면을 인식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사회 개혁을 위해 행동하도록
자극한다.110

108

리빙 뉴스페이퍼와 브레피트의 서사극을 형식적 측면에서 비교하는 논의는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다이크는 두 연극 모두 극적 환상을 차단하고,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언급한다. Dycke, op. cit. p. 92-93.
그러나 리빙 뉴스페이퍼가 서사극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리빙
뉴스페이퍼와 서사극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브레히트가 서사극 이론을
정립·발표한 것은 리빙 뉴스페이퍼의 첫 작품 Ethiopia(1935)가 초연된 이후이다.
오히려 브레히트와 플래내건의 행보를 고려할 때, 서사극과 리빙 뉴스페이퍼가 모두
피스카토르의 정치극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109
각주 47 참조.
110
Bertolt Brecht, 김기선 역. 『서사극이론』. 한마당, 1992. p.33;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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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은 일종의 극중극인 주해 장면(Annotation Scene)

111

에

주목하며 리빙 뉴스페이퍼가 서사적 기법을 취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리빙 뉴스페이퍼의 주해 장면은 비교적 짧고,
독립적인 극 행동을 보이며, 작품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객에게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주해 장면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설명되거나, 주해 장면을 둘러싼 장면들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본고는

주해

장면을

일종의

극중극으로

보며,

극적

환영을

파기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장치로 판단한다. 포레스티에(Forestier)와
파비스(Pavis)는 내부극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무대 위에 존재해야 그

111

Saal 은 불량 주택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국민』의 한 장면을
비넷드라마(Vignett Drama)로 언급한다(129). Saal 이 사용한 ‘비넷(Vignett)’이란
용어는 ‘특징을 짧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문학에서 ‘비넷’은
‘통찰을 보여주는 짧고 인상적인 장면’을 의미한다. 비넷(Vignette)’이란 용어는
특징을 짧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히
문학에서 ‘비넷’은 통찰을 보여주는 짧고 인상적인 장면’을 통칭한다.
(Vignette (literature),: short, impressionistic scenes that focus on one moment or
give
a
particular
insight
into
a
character,
idea,
or
setting.)http://en.wikipedia.org/wiki/Vignette 참조.
그러나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일부 연구 논문에서
‘비넷’은 소품(小品)으로 번역되며 짧은 이야기, 혹은 삽화된 장면을 칭한다.
국내에서 ‘비넷/비네트’란 개념을 포함한 연구 논문으로 최석무, ""콘미 신부와
크라운 은화"". 『제임스 조이스저널』. Vol. 5 No. 1, 1999.와 정민, "연암(燕巖)
척독소품(尺牘小品)의 문예미". 『한국한문학연구』. Vol. 31 No. -, 2003.을 들 수
있다.
그 외 광고 드라마와 관련하여 ‘연상적 스토리를 가지는 비선형적 이야기’를 ‘비넷
드라마’라고 정의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Barbara B. Stern,
"Classical and Vignette Television Advertising Dramas : Structural Models,
Formal Ananlysis, and Consumer Effe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4,
1994.와 안의진, "드라마광고의 개념과 유형". 『한국극예술연구』. Vol. 28 No.,
2008.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극의 분석 개념으로 ‘비넷’이란 용어를
사용하기에 그 정의와 용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는 이러한 장면을 장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주해 장면(Annotation Scene)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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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극을 극중극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슈멜링(Shemeling)은
내부극의 관객(내부 관객)이 무대 위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삽입된
극이 틀극과 독립적인 극 행동을 보이며, 스펙터클을 띠고 있다면
그것을 극중극으로

볼

수

있다는

확장된 개념을 제시한다.

112

『파워』와 『국민』의 주해 장면은 내부 관객이 무대 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극중극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주해 장면 안에서 틀극과 독립적인 극 행동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확장된 의미의 극중극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주해 장면은 주된
이야기 구조에서는 분리되며, 장면의 구성 과정이 모두 노출되면서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서사적(epic)이다.113
『파워』와 『국민』의 주해 장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두
작품의 전체 구조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주해 장면은 독립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전체 구조 안에서 논의될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워』와 『국민』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 『파워』의 전체 구조114
막/장

시간

세부 내용

1막 1장

1936년

발전소 화재 사건

1막 2장

1600년 ~1887년

전기, 발전기에 대한 실험,
전력 공급의 자본화

112

이선화, "아다모프 adamov 의 후기극에 나타난 극중극의
『한국프랑스학논집』. Vol. 57 No. -, 2007.pp.179-181 참조 및 재인용.
113
Brecht, op. cit., p. 26.
114
*표시는 주해 장면이 삽입된 막/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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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1막 3장 *

현재

소비자의 무지:
킬로 와트 시간에 대한 설명

1막 4장

1905년

전력 기업의 확장

1막 5장

1907년

전기에 대한 남자의 환상

1막 6장

현재

전력 기업의 독점 이익

1막 7장 *

현재

지주 회사의 개념과 문제

1막 8장

1912년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제기

1막 9장

1932년

전력 기업의 독점 이익

1막 10장 *

1913년/1926년

전기 요금 문제: 물가 비교

1막 11장

1929년

독점 기업 고소 – 효과 없음

1막 12장, 13장

1928년 ~29년

정부의 전력 공급을 막으려는 기업 1

1막 14장

1935년~37년

미국 전역의 전력 공급 현황

1막 15장

1937년

기업의 전력 공급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
정부의 TVA사업

2막 1장, 2장

1937년

국민 주도로 발전소 세우기

2막 3장

1933~36년

정부의 전력 공급을 막으려는 기업 2

2막 4장, 5장

1934~36

기업과 정부의 경쟁: 불필요한 비용

2막 6장

현재

정부의 전력 공급 사업 선전

표 2. 『국민』의 전체 구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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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 장

시간

세부 내용

1막 1장

1924년

불량 주택 화재 사건

1막 2장

1924년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

1막 3장 *

1705년 ~ 1850년

불량 주택의 형성 원인
: 토지 소유, 투기의 시작

*표시는 주해 장면이 삽입된 막/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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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4장, 6장

1850년대

불량 주택 현황 1

1막 5장

1850년대

정부의 무능한 대처

2막 1장

1850년 ~ 1900년

정부의 법 개정: 효과 없음

2막 2장

1933년

불량 주택 현황 2

2막 3장 *

현재

주택 가격 결정 과정,
정부 주택의 필요성

2막 4장

1938년

불량 주택 개선 법안

2막 5장

현재

정부의 해결책 및 국민의 집단 행동 촉
구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파워』는 2 막 21 장, 『국민』은 2 막
11 장의 불연속적 삽화 구성을 따른다. 각 장면이 서로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나,

중심

행위자가

변하는

등

전체

이야기가

불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워』의 1 막 1 장에서
1 막 3 장까지의 시간은 1936 년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바뀌며,
『국민』의 1 막 4 장과 5 장의 중심 행위자는 불량 주택 거주민에서
정부 관계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삽화 구성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주체들을

개별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개별 장면을 서로 연결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116 이러한 과정을 관객의 비판적

116

김방옥은 무대의 사공이 분열되는 삽화식 구성에 대해 “과거의 절대적, 폐쇄적
희곡 형식으로는 현대 세계의 거대한 물질적, 구조적 실상을 담을 수 없다. 따라서
시공의 자유로운 전입과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김방옥, “1980 년대 이후
한국 희곡에서 나타난 서사화의 경향,”『서사극의 재발견』, 집문당, 1998. pp. 345346.
황성근은 기록극의 몽타쥬 기법이 내용의 단순한 전개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2008a,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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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이

연결될

뉴스페이퍼의

수

있다.

진행과정이

117

존

맥더멋은

삽화식으로

듀이(John

구성된

Dewey)의

리빙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118 작품의 진행
과정을 따라가면 관객은 문제를 인지하고, 사안의 시급성 또는
중요성을 깨달으며 삽화 장면에 따라 원인과 대안을 탐색하면서
최종 해결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히트
역시 삽화 구성을 통해 관객과 연극이 상호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119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리빙 뉴스페이퍼와 같은 시기에 공연된 클리포드 오데츠(Clifford
Odets)의 『레프티를 기다리며 Waiting for Lefty』(1935)와 쏜톤
와일더(Thornton Wilder)의 『우리 읍내 Our Town』(1938)에서도
삽화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레프티를 기다리며』는 7 개의
에피소드가 연결된 구조로, 각각의 에피소드는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작품의

분위기를

점차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120 더글라스 윅슨(Douglas Wixson)은 『우리 읍내』의
삽화구조가 연극의 흐름을 깨며 관객을 극 행동으로부터 소외시키지만
연극의 세계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121 따라서 삽화 구성은

117

김광수, "비판적 사고론". 『철학연구』. Vol. 58 No., 2002. pp.11-12.
Duglas McDermott, "The Living Newspaper as a Dramatic Form." Uinversity
of Toronto Press. 8.1, 1958. p.87.
119
John Willett, Brecht on Theatre : The Development of an Aesthetic. New York:
Wang, 1984.p 189, Susan Bennett, Theatre Audiences : A Theory of Production
and Recep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0. p. 23 에서 재인용.
120
김세근, "『레프티를 기다리며』의 사회극적 구조와 기능". 『드라마 논총』. Vol.
No. 20, 2003.p. 102.
121
D.C. Wixson Jr, "The Dramatic Techniques of Thornton Wilder and Bertolt
Brecht: A Study in Comparison." Modern Drama. 15.2, 1972. p.12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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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뉴스페이퍼만이 가지는 특징이 아니며,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표현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삽화식 구성이 갖는 논리적
구조에 주목한다. 전체 구조가 반성적 사고 과정과 유사하다는
맥더멋의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위 두개의 표를 참조하여 리빙
뉴스페이퍼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작품이 문제 해결 과정(Problem
Solving Process)을 따르고 있으며, 문제 제기, 원인과 대안 탐색,
해결 방안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으로, 리빙 뉴스페이퍼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삽화 구성은 관객의 이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객은 분절된 장면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스스로 채우면서 개별
장면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야 한다. 122 이 과정에서 브레히트나
맥더멋, 왹슨의 논의처럼, 관객은 작품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만, 도리어 작품의 문제 의식이나 진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리빙 뉴스페이퍼가 연극
자체에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관객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23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 문제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리빙 뉴스페이퍼는 새로운 용어, 규정되지 않은 사회 현상을
다루며, 경제 개념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해 장면이 삽입된 이유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상술한

122

이문기, "정치적 선동으로서의 무대 앙상블".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 18 No.
-, 2008.p.62.
123
Flanagan(1985), op. cit.,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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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주해 장면은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파워』와 『국민』의 장면을 분석할
것이다.
『파워』의 첫 번째 주해 장면은 킬로와트시(kilowatt hour)에 대한
설명이다. 소비자(Consumer) 124 는 킬로와트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초연되었을

전기

요금이

무렵

미국

너무

비싸다고

전역에서

불평한다.

125

『파워』가

가정용 전기 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했고,126 당시 대중에게 킬로와트시는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킬로와트시가 무엇이냐고 묻는 소비자의 질문은 자연스럽다.
소비자가

파운드,

갤런,

야드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하지만,127 킬로와트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다. 그러나 킬로와트시는
전기 요금의 단위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고 또 요금을 내는

124

『파워』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4.1 절 참조.
본고에서 사용하는’소비자’라는 표현은 고유한 등장 인물을 지칭하지만, 보통
명사로 자본주의의 경제 주체를 언급하기도 한다. 본고는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용하여 사용한다.
125
확성기: 그런데 당신은 킬로 와트 시가 뭔지 모르잖아요!
소비자: 몰라요. 그게 뭐죠?
확성기: 그러니까- 킬로 와트 시는요 – 킬로 와트는 음. 그러니까(…) 킬로 와트 시에
대해 아는 사람 없나요?
Loudspeaker: But you don’t know what a kilowatt hour is!
Consumer: No. I don’t. What is it?
Loudspeaker: Well-a kilowatt hour is – a kilowatt is a eh – uh (…) Isn’t there
anyone who knows what a kilowatt hour is? (1 막 3 장, 20)
126
Wolfgang Schivelbusch, 차문석 역. 『뉴딜, 세 편의 드라마 : 루스벨트의 뉴딜,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지식의풍경, 2009. pp. 197-204.
127
확성기와 온스, 퀴터, 인치에 대해 묻고, 소비자가 답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Pow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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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파워』가 전기 요금 문제를 지적하고, 후반부에 정부와
기업의 전기 요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킬로와트시에 대한
개념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전기공: 제가 압니다.(…) 저는 프롤로그에서 등장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무대 중앙 소비자에게 다가온다. 무대 밖으로 소리친다.) 거기,
마이크! 불 들어 오는 전구 좀 내려줘 봐. (전구가 내려온다.) 이제
켜줘. 자 천 와트짜리 전구가 한 시간 동안 불을 밝히면, 그게
킬로와트시입니다. (…) 천을 뜻하는 그리스어 chilioi 에서 온 말이죠.
와트는 말 그대로 와트고요. 그래서 킬리오이 와트, 그러니까 킬로
와트가 된 거죠. 뭐 더 설명해야 하나요? (…) 좋아요. 마이크, 전구
꺼. (전구가 위로 올라가고, 전기공은 휘파람을 불며 퇴장한다.)
Electrician: I [know]do. (…) I was up there in the prologue (…).
Remember? (Comes down to consumer, center…, calling, off)
Hey Mike! Drop that work light, (The work light comes down)
Now light it up. Now when this thousand-watt bulb burns for an
hour that’s a kilowatt hour.(…)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chilioi, meaning thousand, and “watt” meaning watt- chilioiwatt or kilowatt. Anything else? (…) O.K., Mike, kill it. (Work
light goes up. Electrician exits, whistling.) (1 막 3 장, 20-21)

위 장면에서 전기공은 틀극에 끼어들면서 추상적인 단위 개념인
킬로와트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대
밖에서 전기공이 등장하고, 관습적으로 무대 뒤에 숨어 있어야 할
스태프와 무대 장치가 노출되면서 극적 환영이 파기된다. 이렇게
연극적 효과(theatrical effect)128 를 강조하여 관객이 허구적 환영에
128

연극적 효과(theatrical effect)란 연극에 사용된 예술적 기법과 방식과 상연의
인위적 속성을 강조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극적 환영을 만들어 내면서 관객의 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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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되는 것을 막으면서 주해 장면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관객의 집중을 유도한다.
이어

살펴볼

주해

장면은

지주회사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위 장면과 동일한 의도를 보인다. 전기 공급
문제와 관련된 지주회사의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관객이 충분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실제로 1920년부터 30년까지
미국 내 전기 회사들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독점 공급을
통해 과도한 전기 요금 문제를 야기했고, 129 『파워』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전문적인 경제 개념이며, 복잡한
운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이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련의 주해 장면을 통해 지주 회사의 개념과 문제에
대해 관객들에게 설명을 제공한다. 전체적으로 확성기의 진행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개의 장면이 이어지지만, 확성기는 각 장면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제시하지는 않는 데, 이는 관객 스스로
지주회사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먼저 사무엘 인설(Samuel Insull)

130

은 지주회사때문에“전등과

전력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발전(the great development of the

유도하는 실재효과(reality effec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대 위의 현실이 인공적
허구임을 강조한다. Patrice Pavis, 신현숙, 윤학로 역, 『연극학 사전』. 현대미학사,
1999. p.332.
129
1932 년까지 미국 내 8 개 지주 회사가 전체 전력 공급의 73%를 독점,
통제하였고, 이 때문에 공익사업공정거래법(PUHCA)이 제정될 정도로 지주회사로
인한 전력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다.
http://en.wikipedia.org/wiki/Public_Utility_Holding_Company_Act_of_1935 참조.
130
극 중 인설은 실존 인물로, 전기, 철도 등의 사업을 통해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
혁신을 이루었으나, 이를 독점하면서 불법적인 이윤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en.wikipedia.org/wiki/Samuel_Insul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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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light and power business)”131 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은 지주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면서,
인설의 평가가 편파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아는 남자: 제가 보여드리죠.(무대 밖, 왼쪽 누군가에게) 거기 찰리,
박스들 좀 들고 와요.
(무대 담당자 세 명이 각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고 와 내려 놓는다.
파란색

상자

두개는

정사각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노란색,

직사각형으로, 파란색 상자보다 조금 크다. 무대 담당자들이 파란색
상자를 옆으로 놓는다.) (..) 이제 이 상자와 이 상자를(파란 상자를
가리키며) 영업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 두 회사 모두 확장이
필요합니다. (…) 이때 지주회사가 끼어드는 거죠. (도우미에게) 저
상자 좀 건네 주세요. … (…) (세 번째 노란색 직사각형 상자를 두
상자 위에 올려 놓으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상자들을 연결한다.) 자,
이

지주회사가(노란 상자를

가리키며)

영업회사의(파란

상자를

가리키며) 일반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영업회사가 필요로 한
자본을 확장하는 거죠.
Man who knows: I’ll show you. (To someone off stage left) Hey,
Charlie , bring on that pile of boxes.
(Three Stagehands enter, each carries a large wooden box, and
sets it down. Two of the boxes –blue- are square, and the other
–yellow-is rectangular and a little larger. The stagehands set
down the blue boxes, side by side) (…) Now imagine this box
and this box(pointing to the blue boxes) are operating companies.
(…) Both of them need expansion. (…) This is where the holding
company comes in. (To an assistant) Hand me that box…. (…)
(He places the third box-yellow, rectangular-on the first two
boxes, linking them to make a pyramid) Now, this holding
company (pointing to the yellow box) buys up the common stock

131

인용된 인설의 대사는 Federal Trade Commission, Vol. 71. A, p.310 을 참조로
찬 것이다. 『파워』p. 2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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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wo operating companies (pointing to the blue boxes) and
extends to them the finances they need. (1 막 7 장, 30)

남자는 상자를 가리키며 지주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3. Scene from the New York City production of Power, Act 1,
Scene 7. Courtesy, Library of Congress.

위 장면에서 남자는 색과 크기가 다른 상자를 이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상자를 하나씩 가리키면서 지주회사에
대해 설명하는 데, 이러한 태도는 직접적으로 관객을 염두에 둔
것이다.

132

남자가 지주회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132

Saal 역시 이 장면에 대해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Saal 의 논의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소재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Christine 은 “The viability of a Democratic Space: Hallie Flanagan and the
Federal Theatre Project’s Living Newspaper.”Ph. D. diss. Sarah Lawrence
College, 2002 에서 Saal 보다 비교적 자세히 이 장면에 대해 언급한다. Christine 은
이 장면이 플래내건의 영향을 받아 삽입된 것으로 보며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하며, 플래내건과 브레히트 모두 러시아의 “priyom ostranenie:
making strange effect”에 영향을 받아 서사적 표현을 완성했다고 주장한다(36).
본고는 장면을 문제, 또는 개념의 “시각화(visualization)으로 보는 입장에서 선행
연구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만, 주해 장면의 입장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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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지만, 남자는 지주회사가 끝없이 피라미드 구조를 양산하며
회사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133 또한
무대 감독, 스태프를 비롯하며 소품의 이동, 장면의 구성과정까지 모두
노출하면서 장면의 연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징은 연극의 자기
반영성(Self Reflexivity)을 강조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장면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134
지주회사의

개념을

설명하는

위 장면에

이어지는 두 장면은

지주회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지주회사라는 운영 방식은
끊임없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지주회사가 소수 자본으로 거대 자본을 지배하고, 피라미드
구조를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공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음 장면은 지주회사가 만들어 내는 피라미드 구조를 폭로한다.

Senator Norris:
instance.

135

(…)Take the case of Mr. C. E. Groesbeck, for

He is Chairman of the Board and director of the

Electric Bond and Share Company. (The eagle fades and an
animated chart showing an octopus progresses on the scrim) He
is Chairman of the Board and director of American Investors,
Incorporated, and the American Gas and Electric Company. He is
Chairman of the Board and director of the American and Foreign
133

지주회사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기업이다. 안주영, “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p.23.
아는 남자: (…) 제가 이 상자 쌓기를 끝내면, 이 상자들은 (가리키며) 단지 하위하위-하위 지주회사가 될 겁니다.
Man who knows: (…)When I get through piling up these boxes, those things
(indicating) will be just sub-sub-sub-holding companies. (1 막 7 장, 31)
134
홍새암, "《공원에서 조지와 함께 한 일요일》을 통해 본 손드하임 뮤지컬의
메타극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p.13.
135
Congressional Record, June 3, 1935, p. 34. 『파워』, p.3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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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ompany, and the American Power and Light Company.
He is a director of the Carolina Power and Light Company, the
Cuban Electric Company, and the Mississippi River Fuel
Corporation. He is Chairman of the Board and director of the
Lehigh Power Securities Corporation. He is Chairman of the
Board and director of the Electric Power and Light Corporation.
He is Chairman of the Board and director of the United Gas
Corporation. He is a director of the Pennsylvania Power and
Light Corporation. He is a director of the Tri-Continental
Corporation, the Havana Electric and Utilities Company, the Utah
Power and Light Company, and the Phoenix Utilities Corporation.
In addition, he is a director or other officer in thirty-two
corporations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1 막 7 장, 33)136

노리스는
소유하거나

그로스벡(Grosebeck)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예로
열거한다.

들며

그로스벡이

간단하게

숫자로

제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상을 주지만, 숫자의 크기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137 그러나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인
회사 이름이 열거되로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지배규모는 감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야기 진행에 있어 회사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 방식을 택한 것은 효과적으로
지주회사의 피라미드 구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어지는 카마이클(Carmichael)장면은 지주회사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두 개의 의자를 옮겨다니며, 자기 자신에게 사업

136

이 장면은 반복되는 어휘와 유사한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문을 통해서는
원문의 느낌을 모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원문만 인용하였다.
137
Otto Betz, 김혜진 배진아 역. 『숫자의 감춰진 비밀 : 마력과 비밀이 숨어있는
숫자에 관한 이야기』. 푸른영토, 2009.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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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설명하고, 혼자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기업의 갑-을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카마이클의 행동은 지주회사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문제를 폭로한다.138
일련의 장면을 통해 지주회사의 개념 뿐 아니라 지주회사의 운영
문제가 드러나며, 이러한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관객은 지주회사의
투자 유치 문제(1막 9장), 지주회사의 전기 요금 문제(1 막 10 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에 대한 주해 장면을
본 관객은 이어지는 1 막 8 장에서 “정부가 왜 전기를 공급하지
않느냐?(Why doesn’t the Government give us electricity?)”고
질문하는

딸에게

“정부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Because(…)

Government wouldn’t be efficient)” 139 이라고 답하는 아버지의
맹목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파워』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지주회사라면, 다른
하나는 지주회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한 과도한 전기 요금이다.
확성기가 미국의 전기 요금(기업 공급)과 캐나다의 전기 요금(정부
공급)을 직접 비교하기 시작하자, 레인(Lane : fictional character)이
끼어 들어 과거(1913 년)와 현재(1926 년)의 물가 상승폭을 설명하며,
현재의 전기 요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레인: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 여기로 와요. (…) 자, 이쪽은 보시다시피 1913 년의 제
부인입니다.

막

결혼했을 때죠.

이쪽은

1926

년

지금의

부인입니다. (…) 가서 장을 좀 봐요.

138

『파워』, pp. 34-35.
맥더멋은 카마이클 장면을 문학적 메타포어라고 설명한 바 있다(1958, 88).
139
『파워』,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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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ane: Now I’m goin’ to have my say and some people are goin’
to be just a little bit surprised. (…) Come here girls. (…) Now
this is my wife as she looked in 1913, when we got married, and
this is my wife today in 1926. (…) Go out and do your shopping.
(1 막 10 장, 43-44)

위 장면에서 레인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하면서 자신이 소환한
사람들을 무대 위에 배치하면서 장면을 구성한다. 과거와 현재의
부인으로 인해 공존한 수 없는 두 시간이 한 공간에 배치되고, 무대의
단일 시간과 극적 환영은 파기된다. 140 이러한 표현은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보장하며,

레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과거와 현재의 부인은 레인의 진행에 따라 각각
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집세를 내고, 레인은 부인들의 행동이
끝날 때마다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면서 물가 상승률을 알려준다.
이때 관객에게 말을 거는 레인의 행위는 무대와 객석의 물리적인
거리는 좁히지만, 관객과 무대의 심리적인 거리는 넓히는 이중적인
효과를 산출하며,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다. 레인은 관객과 대화를
시도한 것이지만, 관객은 레인의 대화를 다시 극언어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141
마지막으로 레인은 과거와 현재의 전기 요금을 비교한다. 레인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비해 전기 요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전기 요금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142 레인의

140

박우수, "『리처드 3 세』의 극적 구조". 『외국문학연구』. Vol. 31 No. -, 2008.
p.81.
141
류은희는 이러한 장면이 극적 환영을 이중적으로 파기하며, 관객은 자신들을 향한
대사를 해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류은희, "서사극의 서술적 특성과 관객의 개입에
관한 문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87.pp.34-35.
142
레인: (…) 전기 요금 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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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결론을 고려할 때, 이 장면은 앞에서 설명한 두 장면과
마찬가지로 관객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작품 전체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주해 장면이 삽입되는 방식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킬로와트시 장면과 지주회사 장면은 모두 소비자나 확성기의 질문에
의해 삽입되지만, 레인은 스스로 설명을 자처하며 장면에 끼어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의 두 장면은 관객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레인의 전기 요금 장면은 수치를 비교하면서 “전기
요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확성기의

반론은

레인이

객관적인

수치를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을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143 결국 이 장면은 적정 요금을 주장하는 기업의 태도가
허구적인

것이며,

통계상의

수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원[오른쪽] (돈을 낼 때): 4 달러 맞습니다.
점원[왼쪽] (돈을 낼 때): 3 달러 70 센트 맞습니다.
레인(관객에게, 흥분해서): 들으셨습니까? (…) 보여 드린 대로, 음식이나 가전 제품,
옷, 집세 이런 것들은 62%에서 98%까지 올랐습니다. 전기 요금만 거의 15%
내렸죠. 15%! (확성기에게) 잘 생각해보십시오!
Lane: (…) Pay your electric bills, dear. (…)
Clerk[right](as Woman pays): That’s right, four dollars.
Clerk[left] (as Woman pays): That’s right, three dollars and seventy cents.
Lane(to audience, excitedly): Did you hear that? (…) showing, in the face of
increases of from sixty-two to ninety-eight per cent in essentials like food,
household goods, clothing and rent, a decrease in the cost of electricity of
almost fifteen per cent. Fifteen per cent! (To Loudspeaker) Put that in your
pipe and smoke it! (…) (1 막 10 장, 46)
143
레인은 허구 인물이지만, 그의 대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레인의 태도는 실제 기업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World Almanac, 1936,
p.364; Based on figures from Electrical World, January 7, 1928. 『파워』p.4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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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하면서 144 기업의 태도와 전기 요금에 대해 관객들이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장의 논의를 통해 『국민』의 1 막 1 장이 『파워』의 1 막 1 장보다
시각적 재현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해
장면에서도

이어진다.

『파워』의

주해

장면이

주로

짧은

설명(말하기)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주해 장면은 각 장면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장면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특징을
보인다.
『국민』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주해 장면은 토지의 소유 개념에
대한 것이다. 이 장면은 불량 주택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드러낸다.
땅 주인은 역사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을 상징하며, 땅을
상징하는 매트를 펼치면서 무대 위에 별도의 공간을 점유하는 데,

144

145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할 때, 통계상의 증거나 인상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 때문에
통계를 통한 추론은 개인적, 사회적 결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숫자로 정리된
것을 그렇지 않은 것과 분명한 경계를 가지며, 뚜렷한 윤곽을 보인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잘못 해석되지 싶다. 데이터를 토대로 한 주장은 주로 타당하게 들리지만,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의로 조작된 결과일 수도 있다. Edward B.
Burger and Michael P. Starbird, 승영조 역. 『수학재즈』. 승산, 2009. pp.72-73.;
Betz, op. cit., p. 269 참조.
145
땅주인: 난 많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내 이름은 Rinelande 나 Astor, Geolet,
Wendell, 어쩌면 음, Schultz 일 수도 있습니다. (…) 돈을 땅에 묻고 있죠. (…)
투자한다는 겁니다.
확성기: 우리가 어디론가 가겠군요! 당신 팔 아래 있는 건 뭡니까?
땅주인: 이게 바로 땅입니다! …(… 그는 표지판을 내려 놓고, 풀 매트를 돌출 무대에
놓고 펼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난 이걸 소유하죠! (… 계속 펼친다.) 5 에이커고요.
200 달러 주고 샀습니다. (…) 브로드웨이에서 카날가까지예요. (도로 명이 표시된
표지판 하나를 들어 오른쪽 풀 매트 구역에 둔다…. “내 땅, 접근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을 매트 중앙 뒤쪽에 세운다.)
Landowner: I might be a lot of people. My name might be Rinelande, Astor, Geolet,
Wendell, or― er, Schultz (…) I put my money in the ground. (…) I invest it.
Loudspeaker: Now we’re getting some place! What’s that thing under your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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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매트, 소유 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매트를 펼치는 땅 주인의
행위는 모두 관객에게 ‘토지’와 ‘소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대는 확성기와 땅 주인이 대화하는
틀극의 공간과 매트가 펼쳐진 극중극의 공간으로 분리되며, 땅 주인이
매트에 앉아 극중극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땅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하는 주해 장면이 이어진다.
땅 주인; 잘 보세요. (편안하게 앉는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다.)
(…)
(…)
두 번째 목소리 (무대 밖): 뉴욕 시티, 1781 년 인구 18,000 명
땅 주인: 18,000 명! 도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곧 저기가 꽤 붐빌
겁니다. 그러면 나는 … (… 한 남자가 왼쪽에서 등장, 눈썹을
찡그리며 앉을 장소를 찾는다. 그는

초록

땅을

보고 거기로

미끄러지듯 들어간다. 행복하게 몸을 쭉 펴기 시작한다.)
Landowner: Watch me. (He sits down, gets himself comfortable,
then begins to whistle. )(…)
(…)
Second Voice (off stage): New York City, 1781-population,
18,000.
Landowner: 18,000! Town’s growing up.(...) In an little while it’s
going to get kind of crowded down there and then I’ll… (… A
man enters, left…. He mops his brow, looking for a place to sit.

Landowner: That’s it- land! … (… He puts down the stanchions and begins to
unroll the grass mat, laying it on the apron step..)… and I own it! (…, Still
unrolling it) Five acres. Just bought it. Cost me $200. (…) Way uptownBroadway and Canal Street. (He picks up one of the stanchions bearing the
street markings; this he places beside grass plot, right. … He places the other
stanchion upstage center on grass plot. It reads: “This Is Mine. Keep Off!”)
(1 막 3 장 B,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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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ees the green patch and sinks into a small corner… He
starts to stretch happily.) (1 막 3 장, 29-30)

대공황 이전까지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땅으로
여겨졌다.‘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의

신화는

개인이

근면,

성실하다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146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미국인들을 도시로 유인했다. 이에 따라 도시는
계속 성장했지만, 이민지와 도시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으로, 거주지를
찾아 도시 외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가형
임대 주택들이 밀집한 불량 주택 지구가 형성된 것이다.
위 장면은 표면적으로 땅 주인이 자신의 경제적 수완을 과시하는
것이지만, 땅 주인의 탐욕과 횡포를 폭로하며 임대 주택의 현실을
보여준다. 147 거주지를 찾아 온 사람들이 매트 위에 붙어 앉아 서로
몸을 부딪히며 생활하고, 땅 주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트
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앉히려고 분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아래
사진에서 맨 앞의 남자는 땅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린 후에
146

강관수, "클리포드 오데츠의 연극과 급진주의 서사". 『영여영문학연구』. Vol. 31
No. 1, 2005.p.2.
147
땅 주인: 이봐요! 이거 안 보입니까? 나가요! (…)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나가시죠. (…) 당신만의 거주 공간을 원한다면, 땅을 사야죠. 저도 그렇게 했고요.
남자: (…) 그러니까 여길 나에게 임대하겠다는 겁니까? (땅 주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만 오십 달… 당신은 이 전체를 얼마 주고 샀는데요? (…) 이십 년 후에
당신은 이 작은 땅으로 5 배의 돈을 벌어들이는 거요! (땅 주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게다가 난 땅을 둘려줘야 하고요.
Landowner: Hey! Can’t you read? Get off! (…) You’re minute’s up now. You’ll
have to get off my land. (…) If you want to have a place of your own you’ll
have to buy it, the way I did.
Man: (…) You mean you’ll lease it to me? (Landowner nods) But fifty dol… Say,
how much did this whole thing cost you? (…) In twenty years you’ll be getting
five times that much for just a little piece! (As Landowner nods) Not only that
– but I’ll have to give the piece back. (1 막 3 장, 30-31)

52

매트에 앉게 된 인물이다. 땅 주인은 자신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세입자들은 자신이 점유한 좁은 공간을 “행복한 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객은
주해 장면을 통해 땅 주인과 세입자의 태도를 모두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불량 주택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사진 4. Scene from One Third of a Nation, Act 1 Scene 3,
Seattle, 1938. Courtesy, University of Waghington Libraries.

이어서 땅 주인이 대토지를 소유했던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 들여 자신의 설명이 사실이며, 임대 사업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148 관객은 일련의 장면을 통해 땅 주인의 주장이
편파적이며, 임대 사업이 정당한 상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즉, 관객은 주해 장면을 통해 불량 주택의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획득된 사전 지식은
148

땅 주인: (…) 모든 것은 정직했고, 정정당당했습니다! 우리 세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 예를 들면, 로버트 조엘렛!
Landowner: (…)Everything was honest and aboveboard! All the smartest
people of my generation were doing it! (…) For instance, Robert
Goelet! (1 막 3 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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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해결 방안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설득
과정에서 인출되면서 의사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49
또한 일종의 역할 놀이처럼 구성된 위 장면에서 주해 장면의 교육적
측면과 오락적 측면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브레히트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성취될 때, 관객은 비판적 태도를 지니면서 장면에
집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장면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150
벤야민은 브레히트의 주장에 동의하며, 브레히트의 서사극이 관객의
사고를 유도하며 동시에 관객을 즐겁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aal 역시

위에서

분석한

시각적으로

옮기면서

장면을

서사극적

추상적인

효과와

개념을

선동극적

151

구체적이고

효과를 확실히

달성했다고 평가한다.152 `
이 같은 평가는 이론적인 틀 안에서 제기된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당시 『국민』에 대한 비평을 살펴보면, 브룩클린 이글(Brooklyn

Eagle)의

팔럭(Pollack)은

“『국민의

삼분의

일』은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오락적이고, 교육적이다(Not only is this “One Third of

a

Nation”

beautiful

and

moving

and

entertaingin

and

educative”라고 기고한 바 있으며, 네이션지(The Nation)에서는

149

사전 지식이라는 개념은 광고 분야에서 활발이 연구되는 주제이다. 관련 연구들은
소비자의 사전 지식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사전
지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덕희, "메시지 유형이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지욕구와 사전지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pp.8-10 참조.
150
Brecht, op. cit., p. 26. ; 정주미, "서사극 이론에 대한 고찰". 『Echo』. Vol. - No.
7, 1995. P.126.
151
Walter Benjamin, Understanding Brecht, London: New Left Book, pp.15-16.
Bennett, op. cit., p. 22 에서 재인용.
152
Saal, op. cit.,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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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하며, 교육적인… (… vivid, informing…)” 이라는 평을
찾아 볼 수 있다. 153 정리하면, 위 장면은 오락적인 성격을 띠면서
불량

주택의

원인과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관객들을

교육하고,

관객들의 논리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의도로 삽입된 주해 장면을 하나 더 살펴 보겠다. 이
장면은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자신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Little Man

154

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왜 공급되지 않는지 묻자, 집주인이 끼어
들며 다음 장면을 구성하며 극중극으로 들어간다.
집주인: 제가 좀 보여드리죠. (밖으로 손짓한다.) 자, 여기로 오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 오는 14 명의 남자와 1 명의 여자에게 조명,
음악) (…) 이것이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무대 뒤쪽에 서
있는 남자들과 여자에게) 여기 줄을 서세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세요 … 좋아요. (…) 전 박애주의자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채광, 환기
그리고, 그리고 또 뭘 원하죠? (…) 현대식 배관 시스템 …(…)
그리고 전 이 아파트를 7-8 달러에 임대할 겁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
Landlord: Well, let me show you something! (Beckons off) Hey,
come here! (Light on Fourteen Men and a Woman who enter left
and right. Music) (…) That’s what I’m going to show you. (To
men and woman who stand upstage) Line up over here. Where
everybody can see you… That’s right. (…) I’m philanthropic
sort of guy, see, and I love my fellow men. So I decide to build
up a house where they can have light-and air-and-and- what
else do you want? (…) A few modern plumping gadgets …(…)

153

Brooklyn Eagle. Jan 18, 1938, The Nation. Jan 29, 1938. Dycke, op. cit., pp.
118-119 에서 재인용
154
Little Man 은 리빙 뉴스페이퍼의 주인공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4.1 참조.

55

Now I want to rent my apartments for about seven or eight
dollars a room. (…) That’s for the low-income brackets
…(2 막 3 장, 97-98)

이 장면은 Little Man이 존재하는 틀극의 공간과 집주인이 진행하는
극중극의 공간으로 분할되며, 무대 위에 관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극중극에 부합한다. 집주인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중개 수수료, 기업의 담합 요금을 모두
감수해야 하며, 세금과 은행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집주인의
계획은 무산되며, 다른 임대 주택과 같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밖에
없다. 155 이 장면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살만한 주택은
155

집주인: (…)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당신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땅 주인: 브로드웨이 220 번지에 있는 제 중개인-후추, 소금, 머스타드, 사이다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중개인 1: 당신 중개인은요?
(…)
집 주인: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 봐주세요.
땅 주인 (중개인 1 에게): 1 평방미터당 10 달러요.
중개인 1 (중개인 2 에게): 1 평방미터당 10 달러 50 센트랍니다.
중개인 2 (집 주인에게): 1 평방미터당 11 달러입니다.
집 주인 (중개인 2 에게): 그렇지만 저 사람이 10 달러 50 센트라고 했는데요.
중개인 2: 중개 수수료 포함입니다.
(…)
집주인: 방 하나당 25 달러 입니다!
Landlord: (…) I want to buy a piece of your land on the East Side.
Landowner: You’ll have to consult my brokers-Pepper, Salt, Mustard and Cider,
220 Broadway!
(…)
First Broker: Where is your broker?
(…)
Landlord: Ask him how much he wants.
(…)
Landowner (to First Broker): Ten dollars a square foot.
First Broker (to Second Broker): Ten fifty a square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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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공급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모든
경제 주체는 시장에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
많은 경제 주체가 관여할 경우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즉,
Little Man 의 간절한 소원이나 집주인의 박애 정신과 관계 없이
시장에서는 가격구조에 따라 주택 임대 가격이 책정되며, 여기에 담합,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같은 문제가 더해지면 “저렴한 임대료의
살만한 주택”이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장면은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술한 것처럼 주해 장면에서
획득한 정보와 지식은 관객의 사전 지식으로 축적되며, 작품 말미에
제시되는 해결 방안에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만든다.
결국 위 장면은 불량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듯 주해 장면은 관객을 교육하고,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각의 장면이 어떠한 가치평가도
내리지 않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삽화
장면이 해결방안을 전제하며, 관객에게 일정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리빙 뉴스페이퍼는 선동극으로 평가될 수
있다. Angermeyer 는 브레히트의 서사극이 관객의 자유로운 인식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서사극의 틀 안에서 관객의 사고를

Second Broker (to Landlord): Eleven dollars a square foot.
Landlord (to Second Broker): But he said ten fifty.
Second Broker: That’s my commission!
(…)
Landlord: Twenty-five dollars a room! (2 막 3 장, 10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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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 데,156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워』와 『국민』을 일방적인 선동극으로 평가하는 것은
리빙 뉴스페이퍼의 연극 미학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
산토(George Szanto)는 선동극을 관객을 자극하고, 관객의 특정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고 관객을
흥분시키는 연극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157

1930 년대 대표적인

선동극으로 평가되는 오데츠의 『레프티를 기다리며』 158 의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이

배우들과

함께

“파업,

파업,

파업”이라고

외쳤다는 에피소드는 매우 유명하다.159 그러나 『파워』와 『국민』의
주해 장면은 리빙 뉴스페이퍼의 논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넓히면서 관객과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파워』와 『국민』을 단순한 선동극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아서 밀러는 1930 년대 사회극이 선전의 수단으로, 사회적
편견만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30 년대
제작된 다양한 사회극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각 작품의
156

H. C. Angermeyer, Zuschauer im Drama, Athenäum, 1971., p. 83. 류은희, op.
cit., p. 51. 에서 재인용
157
George Szanto, Theater and Propagand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pp.73-74. 김세근(2003), op. cit., pp. 101-102 에서 재인용.
158
Malcolm Goldstein 는 . Golden Boy 를 제외한 Odets 의 모든 작품이 ‘agitation
prop’계열의 극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Alan Downer ed, American Drama and Its
Cr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p.136. 한영림, "Clifford
Odets 의 연극이 지닌 사회성". 『영어영문학』. Vol. 32 No. 2, 1986. p. 255 에서
재인용.
159
한영림, op. cit., p. 257.
물론 『레프티를 기다리며』역시 단순한 선동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영림(1986), 김세근(2003)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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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편향된 입장이다. 『파워』와 『국민』의 주해
장면은 단순히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논리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반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리빙 뉴스페이퍼는
특정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관객이 묻고 배울 수 있는 사회극으로,
아서

밀러의

작품에 비견해 열등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160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주해 장면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삽입되면서 이중적인 시공간을 만들고, 무대 위에서 장면을 구성하는
진행자를 노출하며 극적 환영을 파기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따라서
관객은 장면에 몰입하기보다는 주해 장면이 제공하는 보충 설명을
통해 사전 지식을 축적하거나, 알고 있던 사실을 재인식하는 발견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３.２. 영사(Projection)를 이용한 인식의 확장
상술한 것처럼『파워』의 『국민』은 삽화 구성을 따르며 각 장면의
시공간이 빈번하게 전환되며, 하나의 장(章)안에서도 시간, 또는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때 이미지를 이용하면 공간적
기호를 보여주고, 추상적인 시간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161
그러나 영사된 이미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노출시키며 시간과 공간을 교환하면서 무대를 이중적인 공간으로

160

Willet, op. cit., p. 190, Bennett, op. cit., p. 24 에서 재인용.
홍성희, "영상 매체를 통한 공연의 표현 영역 확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7.p.2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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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는 점에서 서사적 장치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할 때, 그 의미는 보다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영사 이미지를 의미를 산출하는 주요 극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162
예를 들어, 와일더는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읍내』에서 빈 무대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163 빈 무대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공간의 자유로운
전환을 보장하면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164 맥더멋은
『파워』와

『국민』의

영사

장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관객의 관심과 상상력을 유도하는 영사 이미지는 그 자체로
극 행동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165 이처럼 무대, 또는 무대 장치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관객의 인식을
유도하는

극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절은『파워』와 『국민』의 영사 기법을 분석한다.
영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피스카토르는 필름이나
영사 이미지를 통해 살아 있는 세트를 만들며, 배경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166 브레히트 역시 무대를 영사막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관객이 무대 장치를 보여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7 수잔 베넷(Susan Bennett)은
162

서영오는 공연 예술에 있어서 영상이 “극적 표현의 도구”이자 “극 표현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영오, "공연예술의 영상 무대언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07.p.39.
163
Bigsby, op. cit. p. 261.
164
Thornton Wilder, “Preface”, 『Three Plays』.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2006. p.30.
165
McDermott(1963), op. cit., p. 186.
166
Erwin Piscator, 양혜숙 역. 『연극과 사회』. 현암사, 1984. pp.9-10.
167
Brecht, op. cit.,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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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히트의 영사 기법과 피스카토르의 기법을 비교하며, 브레히트의
영사 이미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관객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삽입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베넷의 주장은 브레히트와 피스카토르가 사용한
영사 이미지가 삽입의도와 그 효과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168

또 브레히트는 보여주는 대상과 아이디어를 흥미롭게

보여주기 위해 영사 기법을 활용하는 헐리우드나 브로드웨이의 작품을
비판했다. 169 그러나『파워』와 『국민』의 영사 이미지는 등장 인물,
대사과 상호 작용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객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170 브레히트가 활용한 영사 기법과 다르지
않다.
먼저『파워』는

『국민』보다

영사

이미지를

많이

삽입한다.

주지하다시피 『파워』정부 예산으로 제작되었으며, 할당된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 따라서 무대 장치
등을 제작하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었고, 공공 장소에서도 공연 가능한
작품을 지향했기 때문에, 171 정교한 고정 무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워』는 과거 뉴욕 공원, 식료품점, 대법원 등 시간과
공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구식 난로, 크리스마스 트리 등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시공간을 전환한다. 이때 삽입된 영사
이미지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고 무대 상황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진행자라고 할 수 있다.172

168

Bennet, op cit., pp. 28-29.
Willet, op. cit., p. 160, Bennet, op. cit., p. 29 에서 재인용.
170
Bennett, op. cit., p.31.
171
Flanagan(1985), op. cit., p. 321.
172
진행자로서 영사 이미지에 대한 논의는 김현정, "오태석 희곡에 나타난 서술적
화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pp.55-56 참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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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작품은 파워를 보여줍니다. The Living Newspaper
presents POWER”와 같은 자막을 제시하거나, “C(consumer),
K(kilowatt hour), M(monopoly)”처럼 머릿글자를 보여주는 것은
관객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브레히트적이다. 첫 번재 자막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제시되면서 관객이 ‘파워’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워’가‘어떻게’보여지는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브레히트는
각 장의 제목이 문자로 제시될 때, 관객은 이야기 자체보다 진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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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는 문자를

제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어의
일부만 보여주면서 관객 스스로 그 문자를 완성하게 한다. 이때
관객은 무대 장면을 이해하고, 나름의 이유에 따라 머릿글자와 무대를
연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객은 무대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대 장면을 강조하거나 무대와 대립적인 의미를
산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극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객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정부가 전력 공급에 개입할
필요다고 연설하는 장면에서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지주회사의
실상을 보여주는 카마이클 장면에서는 문어가 영사되면서 스크린
앞에서 진행되는 장면을 보충하고 강조한다. 반면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는
장면에 삽입된 “프로 권투 시합의 정의”에 대한 만화는 무대 장면과
이미지의 의미를 서로 대조한다. 프로 권투 시합은 같은 체급의
선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비자와 기업은 절대적인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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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cht, op. cit., pp.135-136.

62

크기가 다르며, 소비자와 기업의 싸움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때 관객은 무대 장면과 이미지를
결합하여 무대의 장면의 숨은 뜻을 발견하도록 요구받는다. 리빙
뉴스페이퍼의 영사 이미지가 무대 장면과 긴장을 이루며 동시에
균형을 잡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한 빅스비의 입장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파악될 수 있다.174
뉴욕 지부에서 공연된 『국민』은 『파워』와 달리 정교한 고정
무대를 배경으로 했다. 하워드베이(Howard Bay)는 무대를 통해 불량
주택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했고, 물이 새는 수도, 푹 꺼진 침대, 탈출
불가능한 비상 계단과 좁은 방 등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무대를
표현했다. 175 게다가 『국민』의 주요 장면은 불량 주택 내부, 또는
주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파워』처럼 단순히 장소를 전환하기 위한
영사 이미지를 삽입할 필요는 없고, 작품 전체적으로 사용된 이미지도
『파워』에 비해 적다.
그러나 1 막 4 장과 2 막 2 장에서 사용된 영사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을 교환하면서 불량 주택의 문제를 강조하고, 관객에게 문제
의식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1 막 4 장의 시간은
현재(1938 년)에서 과거(1850 년)으로, 공간은 무대에서 과거 뉴욕의
여러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때 시공간은 등장 인물의 행위와 영사
이미지에 의해 비현실적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의 인물인
174

Bigsby, op. cit., p. 217.
플래내건은 하워드 베이의 무대가 불량 주택의 본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하워드 베이의 무대는 뉴욕 지부에서 제작된
『국민』에
한정된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알맞게
무대를
구성하도록
안내한다(Flanagan(1985) 207, 212-213). 이러한 무대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의 『국민』이 정부 지원 외에도 대학, 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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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Man 이 과거 뉴욕을 둘러 보고 싶다고 확성기에게 요청하자,
확성기는 1850 년경의 뉴욕 지도를 보여주지만, Little Man 은 과거
지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자신을

안내해

줄

가이드를

요청한다. 176 이때 1850 년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무대 위에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무대 아래서 등장한 Little
Man, 무대 스태프와 장치의 노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은 모두 극적
환영을 파기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와 거리를 두고 이 장면을
바라보게 한다.
Little Man과 가이드가 스크린 앞에 서서 움직이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할 때, 스크린에는 브로드웨이, 리드 농장 등 과거 뉴욕의 실제
이미지가 영사된다. 극장에서 과거의 공간을 둘러 본다는 것 자체가
허구이며 연극적 관습이지만, 위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허구성과
장소의 실제성이 둘다 강조될 수 있다.
2 막 2 장은 반대로 Little Man 이 가이드에게 1935 년의 뉴욕을
안내하면서 두 인물의 역할은 전환되고, 과거의 이미지는 현재의
이미지로 대체된다. 가이드는 이미 지나왔던 장소들이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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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영사 담당자에게) : 거기, 데이브, 1850년 뉴욕 좀 봅시다.
(막 앞에 바로 스크린이 내려오고, 지도가 영사된다. Little Man 은 스크린 쪽으로
다가와- 지도를 본다. 그리고 다시 무대 중앙으로 이동한다. 확성기에게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이나, 지도를 읽지 못해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인다.)
Loudspeaker (To Projectionist): Hey, Dave, let’s have a look at New York about
1850.
(White screen comes down directly in front of black; projection of map. Little
Man starts to cross up to screen –looks it over, then start to cross down center,
nods approvingly to Loudspeaker but seems a bit puzzled because he does not
recognize the neighborhood.) (1 막 4 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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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러한 장면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177
그러나 단순히 1막 4장과 2막 2 장에 삽입된 영사 이미지가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Little Man 과 가이드의 여행은
모두 불량 주택 지구에서 끝나며 불량 주택의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불량 청소년 문제, 위생
문제, 이민자들의 문제 등 각 장면이 보여주는 문제와 그 내용은
유사하다. 등장 인물의 의상이 아니라면, 두 장면의 순서를 바꾼다
해도 이야기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만큼 그 내용이 닮아 있다.

표 3. 『국민』의 1막 4장과 2막 2장 비교
1막 4장(Looking Backward)
A

그들은
왜 왔는가

B

그들이
것

C

그들이
얻은 것

본

2막 2장(Cross Town)

불량 주택 단칸방에
사는 이민자

길거리
아이들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

동쪽, 서쪽

위생 문제:
아이 사망

위생 문제: 전염병
유대인 부부의 아이
사망

할렘

177

인종 차별 문제

(타임 스퀘어, 헤럴드 스퀘어 같은 군중이 북적이는 장소를 포함한 뉴욕 주변 장면
영사. 오토바이의 경적 소리와 군중들의 소음이 들린다. … 가이드는 펄쩍 뛴다.
그들은 성큼성큼 걷기 시작한다.)
Little Man: 기억나요? 리드 농장?
(Projection on screen of movie trip around New York, including crowded sections
of the city-Time Square, Herald Square. The honk of an automobile is heard,
also noise of crowd. … Guide jumps out of the way. They start striding.
(…)
Little Man: Remember? The Leeds Farm? (2 막 2 장,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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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 막 4 장과 2 막 2 장에 삽입된 이미지는 시간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면, 무대 장면은 과거의 불량 주택 문제가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장면이 시간에 따른 문제 상황을 강조했다면, 이어서
살펴볼 장면은 이미지를 통해 장소를 비교하면서 불량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짧은 영화로 구성된 다음 장면은 고급 주택
지구와 불량 주택 지구를 연이어 보여주며, 불량 주택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178
확성기: 같은 파크 애비뉴입니다. – 좀 떨어진 곳이죠. 집세는 여기보다
훨씬 싸죠. 개들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슬럼이죠. (세입자 주택) 이스트 사이드 아래쪽 입니다.
(통풍 공간) 공기와 햇빛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 조건이죠.
(더러운 마당) 오토바이에 치이지 않으려면 아이들은 뒷마당에서
놀아야 합니다. (지하실에서 남자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저 아래
사는 겁니다. (주택 후면) 비상 계단 보이십니까? 불이 난 한 밤
중에 저걸 어떻게 타고 내려올까요? (…) (언쟁하는 상원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오른쪽 한 그룹은 “법안을 통과시켜라!
178

맥더멋은 이 장면을 들어 Triple A Plowed Under 나 『파워』보다 『국민』에
삽입된 영화가 정교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한바 있다(1963, 170).
『파워』에도 짧은 영화가 삽입된다. 확성기의 나레이션으로 장면이 진행되며, 황폐한
토지, 거주민들의 낙후된 생활과 낙후된 시설을 보여준 후 거대한 물줄기, 노리스 댐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파워』는 정부의 TVA(테네시 유역
공사)사업이 정당한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TVA 사업을 통해
거대한 물줄기를 전기로 바꿀 수 있고, 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짧은 영화는 결국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한다.
실제로 TVA 사업 자체도 국가적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TVA 사업을 통해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Wolfgang Schivelbusch, 차문석 역. 『뉴딜, 세 편의 드라마 : 루스벨트의 뉴딜,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지식의풍경, 2009. pp.198-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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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켜라!”고

외친다.

왼쪽,

나머지

한

그룹은

“절차를

지키시오.”라고 외친다. 영화는 의봉을 쥔 손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 …)
Loudspeaker: The same Park Avenue-farther along. The rent is
much cheaper here. Dogs run all over the place and nobody
minds. (Tenement) Slums. The lower East Side. (Airshaft) Air
and sunshine [are] primary requirements for growing children.
(Dirty Yard) To avoid being hit by automobiles children are
advised to play in their back yards (man emerges from cellar
door) Yes, he lives down there. (Rear house) See those vertical
ladders on the fire escapes? How would like to climb down one
of tho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a fire breaks out? (…)
(Voices of Senators are raised higher and higher in dispute as
one group, right, shout: “Pass the bill! Pass the bill” The other
group, left, shouts, “Point of order.” Movies end with
projection of hand with gavel in it. …) (2 막 4 장, 110-111)

위 장면은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불량 주택의
내부를 줌인(Zoom in)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으며, 확성기는 장면을
설명하거나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관객이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불량 주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목격하게 한다. 이 같은 진행은
법정의 최후 변론처럼 관객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불량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법안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관객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기하기 하는 데, 그 전에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관객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주관을 가질 때 작품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에 관객은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등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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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파워』와 『국민』의 영사 이미지는
무대를 확장하고 장면을 연결하며 극행동을 설명하거나 강조한다.
주해 장면과 마찬가지로 영사 이미지는 무대 자체를 노출시키고,
시간과 공간을 교환하기 때문에 극적 환영을 파기하는 서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관객으로 하여금 삽입된 이미지와 무대를
연결하도록 요구하고 관객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179

179

권미정, "공연예술의 영상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2011.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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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관객을 움직이는 등장 인물과 담화
４.１. Little Man(평범한 사람)과 관객의 동일화
리빙 뉴스페이퍼의 주동인물은 평범한 사람(Little Man) 180 이다.
Little Man 은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삼는 『파워』와 『국민』외에

Triple A Plowed Under 이후에 공연된 리빙 뉴스페이퍼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181 Little Man은 자녀가 있는 기혼 백인 남성을 대표하며,182
소비자, 대중의 한 사람인 일반인이다. 183 이 인물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편견이나 가난, 특권층, 거대
자본, 무능한 정부와 맞서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184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Little Man 은『세일즈 맨의 죽음 Death of

a Salesman』(1949)의 윌리 로만(Willy Loman)을 상기시킨다. 아서
밀러는 보통 사람(Common Man)을 대표하는 윌리 로만을 통해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소시민의 모습을

180

Little Man 은 평범한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고유 명사처럼 한 사람을
지칭하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대중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 영문
그대로 표기한다.
181
『파워』와 『국민』의 Little Man 은 Angus K. Buttonkooper 이지만, 다른
작품에서 Timothy Taxpayer(납세자), Homer Bystander(방관자), John Q.
Public(대중)로 등장하기도 한다(Saal, 128).
182
Saal, op. cit., pp.128-129.
183
McDermott(1958), op. cit., p. 85.
184
Bigsby, op. cit.,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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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185 Little Man 역시 자본주의와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
안에서 소외되는 인물로, 윌리 로만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로만과 달리 Little Man 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186
등장 인물은 행위를 통해 의미를 산출하고, 관객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7 특히 리빙 뉴스페이퍼의
Little Man 은 관객을 대표하며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관객을
포섭한다. 본절은 『파워』와 『국민』의 Little Man 이 표현된 양상을
살피며 그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파워』의

주인공은

높은

전기 요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Consumer)로, 이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소비자는 확성기의 호출188 에 의해 등장하게 되며,
스크린에는“C”가 영사될 때, 무대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밝힐 필요
없이 관객은 그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국민』의 Little Man 은
도시 노동자로, 자신은 왜 쾌적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인물이다. 『국민』의 Little Man 은 『파워』의 소비자와
달리 장면을 중단시키며 무대 장면에 자발적으로 끼어들고, 극장

185

허종, 『아서 밀러의 사회극』. 한국학술정보, 2001. pp.11-16 참조.
McDermott(1958), op. cit., p. 88.
187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90. p.28.
188
확성기: (…)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디 있죠? 소비자는 어디 있나요?
Loudspeaker: (…) Where is the man who uses it[electricity]? Where is this
consumer? (1 막 3 장, 1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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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에서부터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9

부인까지

퇴장하는

객석에서

등장하고,

객석으로

또한 Little Man 의
등

190

관객을

189

Little Man: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쇼를 중단하고, 질문을 좀
할게요. (…)(생각하며): 음 - 1850 년으로 가 봅시다. 동네를 둘러보면서 좀
알아야겠어요. (…) 여기 사는 사람은 좀 어떤가요?
Little Man: Every time something happens that I don’t understand I’m going to
stop the show and ask questions. (…) Little Man (thinking): Um-m-let’s make
it 1850. Now, I’d like to take a walk around the town and get acquainted. (…)
Little Man: What about the people who live here[slum]? (1 막 4 장, 39, 41,44)
Little Man: 거기요! 불 좀 켜주세요!
(Little Man 은 왼쪽, 무대 복도에서 내려온다. 피트에서 무대로 올라오는 계단을 오를
때 조명. 장면은 검은 스크린 앞에서 진행된다.)
(…)
Little Man: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요. (…) 주택에 대해서요.(…) 전 배우가 아니고요.
그냥 밑에서 올라 온 겁니다. …(오케스트라 피트 석을 가리키며)
Little Man: Hey! Give me some light!
(Little Man comes down the aisle of the theatre, left. Light follows him as he
comes up stairway from pit to stage. Scene played against black screen)
(…)
Little Man: I’d like some information. (…) Housing. (…) I’m no actor. I just came
from down. … (Pointing to seat in orchestra) (1 막 4 장, 39)
Little Man (극장 복도를 따라 급하게 내려오면서): 이봐요! 저기요! (누군가의 발에
걸려 비틀거린다.) 여보세요! (왼쪽, 피트에서 무대로 올라간다. 무대를 가로 질러
돌출 무대에 선다.) 저 여기 있어요! 이봐요! (…) 맥주 한 잔 하러 나갔다 왔죠.
그래도 마지막 장면까지 다 봤어요.
Little Man (Hurrying down the aisle of the theatre): Hey! Hey! (He stumbles
over somebody’s foot) Pardon me! (He hurries up stairway from pit to stage,
left. Crosses to center on apron step) Here I am. Hey! (…) Out for a beer. I
just caught the end of that last scene. (2 막 2 장, 75)
190
여성의 목소리 (객석에서): 앵거스! 앵거스!
여자가 왼쪽, 피트에서 무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조명이 비출 때 그들은[Little Man 과
가이드]는 멈춘다.
Little Man: 오, 안녕. 여보. (가이드에게) 버튼쿠퍼 부인입니다.
A woman’s voice (from audience): Angus! Angus!
(They stop as light reveals Woman coming up stairway from pit to stage, left.
Little Man: Oh, hello. Dear. (To Guide) That’s Mrs. Buttonkooper. (2 막 2 장,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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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Little Man 의 특징이 『파워』에 비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191
이 두 인물은 앵거스 케이 버튼쿠퍼(Angus K. Buttonkooper)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데, 등장 인물이 이름은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를 단서로 관객은 극중 행위자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2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Little Man 의 이름이
Timothy Taxpayer(납세자), Homer Bystander(방관자), John Q.
Public(대중)라는 것을 상기할 때, 193 『파워』와 『국민』의 Little
Man 의 이름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맥더멋은 『파워』와 『국민』의 개인성이 강조된 것은 각 개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 비로소 집단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두 작품이 명백히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94 다시
말하면 버튼쿠퍼는 개인이지만 소비자 또는 대중을 대표하는 데, 이는
집단이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하며, 개별 관객에게 호소하되,
집단을 이루는 개개인의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먼저 두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보여준다. 다음 장면은 거대
자본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191

맥더멋은『파워』의 소비자는 목소리가 크고 흥분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얻어 내지 못하는 반면, 『국민』의 Little Man 은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땅 주인과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한다고 분석하며,
『국민』의 Little Man 이 『파워』의 소비자보다 더 강력한 주인공이라고
설명한다(1963, 163-164). 맥더멋의 분석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국민』의 Little
Man 역시 땅 주인과 집 주인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거나 문제 해결을 성취하지 못한다.
맥더멋의 관점에서 보다 주인공에 가까운 인물은 행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버튼쿠퍼 부인이라 할 수 있다.
192
Michel Pruner, 김덕희 역. 『연극 텍스트의 분석』. 동문선 2001. p.125; 신현숙,
op. cit., p.42.
193
각주 181 참조.
194
McDermott, op. cit.,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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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매우 소심하게): 제가-잠시- 좀- 당신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카마이클: 누구시죠?
소비자: 제 이름은 앵거스 케이 버튼쿠퍼입니다. 한 사람의 소비자죠.
카마이클(태도를

바꾸며,

명랑하게):

그럼요.

버튼쿠퍼

씨.

여기

앉으세요. 시가도 한 대 피우시고요.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소비자: 제 생각에는,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카마이클: 적당한 정신입니다.입니다. 버튼쿠퍼 씨. 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떄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그레이트 싸우스-웨스턴 엔지니어링 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경비 절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줄겁니다. (…) 우리에게 1 년에 5 만달러를 부과할거고요. (…)
버튼 쿠퍼씨. 당신이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버튼드로퍼 씨, 버튼 드리퍼 씨, 버튼 …
Consumer (very timidly): Can-I-just-talk to you for a minute?
Carmichael: Who’re you?
Consumer: My name is Angus K. Buttonkooper. I’m a consumer.
Carmichael(His manner changes; he becomes jovial): Certainly, Mr.
Buttonkooper. Sit right down. Have a cigar! (…) Now what can I
do for you?
Consumer: I think my rates are too high!
Carmichael: That’s the proper spirit, Mr. Buttonkooper. I admire a
man who’ll stand up and fight when he thinks he’s been stepped
on. (…) Did you know we just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Great South-western Engineering Corporation? They’re going
to teach us how to economize. (…) It’ll cost us fifty thousand a
year. (…) I don’t think you have to worry, Mr. Buttonkooper…
Carmichael: Good day, Mr. Buttondropper, Mr. Buttondripper, Mr.
… (1 막 7 장, 36)

위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카마이클의 태도이다. 카마이클은
처음에 소비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가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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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설득이 끝난 후 카마이클은 반복적으로 소비자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저지르는 데, 바로 이러한 카마이클의 태도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드러난다. 호명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195 설득 과정에서는 제대로 불렸던 소비자의 이름이
설득 이후에 계속해서 잘못 불려지고, 소비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

카마이클의

이러한

태도는

카마이클에게

버튼쿠퍼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으며, 개별 소비자가 기업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국민』의 Little Man 은 주택이 분양될 때마다 지원하지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뿐 자신은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이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이 문제를 Little Man 자신만
겪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해 한다. Little Man 의 질문은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집”에 살아야 하는 Little Man 의 처지는 결국 자본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위 장면에서『파워』와『국민』의 Little Man 은 모두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소비자, 대중의 상황과 문제를 보여주며 관객을
포섭한다.

관객은

자신과

비슷한

195

처지에

있는

등장인물과

김정숙, 『한국현대소설과 주체의 호명』. 역락, 2006. 참조. 김정숙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호명의 문제를 살필 수 있으며, 타자에게 작용하는 이데올로기가
호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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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화(identification) 196 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Little Man 의
발견과 깨달음을 관객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파워』의
소비자는 전기 요금, 이와 관련된 기업의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에 대한 답을 구한다. 또『국민』의 버튼쿠퍼는 불량
주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비롯해 정부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일부 장면은 Little Man의 질문에 의해
진행되며, Little Man 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발견과
인식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때 관객은 자신이 공감하는 인물과 함께
시선을 움직이며, 그 인물이 보는 만큼 사건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197 이미 지적한 것처럼 Little Man 과 유사한 상황, 지식,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관객은

주인공의

깨달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198 다시 말하면 Little Man 과 관객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감은
관객이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게 대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객을 대변하는 인물인 Little
Man 의 의미를 지적할 수 있다.
아서 밀러는 보통 사람 주인공(common man hero)이 관객과
독자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사회와 인간의 올바른
공존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99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관객에게 관객의 언어로 문제를
196

에릭 벤틀리(Eric Bentley)는 동일화(identification)를 일컬어 도덕적 연루나
감정적 함축이 없는 동조(It is sympathy without the moral implication or the
sentimental overtone. It is identification)”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 Bentley, The
Life of the Drama. New York: Atheneum, 1964.p.161.
197
Brecht, op. cit., p. 59.
198
Pruner, op. cit., p. 158.
199
Arthur Miller,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Revised and Expanded.
Martin, Robert A. ed. Vol. Revised and expanded. New York: Da Capo Press,
1996.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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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고, 해답을 구하는 인물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객의
연극적 정화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200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공통적인
문제 의식이 발견될 때, 관객은 적극적으로 극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201
이러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는 리빙 뉴스페이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다. 상술한 것처럼 1930 년대 미국 연극인들을
연극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202 연극을 통해 관객을
교육하고, 변화킬 필요를 느꼈으며, 관객을 설득하고자 하는 연극의
목표를 공유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양상은 크게 급진주의와 보수주의로
양분된다. 전자의 연극인들은 기존의 연극적 표현을 완전히 배제한
연극을, 보수적인 연극인들은 극적 환영과 사실적 표현을 일부 사용한
연극을 추구하며, 각기 사회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했다.

203

급진주의자들은

형식적

측면에서

혁명을

추구했지만 관객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단순히
당면한 사회 문제를 다루다는 것으로 관객에게 호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의 연극이 비교적 성공했다는
맥더멋의 지적을 바탕으로, 관객의 몰입과 동일화를 가능하게 하는
200

허종, op. cit.., pp. 17-26 참조.
류은희는 브레히트와 탈춤의 관객을 비교하며, 관객이 관찰자로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가운데 확신에 찬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46-48).
202
김세근, "1930 년대 미국극의 사회성". 『드라마 논총』. Vol. - No. 11, 1998.
pp.45-46.
203
맥덧멋은 1930 년대 연극인을 급진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 분류한다. 전자에는
마이클 골드(Michael Gold), 존 도스 패소스(John Dos Passos), 존 하워드
로손(John Howard Lowson)가 속하며, 후자에는 클리포드 오데츠(Clifford Odets),
해럴드 클러먼(Harold Clurman), 핼리 플래내건(Haille Flanagan), 엘머
라이스(Elmer Rice)가 포함된다. D. McDermott, "Propaganda and Art: Dramatic
Theory and the American Depression." Modern Drama. 11.1, 1968. pp.74- 76.

201

76

리빙 뉴스페이퍼의 Little Man 이 폭넓은 관객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4
이렇게 관객에게 호소하고 작품에 공감할 수 있도록 Little Man 을
설정한 것은 리빙 뉴스페이퍼가 관객의 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즉, Little Man 을 통해 획득한 관객의 깨달음과 경험이 극장
밖에서도 이어지며, 실생활에 적용되게 하려는 것이다.

205

Little

Man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관객 역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Little Man 이 관객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때 관객이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담화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４.２. 담화를 통한 선전과 선동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리빙 뉴스페이퍼는 사회
문제를

극화하며,

관객들이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객석과 무대의 거리는 주로 멀어진다. 극적 환영을
파기하면서 관객이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Little Man 을 통해 관객의 공감과 몰입을 성취하면서 관객을 극의
중심으로 끌어 들인다. 이러한 극 요소는 모두 관객의 실질적인
행동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06 연극 매체는 라디오, TV,

204

맥더멋은 보수주의자들의 연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극적 환영과 사실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부르주아적 연극의 특성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968,
76).
205
Ibid., p. 81.
206
McDermott(1958), op. cit.,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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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달리

배우와

관객이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며

관객과

배우사이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207 관객 개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집단적인 행동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연극은 관객 개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행동을 촉구하고, 이것이 극장
밖에서도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 때문에 리빙 뉴스페이퍼는 선전극, 또는 선동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선전과 선동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선전(propaganda)은 “의미있는 상징적 기호의
조작을 통해 대중을 관리하는 조직적 기도”

208

선동(agitator)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대중을 설득하며 실질적인 행동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것” 209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선전, 또는 선동이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10 연극이 선전극이나 선동극으로 분류될 때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전이라는 개념이
“사실의 조작, 왜곡”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산주의나 파시즘과 관계된 것으로 여겨지거나, 212

211

선동은

이성적이지 못한

선정적인 태도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213

207

Shank, op. cit., p. 19.
박성희, "프로파간다의 문법". 『한국 언론학보』. Vol. 53 No. 1, 2009.p.329.
209
김문환, 『사회주의와 연극』. 느티나무, 1991. p.30.
210
강석진은 선전은 대중의 마음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의견을 뚜렷하게 표현해 주고,
정당화해주며, (...) 선동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선전과 선동의 상화 작용을 통해 완전한 이해와 통일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15). 정봉석, "1930 년대 선전극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7. p.17.에서 재인용.
211
유일상, 『선전과 여론설득』. 아침, 2001. p.20.
212
Ibid., p. 26.
213
정봉석, op. cit.,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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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벤틀리는 모든 작가가 자신이 설득적이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술은 선동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14 뿐만 아니라
연극의 언어는 직접적인 청자를 전제로 하며, 215 화자는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극 언어는 강력한 수행성을
내포한다. 216 또한 희곡의 담화는 등장 인물의 상호 소통 뿐 아니라
작가와 관객의 소통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인 것으로,217 작가는 등장
인물을 통해 관객에게 말을 걸고, 등장 인물이 변화하고 행동하도록
하면서, 관객 역시 변화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선전·선동극이라는 평가를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연극 미학과 관계없이 연극이 거대 권력, 또는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거나, 그것에 이용당할 때,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939 년 미 의회는 플래내건의 러시에 방문경험과 그녀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관련 조사 결과 리빙 뉴스페이퍼를 포함한 연방
연극 사업의 작품들이 공산주의적이며, 공산주의를 선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방 연극 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을 철회한다. 218 그러나
의회의 주장처럼 리빙 뉴스페이퍼가 공산주의적이거나 급진적인 체제
전복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루즈벨트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어용연극이거나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연극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본고는 리빙 뉴스페이퍼가
교조적, 선전적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지만, 공산주의, 또는 정부
214

Bentley, op. cit., p. 111.
이러한 발화 양식을 담화(discourse)라고 한다. Emile Benveniste, 황경자 역.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민음사, 1992. p.345.
216
Benveniste, op. cit., p. 242.; 신현숙, op. cit., p. 71.
217
서명수, "화용론과 극텍스트의 대화 분석". 『한국 연극학』. Vol. 10 No. 1, 1998.
p.205.
218
Flanagan(1985), op. cit., pp.341-343.; Dycke, op. cit.,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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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의해 이용당한 부정적 의미의 선전 ·선동연극으로 평가하는
입장에는 이견을 제기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절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기하는 두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중심으로 『파워』와
『국민』의 담화를 분석한다. 분석에 있어서 등장 인물의 대사뿐
아니라 인물의 행동, 담화 상황까지 고려할 것이다.219
『파워』는 전력 공급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한다.
『파워』는 TVA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기업의 전기
요금과 정부의 전기 요금을 비교하며, TVA 사업이 전기 요금과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또한 관객을
대변하는 소비자는 정부 개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220 시종일관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확성기는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TVA 사업의 정당성을 천명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파워』는
관객에게 이성적으로, 또 동시에 감성적으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이다.
『파워』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 개입을 명시하며 관객들의 동의를
구하는 장면도 포함한다.
의장 :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은 우리에게 5 달러 50 센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TVA 사업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2 달러 50 센트,
219

신현숙은 문화적·역사적 ·정치적 조건, 시간과 공간, 언술의 장면, 준언어적
행동(제스처, 행동, 음악, 조명)이 모두 극 담화를 분석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74-75).
220
소비자: 오, 전 TVA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알기 위해 왔어요. TVA 가 1 킬로 와트
시간당 3 센트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사실인가요? (…) 요금을 더 부과하지 않고요?
(…) (열광적인 미소를 띄우며): 삼 센트라니! (…)
Consumer: Oh, I just came down to find out a few things about this TVA business.
Is it true that the TVA sells electricity for three cents a kilowatt hour? (…) And
they won’t let’em charge anymore? (…) (a rhapsodic smile on his face):
Three cents! (…) (2 막 5 장, 80-81)

80

혹은 그 이하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제
제안합니다. (선다.) 회사에 가서 전기 요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만큼 요금을 내려주지 않으면, (…) 우리의 발전소를
건설합시다! (천천히, 잠시 휴지) 모두 동의하십니까?
코러스: 예.
Chairman: Now here’s the situation: The company’s chargin’us
five and a half cents. If we get the juice from TVA it’ll cost us
two and a half or less. Now, What’re we going to do about it? (…)
Now here’s the proposition. (Stands up) We go to the company
and ask them to cut rates. If they won’t cut we offer (…) we’ll
build our own! (Slowly, after a pause) All those in favor?
Chorus; Aye.(2 막 1 장, 71-72)
농부 1: (…)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데이톤까지 행진해서
TVA 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요청할 겁니다.
농부 4: 설비 비용은 누가 내죠?
농부 1: 우리가요.
농부 5: 어디서 돈을 마련하죠?
농부 1: 정부에서요! 정부가 우리에게 대출을 해 줄 겁니다. (휴지)
모두 동의하시나요?
코러스: 예!
First Farmer: (…)Listen, We’ll march right down there into
Dayton and ask the TVA to take over the whole country!
Fourth Farmer: Who’s going to pay for the poles?
First Famer: We are.
Fifth Farmer: Where’re we going to git[get] the money?
First Farmer: From the Government! They’ll make us a loan. (A
pause) All those in favor?
Chorus: Aye! (2 막 2 장, 73)221

221

인용 강조: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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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의 장면에서 의장과 농부 1 은 정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다. 이는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파워』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질문과 응답의 담화
구조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지막 군중들의 긍정적 대답은
선동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222
『국민』 역시 불량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223

어떠한 해결 방안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성기는 작품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결방안으로서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파워』와 달리
불량 주택 개선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222

유일상, op. cit., pp.144-145.
확성기: 기다려요! 멈춰봐요! 아직 불 끄지 말아요! 조명 좀 다 켜주세요! (조명이
켜진다.) 훨씬 낫군요. 이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휴지) 자, 집주인씨,
당신이 보여준 그런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것 압니다.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사람들이 병[문제가]이
있지만, 치료법[해결책]은 없다고 믿으면서 극장을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다구요! (…) 당신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면 – 그래요. 당신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방금 증명했죠. –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해요. –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 정부죠. – 예를 들자면.
Loudspeaker: Wait a minute! Hold it! Don’t black out on that yet! Bring those
lights up-full! (They comes up) That’s better. This scene isn’t over yet!
(pause) Now, Mister Landlord, we know that the conditions you showed us
exist. They were a little exaggerated perhaps, but they exist. But we can’t just
let it go at that. We can’t let people walk out of this theater knowing the
disease is there, but believing there’s no cure. There is a cure! (…) If you
can’t build cheap houses-and you’ve just proved that you can’t – then let
somebody do it who can- and I mea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for
instance. (2 막 3 장 103-104)
인용 강조 : 필자

223

82

입장도 포함하고 있다.224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정부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불량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부를 지목하고
있으나, 작품의 목적이 단순히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민』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 가깝고, 『파워』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주지만 아래와 같은 평가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해리 홉킨스와 플래내건은 『파워』를 정부 정책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교육하기

위한

선전극이라고

평가한다. 225 당시 신문, 잡지에 실린 『파워』에 대한 비평을 역시
홉킨스와

플래내건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면,

리테일링지(Retailing)는 관객이 『파워』를 통해 전력 독점 공급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비평하며,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은 『파워』가 문제를 명확하게(with clarity)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226
이 같은 비평들이 『파워』가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선전한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파워』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가지 논의를 위해 다소 길지만 다음 두 장면을 인용한다.
224

실제로 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와그너스티겔(Wagner Steagall Act)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법안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진빈, "주택 정책을 통해 본 뉴딜 개혁의
성과와 한계". 『서양사론』. Vol. - No. 77, 2003.p.30.
Little Man 은 이 법안이 “주택 문제의 2%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다(2 막 6 장, 114).
225
Flanagan, op. cit., p. 185.
226
Thomas T. Dash., May 10, 1937. Retailing.; Richard Watts, Jr. July 11, 1937.
New York Herald Tribune., Dycke, op. cit., p. 115 에서 재인용.

83

농부: (…) 그리고 거기에[전기 사용]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 프랭크가 말하는 거 당신도 들었지. 프랭크 농장은 더 크고,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데도 전기 회사가 어림도 없다고 했대.
아내: (…) (일어서며) 그 사람들이 공기 없이 살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숨쉬는 걸 멈출 거예요? (…) 전기는 공기만큼 중요하다고요.
농부: 그렇지, 그래도…
아내: “그래도”같은 말은 하지 말아요! 나가서 뭐든 해봐요. (…)
당신도 미국 시민이라고 말해요! 카달로그에서 선풍기며 온열기,
진공청소기나 식기 세척기같은 기계들을 보고 있는데 신물이 난다고
말해요. 변화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라고요! (…)
(농부가 납득하며 일어서자 아내는 모자를 씌워주며, 그를 내보낸다.)
이제 나가서 그들에게 뭐든 말해요!
Farmer: (…) And there ain’t nothin’ I can do it about it. (…) You
heard what Joe Frank said. His farm’s bigger’n mine. He can
use more lights, and the company told him, nothin’doin’.
Wife: (…) (She rises) Suppose they told you you couldn’t have
any air, would you stop breathin’? (…) Light’s just as
importatnt as air.
Farmer: Sure it is, but. …
Wife: Don’t “but”me! Why don’t you go out and do somethin’
about it? (…) Tell’em you’re an American citizen! Tell ‘em
you’re sick and tired of lookin’at fans and heater and vacuums
and dish-washin’ machines in catalogues, that you’d like to
use’em for a change! (…) (As he stands convinced, she claps
his hat on his head, and gives him a push) Now go on out and
tell’em somethin’! (1 막 15 장 A, 63)
아내: 전기 회사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남편: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벽에 머리라도
박을까?
아내 아뇨. 대신 주 전기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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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저기 여보, 나는 그냥 일개 소비자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
기업하고 싸워.
아내: 위원회에 말하라고요. 그들은 불만을 접수받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일어선다.) 그들을 움직여요. 당신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 (그에게 모자를 내민다.) 자 가요!
(남자는 행동한다.)
Wife: Did it ever occur to you the maybe those electric companies
are charging too much?
Husband: Sure it did. But what can I do about it? Bump my head
against the wall?
Wife: No, but you can complain to the State Electric Commision.
Husband: Look, dear. I’m just one little consumer. How can I fight
a utility?
Wife: Tell the Commission. That’s what they’re there for. (…)
(rises) Make’em. Tell’em that your taxes are paying their
salaries. Tell’em that that’s what they’re there for, to regulate
things. Tell’em you’re sick and tired of making dividends for
somebody else. (…) (She thrusts hat at him) Now get goin! (He
does)(1 막 15 장 B, 65)227

위 장면에서 두 여성은 자신들이 미국 시민이자,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전기를 “공기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파워』는 전기에 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묘사하며, 정부
개입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결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공황 이전까지 미국인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로 여겼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띠는 정부 정책이 일정 부분
허용되며, 그러한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도 형성되었다. 또한 전기
227

인용강조: 필자, 이후 인용 장면에 대한 강조는 모두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85

요금, 전력 공급과 같은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부상한
것이다. 『파워』가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용되고, 또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두 여성의 담화 태도에 주목해 보자. 두 여성 모두 대화 도중
갑자기 일어서며, 명령문을 사용하고, 모자를 건네면서 남성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또한 유사한 장면이 연달아 배치되면서
여성들의 행동과 담화가 반복되고, 그 의도가 강조된다. 담화 내용과
여성들의 태도를 모두 고려할 때, 여성들의 대사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남성)과 관객의 행동을 촉구하는 선동문이며, 강력한
수행성을 갖는다. 실제로 극 안에서 담화의 청자인 남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할 태세를 갖추며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와 유사한 담화 장면은 『국민』과 『레프티를 기다리며』에서도
반복된다. 『국민』의 담화 장면은 아래와 같다.
버튼쿠퍼부인(객석에서 일어서며): 그렇게 놀란 표정 짓지 말아요.
앵거스. 그게 바로―관성이죠! (조명이 그녀를 비춘다. 복도를 따라
무대 위로 등장 왼쪽, Little Man 을 보고 선다.) 당신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죠. 나도, 그런 곳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아무 것도 하지 않죠. (…)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이건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 루즈벨트란
사람이 그러는데, 국민의 삼분의 일이래요. 국민의 삼분의 일이
1938 년에 이렇게 산다고요! (…)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뭘

해야하는지 알잖아요? 우린 소리쳐야 해요 (…) 워싱턴에 있는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요. (…) 만약 우리가 충분히 크게 외친다면! (…)
지금이죠! (소리치며) 우린 쾌적한 거주지를 뭔해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에게도 적합하고 깨끗한 공간을 원해요. 당신 내 말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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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있거나, 올버니에 있는 당신 말이에요. 아니 어디 있든지요!
쾌적한 공간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집을!
Little Man: 당신은 그들이 우리에게 귀 기울일거라 생각하오?
버튼쿠퍼부인: 그들이 우리에게 귀기울이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지금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겠죠.– 슬럼-질병-범죄-청소년비행…
그리고 …
Mrs. Buttonkooper (rising from seat in audience): Don’t look so
surprised, Angus. That’s just what it is – inertia! (Light picks her up

as she comes down aisle and up on stage, left. Stands facing
Little Man) You know about these conditions and so do I and so
does everybody else that lives in ‘em – but we don’t do
anything about it! (…) Look at it―and don’t forget that isn’t
only New York. (…) According to a man named Roosevelt, it’s
one third of a nation! One-third of a nation is just like that in
1938! (…) You know that what we’re going to do – you and me?
We’re going to holler (…) until they admit in Washinton it’s just
as important to keep a man alive as it it to kill him! (…) If we do
it loud enough! (…) Now! (Shouting) We want a decent place to
live in! I want a place that’s clean and fit for a man and woman
and kids! Can you hear me- you in Washington or Albany or
wherever you are! Give me a decent place to live in! Give me a
home! A home!
Little Man: Do you think they’ll hear us?
Mrs. Buttonkooper: And if we don’t make them hear us you’re
going to have just what you’ve always had-slums-diseasecirme-juvenile delinquency… and … (2 막 5 장 118, 120-121)

버튼쿠퍼 부인 역시 객석에서 갑자기 일어서며 Little Man의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촉구한다. 버튼쿠퍼 부인은“우리(w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의 삼분의 일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관객을 “우리 또는 국민”이라는 동일한 집단 내부로
포섭한다. 뿐만 아니라 버튼쿠퍼 부인의 담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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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가 “우리”에서 “당신들(you)”로 전환되는 데, 이것은 담화의
수신인이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결국 버튼쿠퍼 부인은 관객이 함께 행동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객석에 앉아 있는 각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관객의 동참을 촉구한다.
대표적인 선동극으로 평가되는『레프티를 기다리며』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극중극에서 에드나(Edna)는
조(Joe)에게 “무엇이든 해요. 조, 똑똑하게 굴어요. 당신 동지들을
함께 모으고, 더 나은 임금을 위해 파업해요.(do something, Joe, get
wise. Maybe get your budies together, maybe go on strike for
bette money).”라고 자극하며, “우는 아이들과 부인들을 위해
싸우라(fight for the crying kids and wives).”고 요구한다.228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작품의 여성은 모두 명령문을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담화의 직접적인 청자 뿐
아니라 관객의 행동과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담화가 가지는
수행성은 무대 위의 청자뿐 아니라 객석의 관객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랑크포트는 사회극을 표방하는 연극이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결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29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배우가 관객에게, 관객이 다시 배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230 연극을 통해 관객의 행동을
요구하고,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조지 산토 역시 선동극이
228

Clifford Odets, Waiting for Lefty and Other Plays. New York: Grove Press,
1993.p.9, p.12.
229
McDermott(1968), op. cit., p. 76 에서 재인용.
230
각주 100 참조; 양승국, 『한국연극의 현실』, 태학사,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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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을 자극하고,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면서 관객이 공연자와 함께
행동할 필요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31

『파워』와

『국민』은 작품 말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선동극적 특징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이는 극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과 그 해결
방안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객의 행동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리빙 뉴스페이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담화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파워』와 『국민』의 여성은
모두 “국민”, “시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동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파워』와

『국민』이 미국 사회의 체제 전복이나 자본주의의 폐기와 같은
급진적인

주장을

하거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위해 시장경제, 또는 국가 정책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 다음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Little Man: (…)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도시가 성장했죠. 땅의
가치는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주

공간을

가져야

했으니까요. 이게[불량 주택의 문제가] 바로 그 결과에요!
땅주인: 그런데 당신은 뭘 하겠다는 거죠? (…) (호전적으로)(…)
그러니까 내 후손들에게 땅을 빼앗아서 그걸 공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Little Man(의심스럽게): 아-뇨.
(…)
집주인;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ittle Man: (…) 우린 앨버니까지 행진할거고, 긴급 임대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 흠, 이게 충분치 않나요?
231

각주 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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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Man: (…) While you[Landowener] sat the town grew up
aroud you. Land values went up, and because peple had to have a
place to live in, this is the result!
Landowner:

Well,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belligerently)(…) Do you think you can take the land away
from my decendants and make it public property?
Little Man(doubtfully): No-o.
(…)
Landlord: Well,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Little Man: (…) We’re going to march right up to Albany and get
some emergency rent law passed! (…) Well-er-isn’t it enough?
(2 막 5 장, 116-117)

『국민』은 위 장면에서 개인이 시장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작품이

그것을

부정할

의도도

없으며,

불량

주택

문제

역시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리빙 뉴스페이퍼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보는 입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사회, 경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리빙 뉴스페이퍼 뿐 아니라
1930 년대 대부분의 미국 연극이 널리 공유했던 입장이다.232 해럴드
클러만(Harold Clurman)은 “이 시기(1930 년대) 위기가 너무 깊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 불안 요소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233

232

김세근, "1930 년대 미국극의 사회성". 『드라마 논총』. Vol. - No. 11, 1998. p.

47.
233

Harold Clurman, The Fervent Years: The Group Theatre & 30’s, New York:
Da Capo Press, 1983. p. 113, 김세근(1998), op. cit., pp. 47-4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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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파워』와 『국민』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관객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선전적이며, 선동적이다.
이 같은 작품의 특징은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시카고에서『파워』가 공연된 이후 전력 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234 본고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시카고에서 Spirochete(1938)

235

공연된 직후 성병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23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리빙

뉴스페이퍼는

관객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촉구하는 힘을 가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사회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34

http://depts.washington.edu/depress/theater_arts_living_newspaper_powers.shtml
235
시애틀에서 제작된 리빙 뉴스페이퍼 중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매독
문제를 다루며, 정부의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depts.washington.edu/depress/theater_arts_living_newspaper_spirochete.sh
tml
236

http://depts.washington.edu/depress/theater_arts_living_newspaper_spirochete.s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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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결론
본 논문은 리빙 뉴스페이퍼의 대표작인 『파워』와 『국민』을
분석하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사회 반영 전략과 그 효과를 밝혀 보았다.
리빙

뉴스페이퍼는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연극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빙 뉴스페이퍼를 급진적인 좌파
연극, 정부 주도의 어용 연극으로 보며, 리빙 뉴스페이퍼의 연극
미학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국내 학계에서 1930 년대
대표적인 선동극으로 평가되는 『레프티를 기다리며』나 연방 연극
사업에서 진행된 흑인 연극에 비해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몇몇 연구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은 직접적인 참고 문헌의 인용 없이 한정된 소개,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1930 년대 미국 연극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시각과 평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극장 사업과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리빙 뉴스페이퍼의 사회적 발언의
효과와 교육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학, 극단,
지역 공동체에서 새로운 리빙 뉴스페이퍼가 공연되기도 하였다.
본고는 2000 년 이후 1930 년대 리빙 뉴스페이퍼가 재조명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리빙 뉴스페이퍼가 제작될 수 있고, 리빙 뉴스페이퍼를
통해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 또는 사회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연극 미학적 특성과 그 효과를 밝히며, 리빙 뉴스페이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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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평가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2 장은 신문과 리빙 뉴스페이퍼의 매체적 특징에 주목하였다.
활자 매체뿐 아니라 당시 미국의 대중 신문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며,
신문 사건이 극 텍스트로 전환되고 무대 위에서 재현되었을 때
산출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문은 매일 발생하는 사건을
보도하지만, 그 보도는 일회적인 것이며, 활자를 통해 전달되면서 사건
자체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독자와 사건은 언제나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빙 뉴스페이퍼는 관객에게 중요하며,
관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을 선택하여 선별과 재구성을 통해
이야기로 전환한다. 또한 이 이야기는 현전하는 배우를 통해 시각적,
청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관객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두 작품의 1 막 1 장을 분석하면서 이 장면이
관객을 작품의 문제 의식으로 유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 문제를 다루었던 1930년대 미국 사회극이 모두 성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리빙 뉴스페이퍼가 주요 사회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리빙 뉴스페이퍼가 그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가, 즉 리빙 뉴스페이퍼의 극적 표현이 관객에게 어떻게
호소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장치와 인물, 담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장치는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주해 장면은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며, 작품 이해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객은 주해
장면을 통해 사전 지식을 획득하며, 작품의 문제 의식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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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해결 방안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리빙 뉴스페이퍼의
영사 이미지는 무대를 확장하고, 극적 환영을 파기하며 관객에게
영사된 이미지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서사적이며, 영사
이미지를 통해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본고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장치는 관객와 무대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며,
관객의

사고를

유도함으로써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에

관객이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에서 리빙 뉴스페이퍼를 단순한 선전·선동극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리빙

뉴스페이퍼의

서사적

장치가

이화

효과를

산출한다면,

4 장에서 분석한 리빙 뉴스페이퍼의 Little Man 과 담화는 관객의
동화를 의도한 것이다. 본고는 작품의 문제 의식이 관객의 문제
의식으로 전이되고, 리빙 뉴스페이퍼를 통해 획득한 깨달음이 실제
생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관객의

몰입과

동일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리빙 뉴스페이퍼의 주인공 Little Man 을
분석하였다. Little Man 은 평범한 사람을 대표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관객은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Little Man 에게 감정 이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지식과 판단
기준을 가진 Little Man 의 깨달음과 발견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
이어서 본고는 리빙 뉴스페이퍼의 선동적 담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담화가 관객의 정서를 고조시키며, 관객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는『파워』와 『국민』모두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옹호하지만, 정부
정책을 선전하거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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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리빙 뉴스페이퍼는 관객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문 기사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극화한 작품이다. 또한 리빙
뉴스페이퍼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
과정에서 관객의 동화와 이화는 반복적으로 유도된다. 주해 장면과
영사 이미지와 같은 서사적 장치는 극적 환영을 파기하면서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넓히고,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유도한다. 반면
관객을 대변하는 등장 인물은 관객이 문제 상황, 주인공의 깨달음과
발견 과정에 몰입하게 하며, 선동적인 담화는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며,
관객의 행동을 촉구한다. 정부의 전력 공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등 리빙 뉴스페이퍼가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예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리빙
뉴스페이퍼는 플래내건이 주장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사회극이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연극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는『파워』와 『국민』에 한정하여 두 작품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이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여러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리빙 뉴스페이퍼 작품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문 형식의 연극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러시아,
독일, 미국, 영국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며, 국가별로 각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작품 안에서 형상화되는 양상과 그 영향 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된 연극이 가지는 연극 미학을
규명하고, 이러한 작품이 집필, 공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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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trategies for the
Reflection on Society and the Effect of
the Living Newspaper: Focusing on

Power and One Third of a Nation
Young Ji J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Living Newspaper deals with social
issues and aims to discuss the effect of the Living Newspaper on
the audience. The Living Newspaper is a unique concept of the
Federal Theatre Project implemented by the U.S. Government as
a New Deal Policy. The Living Newspaper is a dramatization of
news articles, a social issue, and its voice is informative and
propagandist. Although the Living Newspaper lasted for just four
4 years, this paper focuses on its structure, characters, and the
purpose of the work and sheds new light of the Living Newspaper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Living Newspaper produc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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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further analyzes the elements and expression of the Living
Newspaper, it can suggest a form of social drama, which deals
with social issues and aims to change audience and society.
Chapter Two concentrates on the specific effects that arise
when newspaper text is converted into dramatic text. Unlike
printed media, the Living Newspaper conveys a dramatic incident
by “telling” and “showing” it through living actors;, the work
uses this process to draw the audience in and form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audience. Furthermore, this
chapter highlights the weakness of the mass media in the 1930s
and the strength of the Living Newspaper as a documentary
theater. However, the work of the Living newspaper cannot be
said to have been popular because of its theme and material. Thus,
the following chapters examine the theatrical expression of the
Living Newspaper and its appeal to audiences.
Chapter Three considers epic devices, which create a distance
between the stage and the audience and encourages audience
members

to

reflect

on

stage

events

more

critically

(defamiliarization). This chapter analyzes a play within a play,
which visualizes the abstract concept and provides concrete
explanations for the audience to facilitate comprehension of the
whole story of the work and assesses logical solutions. Projected
images are also analyzed in this chapter. These images expand
the time-space of the stage, destroy dramatic illusions and
emphasis the meanings of the texts. These images include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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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s, cartoons, and pictures of the past and help the audience
figure out the meaning.
Chapter Four focuses on characters and discourse, which induce
the audience’s identification(familiarization). The protagonist of
the Living Newspaper is a victim of society, but he tries to find a
solution by himself, and presents it to the audience. This
character invites the audience into the process of discovery and
realization. This chapter also analyzes discourses, in which the
audience is encouraged to modify their thoughts and take actions.
The discourse proposes a solution, or raises the audience’s
emotion, and seeks to demand audience’s agreement.
In this overall process, this paper explains the objectives and
effects of the Living Newspaper, which aims to suggest a solution
for social issues and aims to initiate social change.

Keywords: the Living Newspaper, social drama, epic theatre, a
play wihin in a play, audience’s identification, propaganda and
agitate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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