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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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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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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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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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석사 학위논문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공연예술학 전공

이 흔 정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지도교수  양 승 국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공연예술학 전공

이 흔 정

이흔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 특징 및 활용 방식을 분
석하고, 그에 따른 연극적 효과 및 관객 지각방식의 변화를 논한다. 장소
특정적 연극은 실제 장소와 연행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연극 미학
을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장소에의 개입을 통해서 사회정치적인 목소리
를 내는 공연 양식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은 전통적인 
극장 연극의 관습 및 관객의 연극 지각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
적이고 대안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조명되어야 한다.
   감각의 측면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은 프로시니엄 극장 공간이 시각지배
적 감각비율을 초래하여 관객의 연극 경험에서 다른 감각들의 작용이 약
화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시각적 측면 위주로 논의된 기
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머레이 쉐이퍼(R. Murray Schaffer)가 
1970년대에 제안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개념을 통해서 장소특
정적 연극의 청각적 경험을 고찰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장소성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연극적으로 의미
를 발생시키고 관객의 신체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연극 기호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극장과 다른 방식의 청각적 경험은 시각지배적 감각의 통합을 견
제하여, 관객들이 사용하는 감각 비율의 균형이 회복되는 데 기여한다.
   본고는 먼저 20세기 후반 인간, 환경, 예술(미디어)의 긴밀한 영향관계
가 주목된 사회적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의 태동 배경을 
고찰한다. 이로써 시각예술의 영향으로부터 장소특정성을 설명하는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고, 연행의 역동성과 경험적 성격이 장소특정적 연극의 핵심
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극장에서와 
달리 연극의 시노그라피(scenography) 내부에 포함되어있고, 이에 따라 
관객의 경험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풍경과 풍
경에 속해있는 지각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운드스케이프 개념
을 통해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자신의 몸 주위로 풍경을 전개해나가는 
관객의 감각적 연극 경험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카무라 유지로의 체성감각 
개념과 맥루한의 촉각성(tactility) 개념을 통해서 관객의 감각 경험에 대한 
서술을 보완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한 뒤, 3장에서는 장소특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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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이중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소특정
적 연극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of the site)’과 연출 의도에 따라 ‘가져온 
것(brought to the site)’ 사이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연극의 시노그라
피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발생시킨다.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 
또한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가 관계맺음으로써 구성되며, 이것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양한 연극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사운드스케이프가 활용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첫째는 장소의 청각적 조건 및 발견
된 소리가 연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MP3플레이어나 헤드폰
과 같은 ‘개인적 청각 미디어(personal audio media)’를 사용하여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4장에서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달라진 사운드스케이프에 따라 관객의 
청취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동안 연극에
서 소리의 문제는 주로 의미론적 관심에서 다루어졌지만, 본고는 연극을 
구성하는 소리들과 관객의 청취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를 지적하며 감각
적 측면에서 소리의 문제를 고찰한다. 쉐이퍼(Schaffer)의 하이파이
(HI-FI)/로우파이(LO-FI), 도형/배경 개념을 통해서 극장과 장소특정적 연
극의 사운드스케이프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맥루한(McLuhan)의 
‘청각적 공간(acoustic space)’ 개념과 돈 아이디(Don Ihde)의 ‘청각적 
장(auditory dimension)’ 개념을 통해서 관객의 청취를 설명한다. 이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가 관객의 연극 지각방식을 전방향적으
로 조정하고, 관객 스스로의 감각 사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촉각
적 연극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연행 환경이 변화
함에 따라 독특한 사운드스케이프가 형성되며, 그것이 다양한 효과를 발생
시킬 뿐 아니라 관객의 지각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밝힌다. 이처럼 장
소특정적 연극이 프로시니엄 극장 연극의 시각중심적이고 전향적인 지각
방식을 극복하고, 관객의 모든 감각을 활성화하는 촉각적 연극 경험을 만
들어낸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의 비판적 의미를 조명한다.
  

주요어: 장소특정적 연극, 장소특정성, 사운드스케이프, 감각 균형, 관객, 
청취, 청각적 장, 촉각적 경험
학  번: 2013-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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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연극에서 ‘장소(place)’는 기본적으로 연행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 및 
위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연행 장소는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연극적 의
미작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간이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극장이
라는 제도적 공간 그 중에서도 ‘무대 공간’이며, 가시적인 경계가 없는 거
리 공연에서도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연행 공간을 일상적 맥락으로부터 분
리시킨다.1) 그런데 20세기 후반 실험적 연극인들은 ‘연극을 위해 따로 마
련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장소에 연극을 위치시키기 시작했다. 이미 다
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견된 공간(Found Space)”2)을 연행 장소
로 전유하는 시도의 기저에는 ‘일상과 예술의 관계’ 및 ‘전통적인 예술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있었다.3) 존 케이지의 <4분 33
초>(1952)로 대표되는 1950년대 이후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 전반의 
이러한 움직임은 1913년 마르셀 뒤샹의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 
개념을 계승하는 것이었다.4)

   1950년대 이후 극장 밖으로 실연 장소를 옮긴 실험적 연극들은 제도화

1) 리차드 셰크너는 그리스 연극, 중세연극, 아시아 전통연극, 심지어 마을의 민속놀

이까지 모든 연행에서 공연 공간은 특별한 장소로서 ‘구별(marked-off)’되어 왔음

을 지적했다. Richard Schechner, Environmental Theater, Applause Theatre &
Cinema Book Publishers, 1994, p. xxviii.

2) ‘발견된 공간(Found Space)’은 1968년 리차드 셰크너가 환경연극(Environmental

Theater)이 실연되는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발견된 공간은 공

간의 주어진 특징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은 채 연극적으로 사용되는 비극장공간

을 의미한다. ibid., pp. xxx-xxxvi.
3) 이러한 움직임은 존 듀이(John Dewey)가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1934)에서 주장한 예술과 일상의 통합, 감상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과정으로서 예술을 인식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 듀이

의 철학을 교육적으로 실천한 ‘블랙 마운틴 컬리지(Black Mountain College)’에서

행해졌던 일련의 움직임은 20세기 후반 네오-아방가르드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

을 미쳤다. 존 케이지가 이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구성한 공연

<Untitled Event>(1952)는 ‘해프닝(Happenings)’ 예술의 시초가 되었다. Helen

Nicholson, Theatre &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09, pp. 14-16.
4) Salmoe Voegelin, Listening to Noise and Silence: Toward a Philosophy of
Sound Art, London :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2010, p. 80.; 리사 필

립스, 송미숙 옮김, 『The American Century』, 2008, 12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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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극장 공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극장 공간이 관객의 감각들
을 구조화하는 방식과 연극의 지각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5) ‘장소특정적 연극(Site-Specific Performance/Theatre)’6)은 
이러한 극장 공간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는 가운데, 장소성을 연극의 창작
조건으로 삼아 퍼포먼스의 형태나 주제를 발전시키는 연극 형태이다. 이때 
실제 장소에 연극을 ‘위치시키기(place/site)’는 단순히 희곡 텍스트에 적
합한 현실의 장소를 찾아 극적 배경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연극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장소에 이미 내재해 있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탐구로부터 창작을 시작하는 장소특정적 공연은 비평가와 작업자 모
두로부터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조앤 톰킨슨(Joanne Tompkins)은 
장소특정적 연극이 단순히 장소가 가진 ‘기성의 분위기(ready-made 
atmosphere)’를 연극적 효과를 위해 활용하거나, 특정 장소나 과거의 삶
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7) 닉 케이(Nick 
Kaye)8), 마이크 피어슨(Mike Pearson)9), 피오나 윌키(Fiona Wilkie)10) 
등 주요 연구자들은 장소특정적 공연의 핵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장소와 

5)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次郎)가 ‘공통감각’의 재구성을 이야기하면서 뒤샹과 존

케이지를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다. 유지로에 따르면, 뒤샹과 케이지의 기획은 예

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자, 일상화된 경험의 밑바닥에 있는 자명

성에 대해 묻는 것이다. 나아가 ‘자명성을 떠받치고 있는 감각과 지각, 그리고 무

의식적인 믿음까지’ 문제 삼는 것이다. 나카무라 유지로, 양일모·고동호 옮김,『공

통감각론』, 민음사, 2003, 11-12쪽, 29-36쪽 참고.

6) 공연예술에서 장소특정성은 작품의 형식에 따라 ‘Site-Specific Performance’,

‘Site-Specific Theater’, ‘Site-Specific Dance’ 등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이 용

어는 연구자에 따라서 ‘장소특정적 연극’, ‘장소특정적 공연’, ‘장소특정적 퍼포먼

스’ 번역되거나 ‘사이트스페시픽 연극’이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

역어들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맥에 따라 장소특정적 연

극/장소특정적 공연을 함께 사용한다.

7) Joanne Tompkins, “Theatre’s Heterotopia and the site-specific production of

suitcase”, The Drama Review, Vol. 56, No. 2, The MIT Press, 2012, p. 102.
8) Nick Kaye, Site-Specific Art: performance, place and document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9) Mike Pearson, Site-Specific Performan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10) Fiona Wilkie, “Out of Place: The Negotiation of Space in Site-specific

performance”, University of Surrey, School of Arts, Doctor of Philosoph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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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사이의 “교환(exchage)”, “관계(relationship)”, “협상(negotiation)”
이라고 말한다.11) 요컨대 장소특정적 공연의 의미는 ‘발견된 장소’로부터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내고, 동시에 공연으로부터 장소성을 재조명하는 적
극적인 쌍방향적 작용에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장소특정적 연극이 실천되었고,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학문적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이 본격적으로 다루
어지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로는 이진아12), 김상균13), 최상철14), 정수진15)

이 있으며, 이들은 장소특정적 연극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외 작품들
을 사례로서 분석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분석된 대상의 일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장소특정적이라고 보기에 무리
가 있다. 초기 작품들은 장소성 자체를 연극적으로 주제화하기 보다는, 희
곡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써 극장 밖의 환경을 활용한 측면이 강
했기 때문이다.16) 초기의 작품들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관객에 대

11) 닉 케이(Nick Kaye)는 저서 Site-Specific Art(2000)의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

한다.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 작업과 그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장소들 사

이의 교환을 표현하는 실천들을 고찰한다. 정말로,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

의 정의는 그야말로 그러한 교환(exchange)의 기반을 묘사함으로써 시작할 것이

다.” 피오나 윌키(Fiona Wilkie)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이러한 점은 똑같이 강조

된다. “본고는 ‘퍼포먼스, 관객, 장소’ 사이, 그리고 ‘장소-특정성’과 ‘연극성’ 사이

의 협상(negotiation) 과정이 본고의 방법론 및 장소-특정적 연극 실천가들의 실

험적 전략보다 배로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12) 이진아, 「다매체시대 한국 연극의 변화에 대한 소고」, 『드라마연구』, 제25호,

한국드라마학회, 2006.

13) 김상균, 「공간을 향한 새로운 여행(Site-Specific Theatre)」, 『한국연극』, 한

국연극협회, 2007. 7월호.

14) 최상철, 「사이트스페시픽 연극(Site-Specific Theatre)으로서의 <Marie>의 무

대화」, 『연극포럼』, 한국예술종합학교, 2007.

15) 정수진,「사이트스페시픽 연극(Site-Specific Theatre)의 현황과 전망」, 『연극

포럼』, 한국예술종합학교, 2009.

16) 초기의 이러한 작품들이 장소특정적 공연의 사례로서 분석된 것은 ‘장소특정성’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케빈 멜치오니

(Kevin Melchionne)와 스테판 호지(Stephan Hodge) 등은 ‘장소특정성’이란 단순

히 작품이 장소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작품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이

상호적이며 엄격한 수준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소특정성에 대한 분

류 기준을 제시했다. 케빈 멜치오니는 장소특정성을 세 단계로 구분하며 “장소에

의하며 장소에 대한(for and about place)”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장소특정적 예술

이라고 규정했다. 스테판 호지는 “선택된 단일한 장소로부터 그리고 장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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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 연극의 작동방식이나 관객의 경험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위 논문들은 극단 여행자 <연-카르
마>(2005), 열혈예술청년단 <로미오와 줄리엣 시리즈-Grunge>(2005)와 
<오이디푸스-성>(2007), 호모루덴스컴퍼니 <오늘 같은 날>(2007), 최상철 
<마리>(2007) 등을 국내 사례로서 언급했다. 그러나 열혈예술청년단 및 호
모루덴스컴퍼니의 작품은 장소를 사용하는 맥락이 대중성과 연극의 놀이
성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거리극의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었다. 또한 장소성
을 연극적으로 활용하는 작품의 경우에도, 장소의 변경에 따른 연극의 작
동방식 및 소통구조에는 크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7) 최상철의 <마리>는 장소의 랜드스케이프와 사운드스케이프를 미
학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는 장소특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무대-객석의 구조를 유지하고 조명, 오브제, 의상 등을 사용하
는 방식이 상당부분 극장의 무대 관습을 따름으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연극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장소특정적 연극이 제작되고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는 것은 2010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18) 이전의 작품
들이 새로운 장소에 기존의 희곡 텍스트를 위치시킴으로써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 2010년 이후 제작된 작품들은 발견된 장소를 탐구하고 

특별히 만들어지는 공연”이라고 정의 내렸다. Kevin Melchionne, “Rethinking

Site-Specificity in Public Art: Some Critical and Philosophical Problem,” Art
Criticism Vol. 12, No. 2, fall, 1998, p. 43.; Fiona Wilkie, “Mapping the Terrain:
a Survey of Site-Specific Performance in Britain”, New Theatre Quartely,
Vol. 18, Issue. 02, 2002, p. 150 참고.

17) 이진아는 극단 여행자의 <연-카르마(karma)>가 새로운 공간으로 장소를 옮겼

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연기방식이나 관객의 관람방식이 극장의 관습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진아, 앞의 글.

18) 백로라는 2010년 이후 한국 공연계의 주요한 변화의 징후로서 장소 특정적 공연

이 다루어지는 배경을 ‘오프 대학로 연극 혹은 비주류 연극’을 실천했던 신진 연

출가들의 움직임에 주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기존의 연극형식에 도전하는 실험

적인 양식들과 ‘동시대성(contemporary)’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면서 장소

특정적 공연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고 설명한다. 백로라, 「장소특정적 퍼포먼

스(Site-Specific Performance)의 공간 구성과 관객 체험」, 『인문언어』, 제15권

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3, 100-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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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에 기반 하여 텍스트 및 퍼포먼스를 창작하기 시작했다. 김소연19)

과 신현숙20)은 미술에서의 장소특정성 개념을 정리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의 장소특정적 연극이 출현한 배경과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백로
라21)와 김도일22)은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공간이 선택되고 배열되는 방식 
및 그에 따른 관객의 체험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전의 연구들이 
여러 사례에 대한 비평적 설명에 그쳤다면, 이들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작
품들을 함께 비교 분석하여 장소특정적 연극의 다양한 미학적 가능성과 
사회적 비판성을 부각시켰다.23) 한편, 이진아24)는 앞선 연구들에서 강조하
는 공간의 확장과 관객의 참여는 장소특정적 연극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환경연극, 거리극 등의 공간적 연극실험들과의 변별 
지점으로서 ‘장소성(placeness)’을 꼽았고, 인문학과 현대예술에서 전개된 
장소 담론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장소특정
적 연극에서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스스로 발화하는 이야기꾼이
자 관객에게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전달하는 물리적 현존으로서의 ‘장소
(site)’를 강조해왔다. 
   선행연구들이 장소특정적 연극의 특징으로서 가장 주목한 것은 첫째, 

19) 김소연,「장소 특정성 연극에서 ‘장소’는 무엇인가: <당신의 소파를 옮겨드립니

다>, <헤테로토피아>」, 『연극평론』, 복간40호(통권60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1.

20) 신현숙, 「장소특정적 연극-퍼포먼스 연구 -한국의 공연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49호, 한국연극학회, 2013.

21) 백로라, 「장소특정적 퍼포먼스(Site-Specific Performance)의 공간 구성과 관객

체험」, 『인문언어』, 제15권 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3.; 백로라, 「장소특정

참여 퍼포먼스 <헤테로토피아> : ‘헤테로토피아’에서 길을 잃다」, 『공연과 리

뷰』, 제71호, 현대미학사, 2012년 12월호.

22) 김도일, 「장소특정적 연극으로서의 <광천시민아파트 가,나,다>와 <ONE DAY,

MAYBE. 언젠가> 연구」, 『드라마연구』, 제43호, 한국드라마학회, 2014.

23) 백로라는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주된 장소로 선택하며, 관객의 보행을 통해

일정 지역을 여행하는 형태의 작품인 <헤테로토피아>와 <거리에서>를 비교 분

석했다. 그는 <헤테로토피아>가 장소의 역사와 정치학을 드러내는 작품인 반면

에, <거리에서>는 예술적 이벤트를 통해 일상적인 장소를 낯설고 새로운 시선으

로 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김도일은 역사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광주 지역의 특정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공연된 작품 <광천시민아파트 가,나,다>

와 <One Day, Maybe. 언젠가>를 장소성의 재발견과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비

교 분석했다.

24) 이진아,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와 “장소성”의 문제 :서울의 도시 이동 퍼

포먼스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54호, 한국연극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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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객석 구조의 극장과 다른 공간 구조와 배치에 따른 연극의 의사소통 
방식 및 관객의 참여 방식이 변화이다.25) 특히 석사학위논문 중 다수가 
장소특정적 연극의 ‘공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강민정(2011)은 장
소 특정적 공연의 출연배경을 공연사적으로 설명하고 국내외 공연의 공간 
연출 방식을 분석했다. 무용분야에서 이혜민(2013), 홍정아(2014) 역시 장
소특정적 무용에서 공간의 활용 방식을 다루었다. 그러나 세 연구는 모두 
장소특정적 공연의 의미를 주로 ‘극장 이외의 다양한 공간 확보’ 및 ‘관객
과의 소통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장소특정적 공연이 갖는 의미
를 일면 단순화했다. 이혜령(2015)은 장소특정적 연극의 연행 공간을 ‘단
일 공간’과 ‘복수 공간’으로 분류하여, 중심 연행 공간이 변형됨에 따라 근
본적으로 배우의 연기 방식, 공연의 의사소통 경로, 관객의 역할이 변화한
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소특정적 연극이 극장이라는 공간
구조와 다른 연행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연극 미학을 만들어 내려는 대안
적 연극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둘째는, 많은 논자들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보행/걷기’에 주
목했고, 벤야민(Benjamin)과 세르토(Michael de Certeau) 등을 인용해서 
장소의 역사적 서사를 다시 쓰는 보행발화 및 장소의 체화라고 설명했다. 
신현숙과 백로라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보행’이 역사 및 장소의 
다시쓰기이며,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적 실천이라고 해석하며 벤
야민, 르페브르, 세르토 등의 논의를 인용했다.26) 그러나 이들의 이론 및 
개념이 촉발된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용어만을 차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진아는 드 세르토의 공간적 실천을 보다 자세히 논의한 
뒤, 그가 말한 공간적 실천은 일상 속에서의 반복적 실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보행은 ‘유사 공간적 실천’이라고 분석했

25) 강민정, 「장소특정적(Site-Specific) 극 공간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

술대학원 공연영상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이혜민, 「Site Specific 공간특성을 활용한 작품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

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홍정아, 「공간을 활용한 Site-Specific 무용의 공연사례분석」, 충남대학교 대학

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이혜령, 「장소특정적 연극의 공간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공

연예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26) 신현숙, 앞의 논문, 193-197쪽.; 백로라, 앞의 논문, 2013, 110-120쪽.; Fiona

Wilkie, 앞의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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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해외 연구자 피오나 윌키(Fiona Wilkie) 역시 장소특정적 연극을 설
명하는 방법론으로서 미셀 드 세르토의 이론을 참고한다. 그는 단지 관객
의 보행이 ‘공간적 실천’이라는 단편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세르토가 
장소와 공간을 ‘정지(stillness)와 움직임(movement)’의 관계로 설명하며 
사용한 “지도(map)와 유람(excursion)”, “정박과 벗어남”과 같은 비유를 
논문 전체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을 설명하는 수사학적 모형으로서 사용했
다. 이러한 분석은 장소특정적 연극이 미학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비판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객의 실제적인 몸의 체험과 개인적인 감수성을 관념적인 담론으로 귀속
시켜 추상화하고 연출의 의도에 종속시키는 측면이 있다.28)

   장소특정적 연극은 발견된 공간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방
식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연극적 조치를 가함으로써 ‘장소’가 공연을 수행
하도록 하는 연극이다. 외부의 사회적 환경 및 맥락과 분리된 극장에서의 
공연과 달리, 개방된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소특정적 연극은 선택한 
장소의 물리적·사회문화적 요소들과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서 공연의 의미
를 구축한다. 공간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장소’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 
사건들, 사회적인 제도와 이데올로기 등의 무수한 겹들로 이루어져있다. 
즉 장소는 사회의 공적인 리듬·사적인 리듬·자연의 생명적 리듬이 교차하
며, 교차적 리듬과 순환적 리듬이 끊임없는 반복과 차이를 발생시키는 장
(場)이다.29) 따라서 장소는 공간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시간성’과 결부된

27) 이진아는 <헤테로토피아>, <영혼 매춘>, <거리에서>가 드 세르토의 ‘신체로

쓰기’라는 공간 실천을 표방하는데, 이들 공연에서 관객이 진정한 의미에서 르페

브르와 드 세르토의 공간적 실천을 실천하는 것은 아닌 ‘유사 공간적 실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극이 함께 연극을 체험하는 관객 무리가 없이 개인적/

사적 체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미치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이진아,

앞의 논문, 2014, 84-89쪽, 101-105쪽.

28) 백로라는 과연 관객들이 연출가의 의도처럼 “역사적 지식을 체화”하고, “평면성

을 공간으로 입체화”하며, “장소를 재해석하고 재편성”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그는 한 관객의 관극평을 인용하면서, 관객의 실제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느낌은 연출가의 의도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백로라, 위의 논문,

110-122쪽.

29)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제시한 ‘리듬(rhythme)’ 개념은 이와 같은 장

소 및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의 겹들(layers)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된다. 그

의 마지막 저서 『리듬분석』에서 그는 일상성의 공간에 ‘시간’에 대한 고민을 덧

붙임으로써, 공간의 시간성과 시간의 공간성의 변증법을 보여준다. 그는 ‘공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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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공간적 특징―공간 구조와 형태, 건축적 특징, 오
브제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분석했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은 고정적인 
요소들로서, 장소의 역동적인 변화와 흐름을 부각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
다. 특히 장소에 속해있는 관객은 전체적인 공간의 구조나 전체적인 풍경
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없다. 즉 극장에서는 거리를 두고 무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반면에,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감각하게 된다. 따라서 관객은 펼쳐지는 풍
경과 장소에 배치된 연행자의 행동 및 오브제들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기도 
하지만, 시각적 자극 못지않게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자극들에 노출된
다.30) 본고는 공연의 성격이 변화한 것처럼 공연을 분석하는 연구 관점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관객이 ‘무엇을 보는가’ 이외의 다양
한 요소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감각의 측면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은, 프로시니엄 극장 공간이 “시각지
배적인 감각비율”31)을 초래하여 단일 감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다른 

간-에너지(몸)’의 변증법을 통해, “공간의 리듬과 시간의 리듬이 맞물린 지점에서

내 몸의 움직임(에너지)를 통해 발현되는 생명적 리듬, 조화적 리듬, 순환적 리

듬”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기획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을

유기적 관계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개개의 사물, 자연, 인간을 역동적인

변화의 상태에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장소특정적 퍼포먼스

의 근저를 이루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작업들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 정기헌 옮김, 『리듬분석』, 갈무리, 2013,

13-20쪽, 83-86쪽 참고.

30) 공연기호학자 안 위베르스펠트(Anne Ubersfeld)는 ‘연극 기호’는 통용적인 의미

를 포함하여 “인지와 사유효과는 물론이고 감정적 그리고/혹은 신체적 반응까지

산출하는 자극물(stimulus)”로 고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연기호를 표

현의 실체에 따라 청각적 기호들(파롤, 음악, 소리-소음)과 시각적 기호들(동작,

의상, 오브제, 무대장치 등)로 분류한다. 즉 공연은 시각적 자극물과 청각적 자극

물들이 관계 맺고 유기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의미를 발생시키고 관객에게 감정적

이고 신체적인 반응을 산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 위베르스펠트는 연극 공간

은 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청취자/경청되는 연사”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다. 안 위베르스펠트, 신현숙·유효숙 옮김, 『관객의 학교: 공연기호학』, 아카넷,

2012, 32쪽, 85쪽.

31) 프로시니엄 무대가 도입되면서 원근법적 무대장치와 효과가 연극의 중요한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조명 장치에 의해 입체적 무대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극장은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프로시

니엄 공간은 “시각지배적인 감각비율”을 초래하였고, 단일 감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늘날 관객은 여타 감각이 시각에 종속되는 방식의 연극 지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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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들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
라서 시각적 특징을 중심으로 공연을 분석하는 것은 ‘시선의 기능’이 강조
되는 극장 공간에서의 무대 연극을 분석하는 관습적 접근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장소특정적 연극이 지향하는 다양한 감각이 균형 있게 고
루 동원되는 “촉각적(tactile)”32) 관객의 경험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그동안 간과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청각적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을 둘러싼 소리들이 만들어내
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청각적 환경, 음향환경, 소리풍경 대신 머레이 쉐이퍼(R. 
Murray Schaffer)가 제안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33)라는 용어

에 익숙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대 이후 연극 공간은 ‘보는 자/보이는

자’가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으로 극장에서는 ‘시선의 기능’이 강조되었고, 그

에 따라 공연에 대한 담론 역시 시각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박민희, 「커뮤니

케이션 공간으로서의 공연장 역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공연전

공, 석사학위논문, 2003, 30-39쪽 참고.

32) 인문학적 미학의 영역에서 예술의 한 형태가 특정 유형의 감각에 의존하기보다,

다감각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흔히 공감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심리학, 신경과

학, 뇌과학에서는 공감각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감각 양상의 교차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다. 공감각(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는 협응지각)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는 소리를 색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빛의 자극이 제시되어 있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음성, 그리고 소음을 들을 때 불수의적으로 색을 지

각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공감각의 개념은 지각의 “초양태적(transmodale)

특성” 혹은 “다중감각적 지각(multisensory perception)”과도 구분된다. 나카무라

유지로는 메를로퐁티를 인용하며 감각들이 서로 관련되고 교류하며 통일되는 것

을 공감각적 지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낮은 소리는 파란색을 한층 짙은 색

깔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뇌과학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러

한 감각들 간의 영향 작용을 ‘다중감각 지각’으로 지칭하며, 극소수의 공감각자들

이 갖고 있는 ‘특발성 공감각’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현상으로 분류한다. 특히

공감각의 모든 유형이 다중감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글

자나 숫자에서 색이 보이는 것은 시각-시각적(visual-visual)이며 시각의 서로 다

른 측면들이 엮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지

각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감각적이거나 다중감각적 지각이라고 할 수 없고, ‘여러

감각들이 동원되어 대상에 접촉하고 이들 감각의 경험이 교환되어 하나의 전체

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촉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Rainer Schöhammaer,

이모영 옮김, 『지각심리학』, 학지사, 2014, 375-403쪽 참고.; 제이미 워드, 김성

훈 옮김,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 흐름출판, 2015, 137쪽, 264쪽 참고.; 마셜 매

클루언, 임상원 옮김, 『구텐베르크은하계』,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571쪽.

33) 본 논문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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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운드스케이프는 
특정한 장소나 지역의 소리풍경으로, 그 지역의 자연적 환경뿐 아니라 소
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가치관, 질서, 권력 문제 등을 포함
한다. 즉 청각적 환경이 공간과 어울리는 개념이라면, 사운드스케이프는 
‘장소’에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운드스케이프는 20
세기 후반 변화된 인식론으로서 근대적 감각의 분리를 비판하고, 청각의 
회복을 통해 시각중심주의를 견제하며 오감의 상호작용을 회복하고자하는 
지향성을 갖는다. 즉 사운드스케이프는 시각과 청각을 긴장이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분단’을 문제 삼는 개념이다.34) 셋째, 사운드스
케이프는 청취자의 지각과 이해,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의미론적 환경관에 
기초한 개념으로, ‘정태적’인 대상으로서의 지각주체와 거리를 두고 분리
되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요컨대 사운드스케이프는 개개의 소리를 분리하는 요소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컨텍스트(context)를 하나
의 풍경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35) 또한 이것은 ‘개인 또는 특정 사회가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둔 소리환경’으로서, 귀의 
우위를 주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상호작용하는 풍경의 ‘역동
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연, 인간, 기계 등 다양한 리듬이 끊임
없이 교차하고 변화하는 장(場)인 장소에서, 스스로 몸을 움직여 풍경을 
전개해나가는 관객의 경험은 랜드스케이프보다는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는, 20세기 후반 서양의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는 감각론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이다. 둘째는 좁은 의미에서 극장 연극 및 장소특정적 연극의 구체적인 소리

환경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34) 시각과 청각에 대한 이원적 설명은 이미 많은 감각 연구자들에게 비판받았다.

대표적으로 조나단 스턴(Jonathan Sterne)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청각적 근대

성의 역사를 강조했다. 조나단 스턴이 말하는 청각적 근대성 역시 청각이라는 ‘단

일 감각이 분리되고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감각 비

율의 균형 회복’과 ‘감각들의 상호작용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소리에 주목하는 것

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마크 스미스, 김상훈 옮김, 『감각의 역사』,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2007, 11-41쪽 참고.; 조너선 스턴, 윤원화 옮김, 『청취의 과거: 청

각적 근대성의 기원들』, 현실문화, 2010, 121-137쪽 참고.

35) 한명호·오양기, 「소음과 사운드스케이프」, 『소음진동』, 제18권 제6호 통권

제96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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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가 개념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비판적 지점들을 통해서, 장소특정적 연극이 감각들의 분단을 극복하
고 감각들이 균형 있게 사용되는 것을 지향하며, 관객과 환경을 함께 구성
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강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극에서 소리의 문제는 그것이 작품에서 어떠한 의미나 효
과를 만들어내는지 주로 의미의존적이고 언어의존적인 관심에서 다루어졌
다. 연극에서 ‘소리 그 자체’와 ‘소리의 지각 방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한참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논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매
우 얕은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극장의 소
리환경과 장소의 소리환경을 비교하고,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달라진 소리
환경이 연극의 작동방식과 관객의 지각방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밝혀보
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장소의 소리 또는 오디오를 통해서 관
객에게 주어진 소리는 부수적인 것으로서 언급되거나 개별 작품의 연출적 
특징으로서 약술되었다.36) 본고는 의미론적 맥락을 벗어나서 연극에서 소
리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 극장과 장소는 어떠한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어떤 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또 관객은 소리를 어떻게 지각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달라진 
사운드스케이프가, 극장 연극의 시각편향적이고 무대 중심의 전향적(前向
的, forward) 지각방식을 변화시킨다고 파악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소리의 싸개(包)’37)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로 인해 관객의 지각 방

36) 선행연구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예는 최상철의 <마리>(2006)가 있고, 나머지 공연에 대해서 장소의 소리 및 청각

적 장치의 활용은 개별 작품의 특징으로 상당히 약술되었다. 장소특정적 연극

<마리>(2006)의 연출가 최상철은 사운드스케이프가 장소 경험의 중요한 구성 원

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상철은 <마리>의 연출에서 옥상이라는 장

소를 둘러싼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공청 안테나와 피뢰침의 달가닥거리는

소리, 폭죽 터지는 소리, 까치떼 소리, 가까운 소리/먼소리 등-를 장소(site)의 구

성 원칙으로서 치밀하게 계산하여 구성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의 물질성을

관객이 신체를 통해 강렬하게 체험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37) 임태훈은 아이린 테일러 브로드스키(Irene Taylor Brodsky) 감독의 영화 <Hear

and Now(2007)>에 나오는 ‘진동으로 출렁거리는 헤비메탈 음악’을 즐겨듣는 청

각장애인 노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리가 단지 귀가 아닌 피부와 몸 전체로

느끼는 진동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임태훈, 「사운드문화론에 대한 시고」, 『반

교어문연구』, 제38집, 반교어문학회, 2014,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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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전방향적(全方向的, omnidirectional)으로 조정되며, 관객의 몸이 만
들어내고 동시에 몸에 침투하는 소리가 ‘촉각적인’ 연극 경험을 만든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은 20세기 후반 인간, 환경, 예술
(미디어)의 관계가 재고됨으로써 탄생한 감각론이자 인식론이다. ‘인간-환
경-예술’의 관계의 재고는 근대적 예술관습 및 감각의 분리에 대한 비판
을 내포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사회 통념으로서의 상식’에 물음을 던
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발생과 의미 또한 
인간과 환경, 그리고 예술의 관계의 재고라는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2장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이 장소성을 연극
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넘어서 ‘근대적 예술 정의의 극복’과 ‘감각들의 
통합적 경험’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 예술 실천이라는 점을 재조명한다. 이
로써 장소성의 연극적 활용에 주목해온 기존의 연구관점을 보완하고, 장소
특정적 연극의 비판적인 의미를 부각시킨다.
   3장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에 대
해 분석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은 ‘장소와 연극’이 관계 맺음으로써 의미를 
발생시키고, 장소와 연극의 관계는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들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관객에게 감각적으로 전달된다. 본고는 장소와 연극의 관계를 ‘발
견된 것-가져온 것’, 즉 호스트(Host)-고스트(Ghost)’ 모형으로 설명하며, 
각각의 요소들을 ‘호스트(host)-고스트(ghost)’로 설명한다. 이 모형을 소
리의 관점에 적용하면,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는 극장과 달리 
장소에서 ‘발견된 소리’와 연출 의도에 따라 마련된 ‘가져온 소리’가 뒤섞
이는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본고는 이러한 이중적 사운드스케이프가 어떠한 연극적 효과를 발생시
키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구체적인 공연 사례들을 통해서 살
펴본다. 첫째는 장소의 청각적 조건을 탐구하고 연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리를 만들어 내거나, 가져온 소리로 발견된 소리를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연극적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하는 것이다. <곶나들이(2009)>와 <필드워
크-오피스(2014)를 사례로 분석한다. 둘째는 ‘개인적 청각 미디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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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연극적 사운드
스케이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먼저 개인적 청각 미디어에 의해서 덧씌워
진 소리가 연극적 프레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장소의 발견된 소리를 재맥락
화하고 장소를 연극화하는 경우를 <바다에서 온(2014)>과 <작은 금속 물
체(2010>를 사례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두 가지 소리를 서로 마찰시킴으
로써 장소성을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장소를 전유하는 작품으로 <헤테로토
피아(2010)>와 <원더마트(2009)>를 분석한다. 이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이중적 사운드스케이프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연극적 효과를 발생
시킨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달라진 소리환경에 따라 
관객의 청취방식이 극장에서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한다. 본고는 장소
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 특징과 관객 청취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
명한다. 첫째, 극장의 소리환경이 ‘음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소리들의 위계
를 만드는 반면에,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연출된 소리·장소의 소리·관객의 
소리’ 등이 모두 ‘소리(signal)/연극기호’로서의 가능성을 가짐으로써 소리
와 소음의 이분법이 와해된다. 극장과 장소특정적 연극의 소리환경은 쉐이
퍼가 사운드스케이프를 하나의 연구 분야로 정립하면서 창안한 개념들―하
이파이(HI-FI)/로우파이(LO-FI), 도형/배경 등―을 통해서 설명된다. 둘째, 
극장 연극은 관객의 청취방식을 정면의 무대를 중심으로 조직하지만, 장소
특정적 연극에서는 소리가 관객을 중심에 포위한 채 사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객은 초점을 전방향적(全方向的)으로 변화시키는 청취 방식을 
취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객의 청취방식을 맥루한(McLuhan)의 ‘청
각적 공간(acoustic space)’ 개념과 돈 아이디(Don Ihde)의 ‘청각적 장
(auditory dimension)’, 초점-가장자리, 포위성-방향성 개념 등을 통해서 
설명한다. 셋째, 관객은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전방향적인 음향적 사건을 
예민하게 청취하며 스스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소리를 만들어 낸다. 관
객은 감각적 자극에 민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상적 환경을 미적으로 
경험 할뿐 아니라 자신의 몸의 사용에 집중하여 ‘작동의 즐거움’을 경험한
다. 또한 사물들과 자신의 몸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소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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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장소의 표면과 질감을 듣고, 장소와 관객 몸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감각함으로써 장소를 촉각적으로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2. 감각 균형의 회복으로서 장소특정적 연극

  2.1. 장소특정적 연극: 인간-환경-예술 관계의 재고

   장소특정적 연극은 장소성을 연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연극 미
학을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장소에의 개입을 통해서 사회정치적인 목소
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은 극장의 연
극관습 및 관객의 지각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감각들이 균
형 있게 동원되는 연극적 경험’을 만들고자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고는 ‘인간-환경-예술’ 관계의 재고라는 관점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이 지니
는 비판성을 재조명한다. 이로써 장소특정적 미술의 영향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의 발생을 설명해온 기존의 연구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권미원이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 개념을 처음 
정리하면서, 1960년대 후반 미니멀아트에서 모더니즘 미술의 이동성과 자
율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장소특정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많은 
이론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38)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권미원의 이
론적 논의를 참고하여 장소특정적 연극을 설명했다. 그러나 더 이전에 프
레드릭 키슬러(Frederick Kiesler)39)로 대표되는 1920년대 유럽에서 공간

38) “장소특정성의 출발지점을 어디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가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시각미술 분야에서 장소특정성 개념을 정리한 권미원은

이를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에서 찾고 있다. 모더니

즘의 무장소성을 비판하며,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과 작품과의 내적 필연성을 강

조했던 장소특정성 개념이 본격화 된 것이 1960년대부터이기 때문이다.” 이지희,

22-23쪽.

39) “키슬러는 1924년 <새로운 연극기법의 국제전(International Exhibition of New

Theatre Technique)>(Vienna)에서 이른바 ‘L과 T’형태라는 새로운 전시 방법을

이용했다. (중략) 더욱 혁신적인 점은 작품을 보는 관객을 고려함으로써 T자 형

태의 벽을 관객의 이상적인 눈높이가 아닌 실질적으로 적절한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고안했다는 것이다. 키슬러의 ‘L과 T’형태의 전시 방법은 작품과 관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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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객의 관계를 고려한 전시공간의 실험이 1960년대에 장소특정성이 본
격화될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볼 수 있다.40) 이러한 흐름에서 닉 케이(Nick 
Kaye)와 줄리 라이스(Julie H. Reiss)는 장소와 관객의 적극적인 작용을 
유도했던 앨런 캐프로우(Allan Kaprow)의 ‘환경’ 개념에서 장소특정성의 
전조를 찾는다.41) 즉 장소특정성은 시각예술에서 연극적이고 연행적인 성
격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개념으로, 이미 퍼포먼스의 속성과 닿아있는 개
념이다.42) 닉 케이(Nick Kaye)는 다음과 같이 장소특정성과 퍼포먼스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갤러리에서 감상 행위의 일시적인 성격이 강조되면서 미니멀리즘은 연극적이고 연

간의 상호작용이 고려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관객에 대한 고려는 열린 체계

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키슬러의 ‘L과 T’ 형태의 특징은 무한한 공간

의 인식으로 확장되어 동시대의 데 스틸(De Stijl), 절대주의(Supermatist), 구성

주의(Constructivist)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정상희, 「장소 특정적 미술에 관한 연구: 장소와 관객에 대한 인식변

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5-6쪽.; 이처

럼 프레드릭 키슬러는 시간, 공간, 관람자의 상호작용과 연속성에 관심을 가졌고,

인간과 건축의 연속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끝없는 극장(Endless Theater)’(1924)

과 ‘끝없는 집(Endless House)’(1951)이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였으며, 리차드 셰크

너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키슬러 재단 웹사이트

http://www.kiesler.org 참고; 이혜령, 앞의 논문, 16쪽 참고.

40) “관객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장소특정적 미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인식

된 것은 1960년대부터지만,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전시와 작품은 이전에도 존

재했다. 허버트 바이어(Herbert Bayer), 프레드릭 키슬러(Frederick Kiesler), 엘리

시츠키(El Lissitzky) 등의 작품에서 중요시 된 것은 기술 혁신, 대중매체,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과의 소통이었다. (중략) 20세기 초 유럽에서의 공간, 관객과 함께

실험된 전시 방법의 영향은 1960년대 이후 해프닝, 환경예술, 설치미술, 개념미술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관객이 시간을 초월하고 이상적으로 상정된

존재가 아니라, 관객이 움직임으로써 작품의 위치도 변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시공간은 하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장으로 인식되었다.”

정상희, 위의 논문, 5쪽.

41) 위의 논문, 7쪽, 14-27쪽 참고.

42) 1960년대 후반 현대미술에서 ‘장소특정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됐을 때 장소

는 ‘작품을 결정짓는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입지이자 유형의 현실’로서 크기, 규모,

재질, 형태, 비례, 채광, 환기, 지형적 특징 등이 주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작업은 관람자가 작품을 ‘지금 여기’에서 신체적으로

경험하고 완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에서 초기의 장소특정성

은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이 연극성(theatricality)을

적용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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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여기에서, 미니멀리즘의 장소특정성은 그것의 형식뿐 아
니라 공간적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으로, 조각에서 시작되지만 퍼포먼스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43)

   이렇게 장소특정성은 이미 출발에서부터 연행 또는 연극과 결부되어 
있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시각예술에서 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무용 등
에서도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는 연극적 성격의 작업들이 행해졌다.44) 따
라서 장소특정적 연극의 발생 배경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운동에서부터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며 복잡하게 전개된 현대예술의 지형도를 파악함으
로써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
위예술은 미술, 음악, 연극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특정적 연극
에 이르기까지의 실험적인 실천들을 수직적 진행과정으로 기록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 정신을 계승하는 1950년대 전후
의 전위적 예술 실천들45)―블랙마운틴컬리지, 존 케이지의 시어터 피스
(Theater Piece), 라우셴버그의 앗상블라주(Assemblage), 앨런 캐프로우 
해프닝(Happening), 플럭서스 운동, 미니멀리즘, 포스트모던 댄스 등―이 
1960년대 후반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소특정적 작업(Site-Specific 

43) 장소특정성에서 말하는 ‘장소’는 사이트(site)의 번역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닉 케이(Nick Kaye)는 장소특정성 개념과 퍼포먼스 사이의 연결지점에 주

목했는데, 그는 사이트(Site)라는 용어가 ‘동사를 실천하는 주체’를 내포하는 타동

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사이트/장소(Site)는 장소와 주체가 함께

변화하는 시간 속에 존재함으로써 인식되고, 주체의 실천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장소특정성’이라는 용어는 시각예술에서 만들어졌지만,

장소특정성은 ‘지금, 여기’라는 시간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미 퍼포먼스

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Nick Kaye, op. cit., pp. 1-3; p. 12.
44) 예를 들어, 1960년대 중후반 극장 밖의 주차장, 공원, 지붕, 건물 벽 등을 연행공

간으로 삼은 저드슨댄스시어터의 무용작품은 초기 장소특정적 미술에서처럼 장

소를 현상학적이고 경험적 관점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의

작업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장소특정성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미술에서처럼

초기에는 극장 밖 공간을 현상학적이고 경험적 측면에서 활용하다가, 점차 장소

의 서사를 연극적으로 주제화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상학적 측면에서 활용되던 발견된 공간(Found Space) 혹은 환경(Environment)

의 개념이, 1980년대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하는 사이트

/장소(Site)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5) 리사 필립스, 앞의 책, 91-1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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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ite-Specific Practice)46)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이 1970-80년대에 장르 별 핵심이슈를 다루면서 점차 다른 양상으로 전
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소특정성은 장르적인 운동 이전에, ‘인간과 환경 그리고 예술 
사이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47) 본
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이 ‘인간-환경-예술’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재고하
는 비판적 실천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장소특정적 연극의 비판적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장소특정적 연극은 실존적인 인간
의 존재방식을 자각하며, 몸으로 감각하고 관계 맺는 연행을 추구한다.48) 

46) 장소특정성을 추구하는 많은 예술 실천들은 여러 장르 및 매체를 융합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장르적 경계를 넘나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닉 케이

는 그의 저서 『Site-Specific Art』에서 Site-Specific Work 또는 Site- Specific

Practice라는 용어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47) 이렇게 20세기 중반이후 인식론의 변화에 따라, 미술에서 장소로부터 유리되는

모더니즘 작품의 탈물질화가 문제가 되고 장소특정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은 매체의 특성상 애초에 예술의 탈물질화가 중

심이슈가 될 수 없다. (이진아,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와 ‘장소성’의 문제:

서울의 도시 이동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54호, 2014, 90-92

쪽.) 인간-환경-예술의 상호적인 관계성을 인식함에 따라 공연예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영적인 프로시니엄 무대’이다. 여기에서 프로시니엄 극장은 일상으

로부터 분리되는 환영주의와 시각편향적인 감각의 구조화로 인해서 극복의 대상

이 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1960년대에 극장연극에 대한 대

안으로서 발생한 것이 ‘리빙 시어터’, ‘오픈 시어터’, 리차드 셰크너의 ‘환경연극’

등이며 1980년대에 본격화되는 ‘장소특정적 연극’ 역시 이러한 계보 위에 있다.

48) 김방옥은 연극의 몸(물질성)과 관객의 몸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한

국적 담론으로서 동북아와 한국의 고유한 ‘기’와 ‘흥’ 개념을 통해서 한국적 몸 연

극론을 제안했다. “서구 근대극의 재현미학을 넘어선 비재현적 연극론으로 등장

했던 아르토의 잔혹연극론 이래 메이어홀드, 그로토프스키, 바르바, 므누스낀 등

현장예술가들 중심으로 연기자의 몸이나 공연의 감각과 물성을 중시하는 몸의

연극들이 실천됐다. (중략) 몸의 연극은 지금까지 주로 무대 위의 몸, 즉 배우나

오브제의 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몸의 연극이란 단지 무대 위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관객은 진행되는 공연에 피부와 근육과 내

장과 몸의 열기와 에너지와 운동감각, 에로티씨즘을 통해서 반응한다. 이런 관객

의 몸 역시 현상학적 관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연현상은 공연의 몸

과 관객의 몸 사이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상학은 사이의 철학이며

지향성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메를로 퐁티의 ‘몸’과 ‘살’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몸과 살이기 때문에 배우나 무대의 몸뿐 아니라 관객의 몸도 중요해진다.” 김방

옥, 「몸의 연극과 관객의 몸에 관한 시론: 氣와 興에 관련하여」, 『드라마연

구』, 제25호, 한국드라마학회, 2006, 174-18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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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연행자와 관객은 실제 장소에서 몸과 공간의 물질적 
접촉 및 영향관계가 강조되는 연행을 함께 경험한다. 이러한 연극 경험은 
공간에 대해 물리적으로 반응하고 관계 맺는 ‘인간 존재의 양태’를 확인하
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에서는 과학의 진보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 또는 불안으로,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 대두된다. 전후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대중은 경제적 
풍요와 현대화에 대한 환상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원자폭탄과 핵 방사
능, 독성 화학물질 등에 위협받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강한 불안이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공간이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로 균질화 
됨에 따라, 현대인은 장소가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유리되는 무차별적 공
간경험의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장소의 상실’ 혹은 ‘거주의 상실’은 인간 
실존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계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생태학, 실존주의, 현상학 등이 널리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환경세계(Umwelt)49)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주
하는 실존적인 인간 존재방식이 주목된다.50)

   이렇게 인간의 실존적 존재방식을 강조함에 따라 인간의 몸이 거주하
는 ‘장소’가 철학적으로 사유되고, 이는 장소특정적 연극이 태동하는 근본
적인 바탕을 이룬다. 다시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하는 예술, 즉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연극경험의 회복을 추구하게 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51) 여기에서 ‘환경’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

49) 독일의 생물학자 야콥 폰 윅스퀼(Jakob von Uexküll)은 생물체의 고유한 현실

과 공간을 의미하는 움벨트(Umwelt)와 추상적 의미의 환경(Umgebung)의 차이

를 강조했다. 동물 생태학을 창시한 윅스퀼은 ‘각각의 종은 자신의 고유한 환경

세계’를 구축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모든 종은 자신에게 고유하게 현실인 것을 구

축하며 현실은 과학이 고려하는 환경 이상의 것이다. 예컨대, 물리적 환경에서 색

깔은 파동 길이의 보편적 현상이나 사실상 젖소의 질적 세계에 빨강색은 존재하

지 않는다. (김성도, 『도시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안그라픽

스, 2014, 745쪽.) 이러한 동물의 ‘환경-내-존재’라는 사고방식은 하이데거와 메를

로-퐁티가 ‘세계-내-존재’로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게 된 바탕을 이룬다.

50) 유하니 팔라즈마(Juhani Palassmaa), 김 훈 역, 『건축과 감각(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시공문화사, 2014, 60-61쪽 참고.

51) 따라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는 기본적으로 항상 ‘경험적·현상학적 장소’

혹은 ‘즉자적 사이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학적 장소’ 개념은 셰크너의 환경

연극에서 ‘발견된 공간’과 ‘환경’ 개념과 상통한다. 환경연극에서 환경은 “공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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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주체들의 개입에 따라 활성화되고, 경험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공
간의 양상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유동적인 상호작용의 장(場)이다.52) 이렇
게 연행자와 관객의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고 지각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
는 것으로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의 ‘함께 되어 감’을 강
조하는 것으로 근대적 주체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53) 다음의 인용
문은 근대적 주체성의 해체와 인지양식의 변화가 장소특정적 연극의 발생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퍼포먼스 공간의 현존성은 다층적이고 미확정적인 성격을 품게 되며, 직관
적 경험이 중요시 된다. 이는 현실의 모습을 구성하는 주체의 성격 자체가 변화함을 
뜻한다. (…) 이는 세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객체화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주체에 
대한 회의였으며, 지각의 주체와 세계라는 지각의 대상의 이원적 구도에서 벗어나
기 위한 방편으로서, 존재론적 차원이 도입된 것이다. 이제 주체란 선험적으로 고정
된 본질이 아니라, 환경에서의 주체가 대면하는 것과의 주관적 관계를 통해 유동적
으로 수립되는 개념이 된다. (…) 이는 이성으로써 감각정보를 종합해내는 지각양식
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몸으로서 공감각적 지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퍼포먼

와 관객 모두를 둘러싼 것으로 연극의 고유한 특징인 ‘실제적 만남’을 가능케 하

고 현재적 체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며, 궁극적으로는 해방감을 느끼게 만드

는 장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은 실재 장소를 연행공간으로 삼

음으로써 살아있는 몸의 경험을 통한 지금-여기의 예술이라는 연극의 본질을 강

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행자와 관객이 함께 발 딛고 있는 ‘터(攄)’로서 고대 연행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52) 백영주, 「현대 퍼포먼스 공간의 탈근대성과 조형적 특성」,『기초조형학연구』,

Vol. 12, no. 1, 한국기초조형학회, 2011, 288쪽.

53)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네오아방가르드 연극은 연출 과정과 공연에서 의미생산을

조종하는 문학 텍스트로부터의 탈피, 그동안 텍스트의 의미기호에 가려져 있던

물질성, 몸, 수행적인 것, 수행성 등을 부각시키면서 관객과의 소통에서 벌이는

다양한 지각실험, 그 결과 관객이 ‘공동생산자’ 내지 ‘공동창조자’로 부상하는 것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네오아방가르드 사

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나란히 원칙적인 차이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네오아방가르드 연극이 1960년대 이후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율성의 종말, 주

체적 자아의 폐위, 자의식을 지닌 개체의 종말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모더

니즘의 지적, 사상적 배경에서 문화를 ‘퍼포먼스’로 이해하는 소위 수행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김형기,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지각방식과 관

객의 역할』, 푸른사상, 2014,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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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신체적 존재로서 주체가 숨 쉬고 살아가는 생활 세계를 인식해가는 방식을 테
스트하는 장이 된다. 이에 따라 근대적 주체가 비시간성 속에서 독립적으로 구축하
였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의 상(象)은 주체가 형성되는 환경적 맥락, 즉 구체
적인 역사와 기억 등이 촘촘히 얽혀있는 장소성의 모색으로 변환되고 있다. (…) 동
시에 이는 삶의 실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극장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의 장소특
정적 퍼포먼스를 활성화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54)

   다시 말해 장소특정적 연극은 근대적 인간 존재론을 비판하며, 몸을 가
진 존재로서 환경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또한 즉물적인 장소에서 연행자와 관객이 함께 감각적인 
연극 경험을 하게함으로써, 연극 고유의 현장성(liveness)과 직접성
(immediacy)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장소특정적 연극은 근대적 연극 정의 및 극장관습에 대한 
비판적 실천으로서, 관객의 능동적인 관여 및 지각에 의해서 완성되고 의
미가 부여되는 연극경험을 중시하며 예술의 경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발견된 공간은 마르셀 뒤샹의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 개념을 계승하는 것이다. 뒤샹의 발견된 오브제 개념은 1950년
대 이후 로버트 라우셴버그55)와 재스퍼 존스56), 음악에서 케이지 등으로 
“예술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여러 실험적인 시도로 이어졌다. ‘발견된 공
간’ 혹은 ‘환경’ 개념 역시 발견된 오브제 개념이 확장되어 캐프로의 해프
닝과 셰크너의 환경연극, 그리고 장소특정적 연극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장소특정적 연극은 ‘일상적 사물 및 상황’과 ‘연출된 오브제 및 연극
적 행동’을 뒤섞어 실제와 허구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이로써 관객은 무
엇을 연극적 맥락 속에 포함시키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지에 대해서 사유
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54) 백영주, 위의 글, 290-291쪽.

55) 라우셴버그는 커다란 캔버스에 사진과 신문지, 음식물 봉지와 박제 동물 등을

붙이는 콤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을 실천했다. 리사 필립스, 앞의 책,

123-125쪽 참고.

56) 재스퍼 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존스는 미국 국기, 미국 지

도, 알파벳, 과녁 등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기호와 회화를 결합한 작업을 주로 했

다. 위의 책, 131-13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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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소특정적 연극은 본래 연행의 목적이 아닌 장소를 선택함으로
써 연행 과정에 개입되는 우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연행의 일
부로서 수용한다. 이처럼 ‘우연성’과 ‘비결정성’을 긍정하는 것 역시 뒤샹
과 존 케이지의 미학을 계승하여 근대적인 예술 정의를 비판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57) 즉 장소특정적 연극은 확정적인 연극적 프레임을 만들
지 않음으로써, 전통적 연극에 비해 주관적이고 미확정적인 성격을 추구한
다. 이렇게 여러 변수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관객에게 취사선택의 기
회를 줌으로써 관여도를 높이고 해석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소특정적 연극은 다른 장르 및 멀티미디어와의 적극
적인 융합을 실천함으로써, 연극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세 번째로 장소특정적 연극은 ‘근대적 극장’이 관객의 감각을 시각중심
적이고 정면중심적으로 구조화한다고 보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통일성
을 지니지는 않지만 감각들이 서로 사이를 가로질러 소통하는 종합적’ 혹
은 ‘촉각적’인 연극 경험을 만들어내고자 한다.58) 1960년대 전후 실험 예
술가들에게 ‘갤러리(화이트 큐브), 콘서트홀, 극장’이라는 제도적 예술 공
간은 개별 감각을 분리 또는 고립시키며 특정한 감각에 중심성을 부여하
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프로시니엄 무대가 도입된 이후 극장은 ‘시각’을 
가장 지배적인 감각으로 구조화했다. 극장 연극에서 ‘보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객석과 무대가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소특정적 연
극은 연행 공간 내부에 관객을 포함시켜 관객이 연극을 관조하는 것이 아

57) 양은희, 「예술의 ‘융합’: 마르셀 뒤샹, 존 케이지,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 18권, 제1호, 현대미술학회

2014, 115-170쪽 참고.

58) 한스 티즈-레만은 이러한 감각들의 교류와 종합을 ‘공감각(synesthesia)’으로 설

명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연극은 유기적이고 닫힌 완결성에 대한 혐오를 보이

며, 연관성이 박탈되거나 이질성의 세계를 펼쳐놓는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이러한

연관 없음을 찾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조응과 연관을 찾고자하는데, 이때 감각들

이 제공 된 것 혹은 환경의 요구에 응대함으로써 서로 대화적으로 소통하며, 동

시에 하나의 종합적인 지각짜임을 이루는 것을 ‘공감각(synesthesia)’이라고 다소

넓은 의미로서 사용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지각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감각적이거나 다중감각적 지각이라고 할 수 없고, ‘여

러 감각들이 동원되어 대상에 접촉하고 이들 감각의 경험이 교환되어 하나의 전

체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촉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셜 매클루언, 임상

원 옮김, 『구텐베르크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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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몸으로 공간을 전개해 나가면서 경험하는 공간구조를 만든다. 그 뿐 
아니라 장소특정적 연극은 시각중심적인 연극 경험을 극복하고자 청각, 후
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는 연출 전략을 사용한다. 공간의 물리
적 환경이 관객에게 인지되지 않도록 통제되는 중립적인 공간인 극장과 
달리, 실제 장소에서의 연극은 온도, 바람, 습도 등의 영향을 받고 이것은 
관객의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객에게 보행 또는 특정한 행동을 요구
하고, 연행자와 혹은 관객끼리 접촉하게 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서 관객에
게 신체적이고 생리학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즉 장소특정적 연극은 오감의 
사용뿐 아니라, 온도감각, 평형감각, 운동감각 등을 동원하게 만든다.59) 
이로써 관객은 극장에서의 시각중심적 연극 지각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감
각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촉각적인 연극 지각방식을 갖게 된다.
   이상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이 1960년대 후반 인간과 환경의 관계 그리
고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인식론의 변화에 힘입어 태동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소특정적 연극이 감각적 측면에서 극장의 시각중심주의를 극복
하고 다양한 감각들이 관여하는 ‘촉각적 연극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을 근
본적 목표로 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장소특정적 미술에서 장소특정성이 
발현된 이유 역시, 물리적으로 경험되고 지각하는 주체에 의해 완성되는 
예술을 강조함으로써 모더니즘 미술의 탈물질화와 자율성을 극복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장소특정적 연극을 ‘보는 것’ 위주로 분석하는 것은 장
소특정적 연극의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관객의 몸과 거리를 
두지 않는 풍경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감각적 경험 방식이 보다 섬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59)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二郎)는 전통적인 감각 분류 및 명칭이 인간의 감각경험

을 설명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감각 분류 방식들을 소개한다.

셰링턴(C.S. Sherrington)은 수용 기관별로 외부 수용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압각, 온각, 냉각, 통각), 자기 수용 감각(운동감각, 평형감각), 내부 수용 감

각(내장감각)으로 감각을 분류했다. 또 다른 분류는 특수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평형감각), 체성감각(촉각, 압각, 온각, 냉각, 통각, 운동감각), 내장감각(장기

감각, 내장통각)으로 감각을 분류한다. 특수 감각이란 뇌신경에 의해 신호가 전달

되는 것 즉 뇌신경과 연결되는 감각들이며, 체성감각이란 척수 신경에 의해 신호

가 전달되는 것 즉 척수와 연결되는 감각들이다. 마지막으로 내장 감각이란 내장

신경에 의해 신호가 전달되는 것 즉 내장과 연결되는 감각들이다. 나카무라 유지

로, 양일모·고동호 옮김,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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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태도가 ‘감상적’인 것에서 ‘경험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서 밝혀볼 것이다.

  2.2. 관객의 몸과 거리두지 않는 사운드스케이프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1969년 캐나다의 작곡가이자 환경운
동가인 머레이 쉐이퍼(R. Murray Schaffer)의 저서 『새로운 사운드스케
이프(The New Soundscape)』60)에서 전문적인 연구 개념으로서 제시되었
다.61) 사운드스케이프는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지각되고 이해되는 방식
을 강조하는 소리의 환경으로서,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
다. 이 용어는 실제의 환경을 지칭하거나, 특별히 그것이 하나의 인공적 
환경으로서 생각될 경우에는 음악작품이나 테이프 몽타주와 같은 추상적 
구성물을 지칭한다.”62) 특히 쉐이퍼는 ‘기조음(keynote sound), 신호음
(sound signal), 표식음(soundmark), 하이파이(Hi-Fi), 로우파이(Lo-Fi), 
음분열증(schizophonia)’ 등 다양한 개념을 창안하여 소리 현상을 학문적
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 개념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체계화
했다. 

60) R. Murray Schafer, The New Soundscape, BMI CANADA LIMITED, 1969.
쉐이퍼는 이후의 저작들, The Book of Noise (1970), The Music of the
Environment (1973), The Vancouver Soundscape (1974), Five Village
Soundscape (1977), European Sound Diary (1977), Tuning of the World (1977)
을 종합하여 The Soundscape: the Tuning of the World (1993)으로 출간하여

1993년 저서가 대표저작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

율』(2008)로 번역되었다.

61) 쉐이퍼는 주변 환경의 소음공해로 고민하던 중, 기존의 소음연구의 방법론에 한

계를 느끼고 소음을 포함한 소리환경 전체를 다루는 연구방법론을 모색했다. 쉐

이퍼는 소음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청취태도라

고 보고, 음악 이외의 환경음 일반에 대해서도 주의 깊은 청취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 이에 따라 쉐이퍼는 주변 환경의 소리가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를 주고받

는지 살펴봄으로써, 보존 또는 강화할 소리와 파괴적인 소리를 구별할 것을 권고

했다. 케이코 토리고에, 한명호 역, 『사운드스케이프: 그 사상과 실천』, 세진사,

2005.

62)Truax, B.(ed.) Handbook for Acoustic Ecology, Vancouver: A.R.C. Publication,
1978.; 머레이 쉐이퍼, 한명호·오양기 역,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그물

코, 2008, 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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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스케이프는 개개의 소리의 성격과 특성이 아닌 소리들의 전체적
인 컨텍스트(context)이며, 이는 소리를 발생시키고 지각하는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시대
별로, 계절에 따라, 또는 하루 중에도 시간대별로 변화한다. 즉 사운드스
케이프는 장소의 자연적 환경뿐 아니라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장소에
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및 문화와 연관된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존중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소리가 있는가하면, 동일한 소리가 지역의 문화
에 따라 금지된다.63) 그리고 소리는 권력 및 지배, 그리고 저항과도 관련
된다.64) [그림1]65)에서 보듯이 특정한 ‘장소의 사운드스케이프’는 곧 장소
의 사건과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장소성을 나타내는 것

63) 앞서 말했듯이 쉐이퍼는 사운드스케이프를 기조음, 신호음, 표식음으로 분류했

다.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WSP)의 밴쿠버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운드스케이

프가 지극히 문화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밴쿠버의 사운드스케이프에

기조음은 태평양의 파도소리,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원시림 소리 등인데, 이러한

기조음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청취습관을 그 근저에 규정하고 지지한다

는 의미로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 밴쿠버의 신호음은 항구의 기적과 무적이라는

음향적 통신, 경고의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도, 특정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음향적 생활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 또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

특히 존중되는 특질을 지닌 소리가 표식음(사운드마크)이다. 예를 들어, 밴쿠버의

성로자리 교회의 종, 1984년 이래 다양한 형태로 시각을 알려온 9시의 대포, 항구

를 둘러싼 갑에 설치된 무적 등이 중요한 표식음이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소리

를 표식음으로 하는가는 전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 그 밖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

다. 케이코 토리고에, 앞의 책, 97-101쪽 참고.

64) 예를 들어 1960년대 한국의 ‘사이렌소리’를 생각할 수 있다. 권력은 도시공간 안

에서 특별한 소리가 가시화되지 않고 불투명한 소리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정

치인의 선거유세, 국가행사 등 공공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특별한 소리는 권력의

소유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발화된다. 반대로 소리라는 기제를 통해서 투쟁과 공

간의 재영토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머레이 쉐이퍼, 한명호·오양기 역, 『사운드

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그물코, 2008, 134쪽 참고.; 박성일, 「광화문의 소리풍

경(soundscape)과 소리투쟁(conflict of sounds)에 관한 시론」, 『여가학연구』,

Vol. 1, No.3, 한국여가문화학회, 2004, 57-72쪽 참고.

65) 이 그림은 1975년 3월 6일의 독일 비싱겐이라는 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약

500m 떨어진 언덕 위에서 오전 11시부터 30분간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비싱겐

마을의 소리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비싱겐의 교회의

종은 그것만이 단독으로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 그 옆에서는 직물공장에서의 소리, 그 맞은편에서는 트럭이 달리는

소리, 가까운 나무숲에서는 새 울음소리라는 주위의 다양한 소리와의 관계 속에

서 파악할 수 있다. R. Murray Schafer, Five Village Soundscapes, Vancouver:
A.R.C. Publication, 1977, p. 14; 케이코 토리고에, 앞의 책, 90-9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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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1975년 독일 비징엔(Bissingen)의 사운드스케이프

   한편, 넓은 의미에서 쉐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서양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론의 변화로부터 탄생한 하나의 이념이자 감각
론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쉐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게슈탈트 이
론, 메를로-퐁티, 존 케이지, 맥루한, 생태학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하
나의 이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된 인식론을 반영하고 있다. 
“사운드라고 하면 음악처럼 인위적인 소리를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사운
드스케이프는 지구규모의 자연계의 소리에서부터 도시의 웅성거림, 인공의 
소리에 이르는 우리들을 둘러싼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풍경으로 파악하는 
사고를 말한다. 전문적으로는 ‘개인 또는 특정한 사회가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둔 소리환경’으로 정의된다.”66) 
   한 마디로 사운드스케이프 이념은 사람들의 삶과 소리환경 사이의 관
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쉐이퍼는 인간과 환경(세계)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상태로서 이해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66) 한명호·오양기, 「소음과 사운드스케이프」, 『소음진동』, 제18권, 제6호(통권

제96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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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미디어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67) 쉐이퍼는 서양의 근대 
과학의 분석주의와 제도의 근대화에 따라 인간의 감각과 감성이 분단되었
다고 보았고, 특히 예술가로서 근대적 예술의 틀이 음악은 청각 중심, 미
술은 시각 중심으로 특정 감각에 중심을 부여하여 감각들의 유기적인 작
용을 저해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68)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종래
의 음악 예술제도 및 정의를 변혁하고자 했고, 제도적 공간(콘서트홀)에 
고립된 음악을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되돌리고자 했다. 즉 사운드스케이프
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들을 하나의 풍경으로 파악하여 사람들의 
삶과 소리환경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각에 편
중되어온 지각 방식에 대해 청각의 회복을 통해 전신감각적 사고를 되찾
으려는 이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운드스케이프는 거리를 두고 눈으로 관찰하는 풍경 
혹은 경관을 의미하는 ‘시각적 용어’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가진다. 사실 ‘풍경/경관(Landscape)’은 오감으로 파악되고 개인의 의식
적 관여를 통해서 윤곽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귀로 듣는 풍경을 따로 사
운드스케이프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과 경관의 이해에서 청각적 요소가 소
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69) 즉 사운드스케이프는 청각의 우위를 주장하

67)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윅스킬의 환경세계(Umwelt) 개념으로부터 하이

데거와 메를로-퐁티로 이어지는, ‘세계-내-존재’로서 인간의 존재방식을 강조하는

관점이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운드스

케이프를 심도 깊게 연구한 임태훈은 학술논문 「사운드스케이프 문화론」(2014)

에서 사운드스케이프와 소리를 설명하면서 윅스킬(J. v. Uexkull)의 ‘환경세계

(umwelt)’ 개념을 인용하여 소리의 관점에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참조점이라

고 강조한다. 윅스퀼의 환경세계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나 어떤 동물이 환경에서

획득하는 물리화학적 요소 일체를 뜻하지 않는다. 환경세계란 어떤 동물의 지각

세계와 작용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통일체이며, 말하자면 그 동물에게 유의미한

것들의 총체이다. 따라서 환경세계는 지각하고 작용하는 주체를 빼놓고서 존립할

수 없다.

68) “서양 근대화가 우리의 감각에 미친 변화의 하나가 시각의 편중, 거기에 동반한

전신감각적 사고의 약체화였다. (…) 동시에 서양근대가 확립시킨 근대과학이 기

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의 객관적 파악과 요소환원, 분석주의라는 발상법이

었다. (…) 예를 들어 예술에 있어서 미술은 시각예술, 음악은 청각예술이라고 하

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감성,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제도가 오감의 틀 속에 분단

되어져 있던 것이다.” 케이코 토리고에, 앞의 책, 13-14쪽.

69) 한명호·오양기, 앞의 논문, 8쪽, 15쪽.; 일본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자 케이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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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요소의 강조를 통해서 사실상 오감으로 환경세계
와 관계 맺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리학에서
도 시각적이고 재현적인 경관 개념이 비판되기 시작했지만70), 이전까지 
풍경은 16세기 르네상스의 풍경화에서 비롯되어 원근법적 관찰의 태도와 
결부되어 이해되었다. 따라서 랜드스케이프는 “세계와 분리된 관찰자가 프
레임 안에서 구조화하는 정태적인 환경”71)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반대로 
사운드스케이프는 ‘관찰자와 세계’를 분리시키지 않고, 지각하는 주체를 
감싸고 함께 운동하는 풍경으로서 항상 시간성과 결부된다.72)

   이러한 풍경의 개념을 연극에 적용해보면, 극장에서의 연극은 관객이 
‘거리를 두고’ 외부 관찰자로서 무대를 응시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시니엄 
무대가 원근법적 풍경화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관객은 무
대 위의 랜드스케이프를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소특
정적 연극은 관객을 연행 공간 내부에 포함시키므로 연행공간과 관객 사
이의 ‘거리’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극장
의 무대를 볼 때와 달리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고, 마치 온라인 게임 
속 아바타처럼 자신 주변으로 풍경을 펼쳐나가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 
관객이 연극의 스펙터클 혹은 시노그라피(Scenography)73)의 일부가 된

리고에는 메이지 시대 이후 소리 풍경의 전통이 남아있었지만, 근대화로 인해서

도시나 자연환경의 계획에서 풍경은 ‘경관’이라는 용어로 의미가 축소되었고, 시

각적인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여기

에서 경관은 가시적인 사상(事相)을 중시하는 시각적 환경을 일컫는 말이다. 케

이코 토리고에, 앞의 책, 14쪽.

70) 진종헌,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대한지리학회, 2013.

71) 위의 글, 560쪽 참고.

72) “사운드스케이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무엇인가가 약동하는 소리의 역동

적 장이다. 또한 사운드스케이프는 그림 속의 풍경처럼 구체적인 형상과 특정한

배치 속에 멈춰 있지 않다. 이 세계의 핵심적인 구성력은 진동과 울림, 움직임과

휴지, 빠름과 느림, 정동과 강도이다.” 임태훈, 앞의 글, 19쪽.

73) “시노그라피(Scenography)는 단순한 무대 장식 미술을 뛰어넘는 시각적 극작법

으로 이해되며, 시노그라피를 구성하는 작업은 드라마투르기의 작업과 유사한 것

으로 수용된다. 시노그라피를 통해 ‘연출된 장면’ 혹은 ‘함의된 이미지’는 일종의

무대미술적 드라마투르기이자 동시에 미장셴과 동일한 표현이다.” 김기란, 「현대

공연예술의 시노그라피(Scenography) 고찰-아힘 프라이어의 <수궁가>를 통한

시각적 극작법 분석」, 『드라마연구』, 제42호, 한국드라마학회, 2014,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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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인 콜린스(Jane Collins)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이 공간적으로
도 심리적으로도 ‘관찰하는 주체’로서의 본래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한다.

“허버트 블라우(Herbert Blau)에 따르면 ‘연극/극장은 스스로 거리를 두도록 위
치시킨다.’ 여기서 거리란 Blau가 ‘보는 충동/욕구(scopic drive)’라고 부르는 것
에 내재한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필요이다. ‘보는 충동’은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 우
리를 만질지도 모르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생겨나는 성적인 기쁨이다. 그러므로 무
대 가장자리, 즉 배우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서술하는 것은 보는 행위에 필수적이
다.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에서 관객의 육체화된 현존은 시노그라피의 부분이 되며, 
따라서 거리감 및 물리적 경계를 무너뜨린다. 고정된 무대 가장자리는 없고, 허구적 
공간과 실재 사이의 경계선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관객은 그들의 적절한 위치, 
입장, 또는 묘사된 사건과의 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위치를 잃게
(dislocated)’ 된다. 이러한 공간적 전위는 심리적인 경계까지 흐리게 하는―‘여기
에서 배우는 누구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관객의 ‘역할놀이’ 모드에 의해서 
심화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객은 관찰하는 주체로서의 안전한 위치로부터 추방
된다.74)

   이처럼 장소특정적 연극이 연행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객의 수용
방식을 ‘감상’으로부터 ‘경험’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수차
례 강조되었다. 그러나 관객의 경험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도, 정작 관객
의 연극경험은 ‘보는 것 혹은 보는 행위’ 위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관객이 연극적 여정 속에서 배치된 ‘장면’과 ‘오브제’(연출된 소품, 일상용
품, 영상, 텍스트 등)를 발견(發見)하고 관찰(觀察)하는 것 위주로 공연과
정이 서술되는 것이다. 물론 관객들에게 일차적으로 감각되고 인상을 남기
는 것은 장소의 시각적 면모와 거기에 배치된 연극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고 관객에게 ‘경험’으로서 기억되는 것은,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몸으로 감각한 장소의 종합적인 느낌이다. 

74) Jane Collins, “Embodied Presence and Dislocated Space: Playing the audience

in Ten Thousand Several Doors in a promenade, site-specific performance of
John Webster’s The Duchess of Malfi”, Performing Site-Specific Theatre:
politics, place, practice, edt. by Anna Brich and Joanne Tompkins, Palgrave
Macmillan, 2012,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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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트리스탄 샵스 연출의 <언젠가, 원데이 메이비>는 일곱 개
의 방에 배치된 ‘장면’들을 위주로 분석되었다.75)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무대’라는 특별히 마련된 연행 공간 중심으로 연극경험을 설명하는 관습
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극장에 연극을 보러가는 관객
은 객석에 앉기 전까지의 과정을 허구적인 연극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 의
식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연극에 몰입한다. 그러나 장소특정적 연극은 특
정한 지점에 퍼포먼스를 배치한다고 할지라도, 연극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
은 나머지 영역까지 퍼포먼스의 일부로서 경험할 것을 지향한다. 즉 연출
가의 의도와 조작에 따라 전체의 장소 중에 특별히 부각되는 부분이 있더
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원데이 메이비>
에서 7개의 방에 배치된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것 이전에 (구)광주여자고등
학교로 오는 과정, 강당에서 교실로 이동하거나 층계를 오르내리며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장소에 실재하는 흔적들을 발견하는 과정 등이 공연 경험
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찬가지로 서현석 연출의 <헤테로토피
아>는 준공식 영상, 붉은 목장갑, 신문복사물, 유토피아호 등의 세운상가 
곳곳에 배치된 ‘오브제’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행위로 서술되었다.76) 
물론 이러한 연극적 요소들이 장소와 만들어내는 관계와 마찰로부터 장소
특정적 연극의 의미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청각적 연극기호들로부
터 ‘의미’를 읽어내는 것만으로는 극장연극과 다른 장소특정적 연극의 ‘경
험적·감각적 측면’이 설명되지 못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은 시각중심적인 연극 관습을 극복하고, 감각들의 비율
이 균형을 이루며 고루 활성화되는 연극 경험을 지향한다. 또한 여기에서 
감각적 경험은 전통적 감각 분류인 오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장소가 풍기는 특유의 냄새, 옥상에서 맞았던 바람, 삐걱거리
는 마룻바닥의 질감, 걷기에 따른 육체적 피로감, 가빠지는 호흡, 고층에

75) 김도일(2014), 이혜령(2015)은 <원데이 메이비, 언젠가>를 7개의 분절된 공간에

배치된 장면 위주로 공연을 분석했다.

76) “관객은 이제 사라질 역사적 공간인 세운상가 주변의 퇴락한 골목길을 ‘배회하

며’ 외부의 풍경, 사건, 오브제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시달리던 한국 사회와 연관시켜 성찰하게 된다.” 신현숙

앞의 논문, 194-195쪽.; 백로라, 앞의 논문,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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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느끼는 불안감, 배우와 맞잡은 손에서 나던 땀 같은 것들이 관객에게 
몸으로 기억되는 ‘경험’을 이룬다. 이러한 연극적 경험은 관객의 오감뿐 
아니라 평형감각, 근육운동감각, 온각/냉각, 내장감각까지 활성화할 수 있
다. 이처럼 전통적인 연극 경험에서 동원되지 않던 다양한 감각들을 직간
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은 관객의 연극 경험이 단일한 감
각을 중심으로 통합되던 것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다양한 감각들은 어떻게 통합된다고 할 
수 있을까.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二郎)는 오랫동안 시각에 절대적인 우
위가 주어졌던 이유는 시각을 중심으로 감각들이 통합된다고 파악했기 때
문이라고 지적한다.77) 그러나 유지로에 따르면, 시각이나 청각에 의한 감
각들의 구심적이고 주어적인 통합은, 언제나 ‘체성감각(體性感覺)’의 원심
적이고 기층적인 통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78) 체성감각은 촉각을 대표
로 하는 피부감각과 근육감각을 비롯한 운동감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표
층 감각이자 심층 감각으로서 인간의 내부세계와 외부세계를 연결 짓는
다.79) 그런데 “주체적이고 주어적인 통합은 기층적이고 술어적인 통합의 
기초 위에 성립하지만, 일단 성립되면 기층적이고 술어적인 통합을 구속한
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한편, 후자는 전자에게 
이끌리고 방향을 부여받는다.”80) 
   이렇게 볼 때 극장 연극에서 관객의 감각 경험은 체성감각적 통합에 
기초하지만 ‘시각’을 중심으로 감각들이 주어적으로 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맥루한에 따르면 이처럼 “한 가지 감각이 전체적인 감각
들의 장(場)을 지배하는 것”은 모든 감각이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상태가 
아니며 감각들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소외시킨다.81) 맥루한은 미디어마다 

77) 위의 책, 112쪽.

78) 위의 책, 122쪽.

79) 촉각으로 대표되는 체성감각은 표층감각인 동시에 심층감각으로서, 한편으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과 결합하여 외부 세계로 열려있는 동시에, 내장 감각과

결합해 신체 내부의 세계와도 연결된다. 위의 책, 112-128쪽 참고.

80) 위의 책, 128쪽.

81) “맥루한의 지각 이론은 인간의 신체와 감각 기관에 기반을 둔 감각 이론으로,

세계를 온전히 지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감각이 유기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5개 감각 기관 모두가 균형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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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편향성을 갖는다고 보았는데82), 연극 혹은 극장을 하나의 미디어
로 볼 때 프로시니엄 극장은 시각이 높은 비율로 동원되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특정적 연극은 다른 감각들의 동원 비율을 높임으로
써, 상대적으로 시각의 비율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특정적 연극은 어떤 단일한 감각을 중심으로 감각들을 통합하
기보다는, 특수감각과 체성감각이 고루 사용되는 ‘촉각적’ 혹은 ‘체성감각
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감각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감 중 후각과 미각, 그리고 근육
감각, 균형감각 등에 대한 고찰까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들
에 대한 분석은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며83), 현재 장소특정적 작업들에서 
시각에 대한 견제 장치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청각적 자극의 강화’ 
혹은 ‘청각 비율의 상승’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이 ‘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며 
관객의 청각이 연극적 경험에 어떻게 동원되는지 세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무대라는 시각적 프
레임이 사라지고 연행공간이 분할됨에 따라 보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했다.84) 그러나 장소는 시각적으로도 경계가 지어지지 않지만, 극장의 

한 지각만이 왜곡되지 않은 지각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지각 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각 이론의 유산으로 지적된다.” 마셜 매클루언, 임상원 옮

김,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547-549쪽 참고.

82)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 균형에 영

향을 주는 조건이 된다. 이것이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의 의미이다. 미디어마다

어떤 감각 혹은 감각들을-5개의 감각 가운데-어떤 비율로 동원하는가하는데 서

로 다르고, 그 결과 미디어에는 감각적 편향성이 있고, 이것은 인간의 지각에 영

향을 준다. 매클루언의 미디어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언어, 화폐, 교통수단 등을 망라한 문화 일반에까지 확장되는 폭넓은 개념이

다.” 위의 책, 549쪽.

83) 퍼포먼스 및 연극에서 관객의 후각과 미각이 동원되는 것을 분석한 해외연구를

일부 찾을 수 있다. Sally Banes, “Olfactory Performance”, The Senses in
Performance, edt by., Sally Banes and André Lepecki, New York: Routledge,
2007, pp. 29-35.; Dorita Hannah, “Containment+Contamination: A performance

landscape for the senses at PQ03”, The Senses in Performance, edt by., Sally
Banes and André Lepecki, New York: Routledge, 2007, pp. 135-145.

84) 이혜령은 프로시니엄 아치가 ‘단일 초점(Single Focus)’를 만드는 것과 달리, 장

소특정적 연극은 환경연극처럼 동일한 공간에서 다중 초점(Multi Focus)과 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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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기능을 하는 ‘청각적 프레임’85) 또한 부재하다. 그리고 이러한 청각
적 프레임의 부재는 극장 연극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각 기호들을 작동시
킨다. 그리고 장소특정적 연극의 소리 환경은 극장에서와 다르게 파악되어
야 한다. 극장 공간의 소리환경은 보통 ‘음향환경’이라고 불리는데, 음향은 
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소리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장소특정
적 연극에서는 ‘인공적으로 연출된 소리’와 ‘장소가 본래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소리’가 함께 연극적 소리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소리환경을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지칭하며, 
이를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 일체와 연극적으로 마련된 음성, 음
악, 효과음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86)

   특히 장소특정적 연극에서의 청각적 경험은 단지 물리적인 음향을 귀
로 듣는 것이 아니다. 관객은 장소의 시간적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소리 
풍경에 둘러싸여 소리를 몸으로 듣는 것이며, 관객 또한 그 소리 풍경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지각하는 참여자로서 소리 풍경과 분리되지 않는다. 본
고는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각적 환경이나 소리환경 대신 ‘사
운드스케이프’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머레이 쉐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 개
념은 사람들과 사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역동적인 흐름, 문화, 정체
성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각 주체(관객)’의 참여 및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
이다. 요컨대 “지각하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짜인 현상학
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장소”87)는 장소특정적 미술과 연극이 공
유하는 장소특정성의 핵심이다.88) 따라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서사 및 

적 초점(Local Focus)을 만들거나, 완전히 분리된 복수공간을 사용한다고 분석했

다. 이혜령, 앞의 논문, 21-24쪽.

85) 프로시니엄 무대의 액자틀이 시선의 범위를 구획 짓는 시각적 프레임이라면, 무

대와 객석을 함께 둘러싼 ‘극장의 벽’은 외부 현실 세계의 잡음을 차단하는 청각

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86) 2장에서 전신감각적 사고의 회복을 지향하는 20세기 후반의 인식론이자 감각론

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사용했다면, 이번 장 이후로는 보다 좁은 의미에서 구

체적인 소리환경 및 청취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하게 구분할 수 없고,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조차 ‘사운드스

케이프’는 시각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87) 윤난지, “사이트의 계보학, 비장소에서 특정 장소로”, 「Art in Culture」, 2003

년 5월호,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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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보다 관객의 몸의 경험, 그리고 조정되는 지각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어
떻게 구성되고 연극적으로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관객들의 지각 방식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88) 과거의 미술작품은 그 의미가 철저히 작품 내에 있는 반면, 미니멀아트는 ‘상황

(situation)’ 내의 물체에 대한 경험에 있고 따라서 미니멀아트는 관람객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 장소특정적 미술과 대지미술은 미니멀아트의 연극성을 이어받아 관

람객이 사물과 물리적으로 맺는 관계, 즉 주체로서의 관람객의 구체적인 몸의 경

험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한스 하케의 <응축 상자(1963-1965)>는 응축된 공기

가 관람객의 수에 따라 실내 온도의 상승으로 물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는 관습과 형체를 조각적으로 바라보는 모더니즘 전통에서

벗어나, 관람객과 사물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시도이다. 박현정,

「장소특수성 미술의 유형 연구: 로버트 스미슨, 다니엘 뷔렌, 리차드 세라를 중

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큐레이터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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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 활용

  3.1. ‘발견된 것’과 ‘가져온 것’의 관계 형성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장소특정적 연극의 핵심은 ‘장소’와 ‘연극’ 사이의 
대화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은 
미끄러짐(slippage), 불안정성(instability), 혼종성(hybridity), 헤테로토피
아(heterotopia) 등으로 설명된다.89) 피오나 윌키(Fiona Wilkie)에 따르면 
장소특정성은 “소환, 인용, 재현된 공간과 관객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장소 사이에서 미끄러짐”이다.90)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는 장소와 
연극의 관계는 ‘개개인의 관객’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장소-관객-연
극’의 관계가 장소특정적 연극의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각각이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있고, 매우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가 장소특정성의 핵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작품과 장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공연의 형식이나 연출 전략’을 기준으로 작품들을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

89) “장소는 끊임없이 쓰이고 독해되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장

소특정적 작업이 그것의 위치를 정립하려는 그 시도는, 장소의 기호들이 미끄러

짐(slippage), 유예(deferral), 그리고 불확정성(indeterminacy)의 과정 속에서 구성

되게 만들 것이다.” Nick Kaye, op. cit., 2000, p. 183.; Joanne Tompkins, op.
cit., 2012, p.2. 재인용. 닉 케이는 기호학의 개념을 통해서 장소특정성을 설명했

으며 미끄러짐, 유예 등의 용어 역시 그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Nick

Kaye, op. cit., 2000.; Joanne Tompkins, ibid., 2012.; Fiona Wilkie, op. cit.,
2004.; Fiona Wilkie, “Theatre’s Heterotopia and the site-specific production of

Suitcase”, The Drama Review, Vol. 56, No. 2, The MIT Press, 2012. 참고.
90) (원문) “It slips between recalled, referenced or represented spaces and

physical place, the here and now of the spectator’s experience; often, in fact,
it slips quietly between fictionalization and the physical exploration of what is

ostensibly the same space.” Fiona Wilkie, op. cit., 200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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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연의 형식상 ‘관객이 이동하며 공간이나 도심을 체험하는 공연’91)을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형식상으로 유사하
지만 매우 다른 성격이나 의미를 띠는 공연들을 한데 속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92), 관객의 이동과 디지털 미디어를 자주 활용하는 이머시브 연극
(immersive theatre)과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9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이번 장에서 ‘장소와 연극’ 사이에 가능한 
관계 및 그것의 의미를 먼저 논하고, 장소와 연극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
나로서 ‘소리’가 어떻게 활용되며 그것이 어떤 연극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이크 피어슨(Mike Pearson)과 클리포드 맥루카스
(Clifford McLucas)94)가 제시한 모형은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와 연

91) 백로라, 앞의 논문, 2013.; 이진아, 앞의 논문, 2014.

92) 예를 들어, 이진아와 백로라는 <헤테로토피아>, <거리에서>, <도시이동연구>

를 ‘도시 이동 퍼포먼스’라고 명명하여 함께 분석했다. 이진아는 <헤테로토피아>

와 <거리에서>가 모두 역사적·사회적으로 고착된 ‘장소성’의 공간을 선택하며 관

객의 걷기를 통해 공간적 실천을 의도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백로라가 지적하

듯이 <헤테로토피아>는 고착된 세운상가의 역사적 장소성을 뒤흔드는 작업으로

서 장소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비판적인 성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이동연

구>와 유사한 방향성을 띤다. 반면 <거리에서>는 명동이라는 일상적 장소를 미

학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의 일시적 탈일상화를 지향한 작품이다.

또한 장소특정적 공연에서 관객의 이동이나 걷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

실이나, 그러한 연출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소에 대한 공간적 실천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작품을 분류하는 방식은 장소특정적

연극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진아, 앞의 논문, 101-112쪽.; 백로라, 앞

의 논문, 110-122쪽 참고.

93) 백영주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머시브 연극

(Immersive theatre)’은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와해된 공간적 환경을 제공하

며, 관객이 직접 이동하며 창발적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가는 참여적 공연형태”

이다. 그리고 ‘펀치드렁크’의 <Sleep No More>(2011), ‘One Step at a time like

this’의 <거리에서>(2012)와 <Since I Suppose>(2014), ‘드림씽크스피크’의 <언젠

가>(2013)를 이머시브 연극의 사례로 분석했다. 여기에서 <Sleep No More>,

<거리에서>, <언젠가>는 이혜령, 김도일, 백로라가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례로

다루었던 작품이다. 장소특정적 연극과 이머시브 연극이 모두 극장 제도 및 언어

텍스트 중심의 공연 관습에서 탈피한 시도로서 공유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동

일한 작품이 관점에 따라 장소특정적 연극이나 이머시브 연극으로 분류될 수 있

다. 그러나 어떠한 작품이 장소특정적 연극으로서 논의될 경우, 관객의 감각적 경

험 못지않게 장소와 작품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영주,

「이머시브 연극의 경험성과 매체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36호, 인문콘텐츠

학회, 2015, 109-136쪽.

94) 마이크 피어슨과 클리포드 맥루카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장소특정적 연극 창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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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관계’ 그리고 각각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
로 설명해줄 수 있다. 이들은 ‘장소와 연극’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서, “호스트(Host)와 고스트(Ghost)”라는 은유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호스
트(Host)는 장소 또는 건물의 것(‘of’ the site), 즉 본래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고스트(Ghost)는 장소에 가지고 온 것(brought 
‘to’ the site), 즉 퍼포먼스와 그것을 위해 연출된 일체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장소특정적 연극에는 사실상 세 가지의 동인(動
因)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이원적 구조는 이후에 ‘호스트-목격자
(witness)-고스트’ 삼중 구조로 수정된다.95) 피오나 윌키(Fiona Wilkie) 
역시 장소특정적 연극의 의미가 이 세 가지 체계의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고 말하며 [그림2]와 같은 모형을 제시했다.96)

[그림2] ‘장소-관객-연극’의 관계에 따른 의미 발생

   연구자 역시 ‘관객/목격자’를 장소와 연극 사이의 관계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인자로 파악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3장에서는 ‘호스트-고스

단 Brith Gof의 구성원이자 연구자이다. Mike Pearson, op. cit, pp. 34-36.
95) Mike Pearson, op. cit, pp. 36-37.
96) 피오나 윌키는 [그림2]의 모형을 통해서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의 다양하고 다층

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장소특정적 연극의 의미는 퍼포먼스, 장소, 그리고 관객

각각의 체계(rule)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만들어진다. Fiona Wilkie, “Kinds of

Place at Bore Place: Site-Specific Performance and the Rules of Spatial

Behaviour.”, New Theatre Quartely, Vol.18 (03), 2002,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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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중심으로 다루고 4장에서 둘의 상호작용을 종합하는 ‘관객의 지각
(perception)’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1.1. 장소와 연극의 관계

   위에서 소개한 ‘호스트-고스트’ 모형은 각각이 의미하는 것 보다 ‘둘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가 중요하다. 피어슨과 맥루카스는 1970년대에 건
축가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가 건축학의 특징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내용을 참고하여97),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와 퍼포먼스 사이에 
가능한 관계를 세 가지, “통합(congruence), 무시(ignorance), 대립
(confrontation)”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무시’는 장소
와 공연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장소특정성 자
체의 전제와 모순된다. 따라서 오로지 ‘학습된 무관심(studied 
indifference)’일 때에만 장소특정성이라는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98) 다
만 본고는 피어슨의 ‘통합/대립’이라는 용어보다, 베르나르 츄미의 ‘호혜/
갈등’이라는 용어가 공연예술의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장소와 연극의 
관계를 분류한다.

97) 베르나르 츄미는 건축물이 반드시 규범적인(prescriptive)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용자의 행동에 의해서 공간이 자격을 부여받고, 또한 공간에 의해서

행동/사건이 자격을 부여받는 상호 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공간(space)-사건

(event)’의 관계가 항상 대칭적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하며, 이들의 관계를 세 가지

로 나누었다. 첫째는, ‘호혜/상호성(Reciprocity)’으로서 공간과 사건이 완전히 상

호의존적이며 상대의 존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둘째는, ‘무관심

(Indifference)’으로서 공간과 사건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거나 서로의 영향을 중

화시키는 관계이다. 셋째는, ‘갈등(Conflict)’적 관계이다. Mike Pearson, ibid., pp.
38-39.

98) (원문) “Performance might then be in conflict with or indifferent to site as

well as reciprocal-and vice versa-though only through studied indifference

would it demonstrates its specificity.” Mike Pearson, op. cit.,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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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reciprocity) 무관심(indifference) 갈등(conflict)

장소성과 연극이 상호의

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

는 관계

연극이 장소성을 의도적

으로 무효화 하는 관계

연극이 장소성을 폭로하

거나 비판하는 관계

[그림 3] 장소(H)와 연극(G)의 세 가지 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장소특정적 작업에서 장소와 작품의 관계는 확정적으
로 파악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무수히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
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거칠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공미술에서
처럼99), 넓은 맥락에서 장소와 퍼포먼스 간 관계의 성격이 호혜적인지 갈
등적인지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드러내 준다.100) 먼
저 장소와 연극의 호혜적 관계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미학적 측면’을 설명
해준다. 여기에서 호혜적 관계란 ‘장소는 연극으로부터, 연극은 장소에 의
해서’ 새로운 가능성 혹은 면모가 드러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101) 실제 

99) 권미원의 『장소특정적 미술』 3장은 공공미술에서의 ‘통합vs개입’ 모델을 다루

고 있다. ‘장소특정성’ 개념이 공공미술로 도입되기 전에 공공미술은 사회 또는

환경에 ‘통합으로서의 미술’이었다. 그러나 ‘장소특정성’이 공공미술에 도입된 이

후 ‘뉴장르 공공미술’에서는 미술-장소의 관계를 ‘통합(integration)으로서의 미술’

과 ‘개입(intervention)으로서의 미술’로 구분한다. 이러한 ‘미술-장소’ 그리고 ‘공

연-장소’의 관계 구분은 ‘작품-사회(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100) 아직 의도적으로 장소성을 무효화하는 ‘무관심’한 관계의 작품의 사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고착화된 장소성을 비판하거나 전복하기 위

한 전략으로서 연극이 의도적으로 장소성을 무효화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갈

등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 국내 작품 중 장소와 연극이 무관심한 관

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장소특정적 다원예술 프로젝트 <공간의 기억>(구 서울

역, 2014년 11월 14-30일) 중 한 작품이었던 김제민 연출의 <헤테로토피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과거에 ‘1,2등 대합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물로 가득

채우고 설치 작품 및 영상과 사운드를 사용해서, 10회의 공연 동안 매회 다른 주

제를 공연했다는 점에서 장소성을 무효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프로

젝트의 다른 작품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소성을 직접적으로 참고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과거 서울역의 양식당이었던 ‘2층 그릴’에서 <오늘의 메뉴>라는 요리

퍼포먼스를 창작했고, 창작그룹 노니의 <기억하는 사물들>의 경우 서울역의 과

거 모습을 상기시키는 소품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101) 파트리스 파비스(Patrice Pavis)는 “실제 세계, 즉 극장 밖의 장소를 기초로 장

소특정적 연극이 구상되고”, 반대로 장소특정적 연극은 “발견된 공간에 텍스트를

삽입함으로써 공간에 새로운 빛을 부여하고, 예기치 못한 힘을 부여한다”고 설명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맥락은, 자연과 대지의 사용에 대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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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예술적 가능성으로서 끊임없이 재탐구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
(text)’이며, 실제 장소를 연행 공간으로 삼는 연극은 극장과는 다른 미학
적 효과를 산출해냄으로써 연극과 일상의 경계 혹은 연극의 정의에 질문
을 제기한다.102) 두 번째로 장소와 연극의 갈등적 관계는 장소특정적 연극
의 ‘사회비판적이고 운동적인 성격’을 설명해준다. 연극을 통해서 공간의 
문화정치학 및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관객이 일상적 
장소를 비판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본래 장소가 사용되는 방식이나 목적을 
거스르는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장소에 내재한 규범이나 고착화된 정체성
이 사용자들의 행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호스트와 고스트는 공존(co-existent)하지만 항상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는 없다. “겉보기에 선택된 장소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부적절하
고, 또는 어긋난 일련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의도적 모순―합일이 아닌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103) 즉 창작자는 특정한 연출 의도에 따라 장
소와 연극의 관계를 설정하고, 둘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요소들로 표현될 
수 있다. 장소를 호스트(H)-연극을 고스트(G)라고 표기한다면, 이 둘의 관
계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인 호스트(h)-고스트(g)의 관계로 구체화되어 관객
에게 감각적으로 전달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구조(h)-연행자의 움직임
(g)’, ‘장소의 사물(h)-연극의 오브제(g)’를 중점적으로 장소와 연극의 관계
가 표현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발견된 소리(h)-가져온 소리(g)’ 
또한 장소(H)와 연극(G)의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

견을 이끌어내는 대지예술처럼, 새로운 상황을 진술하게하며 동시에 연행에 대단

히 매력적이고 강력한 색다른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Patrice Pavis,

Dictionary of the Theatre: Terms, Concepts, and Analysi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8, pp. 337-338.

102) 주의해야 할 것은 ‘호혜적 관계’가 장소에 부합하는 연극을 의미하거나, 장소의

특정한 사건이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제의적인 성격의 작품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장소특정성이란 ‘단일한 장소성’의 형성과 강화를 지향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지배적인 장소성의 고착화를 흔들어놓는 작업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일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관점의 공연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조명될 수 있다.

103) (원문) “Site may facilitate the creation of a kind of purposeful paradox –

tension not congruence―through the employment of orders of material

seemingly unusual, inappropriate or perverse at this site.” Mike Pearson, ibid.,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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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H-G의 관계’와 ‘h-g의 관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104) ‘h-g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지만 ‘H-G의 
관계’는 갈등적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호스트와 고스트를 구성하는 요
소 중 하나인 ‘소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1.2. 이중적 사운드스케이프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이중의 소리, 즉 장소에서 ‘발견된 소리’와 연
출적 의도를 지니고 ‘가져온 소리’가 함께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
된다. 소리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섞이기 때문에 분석하기 까다로운 측면
이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호스트-고스트 모형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
운드스케이프가 보다 섬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 위의 모형을 적용해보면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는 ‘발견된 소리(of the site)-가져온 소
리(brought to the site)’가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이중적인 소리들로 구성된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는 극
장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극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관객의 
청취방식 및 연극경험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때 ‘호스트-고스트’ 모형에서 선택된 용어 또한 주목할 만하다. 장소
의 것을 주인(호스트)이라고 명명한 것은 장소가 중립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의 성격, 역사, 개성, 서사 등이 연극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장소특정적 연극은 “수잔 
베넷(Susan Bennett)이 ‘부재 요소(disattendance factors)’라고 부른 극
장의 맥락을 구성하는, 그러나 흔히 퍼포먼스 자체의 부분으로 고려되지 
않는 소음, 행동, 사람, 건축물 같은 요소들에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105) 다시 말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발견된 소리’106)가 단지 분위기

104) 이에 대해서는 이후 작품을 분석하면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105) Fiona Wilkie, “Out of Place: the negotiation of space in site-specific

performance”, University of Surrey, School of Arts, Doctor of Philosophy,

2004. p.28.; Susan Bennett, Theatre Audiences: A theory of Produ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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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는 배경음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연출된 소리 못지않게 연
극적 의미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발견된 소리’는 단
순히 물리적 음향이 아니라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람의 관계, 자연의 
변화 등에 의해서 구성되는 복합체이다. 특히 건축물의 형태나 공간적 구
조는 주로 지배적 권력에 의해서 계획되고 통제된 것인 반면에, 그 공간을 
채우는 소리와 냄새 등은 공간의 사용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소리가 채워지는 것이며, 따
라서 소리는 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을 둘러싼 소리들은 시간
적인 흐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역동적인 변화과정, 그리고 장소의 
정체성과 문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의 ‘음향환경’과 달리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가져온 연극적인 것’을 유령(고스트)이라고 명명한 것은 고정적
인 형태로서 장소와 통합되는 시각예술과 달리 공연은 ‘일시적으로’ 장소
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은 공연의 
‘역동적 혹은 과정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호스트-고스트의 관계
는 시간적 흐름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특징은 연
행자의 움직임, 오브제의 사용, 대사 뿐 아니라 청각적 경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져온 소리’는 ‘발견된 소리’에 덧씌
워지거나 병치, 혹은 혼합됨으로써 새로운 연극적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는 어떤 소리들인
가.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는 그 각각 또한 다양한 성격의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기에서 ‘가져온 소리’는 그 자체로 이미 완결적인 
배우의 대사, 음악, 효과음일 수도 있지만, 퍼포먼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현장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배우의 움직임, 소도구의 사용, 음향장치 
및 기기의 활용 등으로 새로운 장소의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발견된 것(발견된 소리, 건축물의 음향 환경, 물리적 특징)’과 ‘가

Reception, London: Routledge, 1997, p.68.
106) 논의의 편의상 장소에서 발견된 소리를 ‘발견된 소리’로 축약해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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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 것(움직임, 소도구, 음향기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하나로 합쳐진 ‘발
견된-가져온 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고는 작품들에서 주로 주목되는 
소리를 조사하여, 장소특정적 연극의 이중적 사운드스케이프를 다음과 같
이 구분하였다.

발견된 소리(h) 발견된-가져온 소리 가져온 소리(g)

자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

는 소리 (예: 바람소리)

배우/관객의 움직임과 장소의

물리적 특성이 함께 만들어내

는 소리

배우의 목소리

(대사, 노래, 내레이

션)

장소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

가 만들어내는 소리

(예: 안내 방송)

소도구의 사용과 장소의 물리

적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

리

음악 및 음향효과

장소의 사용자 혹은 사용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소리

(예: 찻길의 자동차 소리,

상점의 웅성거림 등)

디지털 기기/음향장치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매개된 장소에서

발견된 소리

관객이 내는 소리

(말, 박수, 기침)

[그림 4] : 장소특정적 연극의 이중적 사운드스케이프

   하나의 작품에도 위의 소리들이 함께 섞여있지만, 작품이 지향하는 바
에 따라 특정한 소리가 주목되고 집중적으로 탐구된다. 첫째, 도시 공간보
다는 자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선택되는 작품의 경우 자
연의 소리가 주로 탐구된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최상철 연출의 
<마리(2007)>와 유영봉 연출의 <기이한 마을버스 여행(2012)> 등이 있다. 
둘째, 장소를 문화정치학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의 경우 장소의 소유주가 만
들어 내는 소리를 고려한다. 이경성 연출의 <당신의 소파를 옮겨드립니다
(2010)>와 <남산 도큐멘타: 연극의 연습-극장편(2014)>이 있다. 셋째, 장
소의 이야기, 구성원, 특정한 사건을 고려하는 작품의 경우 장소의 사용 
맥락이 만들어 내는 소리가 고려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서현석 연출의 
<바다에서 온>과 백투백 씨어터의 <작은 금속 물체(2011)>, 그 외 <두 도
시 주물 이야기(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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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창작자는 장소특정적 연극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소리를 조
사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장소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져온 소리와 발견
된 소리를 활용할 방식을 결정한다. 어떤 소리를 사용할지 뿐만 아니라, 
특정 소리가 발생되는 시간적 배열이나 음량의 조절 등 역시 작품의 성격
에 맞게 다양하게 연출된다. 또한 소리의 연출은 ‘소리 없음’을 다루는 것
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거의 소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리
를 내기 조심스러운 환경을 연출하는 것 역시 장소성을 반영하는 연극적 
전략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장소의 소리환경은 ‘장소성’을 반영하
는 중요한 요소로서, 장소에 특정하다는 것은 ‘장소가 어떠한 소리들로 이
루어져있는지 탐구하는 것’과 ‘그 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가져온 소리는 발견된 소리를 보완 혹은 강화하거나, 가져온 소리가 발
견된 소리를 연극적 기호로서 지각하게 만드는 프레임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가 유사하거나 통합적인 경우에
도, ‘장소-연극’의 관계는 갈등적일 수 있다. 즉 이중의 소리를 활용하여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가 구성되지만, ‘발견된 소리-가져온 소
리’의 관계가 ‘장소-연극’의 관계의 성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이중의 소리 간의 관계는 연출자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선택되는 장소가 개방적인 장소일 경우에는 우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창작자가 그러한 우연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작자는 장소의 소리가 공연
의 과정에 개입됨으로써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공연 사례를 예로 들어, 이중의 소리가 어떻게 연
극의 사운드스케이프로서 재구성되며, 어떤 연극적 효과를 산출해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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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사운드스케이프의 재구성을 통한 연극의 주제화

   3.2.1. 장소 소리 환경의 연극적 활용
    : <곶나들이>, <필드워크-오피스>

   장소특정적 연극은 ‘발견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로부
터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해서 창작기반으로 삼는다. 그리고 실제 장소는 
연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본래의 실용적 목적이나 성격이 아닌 새로운 
장소성으로서 전유된다. 이때 ‘소리’ 역시 발견된 공간을 이루고 있는 하
나의 구성요소이며, 극장에서와 다른 이중적인 소리의 구성은 새로운 연극
미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의 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장소에서 발견된 소리 혹은 음향적 조건을 탐구하고, 
그것에 연극적인 행동이나 연출적 조치를 가미하여 새로운 연극적 사운드
스케이프를 구성하는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국내에서 공연된 <곶나들이(2010)>와 <필드워크-오피스(2014)>이
다. 이 작품들은 장소의 소리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우의 대사와 목소
리 및 움직임을 조직한다. 그리고 특정한 소도구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소
리를 만들어 내거나, 따로 마련된 음향을 장소에 설치해서 장소의 발견된 
소리와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연극적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낸다.
   먼저 <곶나들이(2010)>107)(김철승 연출, 극연구소 마찰)는 시인 이상
(李箱)이 작품을 쓰거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건
물 ‘보안여관’에서 공연된, 이상(李箱)의 시 여러 편을 재구성해서 만든 연
극이다. 실연 장소로 사용된 ‘보안여관’은 2007년부터 미술 및 사진전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모든 공연이 
장소특정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곶나들이>는 ‘보안여관’이 1930년대 사

107) <곶나들이>, 김철승 연출(극연구소 마찰), 서울 통의동 2-1번지 보안여관,

2010년 7월 6일-11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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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시인 이상(李箱)과 결부된 장소로 재해석
하고,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로부터 움직임과 대사를 창작한다는 점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108) 작품은 이상의 시 <오감도> 제1호, 
<절벽>, <이런 詩>, <I wed a toy bride>, <최후> 등 9편을 인용하여 
1933년부터 1937년까지의 이상과 금홍, 그리고 변동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배우는 총 6명으로 이상과 다섯 명의 여자가 금홍과 변동림의 역할
을 모호하게 넘나든다. 이상의 ‘시’를 활용하며 이상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연극은 시구의 낭독과 내레이션, 대화가 뒤섞여 있다.
   <곶나들이>가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를 관계 맺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른 음향적 
특징을 고려하여, 배우들의 목소리(가져온 소리)를 배열하고 조직한다. 일
본식 건축물인 보안여관은 2층 구조로 되어있는데 1층은 좁고 기다란 복
도를 따라 좌우에 방 6개가 늘어서 있고, 각 방은 두꺼운 시멘트벽으로 
분리되어있다. 반면에 2층은 방의 벽들이 허물어져 나무골격만 남은 방들
이 훤히 들여다보이며 밖으로 창이 나있다.109) 이러한 공간의 특징은 시각
적으로 만들어내는 차이도 있지만 청각적으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작
품은 그러한 청각적 환경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연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8) 보안여관이 작가 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사료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

러나 작가 이상이 세 살부터 24세까지 살았으며 <오감도>를 작성한 곳이라고 전

해지는 큰 아버지 댁(통인동 154-10)이 보안여관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있

다. 이상과 금홍이 운영했던 ‘제비다방’ 또한 이 곳에서 멀지 않은 청진동에 있었

으며, <오감도>에서 묘사한 ‘막다른 골목’이 바로 통의동의 골목이라고 전해진다.

보안여관은 당시 통의동, 효자동의 유일한 여관으로, 문인들이 오랜 기간 투숙하

며 작업에 열중하거나 숙식을 해결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특히 1936년에는 서

정주와 문인들이 기거하면서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든 장소이다. 연출가 김철승

은 보안여관이 여관으로 기능했던 일제강점기의 정황에다 상상력을 보태어, 보안

여관을 작가 이상의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임인자,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벌

어지고 있는가?-질문과 수행으로서의 동시대 연출가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

『연극평론』 복간39호/통권59호, 2010, 10쪽 참고.

109) [그림 5], [그림 6] 참고. 사진 출처: 극연구소 마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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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곶나들이> 1층 장면

 
[그림 6] <곶나들이> 2층 장면

  1층에서는 ‘폐쇄적인 방’과 ‘좁고 기다란 복도’가 만들어내는 음향적 특
징을 활용한다. 1층은 방들이 나눠져 막혀있기 때문에, 복도와 방에 흩어
져있는 관객들은 소리의 발원지를 신속하게 찾지 못한다. 소리의 발원체가 
파악되지 않는 소리는 관객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공간을 긴장감으로 채운
다. 작품은 금홍과 이상이 언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때 이상과 
금홍(들)은 복도에서 관객들 가운데 흩어져 서있다. 따라서 관객의 ‘청점’
에 따라서 이상과 금홍의 목소리는 다른 방향성과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아래에 예로든 장면에서 이상과 금홍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지만, 금홍의 목소리가 금홍(들)의 목소리로 분열되어 복
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점점 거리감을 늘려간다. 이처럼 무대에서 객석으로 
소리의 방향성이 일정한 극장과 달리, 배우와 관객이 함께 서있는 복도가 
만들어내는 음향적 특징은 ‘이상과 금홍’의 관계를 관객이 몸으로 감각하
게 만든다.

금홍: 웃겨 아주. 중요하다고? 허이고. 지랄이시네요.
이상: 어디 서방한테.
금홍: 지랄. 
금홍2: 나 간다? 따라오지 마라.
금홍3: 나 너무 기다리지 마라.
이상: 안 그런다.
금홍: 나 간다?
이상: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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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2: 오늘은 니 친구 만난다.
이상: 어이. 어이. 어이!

   둘째는 건축물을 이루는 물질의 종류와 질감에 따라 발생하는 소리를 
활용한다. 80여년의 시간이 흐른 보안여관의 1층은 시멘트바닥과 벽이 그
대로 드러나 있고, 2층은 나무골격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으며 떨어진 벽
지가 바람에 흩날린다. <곶나들이>는 이 공간의 물질성에 연극적 조치를 
가함으로써 ‘소리’로서 표면화한다. 배우들의 움직임과 소도구의 사용은 
시멘트 바닥 및 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소리는 
공간의 물질성을 관객이 몸으로 감각하게 한다. 예를 들면, 돌멩이를 바닥
에 떨어뜨리거나 벽을 긁어대고, 배우들은 이상의 분절적인 시구를 반복적
으로 발화하면서 시멘트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을 발바닥으로 문질러 특유
의 소리를 낸다. 이러한 소리는 ‘발견된 것’과 ‘가져온 것’이 만남으로써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발견된-가져온’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마련된 음향장치(가져온 소리)가 교묘하게 사용되어 더욱 강
렬한 청각적 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들이 각자 방문을 
‘딱딱’ 불규칙하게 두드리다가 점차 소리가 빨라지고 거세지는 장면이 있
다. 이때 실제로는 문이 열려있지만 배우들의 행동에 맞춰 녹음된 음향이 
재생된다. 연출가는 소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보안여관의 딱딱한 속성을 부
각시킴으로써, 보안여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차갑고 공허하고 날카롭게 
만든다. 특히 관객은 무대연극을 볼 때와 달리 소리가 발생하는 근원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공간이 만드는 소리와 배우들의 목소리는 함께 어우러
져 ‘울림’ 혹은 ‘진동’으로서 감각된다.
   다음으로 살펴 볼 <필드워크-오피스(2015)>110)는 ‘페스티벌 봄
(Festival Bom) 2015’ 참가작 중 하나로, 노르웨이 출신의 하이네 아브달
(Heine Avdal)과 일본 출신의 유키코 시노자키(Yukiko Shinozaki)가 연

110) <필드워크-오피스(Field Works-Office)>, 하이네 아브달(Heine Avdal)/유키코

시노자키(Yukiko Shinozaki) 공동연출, 문래예술공장 4층 사무실 (‘페스티벌 봄’

축제 사무국), 2015년 4월 9일부터 11일 공연. 본 공연은 아브달과 시노자키의

<필드워크> 시리즈의 하나로서, <필드워크-호텔(Field Works-Hotel)>과 <필드

워크-맵핑(Field Works-Mappin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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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퍼포먼스이다. <필드워크-오피스>는 2010년 스웨덴 초연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운드, 설치, 움직임, 텍스
트를 결합하여 노동공간인 사무실을 놀이적이고 시적인 공간으로서 전유
한다. 사무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디에서든 유사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른 
작품의 변형이 크지는 않지만, 각 사무실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사물들과 
배치를 고려하여 움직임과 오브제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장소특정적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111) 한국에서의 공연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회당 
30분씩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시간대의 설정은 사무실의 물리적 환경뿐 아
니라, 실제로 그곳이 사무실로서 기능하는 시간과 맥락을 연극의 일부로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본 공연은 한 회당 두 명의 관객만이 참
여하는데, 관객 또한 사무실에 방문한 방문객처럼 설정되어 다과가 차려진 
테이블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안내를 기다린다.
   <필드워크-오피스>가 발견된 공간에 가져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는데, 배우의 움직임, 애니메이션, 사운드이다.112) 처음에는 사무
실 직원들과 배우들이 섞여있고 그들의 행동이 도드라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든지 책꽂이에 머리를 쑤셔 넣는
다든지 함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끈다. 그러다 돌연 사무적인 태도로 되돌
아오기를 반복하는데, [그림 8]과 같이 관객이 직전에 목격했던 행동과 장
면은 A4용지 위에 그려져서 관객 앞에 놓여진다. 또한 탕비실에서는 태연
하게 종이 음식을 전자렌지에 돌리거나, 세탁기에서 종이 양말을 꺼내서 
건조대에 널기도 한다. 이렇게 행동이 그림으로서 순식간에 고정되거나 사
무실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중 일부가 그림으로 대체됨으로써, 그리고 사
무적인 혹은 일상적인 행동과 비일상적인 행동 및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사무실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111) 예를 들어 중국 광저우의 작업에서 사무실에 붙어있는 중국 포스터의 행동을

배우가 따라하거나, 유럽에서의 공연들은 각 사무실의 특징적인 부분(창문, 수도

꼭지, 화장실 등)을 활용했다.

112) 만화작가이자 무용수인 Brynjar Aabel Bandlien과 사운드 아티스트 Fabrice

Moinet가 <필드워크-오피스>의 애니메이션과 사운드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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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필드워크-오피스>

공연 장면

 
[그림 8] <필드워크-오피스>에

사용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작품에서 ‘소리’는 실제 공간과 연극적 공간의 경계를 혼란
에 빠뜨리게 만드는 동시에, 사무실이라는 장소의 성격을 관객이 몸으로 
감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 작품에서는 발견된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견된 소리와 ‘유사한’ 가져온 소리를 함께 배치해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운드스케이프가 구성된다. 여기에서 발견된 소리란 
사무실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리로서, 타자기 소리, 복사기 소리, 전화벨 
소리 등이다. 사운드 디자이너 파브리스 모와네(Fabrice Moinet)는 사무
실 곳곳에 발견된 소리와 비슷한 ‘만들어진 인공적인 소리(가져온 소리)’를 
미묘하게 섞어놓는다. 타자기 소리는 관객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전화
벨 소리가 멀게 혹은 가깝게 공연 과정 내내 들려온다.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벨 소리가 지속되는 것은 다소 관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렇게 인공적인 소리가 실제 소리와 어우러짐으로써 강화된 
사운드스케이프는 사무실의 장소성을 감각하게 만든다. 또한 반복되는 전
화벨 소리와 프린트기 소리는 역동성과 리듬을 부여함으로써 일상적 공간
을 연행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데 일조한다.
   <필드워크-오피스>에서 사용된 또 다른 소리 전략은 실제 집기에서 소
리가 나도록 장치를 해놓는 것이다. 배우는 방문객으로 설정된 관객이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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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에 앉아있는 동안 커피나 차를 권하고, 관객은 지나쳐온 탕비실을 떠
올리며 실제로 음료를 줄 것이라 기대하고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림 9]에서처럼 관객 앞에는 종이로 된 컵이 놓이고 배우가 따르는 커피포
트에서는 커피대신 물 따르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필드워크-오피스>에
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가져온 소리’가 실제 사물들과 섞임으로써, 관
객에게 당혹감을 자아내고 실제와 허구에 대한 감각을 혼란시킨다.

 [그림 9] 커피포트에서 나는 물소리

   요약하자면 <곶나들이>와 <필드워크-오피스>는 장소를 이루고 있는 소
리를 탐구하고, 발견된 장소의 소리를 활용하여 감각적인 연극 경험을 만
들어낸다. 단, <곶나들이>에서는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연극적 행위가 상
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발견된-가져온 소리’를 활용해서 장소의 물리
적 속성을 감각하게 했다면, <필드워크-오피스>는 사무실이라는 장소의 
사용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소리를 ‘유사한 음향효과(가져온 소리)’로 강화
함으로써 장소성을 소리를 통해 감각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음 장에서는 ‘개인적 청각 매체’를 통해서 가져온 소리와 발견된 소리의 
관계를 활용하는 작업들을 살펴볼 것이다. 

   3.2.2. 개인적 청각 미디어(personal audio media)의 활용

   최근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워크맨, MP3플레이어, 헤드폰, 아이패드, 
녹음기, 휴대폰,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등 다양한 미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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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활용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미디어의 사용은 주로 개별 작
품에 따른 독특한 연출 전략으로서 언급될 뿐, 장소특정적 연극의 미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113)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청각적 프레임이 부재하는 데 기인한다고 파
악하며, ‘개인적 청각 미디어(personal audio media)’114)를 통해서 재구
성되는 사운드스케이프가 연극적 의미 발생과 관객의 감각 경험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연극에서 ‘개인적 청각 미디어(personal audio media)’가 활용되는 현
상에 주목한 국내 연구로는 크리스토퍼 밤(Christopher Balme)의 논문이 
있는데, 그는 독일의 뮌헨에서 공연된 <The Sound of Time>(1999)과 
<Kanal Kirchner>(2001)를 ‘오디오 연극(Audio Theatre)’이라는 관점에
서 분석했다. 분석된 두 작품은 관객들이 음성 지시와 음악에 따라 공간을 
탐방하는 형식의 장소특정적 연극이었는데115), 그는 이를 슈헤인 호소가와

113) 크리스토퍼 밤(Christopher Balme)이 연극에서 워크맨과 같은 청각미디어가 사

용되는 것을 분석했으나, 그의 연구가 국내에서 장소특정적 연극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나온 논문이며 ‘오디오 연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소

특정적 연극의 선행연구로 주목되지 못했다. 크리스토퍼 밤(Christopher B.

Balme), 「오디오 극장: 연극 공간의 미디어화」, 『한국연극학』 제21호, 한국연

극학회, 2003.

114) 국내 매체 연구에서 워크맨, MP3플레이어, CD플레이어 등의 기기들은 ‘모바일

사운드 미디어’, ‘모바일 음악 미디어’ 등의 용어로 지칭된다. 그러나 본고는 재생

및 녹음기능을 가진 매체뿐만 아니라 헤드폰이나 이어폰과 같은 청취에 사용되

는 장치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개인적 청각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장소특정적 연극은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녹음된 사운드나 음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관객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내레이션 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또한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기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음량 및 속도를 조절하

고, 일시적으로 음소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본고는 ‘개인적

청각 미디어’라는 용어를 통해서 사운드 및 음악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청취

(listening)를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오디오 투어’나 ‘오디오 산책’이라고 불리는

현대예술에서는 청취자의 이동을 강조하는 반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종래의

집단으로서의 연극 경험과 다른 ‘개인적인 경험’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모바일’ 대

신에 ‘개인적’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115) 크리스토퍼 밤에 따르면, <Sound of Time>은 시간성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

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뮌헨 박물관이 아닌 어떤 종류의 박물관도 상관없기 때

문에 장소일반적(site-generic)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Kanal Kirchner>는

도시의 루트, 건물, 도로, 버스정류장 등을 구체적으로 참조하는 경로를 규정하는

공연이며, 다른 장소에서 실행될 경우 그에 맞게 각색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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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川修平, Shuhei Hosokawa)116)와 이아인 챔버스(Iain Chambers)117)

가 제시한 ‘워크맨 효과(Walkman Effect)’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관객들이 테이프에서 들리는 음악 및 목소리의 리듬에 따라 도시 공간이
나 특정 장소를 탐방함으로써, ‘일상적인 장소에 이차적이고 가상적인 현
실을 덧입혀 공간을 재구성’118)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청각
미디어의 효과는 ‘공간의 심미화’119)로서, 워크맨이라는 미디어가 연극의 
근본적인 특질인 ‘지각의 변형’120)을 구현한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호소가와가 ‘걷는 행위(walk act)’라고 부른 것과 
연관되는데, 크리스토퍼 밤은 공간적 환경 내에서 전경화 되는 몸의 경험
이 워크맨 효과의 핵심이 되는 신체적 측면이라고 말한다.121)

   본고는 크리스토퍼 밤의 관점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한편, 그가 워크맨
으로 주어진 소리와 주변의 시청각적 환경의 영향관계를 다소 일방향적으
로 해석했다고 본다. 그의 관점은 대부분 ‘가져온 소리’에 따라서 실제 청

서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글, 17쪽.

116) Shuhei Hosokawa, “The Walkman Effect”, Popular Music, Vol.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65-180.

117) Iain Chambers, “The Aural Walk”, Migrancy, Culture,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pp. 49-53.

118) 크리스토퍼 밤, 앞의 글, 22쪽.

119) 이재현은 MP3플레이어의 시공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MP3플레이어가 공적 공간의 일부분을 전유하거나 사유화하는 것으로, “사사화된

이동성(privatized mobility)”이다. 사사화된 이동성은 스피겔(Spiegel)이 윌리엄스

의 용어를 전도시켜 규정한 것으로, 이동성을 지닌 미디어가 공적 공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사운드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적 공간을 사사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

째는 MP3플레이어를 통한 음악 청취가 공간 자체를 새롭게 구현해낸다는 것, 즉

경험 공간이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이클 불(Michael Bull)은 모바일 음

악 미디어를 통한 공간의 전유가 시각적인 심미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경험 자체를 내러티브화 한다고 말하며 이를 ‘경험의 기념비화’라고 명명했다. 이

재현, 「MP3플레이어의 인터페이스와 시공간성」, 『언론정보연구』, 44-1호, 서

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7, 127-130쪽.

120) “호소카와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워크맨은 걷는 행위를 더욱 시적이고

극적으로 만든다. (…) 우리는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듣고, 우리는 듣지 않는 것

을 본다. (…) 워크맨은 거리를 열린 극장으로 변형시킨다.’- 즉 워크맨이라는 기

술적 미디어가 극장으로부터 분리된 미디어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에 가장 근본적인 특질, 지각을 변형시키는 효과를 연극에 다시 되돌려준다.” 크

리스토퍼 밤, 위의 글, 18-19쪽.

121) 크리스토퍼 밤, 위의 글,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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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둘러싼 시청각적 환경이 재배열되고 새로운 질서가 부여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Kanal Kirchner>에서 삼년 전에 사라진 Kirchner에 대
한 이야기는 “벽에 걸린 이상하게 디자인된 라디에이터, 놀이터, 고풍스러
운 건축물, 장식된 상점 창문, 그래피티 등이 모두 미스터리하고 빅브라더
같은 비밀의 사회(달팽이와 거미)와 연결”122)되게 만든다. 하지만 개인적 
청각 매체가 ‘예술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일상에서의 워크맨 효과와 다
른 여러 가능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주변의 사
운드스케이프가 가져온 소리의 맥락 안으로 ‘통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 소리가 병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적인 
청각 미디어가 반드시 관객의 물리적 이동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만 활용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작업의 예를 통해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파악된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져온 소리’
를 듣는 동시에, 헤드폰으로 새어 들어오는 실제 장소에서 발생하는 ‘발견
된 소리’를 함께 듣는다. 루이스 케이(Lewis Kaye)는 개인적인 사운드트
랙이 도시를 영화적 경험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사운드스케이프로부터 분
리된다는 마이클 불(Michael Bull)의 논의를 반박하며, 헤드폰의 ‘침투가
능성’ 혹은 ‘투과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123) 즉 장소특정적 연극에
서 개인적 청각 미디어가 활용되는 경우에도 사운드스케이프의 이중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차
단/침투’라는 이중성을 지닌 개인적 청각 미디어가 다양한 연극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사용된다는 것을 구체적 작품들을 통해서 설명할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의 작품 중 일부는 ‘연극’이라고 불리면서도, 실재 

122) 크리스토퍼 밤, 위의 글, 14-15쪽.

123) “But more importantly, we must consider the headphones themselves as

permeable membranes, or what Samuel Thulin(2011), (...) referred to as their

‘porosity’. This is not simply a conceptual observation but a basic aural fact.

We don’t just hear what comes out the speakers inside the headphones, we

also hear what comes through them as well.” Lewis Kaye, “YOU ARE

HERE: Binaural Audio, Mobile Media and the Sonic Exploration of Urban

Space”, Wi: J ournal of Mobile Culture, 6(4), 2012, pp. 1-5. 참고.



- 54 -

연행자를 목소리만으로 대체하거나 일종의 게임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운
드아트(Sound Art)’124), ‘오디오 산책(Audio Walks)’, ‘오디오 투어
(Audio Tour)’ 등과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오디오 산책 작업으로 유명한 
자넷 카디프(Janet Cardiff)의 작업에 대해 한 비평가는 “카디프의 작업에
서, 영화는 더 이상 스크린에 있지 않고, 미술은 더 이상 미술관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숲과 길 위에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125)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의 장르적 규정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즉 이러한 작업들을 엄
격히 장르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능성과 의
미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본다. 국내에서는 아직 작품의 
사례가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위의 장르들 간의 차이점이나 의미를 단정적
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사운드아트가 녹음기술이나 장치
를 사용한 청각적 실험에 보다 중점을 둔다면126),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장소성과 작업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개인적 청각 미디어의 
사용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각적 프

124) 1982년에 사운드아트라는 용어는 처음 사용되었지만 그 후 2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사운드 아트가 소리와 예술이라는 광범위한 영

역을 아우르며, 여러 장르가 중복되는 인터미디어적 성향이 강하고, 특정 아티스

트 그룹이나 지역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권 연구에서는 사운드 아트를

특정 양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미학적 범주로서의 사운드(sound as an

aesthetic)’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이가은, 「사운

드 아트의 미학: 공간과 소리의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

문, 2015, 21-31쪽 참고.

125) Carol Peaker, “The voice of a friend”, Weekend post arts, 1999, p. 7.; David
Pinder, “Ghostly Footsteps: Voices, Memories and Walks in the City”,

Ecumene 8 (1), 2001, p. 3. 재인용.
126) “사운드 트랙은 바이노럴(두 개의 마이크가 레코더의 양쪽 귀에 설치되어, 사

람이 듣는 것과 같은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소리를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방식)

으로 녹음한 강둑의 소리와 겹쳐진다. 바이노럴 녹음을 헤드폰으로 들으면, 아주

놀랄만한 서라운드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당신의 뒤에서 발걸음이 녹

음되면, 당신이 그것을 들을 때 그 소리는 누군가가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Toby Butler, “A Walk of art: the potential of the sound walk as practice in

cultural geography”, Social & Cultural Geography7 (6), 200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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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이 없는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주어진 소리가 연극적 프레임으로 기능
하며 장소의 소리를 재맥락화 한다는 점이다.127) 둘째는 개인적 청각 미디
어로 주어진 소리가 장소의 발견된 소리와 침투함으로써 장소의 새로운 
혹은 숨겨진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극적 의미작용의 측
면에서뿐 아니라, 관객의 몸과 밀착된 개인적 청각 미디어는 일종의 클로
즈업(close-up) 효과로서 장소를 촉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관객의 신체
적·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128)

   사실상 이러한 특징들은 작품마다 어느 정도 공유되며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인 <바다에서 온>과 <작은 금속 
물체>에서는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가 침투되어 실제와 허구가 하나
의 연극적 맥락을 이룬다면, <헤테로토피아>와 <원더마트>에서는 두 소리
가 침투하면서 실제와 허구가 통합되지 않고 병렬적으로 갈등하며 지속되
는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자에서는 ‘장소(H)-연극(G)’의 관계
가 호혜적이라면, 후자에서는 갈등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덧씌워진 소리에 의한 장소의 연극화
    : <바다에서 온>, <작은 금속 물체>

   이번 장에서는 개인적 청각 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진 ‘가져온 소리’가 
장소의 ‘발견된 소리’를 연극적으로 재맥락화하는 공연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재맥락화된 장소의 소리는 단지 배경음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의미
를 만들어내는 연극 기호로서 작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워크맨 효과’는 
일상에서 개인적 청각미디어가 사용될 때 공간을 심미화하는 것으로서, 외

127) 앞서 언급한 크리스토퍼 밤은 작품 분석에서 매체에 의해서 주어진 청각 환경

에 의한 시각적 환경의 의미작용과 재배열을 주로 다루었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작품에서도 청각 환경에 의해 주변의 시각적 풍경이 재해석된다는 점은 동일하

지만, 연구자는 소리에 보다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28) 개인적 청각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

이프’는 장소의 촉각적 경험에 기여하고, 관객의 몸과 장소의 직접적 연결관계를

만들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이 언급하고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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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환경에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서를 채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
에서 개인적 청각미디어가 사용될 때도 이러한 효과는 동일하지만, 예술적 
경험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외부의 요소들에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부여하
고 질서를 만들 수 있다.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바다에서 온(2014)>
과 <작은 금속 물체(2011)>의 연극적 사운드스케이프는 개인적 청각미디
어로 주어진 ‘배우의 목소리(가져온 소리)’가 ‘장소가 사용되는 맥락이 만
들어내는 소리(발견된 소리)’를 매개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 소리
가 관계맺음으로써 만들어진 사운드스케이프는 연극적 의미와 효과를 발
생시킨다.
   <바다에서 온(2014)>129)(서현석 연출)은 일본 도쿄 동남쪽의 항구도시 
시나가와(品川) 구의 다치아이강(立会川) 일대의 장소성을 연극화한 작품
이다. 이 작품은 관객이 배우와 일대 일로 짝지어 손을 잡고 걷는 90분간
의 여정으로, 관객은 시야를 여닫을 수 있는 ‘고글’을 착용하고 디지털녹
음기로 배우의 실시간 음성과 사전에 녹음된 내레이션을 듣게 된다.130)

[그림 10] <바다에서 온>의 공연 장면

 
[그림 11] ‘오오이경마장’에서 배우와 관객

129) 서현석 연출의 <바다에서 온>은 일본 관객을 대상으로 창작되어, ‘페스티벌/도

쿄(Festival/Tokyo)’의 참가작으로 도쿄 시나가와 일대에서 공연되었다. 2014년

11월3일-11월7일. 본고에서 사용된 공연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것과 페스

티벌/도쿄에서 제공된 것이다.

130) <바다에서 온>은 장소특정적 연극으로서 연극의 관습들을 완전히 뒤엎고 연극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한다. 관객은 군중이 아니라 개인이 되고, 연

극의 경험방식은 관객의 시야를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기’보다는 ‘듣기’가

주를 이룬다.



- 57 -

    서현석 연출은 다치아이강 주변의 ‘스즈가모리 형장(鈴ヶ森刑場)’ 터
와 ‘눈물의 다리(涙橋)’, 그리고 ‘오오이 경마장(大井競馬場)’이라는 장소에 
주목한다.131) 그리고 이 장소들로부터 연극적 모티브를 발견해서 <바다에
서 온>을 창작했다. 연출가는 ‘시나가와’라는 항구도시에 배어있는 이별과 
상실의 정서를 발견하고, 이것을 극화하기 위해서 입센의 작품으로부터 모
티브만을 가져온다.132) 배우에게 관객은 항구에 돌아온 헤어진 연인으로 
설정되어, 잃어버린 것(‘유리짱’133))에 대해 이야기하는 배우의 모놀로그를 
들으며 시나가와 일대를 배회하게 된다. 배우는 관객이 자신의 ‘유리(상실
감 혹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로 눈물의 
다리(涙橋)를 건너게 하는 등 관객 스스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에 대해 
사유하고 몸으로 감각하게 한다.134) 여정의 막바지에 관객은 시끌벅적하게 
말이 경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오오이경마장에 앉게 되는데, 고글을 벗었을 

131) 서현석 연출은 주로 ‘과거의 기억이 잊혀진 장소’ 그래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간극이 있는 장소’로부터 이야기를 발굴해내 연극적 경험으로 만든다. <바다에서

온>의 공연 장소는 에도시대의 스즈카모리 사형집행장 근처인데, 십만 명에 달하

는 사람이 처형된 곳이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조차 잘 모르는 곳이 되었다. 다치아

이강 일대의 옛 상점가는 활기를 잃고, 혼탁한 하천이 흐르는 을씨년스러운 풍경

이 펼쳐진다. 근대화 이후 간척된 땅 위에 지어진 오오이 경마장은 한때는 번성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으로 실제 경기는 가끔 열리고 평상

시에는 다른 경마장의 경기를 스크린으로 중계한다.

132) 연출가에 따르면 ‘바다에서 온’이라는 제목은 헨릭 입센의 작품 <바다에서 온

여인>에서 따온 것이다. 입센의 작품 <바다에서 온 여인>에서 ‘엘리다’라는 여주

인공은 선장을 살해하여 먼 항해 길에 오르게 된 한 청년과 서로의 반지를 묶어

바다에 던짐으로써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 그러나 그는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엘리다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반지가 있는 바다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졌던 남자가

다시 항구에 나타나게 되고, 엘리다는 같이 떠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Henrik

Ibsen, Fruen fra Havet, 1888.; 헨릭 입센, 김유정 옮김, 『인형의 집; 유령; 바다

에서 온 여인』, 혜원출판사, 1996.

133) 배우의 내레이션은 그녀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유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유리짱은 진열장에 있던 금색의 유리사슴인데, 그녀는 그것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녀는 다리 없는 사슴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어머니

를 졸랐지만 어느 날 유리는 사라졌고, 그 후 유리는 그녀에게 ‘상실감’을 대표한

다.

134) ‘눈물의 다리’는 스즈가모리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작은 강을 연결해주던

다리인데, 에도시대에는 대부분 사형이 비공개로 집행되어 죄수들을 배웅하던 가

족들이 함께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다리에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한다. 공연 프로

그램 북과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raukura/2201637776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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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눈앞에 경주하는 말은 없고 중계스크린만 남은 쓸쓸한 광경을 목도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치아이강이 내려다보이는 다리 위에 관객(연인)은 
홀로 남겨지면서 여정이 끝난다. 이렇게 <바다에서 온>은 연극이라는 프
레임 안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인 동시에 지극히 사적인 기억인 ‘상실’
에 대해 사유하고 몸으로 감각하게 만든다.

[그림 12] ‘비밀기지’ 장면. 배우와 관객이

‘잃어버린 것(유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림 13] ‘눈물의 다리(涙橋)’  

   <바다에서 온>은 디지털녹음기를 통해서 사전에 녹음된 음성파일(내레
이션)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장소의 소리, 배우 및 관객의 소리)를 
녹음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135) 내레이션을 듣는 와중에도 
외부의 소리가 이어폰으로 새어 들어오지만, 특히 ‘녹음기에 의해 매개된 
소리’는 방향성이 파악되지 않는 소리로 변형되어, 관객은 이것을 새로운 
연극적 정보로서 지각하게 된다. <바다에서 온>에서는 고글에 의해서 시
각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관객에게 ‘소리’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연극적 경험의 핵심이 된다. 관객은 내레이션을 듣는 동시에, 계속해서 이
어폰으로 스며드는 혹은 몸을 감싸는 일상의 소리들―차가 지나가는 소리, 
강물이 배에 부딪히는 소리, 아스팔트를 뚫는 기계소리, 자전거 벨소리 등

135) 연출가는 <헤테로토피아(2010)>에서도 마찬가지로 ‘녹음기’를 사용했는데, 이것

은 사전에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려주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소리들을 모니터링하게 해준다. 단 <헤테로토피아>에서는 워크맨을 사용해 카세

트테이프로 음성이 제공되었다면, <바다에서 온>에서는 디지털녹음기가 사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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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게 된다.136) 장소에서 발견된 일상적 소리들은 공간감과 장소성을 
형성해줄 뿐 아니라, 배우의 내레이션에 의해 재맥락화 되어 연극적 기호
로서 부상한다.
   <바다에서 온>의 내레이션은 ‘슬픔’ 또는 ‘상실’이라는 연극적 프레임
을 청각적으로 구획한다. 이로써 장소를 이루는 사운드스케이프는 그 자체
로 새로운 ‘예술적 정보’137)가 될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박현섭은 연극 무
대 위에서 인간의 말소리뿐 아니라 ‘뜻 없는 소리’들이 극적 가능성을 갖
는다는 것에 주목했다.138) <바다에서 온>의 내레이션은 ‘눈물, 구슬, 달, 
유리, 바다’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 이때 내레이션 사이에 녹음 버튼이 눌러지고 외부의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서 들리게 되면, 관객은 그 소리를 연극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이다. 다
시 말해, 하천의 물소리, 자동차 소리, 경마장 소리 등은 청취의 맥락에 
따라서는 소음이 될 수 있지만, 연극적 프레임 안에서는 예술적 정보로 재
맥락화 될 수 있다. 또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때로는 우연적이고 돌발
적으로 발생한 소리조차 연극 기호가 될 가능성을 갖는다.139) 

136) 많은 야외공연 및 거리극의 경우에도 장소가 원래 갖고 있는 ‘기조음(keynote

sounds)’은 연극의 소리와 혼합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장소의 소리는 단지 연

극적 소리를 ‘도형(figure) 또는 신호음(signals)’으로 만들어주는 배경적인 기능밖

에 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주목을 끌지 않는다. 반면에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

소의 ‘발견된 소리’는 장소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연극적으로 연출된 소

리 못지않게 귀 기울여야하는 소리, 즉 연극적인 기호이자 감각의 대상이 된다.

137) 박현섭은 로뜨만이 ‘헛소리’나 ‘자연어의 의미론적 질서로부터 일탈한 말’이 예

술 텍스트의 체계 속에서 예술적 정보가 된다는 점을 밝혔지만, 이것이 언어중심

주의적 발상이며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박현섭, 「『벚꽃동산』에

서의 소리에 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1집, 한국러시아문학회, 1995,

267쪽.

138) 그는 체홉의 <벚꽃동산>이 무대화 되었을 때, 의미론적인 대사뿐 아니라 사람

과 사물들이 내는 뜻 없는 소리가 갖는 극적인 기능을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예

삐호도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의 말 속에서 표현되는 허무주의나 버클리

에 관한 언급 따위가 아니라 그의 장화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그가 실수로

넘어뜨리는 의자 소리, 그의 서투른 기타와 듣기 싫은 노래 소리 같은 것이다.”

위의 글, 267쪽, 272쪽.

139) 연출자에 따르면 대부분 충분한 조사기간 동안 우연적인 변수들이 예측되고 그

에 따라 특정한 시간대와 이동 경로를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돌발적인 변수나 통

제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헤테로토피아>는 의도적으로

상점들이 닫힌 일요일에 진행됐지만, 공연 당일 해당 장소에서 불법도박이 일어



- 60 -

   다음으로 백투백씨어터의 <작은 금속 물체(2011)>(Bruce Gladwin 연
출)140)는 서울역 KTX승강장의 인파 속에 있는 네 인물의 목소리가 헤드
폰으로 전달되는 형태의 장소특정적 연극이다. 공연은 다소 비사회적인 두 
남자, 개리와 스티브가 비논리적인 일련의 대화들을 이어나가다가, 앨런이
라는 남자로부터 삼천 달러에 은밀한 마약거래를 도와줄 것을 제안 받지
만 결국 거절하는 내용이다. 개인적 청각미디어를 사용하는 공연들이 주로 
관객 이동형 체험인데 반해, 본 공연에서 관객들은 극장에서처럼 정면을 
보고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 공연에서 ‘헤드폰’이 사용되는 이
유는 우선적으로 배우를 실제 일상의 풍경 속에 숨겨놓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다니는 서울역 대합실에 배우들이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공연이 시작되고 몇 분간은 배우가 누구
인지 파악되지 않는다.141) 군중 속에 속해 있는 배우는 동작이나 표정연기
가 거의 없고 서로 마주 서서 대화를 할 뿐이기 때문에, 관객의 연극적 경
험은 청각적 측면이 주를 이루고 시각적 스펙터클은 현실의 있는 그대로
의 풍경이다. [그림 14]에서 보듯 배우들이 눈에 띄지 않게 연출한 것은 
지적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연기하는 두 인물 ‘개리’와 ‘스티븐’이 사회적

나고 경찰들이 출동하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돌발적인 부분

을 연극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객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140) 호주 극단 백투백씨어터, <작은 금속 물체(Small Metal Objects)>, 서울역

KTX, 2011년 10월 14일-16일 공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해외초청작품. 2005년

호주 멜버른의 Flinders Street Station에서 초연되었다. 이후, 시청 앞 광장(코펜

하겐), 여객석 터미널, 지하철 역(함부르크), 쇼핑몰(호주)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

서 공연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되었지만 크리스토퍼 밤이 예로든

<Sound of Time>이 시간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박물관을 선택했듯이, 은밀

하게 마약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익명의 군중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칠 공간으로서

일련의 공공장소가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장소를 이루고 있는 시

청각적 풍경 및 시간대에 따른 변화(예를 들어, 초연에서는 의도적으로 평일 오

전 8시30분에 공연이 시작되었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특정적 공연이

라고 볼 수 있다. Eddie Paterson, “Paperless and penless: headphone

performance, audio-scripting and new approaches to writing for performance”,

2010 AAWP Refereed Conference Proceedings, Australian Association of
Writing Programs, 2010, p. 2 참고.

141) “<작은 금속 물체>는 전통적인 공연 관람 방식에 도전한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공연 자체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공연을 보기 전에 공연을 먼

저 듣는다.” Eddie Paterson,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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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다소 소외된 인물들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4] <작은금속물체> 시작 장면   [그림 15] <작은금속물체>의 스티븐과
개리

   <바다에서 온>처럼 관객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청각미디어는 몸
의 경험을 전경화하고 장소를 보다 사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작은 금속 물체>처럼 군중으로서의 관객이 함께, 그리고 앉아서 공연을 
보는 경우 개인적 청각미디어는 어떤 연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인가. 이 공
연에서 ‘가져온 소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우의 목소리이고 다
른 하나는 공연 내내 반복되는 서정적이고 느린 효과음이다. 그리고 서울
역에서 ‘발견된 소리’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 열차소리, 안내방
송, 상점의 음악 등으로 활기차고 바쁜 도시의 소리이다. 이처럼 <작은 금
속 물체>에서 ‘가져온 소리’와 ‘발견된 소리’는 다소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져온 소리’는 연극적 맥락에 의해서 서울역
이라는 장소에 새로운 성격과 정서를 부여하고, 반대로 ‘발견된 소리’는 
연극적 상황의 배경임과 동시에 개리와 스티븐의 군중으로부터의 소외 혹
은 무기력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 작품에서 개인적 청각미디어의 또 다른 연극적 효과는 일종의 ‘클로
즈업(Close-up)’ 효과라고 할 수 있다.142) 헤드폰을 통해 클로즈업된 지적 

142) 에디 페터슨(Eddie Paterson)은 <작은 금속 물체>에서 헤드폰의 사용이 독특

한 병치, 즉 관객은 헤드폰이 만들어내는 클로즈업 효과(close-up effect)로 인해

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의 ‘사적인 세부정보’를 듣는 반면에, 공연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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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배우의 ‘순수한 목소리의 육질’143)―낯선 억양, 음색, 느린 템
포, 거친 호흡―은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강한 물질성으로 전달된다. 이
들의 목소리는 KTX대합실의 웅성거림, 열차소리, 안내방송 등과 경합하며 
극장에서 창출될 수 없는 소리풍경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중의 
소리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장소’와 ‘공연’의 갈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작은 금속 물체>에서 두 가지 소리의 이질적인 
대조는 작품의 주제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소와 작품
의 관계는 호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개인적 청각 미디어’는 연극적 프레임
으로 기능하여, 장소의 발견된 소리를 소음이 아니라 예술적 정보를 가진 
‘음향적 사건’이자 관객의 신체적·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연극기호’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144) 극장연극에서도 비언술적인 여러 소리
들이 ‘언술적 소리가 대체할 수 없는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연극 기호’145)

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극장에서의 비언술적 소리들이 연극적으로 계
획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라면, 본고에서 말한 장소의 소리는 ‘발
견된 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발견된 소리’
가 ‘가져온 소리’의 마찰이 장소와 연극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만드는 연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공간은 시종 실제이고, 공적이며, 제한되지 않는 와이드앵글(wide-angle)인 병치

를 만들어 낸다고 분석한다. Eddie Paterson, ibid., p. 3.
143) 한스-티즈 레만은 포스트드라마의 목소리-미학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전력 투구, 헐떡거림, 리듬, 진부한 고함과 외침 속에 드러나는 연

극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순수한 목소리의 육질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스-티즈

레만, 김기란 옮김,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대미학사, 2013, 292쪽.

144) 박현섭, 앞의 글, 267쪽.

145) 박현섭은 체홉의 <벚꽃동산>을 공연할 때 무대 위의 다양한 순수한 소리들,

“줄 끊어지는 소리, 벚나무 자르는 소리, 커피잔 달그럭거리는 소리, 가예프의 당

구 치는 소리, 피르스의 중얼거림, 자물쇠로 문 잠그는 소리,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 등이 말소리를 대신하여 무대 공간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존재로 격상되고,

‘언술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연극 기호가 된다’고 분석했다. 위

의 글,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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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의 침투 및 마찰
    : <헤테로토피아>, <원더마트>

   이번 장에서는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가 병치되어, 균열 또는 마찰
을 일으킴으로써 장소성을 드러내는 경우를 살펴본다. <헤테로토피아
(2010)>146)와 <원더마트(2009)>147)에서는 각각 워크맨과 MP3플레이어로 
주어지는 ‘가져온 소리’가 관객이 경험하는 실제 장소의 ‘발견된 소리’와 
마찰을 일으킨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소리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후자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소리가 병치되어 마찰을 일
으킨다. 그리고 두 소리의 갈등은 일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소성을 표
면화함으로써 관객이 장소를 비판적으로 전유하게 만든다. 앞에서 살펴 본 
<작은 금속 물체>에서는 ‘가져온 소리’와 ‘발견된 소리’의 대조가 인물의 
심리와 연극적 맥락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장소와 연극이 호혜
적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헤테로토피아>와 <원더마트>에서는 다른 연극
적 장치가 거의 없지만, 두 가지 소리의 대조가 장소와 연극의 갈등적 관
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먼저 <헤테로토피아(2010)>의 연극적 사운드스케이프를 이루는 두 소
리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소리로서, 실제 관객을 둘러싼 소리풍경은 
2010년이지만 워크맨으로 들리는 소리는 세운상가가 준공되던 1970년대
의 소리풍경이다. 즉 연출가는 과거의 장소성을 반영하는 이미 ‘사라진 소
리’를 워크맨을 통해 들려준다. 그러나 이때 워크맨으로 들리는 ‘재구성된 

146) 서현석 연출 <헤테로토피아>, 2010년 10월 31일, 11월 7일, 11월 14일. <헤테

로토피아>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작품의

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축약하고 소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47) 영국 퍼포먼스 그룹 로토자자(Rotozaza)의 <원더마트>(Silvia Mercuriali와

Anthony Hampton 공동구성)는 2009년 처음 창작되었지만, 관객이 자신의 주변

의 마트를 직접 선택하고, 온라인에서 오디오 가이드 파일을 다운받아 플레이하

며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공연의 시기는 개별 관객에 의해 결정된다.

이 퍼포먼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형마트’라는 상업적 공간의 ‘균질성’을

탐구하여 연행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여러 마트에서 진행되더

라도 장소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더마트>는 처음에는 관객 한 명을 대상

으로 구성되었다가, 두 명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

구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선행연구 및 비평문을 참고하여 논의를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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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소리’는 현재의 시점에 과거의 풍경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
니다. <헤테로토피아>는 이질적 시간의 소리를 병치시킴으로써, 작품 제목
이 의미하듯이 두 개의 시공간이 뒤섞이는 혼종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을지다방에서 쌍화차를 마시던 관객은 전화를 받고 다방 구석에 놓여
있는 테이프를 찾아 소니워크맨에 꼽는다. 관객은 워크맨으로 세 개의 테
이프―명상가이드, 건축가 김수근의 가상인터뷰, 행진곡―를 들으면서 세
운상가를 걷게 된다.148) 이것은 관객을 의도적으로 세운상가가 준공되던 
1970년대의 사운드스케이프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워크맨의 이
중적 사용으로 인해서 1970년대 사운드스케이프는 지속되지 않는다. 관객
은 잠깐 명상의 소리를 듣다가, 워크맨의 녹음버튼을 누르고 ‘경주장’을 
주문처럼 외우라는 지시를 따른다. 

[그림 16] <헤테로토피아> 공연 장면

 

[그림 17] <헤테로토피아>의 관객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다에서 온>과 마찬가지로 현재 장소의 발견
된 소리를 녹음기로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바다에서 온>에서는 녹음된 실재 장소의 소리가 허구적인 세계로 흡수되
어 연극적 기호로 해석되었다면, <헤테로토피아>에서 녹음되는 소리는 관
객이 먼저 듣고 있던 테이프의 소리와 전혀 합치되지 않는 생경함을 만들
어낸다. 워크맨에서 들리는 사운드스케이프는 1970년대의 ‘유토피아’에 대

148) 본 논문은 <헤테로토피아> 공연에서 관객이 녹음한 네 개의 테이프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다. (자료: 연출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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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를 전달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2010년의 세운상가의 사운드스케이
프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관객이 녹음기로 듣게 되는 소리는 증폭된 
자신의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뿐이다. 이러한 발견된 소리(현재)-가져온 소
리(과거)의 균열을 통해서, 이상향에 대한 기대와 좌절을 생생하게 감각하
게 된다.
   다음으로 영국의 퍼포먼스 그룹 로토자자(Rotozaza)의 <원더마트
(2009)>는 관객이 마트라는 영리적 공간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전용하
면서 놀이적이고 비판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이다.149) 
<원더마트>는 관객이 자신의 주변의 마트를 직접 선택하고, 온라인에서 
오디오 가이드 파일을 다운받아 플레이하며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는 형태
이다. 로토자자는 관객이 스스로 연행자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Autoteatro’라고 명명했는데150), 풀이하면 자율적·자주적(autonomous)
인 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더마트>는 전 세계의 ‘대형마트’라
는 상업적 공간의 ‘균질성’ 혹은 ‘작동원리’를 탐구하여 연행으로 발전시키
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마트에서 진행되더라도 장소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명의 관객이 짝을 지어 스스로 선택한 대형마트에서 30분가
량 MP3플레이어에서 제시되는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원더마트>는 마트 입구에서 시작되는데, MP3플레이어는 미국에서 최
초로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의 “모험(adventure)”의 시작을 알리는 고조된 
목소리와 행진곡이 울리는 광고를 들려준다. 관객을 안내하고 지시하는 목
소리는 여성의 다소 침착한 목소리지만, 목소리와 함께 수반되는 음악이 
바뀌면 목소리의 톤과 속도 역시 바뀌면서 관객의 리듬을 조정한다. 목소
리는 관객에게 일련의 행동을 지시하지만, 다른 쇼핑객들처럼 그저 마트에
서 장을 보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관객(쇼핑객)은 쇼핑카트

149) <원더마트>는 처음에는 관객 한 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가, 2011년에 두 명

이 짝지어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선행연구와 비평문을 참고하여 보충한다. 오디오 파일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http://www.wondermart.co.uk/Downloads.html

150) 로토자자는 2007년 <에티켓(Étiquette)>을 시작으로 <원더마트(Wondermart)>,

<The Eye>, <I Hear U C Me> 등을 ‘Autoteatro’로 제작했다. Silvia Mercuriali

웹페이지 참고 http://silviamercuriali.com/projects/autotea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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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끌고 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몰래 특정한 쇼핑객을 따라가서 
무엇을 샀는지 살펴보고, 마트에 있는 CCTV 카메라 개수를 세어보고, 냉
동실 문을 열어 글자를 쓰고, 물건을 훔치는 척 하는 등의 행동을 지시받
는다. 즉 <원더마트>의 관객은 상품의 구매라는 목적 없이 마트를 돌아다
니며, 마트라는 공간을 이루고 있는 화려한 색상과 배열, 마트에 활기를 
불어넣는 특정한 소리들을 들으며 마트의 장소성을 사유하고 감각한다.151) 
또한 ‘자연스러운 쇼핑객’인척 하는 연기를 하고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관
객은 스스로 놀이적인 연행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과 감각
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림 18] <원더마트(Wondermart)> 공연 장면

 

   그리고 MP3플레이어에서는 내레이터의 목소리 뒤로 명료하게 들리지
는 않지만 다른 마트에서 녹음되었을 법한 배경음이 흘러나온다. 예를 들
면, 쇼핑객들의 웅성거림과 아기 울음소리, 계산대의 알림 벨과 금고가 열
리는 소리, 고객안내방송 등이 음량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들린다. 이것
은 연극적으로 마련된 ‘가져온 소리’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아니
지만, 연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발견된 소리’와 거의 흡사하다. 이
렇게 ‘가져온 소리’로 인해서 관객은 대형마트들의 소리풍경이 얼마나 비

151) “<원더마트>에서, 오디오 퍼포먼스는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식료품 쇼핑을

떼어놓고, 오늘날의 쇼핑 경험의 검토되지 않은 측면을 통해서 소비 행위 자체를

표면화 한다.” Eddie Paterson, “We are the fresh food people: The supermarket

as a performance of happiness”, Performance Paradigm 7, 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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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지 발견하고,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소리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가져온 소리’보다 헤드폰 밖에서 들려오는 마트를 이루는 
‘발견된 소리’가 얼마나 다양하며 압도적인지 새삼 의식하게 된다. 앞서 
논의했던 <필드워크-오피스>에서도 장소성을 대변하는 유사한 소리가 추
가되어 장소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더마트>에서는 디
자인된 소리와 다른 어딘가의 실제 소리를 녹음한 소리가 섞여있다. 이 때
문에 유사한 소리의 결합이 단순히 장소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차별화되지 않는 대형마트들을 상기시킴으로써 마트라는 공
간의 균질함과 비장소성을 생각하게 한다.152) 
   <원더마트>에서 또 다른 ‘가져온 소리’는 중간 중간 삽입된 설명적인 
남자 목소리와 마트에서 보이는 상품들과 연계된 소리이지만 실제 마트에
서는 찾을 수 없는 소리들이다. 예를 들면, 우유가 놓여있는 코너에서는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남자 목소리가 농장에서부터 우유 곽에 소의 그
림이 그려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러한 소리들은 마트의 
상품들이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인간적인 측면이 상실된 상태라
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떠한 도덕적 고민도 하지 않고 소
비에 대한 욕구가 생기도록 잘 꾸며진 실제 장소의 시청각적 풍경과 대비
된다. 이로써 특정한 방식으로 공간 사용자의 행동방식을 조직하는 마트의 
작동원리와 전략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있는 소비자의 행동방식에 대해
서 되새겨보게 한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에 쇼핑카트에 담았던 모든 물건
을 빠르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어떤 것도 사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서 관객은 자신의 상품 및 소비에 대한 실제적인 충동
이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된다.153)

152) 에디 페터슨(Eddie Paterson)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다. “정말로, 수퍼마켓에

서 연행을 하는 동안, 당신은 이것과 꼭 같은 수 만개의 수퍼마켓에 대해서 생각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 작업은 당신에게 오늘날의 ‘고밀도 유통 환경’의 편

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당신은 또한 ipod이

나 MP3플레이어의 음악을 들으면서 쇼핑하는 쇼핑객들이 도처에 있음을 되돌아

보게 될 것이다. Eddie Paterson, “Paperless and penless: headphone

performance, audio-scripting and new approaches to writing for performance”,

2010 AAWP Refereed Conference Proceedings, Australian Association of
Writing Programs, 201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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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장소특정적 연극의 이중적인 사운드스케이프가 연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식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두 가지―발견
된 소리와 가져온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하는 경
우, 개인적 청각 매체를 사용해서 두 소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로 나
누어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이한 전략이 채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은 선택된 장소의 공간 규모(건물의 규모, 단일한 
장소인지 여러 장소가 사용되는지에 따른 차이), 개방성의 정도(공적장소인지 사
적장소인지에 따른 차이), 장소의 사용여부(현재 사용되는 장소, 폐기된 장소인
지에 따른 차이)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견된 소리
와 가져온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했던 
<곶나들이>와 <필드워크-오피스>의 경우, 장소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연
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연출적 조작을 통해서 연출자가 강조하고자하는 장소의 물리적인 속성이 
소리로서 효과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반면 <작은 금속 물체>와 <원더마
트>는 단일한 장소이지만 장소의 물리적 측면보다는 장소의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전달하고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소의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다
에서 온>과 <헤테로토피아>처럼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청각 매체의 사용이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개인적 
청각 매체로 주어진 소리가 연관성이 희박한 장소들 사이에 리듬과 운동
성을 부여하고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작품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장소의 발견된 소리와 가져온 소
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본고에서 논의하지 못한 더욱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시도한 논의를 통해

153) 오디오 파일 일부. “당신 카트에 담긴 쇼핑내용을 들여다봐라. 무언가를 사고

싶은가? 여기에 있는 동안 무언가를 사고 싶은가? 지금은 아니다. 당신은 아무것

도 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일 분 안에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준

비됐나? 출발해라. (스톱워치 소리) 물건들을 내려놓을 때, 무엇이 그 물건으로

당신을 이끌었는지 떠올려봐라.” Eddie Paterson, “We are the fresh food people:

The supermarket as a performance of happiness”, Performance Paradigm 7,

2011, pp. 15-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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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극장과 달리 ‘이중적인 소리’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사운드스케이프가 중요한 연극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소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소특정적 연
극에서 장소와 연극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효과
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154)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장소특
정적 연극에서 극장과 다른 사운드스케이프가 구축됨에 따라, 변화되는 관
객의 청취방식과 연극 지각방식을 설명하겠다.

154) 포스트 엔터테인먼트의 팀 에첼(Tim Etclles)은 그들이 창작한 장소특정적 연

극 <Dreams Winter(1994)>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과정은 그 도서관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들(행동, 음향효과, 허

구, 텍스트)과 그 공간과 대조되는 것들의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책장

의 모서리를 돌아 나오는 팬터마임에 등장하는 말을 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혹은 나무들이 높이 쌓여있는 통로를 보는 것은? (중략) 극장 공간 밖에서의 작

업은 믿기지 않는 ‘연극적’ 요소들(의상, 허구, 소도구, 가발, 플래카드)과 어떤 장

소의 기본적인 물질-실제 간의 역동적인 대치가 우리 작업의 매우 중요한 핵심

인 것 같다.” Tim Etchells, “Program notes”, Certain Fragments:
Contemporary performance and Forced Entertainment, Routledge, 1999,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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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와 관객의 청취

  4.1. 소음 대 소리의 이분법 와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변화된 이중적 사운드스케이프는 연극적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관객의 ‘청취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근대적 
극장의 청각환경에서 배우의 ‘말’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소리라는 지배
적인 위치에 놓이는 한편, 말의 전달에 방해가 되는 여러 소리들은 ‘소음 
또는 잡음(noise)’으로 규정돼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장소특정적 공연은 실제 장소가 본래 사용되는 맥락과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통제를 가한 상태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155) 따라
서 장소의 실제 사용맥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
체의 소리와 소음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운드스케이프가 연극적 상황을 구
성한다. 그리고 일상적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우발적인 소리나 소음의 개
입은 크지 않지만, 폐쇄된 공간을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관객의 소리가 연
행자의 소리만큼 부각된다.156) 그리고 이러한 소리들은 극장에서처럼 연극
적 맥락 밖에 있는 소리로서 여겨지지 않는다. 즉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
객은 극장에서처럼 ‘소리(sound)와 소음(noise)’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소의 발견된 소리, 연극에 의해서 가져온 소리, 관객의 소리 등이 

155) 예를 들어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시간대가 선택되거나, 장소의 물리적

환경은 유지하되 장소의 일반적 사용을 중지한 상태로 연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현석 연출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에서는 ‘가져온 소리’와의 대조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 세운상가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요일’에 공연이 이루어졌다. 또

한 <바다에서 온>의 경우에도 경마가 실제로 열리는 날은 제외하고 다른 경마장

의 경기를 중계하는 날짜가 선택되었다.

156) 트리스탄 샵스의 <공간을 깨우다>와 <언젠가(One Day, Maybe)>, 극연구소

마찰의 <곶나들이>, 포스트 엔터테인먼트의 <겨울의 꿈(Dreams winter)>,

Prodigal Theatre의 <천 만 개의 문(Ten Thousand several door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공연들에서는 단일한 장소를 선택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만, 관객들에게 물리적 이동이 요구되거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간에서 ‘관객’

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시청각적 요소가 연극의 시노그래피(Scenography)와 사운

드스케이프(Soundscape)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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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따라서 모두 연극 기호가 될 가능성을 얻는다. 
   전통적인 극장의 소리 환경이 소리들 사이에 위계와 원근감이 생기는 
‘하이-파이(Hi-Fi) 상태’라면, 일상적인 장소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파묻히기도 하는 ‘로우-파이(Lo-Fi)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이파이(Hi-Fi)/로우파이(Lo-Fi)란 본래 전기음향학에서 원음과 매개된 
음향 사이의 ‘음향적 충실도’157)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머레이 쉐이퍼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에서 이 용어를 차용하여 “소리가 밀집되거나 마스킹
되지 않고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158)를 하이파이 환경이라 표현했
다. 반대로 로우파이 환경이란 “신호가 과밀하게 되어 서로를 마스킹하게 
되거나 명료도가 낮아지는 상태”159)를 말한다.
   극장의 소리환경은 ‘배우의 육성’이 충실하게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구축된다.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는 극장형 구조에
서 가장 부각되는 점은 송신자 등 뒤에 위치한 ‘오목한 벽’으로, 이는 “외
부 소음을 차단하는 우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송신을 위한 확성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충실함”을 보장한다고 말한다.160) 여기에서 

157) 조너선 스턴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음향적 충실도(sound fidelity)’라는 개념

의 역사와 담론을 자세히 논하고 있다. 오늘날 음향적 충실도는 ‘두 종류의 소리

가 정량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주파수 반응이나 진폭을 정밀하

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또는 디지털 장치의 존재를 함축한다. 그러나 20세

기 초에 음향적 충실도에 관한 담론은 조작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미학적 원리

로서, 음향 재생 장치의 역사인 동시에 음향 재생에 대한 믿음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조너선 스턴 저, 윤원화 역, 『청취의 과거: 청각적 근대성의 기원

들』, 현실문화, 2010, 291-384쪽.

158) 머레이 쉐이퍼 저, 앞의 책, 416쪽.

159) 위의 책, 410쪽; 80-81쪽; 124-127쪽. 쉐이퍼는 전원의 사운드스케이프는 하이

파이 상태였으나, 산업혁명과 전기혁명에 의해서 도시는 소리가 과밀한 상태가

되었고, 소리의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료하게 전달되는 정보가 거의 없는

로우파이 상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160)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코무니콜로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3-24

쪽; 296-300쪽. 플루서(Vilém Flusser)는 인간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여섯 가지,

ⓐ극장형 담론 ⓑ피라미드형 담론 ⓒ나무형 담론 ⓓ원형극장형 담론 ⓔ원형 대

화 ⓕ망형 대화 로 제시했으며, ⓐ~ⓓ는 담론적 매체, ⓔ~ⓕ는 대화적 매체로 분

류된다. 플루서가 말한 ‘극장형 구조’란 실제 극장 그 자체를 포함하여, 강의실,

가정의 거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메시지/담론의 전달을 염두에 두고 청각적 관점에서 극장이라

는 매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플루서는 극장형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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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은 현대 극장 형태에서 물리적인 벽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음향의 반사판 역할을 했던 스케네 및 음향 효과를 극대
화하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객석, 그리고 거리극에서 소리를 강화하기 위
해 사용하는 스피커나 마이크로폰 역시 소음을 압도하고 들려야하는 소리
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161) 즉 극장의 벽은 연극의 청각체험에서 소음을 
걸러내고 배우의 육성이 다른 음향 신호에 파묻히지 않는 ‘하이파이
(Hi-Fi)’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파이 소리환경에서는 소리들 사이에 위계가 발생하고 원근
감이 생긴다. 연극에서의 소리 문제를 연구한 로스 브라운(Ross Brown)
은 극장에서 관객은 ‘세 가지의 다른 음향 세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
한다.162) 첫째는, 배우의 목소리와 관객들의 기침소리 같은 ‘진짜(real)’ 
음향세계이다. 둘째는, 분명 실제(live)이지만 진짜(real)는 아닌 천둥소리 
효과나 현실감 있는 ‘효과음(noises off)의 세계’이다. 셋째는, 현실적
(realistic)이지만 진짜이거나 실제는 아닌 매개된 전기음향의 재생된 ‘음
향효과(sound effect)의 세계’이다. 이처럼 극장은 벽으로 외부의 소리를 
걸러내고도, 극장 내부는 플루서가 말하듯이 무대와 객석에서 발생하는 실
로 많은 소리와 잡음들로 가득 차있다.
   그렇다면 극장에서 이러한 소리들은 어떠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는가. 희
곡 텍스트에 기반을 두는 연극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소리는 주로 ‘배우의 
목소리/대사’이며 대사가 아닌 비언술적인 청각기호들은 다소 보조적인 역

서 ‘담론’의 분배 문제를 설명한 것이지만, 이것을 실제 연극의 청각환경에 적용

해보면 극장의 벽은 배우의 대사(텍스트)의 효과적이고 온전한 전달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1) 미샤 마이어(Misha Myers)는 오디오 산책(audiowalk)의 소리를 분석하며 본고

와 동일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디오 산책에서 지각주체(percipient)이자 연행자는

불가피하게 일상의 ‘시끌벅쩍한(noisy)’ 불확실성 한가운데 있게 되고, 바람소리,

행인, 차량, 발소리 등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주변의 소리들은 작품에 중요하게 기

여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극장 공간과 대비되는데, 전통적 극장은 라디오 스튜디

오처럼 두꺼운 벽, 쿠션이 있는 의자, 카페트 등을 통해서 ‘방음(sound-proof)’되

고 외부로 투과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Misha Myers, “Vocal Landscaping:

The Theatre of Sound in Audiowalks”, Theatre Noise: The Sound of
Performance, (Edt by., Lynne Kendrick and David Roesner), 2011, p. 74.

162) Ross Brown, Sound: a Reader in Theatre Practice, PalgraveMacMillan,
201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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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연극에서 소리는 주로 ‘음성중심주의’ 
혹은 ‘언어중심주의’적 관점에서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
점에서 극장에서의 소리의 위계는 다음과 같이 나열될 수 있다.

배우의

목소리

(대사/억양/음색)

사물의 소리

(무대 안/밖)

관객의 소리

(웃음/기침)

극장의 소리

(기계소리)
극장 밖 소리

[그림 19] 극장에서 소리의 위계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소리의 위계를 나타낸 것이며, 연극에서 
소리의 위계는 작품의 성격이나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극
장 연극에서도 작품에 따라서 무대 안과 밖에서 만들어지는 사물의 소리
가 배우의 말소리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배우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소리나 사물들에서 발원하는 소리, 혹은 무대 
밖에서 만들어지는 효과음 등의 비언술적인 소리들이 언술적 대사보다 중
요한 연극적 기호로 부상할 수 있다.163) 그러나 근대 이후 연극은 ‘침묵하
는 관객(silent audience)’을 요청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근대적 부르
주아가 관객이 되면서, 침묵하는 자제력을 보여주는 것은 예의범절을 지키
는 관객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졌다.164) 이러한 관습은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객석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리의 발원지
가 되지 않아야 한다. 거리극이나 한국의 판소리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극
장에서의 소리 위계와 통제가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극장 연극에서 ‘소리(sound)’는 대부분 무대라는 프레임 내
부에서 발생한다. ‘무대에서 전달되는 신호’에 방해가 되는 소리들, 즉 관

163) 박현섭은 체홉의 희곡『벚꽃동산』이 연극으로 무대화 됐을 때,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언술적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음향적 국면이 작품의 중심 사

상을 실현하는 요소로서, 독자적인 예술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박

현섭, 앞의 글, 272쪽.

164) Gareth White, “Noise, Conceptual Noise and the Potential of Audience

Participation”, Theatre Noise: The Sound of Performance, Edt by., Lynne

Kendrick and David Roesner, 2011,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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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소리, 극장의 공조장치가 내는 소리, 음향장치나 무대장치가 작동하
는 소리, 로비의 발소리 등은 ‘소음 또는 잡음(noise)’으로 규정된다.165) 
쉐이퍼는 소음이란 객관적인 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용어라
는 것을 지적했다.166) “원하지 않는 소리(Unwanted Sound)”라는 것이 
소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통용되는데, 이때 ‘어떤 소리가 원하지 
않는 방해를 만들어내는 가’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
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소리와 소음의 차이는 물리적 특질이라기보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를 어떻게 청취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167) 이러한 극장에서의 “관객의 청취”를 쉐이퍼가 창안
한 음향용어로 설명하자면, 배우의 목소리/대사는 ‘도형(figure)’으로서 관
심의 초점이 되고 나머지 소리는 ‘배경(ground)’을 이루는 원근법적인 구
조라고 할 수 있다.168) 요컨대 극장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위계적이고 원근
법적인 ‘하이-파이’ 상태이며, 배우의 대사와 육성을 도형으로서 전경화하
고 그 외의 소리들을 배경으로서 주변화 한다. 즉 극장은 언어 혹은 음성 
중심적 가치평가가 반영된 문화적 듣기가 작동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
다.169)

165) Ross Brown은 시각중심의 계몽주의(Enlightenment)적 사고가 ‘소리(sound)’와

‘소음(noise)’의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소음

은 “소리의 악마적 쌍둥이로서, 날 것의, 혼돈의, 부적절한”것으로서 규정되고 이

에 따라 연극은 “소음-감소(noise-reductive)”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극의

청각환경에서 항상 침묵하는 관객이 선호된 것은 아니다. Bruce R. Simith는 엘

리자베스 시대의 극장을 불협화음이 혼합되는 장소이며, 공연은 귀를 통해 현상

학적 현장성(hereness)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Ross

Brown, “The Theatre Soundscape and the End of Noise”, Performance
Research, 10:4, Taylor & Francis Ltd., 2005, p. 105.

166) 머레이 쉐이퍼, 앞의 책, 412-413쪽.

167) 한명호·오양기, 「소음과 사운드스케이프」, 『소음진동』Vol.18, No.6, 한국소

음진동공학회, 2008, 13쪽.

168) 이 용어는 시각에서 차용한 개념으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도형

(figure)은 관심의 초점이고 배경(ground)은 말 그대로 배경이나 컨텍스트이다.

그 뒤로 그러한 관찰이 이루어지는 곳을 뜻하는 제3의 개념인 ‘장(場, field)’이 덧

붙여졌다. 현상학적 심리학자들은 무엇이 도형 또는 배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가는

주로 장(場) 그리고 관찰자와 장(場) 사이의 관계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세

개념은 쉐이퍼가 창안한 음향용어들과 명확히 대응되는데, 도형은 신호음과 표식

음에 대응하고, 배경은 주변소음 및 기조음, 장(場)은 모든 음이 발생하는 곳, 즉

사운드스케이프 전체와 대응한다. 머레이 쉐이퍼, 앞의 책, 234-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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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특정적 연극은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근대적 연극 관습 
일체를 비판하며 새로운 연극의 작동방식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배
우의 대사에 가장 높은 위상을 부여하며 소리들 사이에 위계를 만드는 극
장의 ‘음성중심주의’ 역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극복의 대상이 된다. 장
소특정적 연극에서는 배우의 음성 이외에 ‘사물이나 자연의 소리’ 또는 기
존에 ‘소음으로 여겨졌던 소리’들이 연극 기호로서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즉 이러한 시도는 존 케이지가 음악의 정의를 반문했듯이, 
극장이 구조화 하는 소리의 위계 및 소음의 규정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하지만 미셸 시옹(Michel Chion)에 따르면 “여러 소리들의 혼합 속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있을 때, 사람의 귀는 우선적으로 그 목소리로 향하고 그
것을 따로 떼어내 목소리 주변에 대한 지각을 계층화한다.”170) 이러한 인
간 지각의 특성 때문에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도 배우의 목소리가 사용될 
경우에는 다른 소리들보다 육성을 먼저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작품에 따
라서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사운드스케이프의 음량에 의해서 대사의 전달
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그 소리가 장소성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일 경우 
그것을 방해로 여기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즉 장소에서도 ‘육성’의 우선적 
위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호 대 잡음비(Signal-to Noise 
Ratio)가 낮아지는 것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술
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작품에 따라서 ‘로우-파이’ 상태가 장소성을 경험

169) 권두현은 희곡이 문자에 의한 기술에 의해 음성적 성질을 필연적으로 탈각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연극은 희곡의 ‘괄호 쳐진 구술성’에서 괄호를 벗겨내는

실질적 행위이자 문자언어를 음성언어로 되돌려놓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연극은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말 걸기’의 매카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연극

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 수용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발화하는 대

사를 청취하는 행위가 주요한 소통구조를 형성하며 관객에게 상호작용의 환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권두현, 「구술과 기술 변증법으로서의 한국 극예술: 극예

술을 통한 언어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한국어문학연구』, 제57집, 2011,

123-126쪽.

170) 영화에서의 목소리를 연구한 미셸 시옹(Michel Chion)은 많은 소리들이 분출되

는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향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청취 특성을 ‘음성중심주

의(vococentrisme)’라고 명명했다. 미셸 시옹은 영화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여러 소리들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육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다른 소리들

을 주변으로 조직화하는 음성중심주의는 일상에서나 연극에서도 마찬가지다. 미

셸 시옹, 박선주 옮김, 『영화의 목소리』, 동문선, 2005, 20-22쪽.



- 76 -

하는 요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또한 장소특정적 연극은 극장이 관객을 소리의 발원지로부터 분리시키
는 것과 달리, 관객을 연행 공간 내부에 위치시킴으로써 관객을 소리의 수
신자인 동시에 중요한 ‘소리의 생산자’로 만든다. 관객이 만들어내는 소리 
또한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하는 소리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장소특정
적 연극에서 관객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들, 연행자 및 연극적 오브제
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리들, 그리고 관객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혹은 불협화음을 듣는다. 쉐이퍼는 이렇게 ‘걸러내
야 할’ 소리를 규정하지 않고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소음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외형
적으로는 다른 비극장공연과 같을 수 있지만, ‘연극적 소리’를 규정하고 
다른 소리를 의식적으로 걸러내는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음과 소리
의 경계가 와해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작품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집중적으
로 탐구되고 ‘주목하도록 강조되는 소리’, 쉐이퍼의 용어로 ‘도형(figure)’
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이 나머지 다른 소리들을 ‘방해’로
서 걸러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각 작품에서 소리들 사이에 위
계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위계의 꼭대기에 배우의 목소리 대신 사물의 
소리 혹은 관객의 소리가 위치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연극적 소리로 주목
되지 않았던 다양한 소리들이 작품에 따라서 중요한 연극 기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들의 위계에 자율성과 가변성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조이 파(Joy Parr)는 “침묵의 순간과 소음과 소리의 정의에 귀를 기울여보
면 정치와 사회 구조의 중심 이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171) 이 
주장은 연극에서도 유효하다. 즉 소음과 소리를 규정하던 관습이 재고되
고, 침묵하는 관객에서 소리 내는 관객으로 이동하는 것은 곧 연극에서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171) “Notes for a More Sensuous History of Twentieth-Century Canada: The

Timely, the Tacit, and the Material Body.” Canadian Historical Review, 82(4),
2001, p. 740. 마크 스미스, 앞의 책, 9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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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청각적 장(場)의 포위와 전방향적 지각방식

   지금까지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어떤 소리’가 중시되는지 즉 가치평가
가 반영된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제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관객 ‘청
취(listening) 방식’이 극장에서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하
지만 연극 연구에서 극장에서의 관객 청취방식에 대한 연구조차 거의 찾
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겠지만, 
관객의 청취에 대하여 감각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본고는 맥루한(McLuhan)의 ‘청각적 공간(acoustic space)’ 개념과 
그에 대한 머레이 쉐이퍼(Schafer)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들의 논의를 보완해줄 수 있는 돈 아이디(Don Ihde)의 ‘청각적 장
(auditory dimension)’ 개념을 참고하여 관객의 청취를 설명한다.
   토론토 학파의 에드먼드 카펜터(Carpenter)와 맥루한(McLuhan)은 전
자미디어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1960년 ‘청각적 공간(acoustic 
space)172)’이라는 은유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시점 혹
은 관점 없이 모든 방향에 열려있으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동시
성이다. 즉 청각적 공간은 인쇄매체와 대비되는 전자매체의 ‘동시성’을 강
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다. 이것이 실제로 인간의 청취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성’ 그리고 ‘초점 없음’을 귀의 속성으로 파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73) 맥루한은 청각적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선호되는 초점을 갖지 않는다. 고정된 경계가 없는 구(sphere)로서 사물을 포함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물 스스로 만드는 공간이다. 이것은 회화적 공간이 아니고, 

172) 1955년에 토론토 학파의 윌리엄스(Carl Williams)가 ‘Auditory Space’라고 먼저

사용했으나, 카펜터와 맥루한이 ‘Acoustic Space’로 수정하여 Explorations in
Communication (1960)에서 소개했다.

173) Sabine Breitsameter, “McLuhan’s paradigms and Schafer’s ‘Soundscape’:

Parallels, Influences, Envelopes, Shifts.”, Birkle, Carmen(Edt), McLuhan’s

Global Village Today, Ashgate Pub Co., 2014,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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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여있지만 역동적이고, 항상 유동하며, 순간마다 스스로의 차원을 만들어낸
다.”174)

   맥루한이 말하는 ‘동시성’은 청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의 은유적인 서술을 그대로 청취방식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맥루한과 동시대를 살았던 쉐이퍼는 ‘사운드스케이프’ 
이론을 정립하는 데 맥루한의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둘은 공통
적으로 ‘게슈탈트 이론(Gestalt theory)’과 ‘생태학(ecology)’을 이론적 기
반으로 삼고 있다.175) 그래서 맥루한이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갤럭시
(Glaxy)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환경(environment)”, 그리고 ‘전체적 장
으로서의 접근(field approach)’ 또는 ‘모자이크 사고방식(Mosaic 
approach)’은 쉐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176) 
사운드스케이프는 개별적인 소리를 구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
리들이 공존하는 전체적 장으로서 소리세계에 귀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일상에서 그리고 연극에서의 소리세계를 이야기하
는 기초를 마련해준다.
   둘은 이러한 기본적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쉐이퍼는 맥루한의 ‘청각적 
공간’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177) 청각적 공간(acoustic space) 개념
에서 ‘공간’이라는 단어의 정적인 성격이, 가만히 있지 않고 흐릿하게 이
해되는 동적인 요소 ‘소리’와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구(sphere)는 가상적인 모형에 불과하고, 지면 위에서 소리의 전달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구(hemisphere)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4) (원문) “Auditory space has no point of favored focus. It’s a sphere without

fixed boundaries, space made by the thing itself, not space containing the

thing. It is not pictorial space, boxed in, but dynamic, always in flux, creating

its own dimensions moment by moment.” Edmund Carpenter and Marshall

McLuhan, Exploration in Communication: An Anthropology, Boston: Beacon
Press, 1960, p. 67.

175) Sabine Breitsameter, op. cit., p. 133.
176) ibid., pp. 136-139.
177) R. Murray Schafer, “Acoustic Space”, Circuit: musiques contemporaines,
vol. 17., no. 3., 2007, pp. 83-86.



- 79 -

맥루한의 구(sphere) 모형은,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전파된 소리로 채워진 것처럼 설명된다. 그러나 쉐이퍼는 대부분의 소리는 
전방향적(全方向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부터 일방향적으로 이동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구 모형은 오로지 하나
의 소리로 채워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맥루한과 달
리 쉐이퍼의 ‘도형(figure)-배경(background)’ 모형은 귀도 초점을 갖는
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조나단 스턴은 청각이 없으면 청취도 없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
적한다.178) 스턴에 따르면, 청각은 감각적 수용의 한 형태로서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활동이다. 한편 청취는 단순한 활동(activity)이 아니라 실행
(practicality)으로서 ‘지향성’을 갖는 것이고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개발되
는 실행의 양식이다.179) 이러한 지향성은 귀가 선택적으로 듣는 것, 즉 초
점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본고는 앞 절에서 극장에서의 음성중심주의를 쉐
이퍼의 ‘도형(figure)-배경(background)’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때 도형
에 초점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는 시각적인 대상처럼 
‘윤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도형과 배경이라는 모형으로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의 철학자 돈 아이디(Don Ihde)는 청취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했
다.180) 그는 먼저 추상적 차원에서 ‘시각적 장’과 ‘청각적 장’을 짝지어 두 
개의 장(dimension)이 어디에서 나눠지고 또 어떻게 겹쳐지는 지 탐구한
다.181) 그는 시각주의적 예단을 견제하면서, 시각적 형상에 비해 공간적 
의미가 약하지만 소리도 형상-측면을 갖는다고 설명한다.182) 또한 시각적 

178) 스턴은 단순 청각과 구별되는 청취적 실행을 지칭할 때 동사 ‘listen(청취하다)’

과 형용사 ‘audile(청취의)’를 사용하는데, 그는 특히 청각이 앎과 권력과 결부되

는 특권적 감각으로 격상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udile이라는 형용사를 주로

사용한다. 조나단 스턴, 앞의 책, 133쪽.

179) 위의 책, 134쪽.

180) 돈 아이디, 박종문 옮김, 『소리의 현상학』, 예전사, 2006. (원저) Listening

and Voice : A Phenomenology of Sound(1976)

181) 위의 책, 119-131쪽. “Don Ihde : The Auditory Dimension”, Jonathan Sterne,

The Sound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2012, pp. 23-27.
182)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소리는 대부분 사물들(의) 소리로서 체험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사물들의 어떠어떠한 ‘형상-측면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러



- 80 -

형상과 마찬가지로 ‘청각적 형상’은 항상 여타의 사물들과 현상들의 전개
영역에 에워싸인 채, 즉 청각적 장(場) 안에서 제시된다고 이야기한다. 거
칠게 말하면 중심적 대상으로서 ‘초점’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 
‘가장자리’가 청각적 장(場)을 구성한다. 따라서 청각적 ‘장-형상’은 시각적 
장과 마찬가지로 가변적 비율을 가진 ‘초점 대 가장자리’로 설명된다.183)

[그림20] 청각적 장의 초점-가장자리 비율(R’)

   예를 들어, 사람은 강당에서 강연을 들을 때 발걸음소리나 기침소리들
을 분명히 감지하면서도 의식적인 노력 없이 강연자의 목소리를 뚜렷이 
듣는다. 반면에 녹음기는 사람의 귀와 같이 지향성을 갖지 못하고, 사람에
게는 가장자리 현상에 불과했던 소리들이 녹음기에서는 연사의 말소리를 
덮을 만큼 크게 들린다.184) 극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러한 ‘초점
-가장자리 비율은 관심과 상황에 따라 항상 유동하며, 초점적 지향성의 
가변성은 시각의 경우와 비슷하게 작용한다.’185)

나 시각적 윤곽형태가 비교적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소리의 가장자리-형

상(edge-shape)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돈 아이디,

앞의 책, 143-146쪽.; 174쪽.

183) 아이디에 따르면 장(場)은 “사물이 그 속에 위치하고 사물이 항상 거기에 연관

되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사물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장은 또한 제한되고 경

계 지어져 있다.” 그는 초점-가장자리 비율(R’)보다 좀 더 확장적인 두 번째 비율

을 장-지평 비율(R”)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지평’을 장을 둘러싸거나 초월하는

것으로, 현존에 대조된 부재의 상태인 불가시성의 영역으로 자취를 감추며 사라

져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청각적 장(場)으로 한정한다.

위의 책, 242-245쪽 참고.

184) 위의 책, 175쪽.

185) 위의 책,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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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돈 아이디는 초점의 형상이 지각될 즈음 시각과 청각의 현저한 
차이가 출현한다고 강조한다. 시각적 장은 지각 주체의 몸에 상관되어 명
확히 ‘전향적(前向的)’ 방향성으로 정향되고, 초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눈/
머리/온몸을 돌려야 한다. 반면에 하나의 형상으로서 청각적 장과 초점 
맞추기는 ‘전방향적(全方向的)’이다. 여기에서 그는 맥루한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에워쌀 수 있음”은 소리의 장-형상의 본질적인 특징이라
고 말한다.

   “공간적으로 묘사하자면 청각적 장은 그 속에 청자가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구체
(球體)’로 간주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구체의 ‘범위’는 청각이 청각적 지
평을 향하여 바깥으로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의 장으로서의 청각적 장-형상은 에워싸는 형태를 지닌
다.”186)

   하지만 돈 아이디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각적 장내에서 “방
향성”의 명료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그는 소리의 장이 청자를 에
워싸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 모두가 동일한 상태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방향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시각적 장에서 색채를 항상적 변수로 
고려한다면, 지각자를 둘러싼 시각적 장의 어디에서도 공허하거나 상대적
으로 비어있는 장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청각적 장의 측면에서는 
‘한쪽 면’에 대한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고요함은 그 장 안에서의 소리의 
이동을 보여준다.”187) 따라서 청각적 장에는 ‘가변적 비율’188)로 충만한 
포위성(surroundability)과 분명한 방향성(directionality)이 항상 공존한
다. 요약하면 청각적 장-형상은 가변적인 초점-가장자리 비율로 선택적으
로 지각되고, 청각적 장은 가변적인 비율로 포위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갖
는다.
   다시 연극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극장 연극에서나 장소특정적 연극에

186) 위의 책, 177쪽.

187) 위의 책, 179쪽.

188) 예컨대 일상적 소리들은 주로 사물의 소리로 방향적으로 청취되는 반면에 음악

은 극적인 포위적 현전을 갖는다. 또한 도로상의 교통소음은 그 소리의 특성이

방향적이면서 동시에 포위적이기도 한 모호한 풍부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책,

181-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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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관객은 ‘초점-가장자리’를 변화시키며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극
장연극에서 지각되는 ‘청각적 장-형상’은 무대라는 프레임 안에 있다. 즉 
청자에게 주어지는 소리의 방향은 대부분 전방에서 발생하며, 무대에서 전
달되는 소리 가운데에서 초점과 가장자리 비율을 변화시킨다. 즉 극장에서
는 소리의 장-형상은 대부분 전면의 무대에서 발생함으로써 무대는 청각
적으로 가득 차있다. 반면에 객석은 소리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희박한 
상태이다. 여기에 극장의 음향 건축적 구조가 더해져189), 극장에서 소리는 
분명한 방향성―무대에서 객석으로―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을 둘러싼 청각적 장은 정면이 가득 차있고 후면이 비어있는 불균형 
상태로서 소리의 방향성이 ‘일방향적’이다.
   게다가 무대 밖에서 들리는 효과음이나 음악을 제외하고, 배우의 말소
리나 움직임, 소도구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시각적 형상과 함께 출현한다. 
이렇게 시각적 정보 및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시각을 중심으로 감각
을 통합한다.190) 따라서 대부분의 청각적 형상이 시각적 형상에 종속되어 
지각된다. 돈 아이디는 맹인이 수술로 시력을 회복 했을 때, 감각 구조가 
전체적으로 재조정되고 ‘전방향적’이던 방향감각이 훨씬 더 집중된 ‘전향
적’ 방향감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력을 회복하기 전에도 전
향적 방향감에 대한 경미한 ‘선호’가 있기는 했지만 시력의 회복과 더불어 
그것이 한층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객석은 암전을 유지하
고 시각적 스펙터클로 주의를 무대에 집중시키는 극장에서는, 청각적 장의 
포위성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연극 지각방식이 정면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고 할 수 있다. 즉 프로시니엄 극장에서 소리는 주로 ‘일방향적(무대에서 
객석)’ 방향성을 띠며, 관객의 청취는 분명히 전향적(前向的, forward)으
로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189)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극장은 무대로부터 객석으로 소리가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건축구조와 음향시설을 사용해왔다. 스케네, 돔형

식의 천장, 스피커, 마이크로폰, 음향반사판 등은 무대에서 발생한 소리가 객석에

전달될 만한 잔향을 갖게 만드는 장치였다. 김영교, 「극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

운드 디자인의 통시적 고찰」,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무대디자인전공 석사

학위논문, 2011.

190) 나카무라 유지로, 앞의 책,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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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극장이라는 건축물을 벗어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소리들의 방
향성은 일상적 소리환경과 유사하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선택된 공간
의 특징에 따라, 사방(四方)은 물론이고 상하(上下)에서도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191) 그리고 청각적 장-형상은 시간적으로 배열되기 보다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장소특정적 연극은 무대라는 시
각적 틀이 정면에 주어지지 않고, 시노그래피 내부에 관객이 포함한다. 다
시 말해 관객이 위치한 장소는 전방향적으로 소리가 주어지는 환경으로, 
청각적 장은 ‘포위성’이 방향성보다 강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도 여전히 포위성과 함께 ‘방향성’이 드러
난다. 다만 방향성은 장소의 건축적 특징에 따라, 혹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연행을 포함한 사건들과 자연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된다. 예를 들
어, <바다에서 온>에서 관객이 하천 옆을 걸을 때와, 경마장에 앉아 있을 
때 관객을 둘러싼 청각적 장의 방향성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방향성’이 소리가 청자에게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청
자를 기준으로 소리에 대한 청취의 ‘지향성’과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192)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장에서의 소리가 주어지는 방향과 장
소특정적 연극에서 소리가 주어지는 방향을 거칠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금속 물체>처럼 ‘개인적 청각 매체’을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지우고 청각적 장의 ‘에워싸는 성격’
을 더욱 극대화 한다고 할 수 있다. 

191) 최상철의 <마리>, 극연구소 마찰의 <곶나들이>, 트리스탄 샵스의 <공간을 깨

우다>, Prodigal Theatre의 <천 만 개의 문(Ten Thousand Several Doors)> 등

다층(多層) 건축물이 사용되는 경우 장소의 사운드스케이프는 관객을 사방에서

둘러쌀 뿐만 아니라, 위아래에서도 발생하고 그것이 연극적 의미발생에 기여한다.

192) 소리가 주어지는 방향성과 관객 청취의 지향성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혼란

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소리가 주어지는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

을 먼저 다루고, 다음 절에서 관객 청취의 지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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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객석
반향

[그림21] 극장에서 소리의 방향성   

관객

[그림22]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소리의

방향성

   이렇게 소리가 일방향적으로 구조화되는 극장에서와 달리,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포위적인 소리환경에 에워싸이며 소리의 방향성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사운드스케이프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전방향적
이고 포위적인 청각적 장은 관객의 주의(attention)를 계속해서 변화시키
고, 전향적 연극 지각방식을 전방향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관객은 연극 경
험에서 위아래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은 관객의 관습적인 감각 사용에 변화를 야기한다. 그리고 장소특정적 연
극에서 청각적 장의 전방향성은 정면중심으로 구조화된 연극이 축소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193)

   뿐만 아니라 관객을 둘러싸고 있는 소리는 관객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침으로써, 관객의 생리적·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소리가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

193) 제인 콜린스가 분석한 장소특정적 연극 <천 만 개의 문(Ten Thousand

Several Doors)>는 관객의 아래에서 발생하는 청각적 장-형상이 특유의 연극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예를 보여준다. 이 공연은 호텔이었던 그랜드센트럴의 2층에

서 진행되는데, 바로 아래층의 술집에서 끊임없이 소음과 웃음소리가 올라온다.

이 소리는 감각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공연에서 가장 내밀하고 비극적인 순간에

끼어들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Jane Collins,

“Embodied Presence and Dislocated Space: Playing the audience in Ten
Thousand Several Doors in a promenade, site-specific performance of John
Webster’s The Duchess of Malfi”, Performing Site-Specific Theatre: politics,
place, practice, edt.by Anna Brich and Joanne Tompkins, Palgrave Macmillan,
2012,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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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알고 있다. 소리는 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몸(체
온, 혈액순환, 심장 박동, 호흡 등)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194) 극장에 앉
아있을 때도 우리 몸은 소리의 영향을 받지만,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
은 소리가 발생하는 발원지에 위치해있고, 개인적 청각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관객의 귀에 직접적으로 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커
진다. 아래 인용문은 <바다에서 온> 장면의 일부로, 관객을 둘러싼 장소의 
소리가 신체적·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연극적 자극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95)

#2. [길]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는 궁금하지 않아요.
두 혜성처럼, 잠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겠죠?

(횡단보도를 건너서, 관객과 똑같은 발로 걸으며)

아니면, 혹시...
당신과 나... 같은 인물은 아닐까요?

194) “보통 65Hz 근방의 저음은 허리 뒤쪽 부분, 골반, 허벅지 그리고 다리와 공진

한다.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팀파니는 귀에 호소하기보다는 생식기관이나 소

화기관 혹은 내면의 깊은 감정을 자극하는 소리다.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가슴

윗부분, 목 그리고 머리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신경 계통과 마음을 자

극하게 된다. 소리는 또한 체온, 혈액 순환, 심장 고동 속도, 호흡, 그리고 땀 흘

리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략) 기계톱 소리를 가까이서 큰 소리로 듣게

되면 즉시 두통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높은 레벨로 재생되는 저음은 스

트레스와 몸 안에서 느끼는 고통을 가져온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나 수명

이 다 된 형광등이 내는 소리에 몇 시간 동안 노출되면 불안정해질 수 있으나,

풍부한 오르간 소리 혹은 감미로운 목소리는 감성을 자극해 몸 안의 닫혀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줄 수 있다.” 데이비드 소넨샤인, 이석민 옮김, 『사운드디자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96-97쪽.

195) 서현석 작가의 <헤테로토피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을지다방, 경주장, 옥상

등 특정한 지점에 집중하여 작품을 논의했다. 그러나 <바다에서 온> 대본을 보

면 다락방, 경마장, 눈물의 다리 등 구체적인 지점뿐 아니라, 장소들을 이동하는

‘길’ 역시 하나의 장면으로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헤테로토피

아>에서도 연출가는 이동의 과정 역시 하나의 장면으로서 구성했을 것이라고 판

단한다. 더구나 이러한 장면 구분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관객에게

<바다에서 온>과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의 이동과정은 하나의 연속된 여정으로

서 경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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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서로의 그림자는 아닐까...
우리가 공유하는 기억이 있던가요?

   위의 내레이션이 시작되기 전 관객은 눈을 가리고 찻길을 걸으며, 옆에
서 ‘쉭- 쉭-’ 지나가는 자동차소리를 한참동안 듣게 된다. 이후에 배우는 
텅 빈 가게의 유리창 앞에서 관객의 고글덮개를 열어준다. 관객은 유리창
에 비친 둘의 모습과 그 뒤로 차가 달리는 도로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때 
유리창에 비친 관객과 배우의 모습은 ‘두 혜성’이자 ‘서로의 그림자’로 해
석될 수 있다. 그런데 관객이 그 지점까지 오는 길에 들었던, 그리고 여전
히 등 뒤로 들리는 자동차 소리의 연극적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는 특유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언술적 기호가 대체
할 수 없는 감각적인 연극 기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자동차 소리는 관
객에게 귀로 들리기보다는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리풍경으로
서, 내레이션과 거울에 비친 광경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신체적 반응’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요컨대 극장에서는 소리의 방향성이 관객의 정면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일방향적 구조를 띤다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소리는 관객의 몸을 포위하
는 전방향적·포위적 구조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향성을 띤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향적 사운드스케이프는 정면중심적인 관객의 연극 지각방식을 
전방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관습화된 감각의 사용에 변화를 야기한다. 또
한 포위적인 사운드스케이프는 관객의 몸을 에워쌈으로써 생리적·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상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사운드스케이프
의 변화된 구조와 그것의 의미를 논의했다. 다음 장에서는 장소특정적 연
극에서 요구되는 관객의 청취태도, 즉 소리에 대한 청취의 ‘지향성’을 집
중적으로 살펴보겠다.

  4.3. 관객의 청취태도와 촉각적 연극 경험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을 감싸고 있는 사운드스케이프를 더욱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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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드는 것은 관객의 청취 태도이다. 청각적 현전의 포위성-방향성
은 항상 공존하지만 의도적 초점과 상황에 따라서 비율은 가변적이다.196) 
일상에서도 우리 몸을 둘러싼 사운드스케이프는 포위적이며 다양한 소리
들이 끊임없이 현전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소리가 주어지는 환경이 똑같을
지라도 연극에서와 달리 일상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로서 소
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청각적 장의 포위성-방향성의 비율에서 방향성
이 높게 지각된다. 그러나 ‘연극’이라는 틀 안에서는 관객은 의지적으로 
일상적 소리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일상적 소리들을 하나
의 오케스트라처럼 포위적으로 청취할 수 있고, 이러한 태도에서 소리는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음악처럼 몸의 내부에까지 침투한다.

  문 바깥의 망치소리는 바로 문 바깥<에서> 오는 소리<로서> 들린다. 정원의 참
새소리는 정원<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자신을 내보인다. 그러나 내 스스로 음악적 
태도를 취한 다음 그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음악인 양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면 나
는 그 소리의 일상적이고 강력한 방향적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더라
도 어느 정도까지는 뒤로 물러서서 그 소리의 포위적 현전에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하게 된다.197)

   이것은 바로 쉐이퍼가 주창한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의 가장 기초이다. 
즉 ‘음악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던 미적 청취활동을 일상적 소리환경에까
지’198) 확대하여 자신을 둘러싼 ‘청각적 세계’를 감각하는 것이다. 쉐이퍼
에 따르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귀는 한층 더 주의 깊게 반응하는데, 그
래서 여행을 하면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의식으로 들어와서 도형의 
상태로까지 인식된다. 장소로의 여정 또는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지금 여기’의 자신을 둘러싼 소리들을 놓치지 않
으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장소를 구성하는 모든 소리들을 ‘연극적 소
리’로서 지각한다는 의미에서, 관객의 소리에 대한 ‘지향성’은 극장 연극에
서 배우의 대사에 집중하는 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강하다. 다시 말해 극장

196) 돈 아이디, 앞의 책, 182쪽.

197) 돈 아이디, 앞의 책, 182쪽.

198) 한명호·오양기, 앞의 글,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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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소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연극’이라는 
틀 안에서 관객이 소리에 대해서 취하는 청취의 지향성은 일상에서보다 
훨씬 강화되고 예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와 연극에서 소리(x)
에 대한 청취의 지향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23] 일상적 청취의

지향성

 

관객

무대

관객

[그림24] 극장 및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청취의 지향성

   그렇다면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주변의 일상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시청
각적 자극에 강화된 ‘주의 기울이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머레이 쉐이
퍼는 “풍경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풍경 속에서 실질적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라는 데이비드 로웬썰의 말을 인용하
며, 어떻게 기능적 환경을 흥미의 대상이자 미적인 즐거움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199) 가버 체프레기(Gabor Csepregi) 또한 일상에서와 
연극에서 ‘듣기’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듣기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가 우리가 듣는 것의 성격을 바꾼다. 
지각과 이해는 우리의 맥락에 달려있다.”200)고 말한다. 즉 연극이라는 프
레임 안에서 ‘적극적인 듣기’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환경이 미적으
로 경험될 수 있다.
   또한 ‘걷기’나 ‘행동’이 함께 요구되는 작품의 경우, 관객은 자신의 근
육운동감각을 사용하면서, 감각적 자극과 자신의 감각운동에 더욱 주의를 

199) 위의 책, 325쪽.

200) “Aural Landscape: Voices, Noises, Vibrations, and Other Quivering

Stimulators of Cochlear Perception.” Stephen Di Benedetto, The Provocation of
the senses in contemporary theatre, New York: Routledge, 2010,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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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게 된다. 지각심리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행
동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각과 운동을 미적으로 경험하지 않지만, 극장, 
영화관, 콘서트홀, 운동경기장 등은 “자신의 감각운동적 사건의 수행을 의
식적으로 행하고 즐기기 위해 찾는 장소”201)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용이나 
운동에서 새롭고 복잡한 일련의 동작을 익혔을 때 경험하는 작동쾌락은, 
우리가 적당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걷기와 같이 자동화되어 아주 자연스럽
게 수행되는 동작들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202) 앞에서 크리스토퍼 
밤은 오디오 연극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효과는 “지각되는 몸이라기보다는 
지각하는 움직이는 몸에 집중하는, 특별한 종류의 몸 퍼포먼스”라고 말했
다. 사운드워크(soundwalk)를 “신체적 영화관(physical cinema)”라고 분
석한 뱃시 빅스(Betsey Biggs)도 같은 맥락에서 사운드워크가 ‘영화적 최
면(cinematic lull)’과 실재에 대한 ‘강화된 의식(hyper-awareness)’ 사이
를 왕복하게 한다고 말했다.203) 뱃시 박스는 ‘개인적 청각 미디어’를 사용
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장소특정적 연극은 
관객을 ‘실제와 허구’의 경계 위에 놓음으로써 끊임없이 관객 자신의 ‘실
재’를 감각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지 뷰레스 밀러(George Bures 
Miller)는 사운드워크가 “감각들에 대한 MSG(조미료)”라고 말했다. 즉 몸
의 사용이 요구되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지각하는 동시에, 듣기와 걷기와 같은 자신의 감각적 사용에 집중함으로써 
작동의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예민해진 주의력은 일상적 환경과 일상적 
동작을 미적으로 체험하게 할뿐 아니라,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소를 촉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돈 아이디

201) “모든 미적 체험이 작동의 즐거움에 기초하고 있다면, 왜 모든 감각운동적 사

건의 수행이 즐거운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지각과 운동을 미적으로 경험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는 이들 기능의 수행에 매우 상이한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Rainer

Schöhammaer, 이모영 옮김, 『지각심리학』, 학지사, 2014, 425쪽.

202) 위의 책, 37쪽.

203) Betsey Biggs, “Like It was a Movie: Cinematic Listening as Public Art”,

Working Paper #36, Center for Arts & Cultural Policy, Princeton Universit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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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가 음향적 현전의 풍부함에 귀 기울이면, 사물들의 ‘표면(형상)’과 
‘질감과 혼합 상태’까지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204) 즉 관객들은 장소를 
시각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민해진 귀를 통해서 장소의 물질성과 
사물들의 질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장소를 촉각적으로 경험하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스드 엔터테인먼트(Forced Entertainment)’의 장소특정
적 연극 <Dreams’ Winter(1994)>는 맨체스터 중앙도서관의 책상에 관객
들을 앉혀두고 30명의 배우가 책장 위, 기둥, 벽, 바닥 등에 몽유병 환자
처럼 돌아다니면서 공연된다. 관객들의 시야에서 배우들은 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우들이 책장을 샅샅이 뒤지며 사방에서 책이 펼쳐지고, 아주 두
꺼운 책들로 책상을 두드리고, 책장을 뜯어내는 소리들을 듣게 된다. 맨체
스터 중앙도서관의 돔 형식의 높은 천장은 이러한 소리들의 잔향을 길게 
만들고, 관객들은 이로써 책들의 표면과 질감 그리고 도서관의 질감까지 
듣게 된다. 요컨대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전
방향의 사물들의 소리와 음향적 사건들까지 포위적으로 청취한다. 그리고 
일상에서와 다른 미적인 청취태도를 취함으로써 장소를 이루는 제요소들
의 표면과 질감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전방향적 소리의 장-형상에 대한 
예민한 지각은 장소를 촉각적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그림 25] 포스드 엔터테인먼트 <Dreams’ Winter> 공연 장면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관객 스스로가 소리의 생산자가 되며, 이것이 

204) 돈 아이디, 앞의 책,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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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촉각적 경험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연행 공간
을 이동하고 공연에 따라서 행동을 수행하는 관객의 움직임은 소리를 발
생시킨다. 관객은 장소를 이루고 있는 바닥, 벽, 사물, 연행자, 다른 관객
과 ‘접촉’함으로써 희미하게나마 소리를 만들어낸다. 일상에서도 우리의 
움직임과 행동은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대부분 주의를 끌지 
못한다. 그러나 연극 안에서 예민한 청취태도를 취할 때, 관객은 자신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자각하게 된다. 우리가 듣는 것은 
대부분 사물들이 스스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사물들의 충돌에 의해서 발
생하는 소리이다. 돈 아이디는 충돌에 의해서 한 사물에 음성이 부여되는
데, 여기에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두 개의 음성’이 있다고 말한다.205)

“나는 테이블 위를 구르는 당구공의 둥근 형상-측면 뿐 아니라 테이블의 딱딱함도 
동시에 듣는다. 당구공을 두꺼운 털실 천으로 덮인 테이블 위에 굴릴 때에도 그 둥
글음은 똑같이 들리지만, 이번에는 보통 테이블과는 다른 당구대 특유의 질감이 들
려온다.” 

“딱딱한 타일 위를 구두신은 사람이 걸어갈 때에는 건물 바닥의 표면이 단단한 뒷
굽의 특징적인 또각거리는 소리를 울려낸다. 그러다가 그 보행자가 거실로 들어서
게 되면 여태껏 나던 또각거리는 소리가 양탄자에 구두가 닿으며 나는 둔탁한 음향
으로 바뀐다.” 

   즉 관객이 소리 없는 사물에 음성을 부여하고, 이때 관객은 사물의 소
리와 자기 몸의 소리를 함께 듣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걷기’는 주로 장소의 서사를 다시 쓰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
나 감각적 측면에서, 관객은 바닥의 표면에 음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스스
로의 발걸음을 듣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객은 스스로 소리
를 만드는 와중에 ‘장소와 자신의 몸’의 물질적인 영향관계를 직접적으로 
감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원더마트(2009)>에서 관객은 
MP3플레이어에서 제시되는 오디오의 강렬함이 귀를 감싸고 있음에도 스
스로 쇼핑카트(trolley)를 끌고 다니면서 내는 소리를 듣게 된다. 특히 오

205) 돈 아이디, 앞의 책,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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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파일의 목소리는 다양한 음악과 수반되어, 관객의 보행 리듬과 속도를 
조절한다. 여기에서 쇼핑카트를 끌면서 들리는 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손과 몸으로 전해지는 진동에 가깝기 때문에 관객은 스스로 만들
어내는 소리를 통해서 마트의 바닥을 만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
객은 냉동고 문을 열고, 과자 포장지를 만지는 등 ‘사물’과 접촉함으로써 
이중의 소리(사물과 관객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스스로 물리적 환경에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소리를 발생시키
고, 그것을 다시 듣는 피드백과정은 ‘장소와 몸을 가진 관객’을 연결해주
고 장소를 접촉하듯이 경험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헤
테로토피아>, <바다에서 온>, <영혼매춘>에서처럼 녹음기를 사용해서 관
객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리를 증폭시키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또는 
관객이 직접 내는 소리는 아니지만, 관객과 동일한 경로를 걸으면서 사전
에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는 사운드워크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양쪽 귀를 막아 놓으니 내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한 손은 낯선 여자에게 
잡혀있고, 귀는 반쯤 멀었고, 내딛는 발걸음의 진동이 몸에 턱턱 걸려들기 시작하고 
감각은 온통 낯선 주변 풍경을 향하는 시선에 몰린다.”206)

   “소리산책자의 풍경으로의 참여는 음향적이고, 촉각적이고, 그리고 운동 감각적
이다. 풍경과의 관계 맺기는 다른 것들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그리고 녹음하는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난다. 증폭된 음량은 표면 
및 질감과의 미묘한 접촉을 들을 수 있게 변환시킨다.”207)

   다시 말해 관객이 장소특정적 연극에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소리들은 
음량적으로는 매우 미약할 수 있지만, 장소의 물질성을 촉각적으로 지각하
고, 관객 스스로가 주변 환경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게 만드

206) “영등포의 밤: 서현석의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 <영혼매춘>”, 시각예술저널 경

향 「article: a journal of contemporary art」, #03, 2011년 10월호. 76쪽. <영혼

매춘>에서는 <헤테로토피아>나 <바다에서 온>처럼 관객의 소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지는 않고,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인 ‘푸른극장’에 앉았을 때 관객이

지나온 여정이 녹음된 소리가 이어폰에서 흘러나온다.

207) Stephen Di Benedetto, The Provocation of the senses in contemporary
theatre, New York: Routledge, 2010,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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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다른 장소 및 사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리를 발생시킬 때, 관객은 장소를 감각할 뿐만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 속
에서 자기 몸의 상대적인 무게나 속도 등을 자각할 수 있다. 유하니 팔라
즈마(Juhani Pallasma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로 포장 위에 메아리
치는 발걸음 소리에는 감성적 울림이 있다. 발걸음이 주변을 둘러싼 벽에 
울려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공간과 서로 직접적으로 특정한 작용
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208) 이러한 장소와 관객의 물리적이고 감
각적인 상호작용은 장소특정적 연극이 지각 주체로부터 거리를 두는 감상
의 대상으로서 예술이 아니라,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이 관계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본고는 이러한 
경험을 ‘촉각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장소의 물질성과 관객 몸의 직간접적 
접촉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촉각적(haptic)’ 경험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관객의 몸의 사용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맥루
한이 사용한 의미에서, 즉 다양한 감각이 고루 사용되는 ‘촉각적(tactile)’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이 일상에서와 다른 강화된 
청취태도 혹은 감각적 자극에 예민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촉각적인 연극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먼저 감각의 사용에 집중하는 것은 
일상적 환경을 미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에 감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곧 자신의 감각작용과 지각하는 몸에 대해 주
목하게 만듦으로써, 관객이 작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소리환경을 음악처럼 주의를 기울여 들음으로
써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상과 표면, 그리고 질감과 내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들이 관객 스스
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촉발되고 다시 지각될 때, 그것은 장소와 관객의 물
리적 상호작용을 감각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208) “시각은 외로운 관찰자의 감각이다. 반면 청각은 연결과 연대의 감각을 창출한

다. 우리의 눈은 대성당의 어둡고 깊은 공간에서 외롭게 방황하지만 오르간의 소

리는 공간에 대한 친밀감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 소리는 공간을 가늠

하고 그 스케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귀를 통해 공간의 경계를 쓰

다듬는다.” 유하니 팔라즈마(Juhani Palassmaa), 김 훈 역, 『건축과 감각(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시공문화사, 2014,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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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 이외에 ‘듣는 것’이 장소와 관객 스스로의 몸을 지각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운동감각과 피부감각과 같은 다른 감각과 연계됨으로써 촉각적 
연극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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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장소특정적 연극은 20세기 후반 인간-환경-예술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지향하면서 등장한 예술실천으로서,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 의미가 설명
될 수 있다. 첫째, 환경세계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
는 것에 바탕을 두며, 연행자와 관객이 함께 발 딛고 있는 즉물적인 장소
에서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연극 경험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 둘째, 예
술의 경계를 재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일상적 사물과 상황에서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한다. 셋째, 극장이 시각중심적으로 감각을 구조화하고 감각
들을 분단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다양한 감각이 고루 사용되어 촉각을 포
함하는 체성감각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연극 경험을 추구한다.
   본고에서는 무대와 객석이 거리를 두는 극장과 달리 장소특정적 연극
에서 관객이 연행 공간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객의 몸과 함께 유동하
는 ‘사운드스케이프’가 관객의 촉각적인 연극 경험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
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장소는 공간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
연적 변화, 일상적 사건들, 연행자, 관객’의 복잡한 관계로 형성되는 리듬
이자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관객의 움직임 및 시간성
과 결부되는 역동적인 풍경으로서, 랜드스케이프로 설명되지 않는 장소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사운드스케이프에 주
목하고, 극장의 소리환경과의 비교를 통해서 특징 및 효과를 밝히고자 하
였다.
   본고는 ‘장소와 연극의 관계’에 따라 장소특정적 연극이 분석되고 의미
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스트-고스트’의 모형으로 이를 설
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장소와 연극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로 표현되어 관객에게 감각적으로 전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
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이중적인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주목했으며, 두 가지 소리가 관계 맺는 방식을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의 소리는 호스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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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고스트로서의 연극의 소리는 일시
적으로 장소의 소리와 관계맺음으로써 다양한 연극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본고는 ‘장소에서 발견된 소리 및 소리환경’을 탐구하여 연극적으
로 활용하는 작품으로 <곶나들이>와 <필드워크-오피스>를 살펴보았다. 
<곶나들이>는 장소의 소리환경을 고려하여 연행자의 움직임 및 소리를 구
성하였고, 장소와 연행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연극적 사운드스케
이프가 작품의 주제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필드워크-오피스>는 장소
성을 대표하는 소리를 파악하고, 그와 비슷한 연극적 장치(음향효과)를 통
해서 사운드스케이프를 강화함으로써 장소성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든
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개인적 청각 미디어’가 사용되는 방식
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조명했다. 첫째, 개인적 청각 미디어로 주어지
는 배우의 내레이션이나 음악이 연극적 프레임으로 기능하여, 장소의 소리
를 연극적 맥락 속으로 통합하고 장소를 연극화한다는 것을 <바다에서 
온>과 <작은 금속 물체>를 통해서 설명했다. 둘째, 개인적 청각 미디어가 
장소에서 발견된 소리와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인’ 소리를 병치하고, 둘 사
이의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관객이 장소성을 비판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헤테로토피아>와 <원더마트>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장소특정적 연극이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연극적 효과를 얻어
낼 뿐만 아니라, 극장과 다른 소리환경에 처한 관객의 청취방식이 달라진
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장소특정적 연극에서는 극장 연극에서 작동하던 
소리-소음의 이분법적 위계가 와해되고, 연행자의 목소리, 장소의 소리, 
관객의 소리들이 모두 연극적 소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소성을 경험하는 데 필요할 경우, 극장에서와 
달리 다양한 소리가 섞이는 로우-파이 상태가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고 해석했다. 이러한 소리의 중심 또는 위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극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소리와 
소음의 경계가 와해되는 것이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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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모든 소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
스케이프에서 관객의 변화된 청취방식을 맥루한의 청각적 공간(acoustic 
space)과 돈 아이디의 청각적 장(auditory dimension) 개념으로 설명했
다. 장(場)으로서의 접근 혹은 모자이크 사고방식이 소리들을 전체적인 맥
락과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기본적인 태도로 삼고, 단순한 감각적 수용으
로서 청각과 달리 지향성을 갖는 청취는 눈과 마찬가지로 초점을 만든다
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초점-가장자리가 가변적 비율을 형성하는 돈 
아이디의 ‘청각적 장’ 개념으로 쉐이퍼의 도형-배경의 모형의 한계를 보완
하여, 초점을 변화시키는 관객의 청취방식을 설명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청각적 장은 가변적 비율로 ‘포위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돈 아이디의 논의를 바탕으로, 극장의 청각적 장은 방향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장소특정적 연극의 청각적 장은 포위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동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포위성과 유동적
인 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소특정적 연극의 청각적 장은 관객을 전방
향적으로 에워쌈으로써, 정면중심적인 연극의 관습적 지각방식을 전방향적
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관객의 청취태도가 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더욱 포위적으로 만들고, 일상적 환경과 행동을 미적으로 경험하는 데 기
여한다는 데 주목했다. 또한 일상적 소리들에 대한 예민한 청취태도를 취
함으로써 장소를 구성하는 사물의 형상과 표면, 질감과 혼합 상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관객의 몸
은 장소의 물질성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스스로 발생시킨 소리를 듣게 되는
데, 이러한 청각경험이 관객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상으로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사운드스케이프’가 연극
적 효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관객의 지각방식을 재조정하고, 감각들에 
대한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촉각적인 연극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처럼 환경과 관객의 감각적 상호작
용 속에서 연극을 구성해나가는 장소특정적 연극은 관객이 연극적 경험에
서 사용하는 감각 차원을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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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oundscape of 
Site-Specific Theatre

Lee Heunj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of the 
soundscape in site-specific theatre, and examines the subsequent 
theatrical effects and changes in audience perception. 
Site-specific theatre is an art form which produces new theatrical 
aesthetics by making full use of placeness. The fundamental 
significance of site-specific theatre that should be highlighted is 
that it is a critical and alternative practice which raises questions 
on the conventions and audience perception in traditional 
theatre.

Site-specific theatre seeks to break conventions of the 
proscenium-arch theatre, which encourages a visual-dominant 
sense ratio in the theatrical experience. While most research to 
date on the experience of site-specific theatre has been discussed 
in terms of visual aspects, this paper instead explores the 
auditory experience in site-specific theatre. This thesis focuses 
on the significant role of “soundscape”, a notion coined by R. 
Murray Schaffer in the 1970s. I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 104 -

experience of placeness and operates as a theatrical sign which 
provokes somatic responses from the audience. It also 
contributes to the recovery of balance in the sense ratio by 
preventing ocular-centric integration of the senses.

This paper will first establish a contextual background 
addressing how site-specific theatre began―through examining a 
new awareness of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human, 
environment, and art (media) in the late 20th century. This will 
broaden the narrow explanation of site-specificity under the 
influence of visual art and emphasize that the dynamic and 
experiential nature of performance should be an essential focus 
of site-specific theatre. 

Traditional methods of describing the theatrical experiences 
from the study of proscenium-arch theatre are insufficient in 
conveying the concepts of site-specific theatre. Experiences by 
the audience residing within the scenography require a new 
methodology, soundscape,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the 
audience. This thesis aims to demonstrate that soundscape can 
be effective in elucidating the experiential and sensuous features 
of site-specific theatre. Through the concept of soundscape, 
which emphasiz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perceptive subjects surrounded by it, this paper explains the 
sensuous theatrical experience in which the audience unfolds the 
scenery around their own bodies. It also employs Nakamura 
Yujiro’s notion of “somesthesia” and McLuhan’s notion

 of “tactility” to implement the description of the somatic 
experience of the audience.

After establishing the basis of site-specific theatre, chapter 3 
of this paper describes the duality of the soundsca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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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pecific theatre. Site-specific theatre produces scenography 
and generates meaning by forming relationships between two 
factors, “of the site” and “brought to the site”, meaning sounds 
inherent to the site and sounds introduced by the performance, 
respectively. The interaction between two sounds creates various 
theatrical effects and reinforces the subject of the performed 
work. This paper explores the way soundscape is utilized in 
site-specific theatre, with two specific perspectives and 
corresponding examples. The first of these perspectives addresses 
the utilization of the environment’s acoustic properties and found 
sounds. The second perspective addresses the use of ‘personal 
audio media’, such as MP3 players and headphones, to introduce 
sounds into the performance.

Chapter 4 explains how an altered soundscape changes the 
way the audience listens in three perspectives. In previous 
researches, sound in theatre is mostly examined as a signified 
element, but the composition of sounds and the way the 
audience listens are critical subjects to be discussed further.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issue of sound 
with respect to sensory perception. This paper employs Schaffer’s 
concept of “Hi-Fi/Lo-Fi” and “Figure/Ground” to compare the 
composition of sounds in site-specific theatre with that in 
traditional theatre. It also examines McLuhan’s notion of 
“acoustic space” and Don Ihde’s notion of “auditory dimension”. 
Applying these concepts, this paper will explain that soundscape 
coordinates the audience’s perceptions to be omnidirectional and 
intensifies the awareness of use of one’s senses, enabling the 
tactile theatrical experience.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confirms that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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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cape is a result of the performance’s environment in 
site-specific theatre, that it generates diverse effects, and that it 
transforms audiences’ perceptions. This paper sheds new light on 
the critical points of site-specific theatre: its transition away from 
the ocular-centric, frontal perception of the traditional 
proscenium theatre, and the introduction of a tactile theatrical 
experience that activates all senses of the audience.

keywords : Site-Specific Theatre, Site-specificity, Soundscape, 
Sense ratio, Audience, Listening, Auditory dimension, Tactility
Student Number : 2013-20074


	1.서론
	2.감각 균형의 회복으로서 장소특정적
	2.1.장소특정적 연극: 인간-환경-예술 관계의 재고
	2.2.관객의 몸과 거리두지 않는 사운드스케이프

	3.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 활용 
	3.1.발견된 것과 가져온 것의 관계 형성
	3.1.1.장소와 연극의 관계
	3.1.2.이중적 사운드스케이프

	3.2.사운드스케이프의 재구성을 통한 연극의 주제화
	3.2.1.장소 소리 환경의 연극적 활용
	3.2.2.개인적 청각 미디어의 활용


	4.장소특정적 연극의 사운드스케이프와 관객의 청취
	4.1.소리 대 소음의 이분법 와해
	4.2.청각적 장(場)의 포위와 전방향적 지각 방식
	4.3.관객의 청취 태도에 따른 촉각적 연극 경험

	5.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