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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동시 � 공연예술� 현상들� 중� 장애인� 연극 이� 타자화되는�‘ ’
기제를� 파악하고� 이에� 처하는� 장애인� 연극� 사례를� 분석한다 장애.� � ‘
인� 연극 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특히� 연극에� 출연하는� 사람이� 지닌�’ ,�

장애 라는� 특수성을� 조건으로� 일반�연극과�분리된다 그러나�누군가를�‘ ’ .�

장애인 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 적이고� 가변적인� 구분이다 누군가가�‘ ’ .�

만드는� 연극을� 장애인�연극 이라고� 규정하는�것� 역시� 상 적이고� 가변‘ ’
적인�구분을�따른다.�

그러므로� 장애인� 연극을� 창작하고� 이에� 해� 논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 연기자가� 일반�연기자 로부터� 분리되는� 지점 곧� 장애인�연기자의�“ ” ,�

특수성과� 일반성에� 한� 탐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연.�

기자의�현존에�주목함으로써�장애인�연극의�특수성과�일반성을�함께�조

명하고자� 하 다 연기자의� 현존은� 연극이라는� 예술� 매체의� 미학적� 특.�

성을� 잘�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관객이� 어떠한� 연극을� 장애인� 연극,� ‘ ’�
으로�인식하는�기점이�되기�때문이다.

본고의� 장에서는�연극에서의�현존에� 한�파워 의� 논2 Cormac� Power

의를� 활용하여� 현존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허구적� 현존 과� 문자� 그‘ ’ ‘
로의� 현존 으로� 설명하며 관객이� 현존의� 두� 가지� 얼굴을� 지각하게�’ ,�

만드는� 힘으로서� 연기자의� 아우라 를� 개념화한다 연극에서� 연기자의�‘ ’ .�

현존은� 재현된� 상으로서의� 허구적� 차원과� 재현하는� 현실로서의� 실제

적� 차원을� 지닌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은� 비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에�.�

비해� 더� 실제적 이라고�인식되며 이로써� 장애인�연기자는� 강한�“ (real)” ,�

문자� 그 로의� 아우라를� 지닌다 연극에서� 연기자는� 언제나� 허구적� 아.�

우라와� 문자� 그 로의�아우라를� 함께� 지니며 이� 두� 가지� 아우라를�적,�

절하게� 조절하는�능력을� 통해�좋은�연기에� 이를�수� 있다 이같은�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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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기본적인� 성격을� 상기할� 때 문자� 그 로의� 아우라가� 강한� 장,�

애인� 연기자� 현존의� 특성이� 그들의� 연기�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연기자의� 일반성은� 비장애인� 연기자와의� 평등한�.�

연기�가능성에�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장애인� 연기자들은� 비장애인� 연기자들과� 동등한�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리한� 환경에� 놓인다,� .�

절에서는� 장애인� 연기자� 현존의� 특수성이� 장애인의� 신체적�특성� 뿐�2.3

아니라�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관객� 수용의� 특성에도� 기인함을� 밝힌다.�

나아가� 장애인� 연기자를� 다른� 존재 로� 분리할� 때� 보일� 수� 있는� 표“ ”
적인� 반응으로� 연기자의� 연기�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를� 배우의�,�

기술이� 필요� 없는� 타고난 배우로� 신성화했던� 사례들을�고찰한다 특“ ”� .�

히� 장애인�연극� 실천들� 가운데� 장애인에� 한�분리를�전제함으로써� 장

애인에� 한� 타자화로�귀결된� 예를�살핌으로써� 통합 의�어려움을� 확인‘ ’
한다.

장과� 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관객들과의� 성공적인�3 4

소통을� 이루어낸� 두� 작품� 사례를� 분석한다 극단� 애인은� 허구적� 아우.�

라와�문자�그 로의�아우라를�조절하는�연기�훈련을�꾸준히�수행함으로

써 연기자들이� 배우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 다 나아가� 작품�선택� 및�,� .�

각색�과정에서�연기자�현존의�구체적인�조건을�충분히�고려함으로써�애

인�단원들의� 차이와�결함 이� 연기하는�데� 있어� 장애 로� 작용하지�않“ ” “ ”
도록� 하 다 이를� 통해� 고도를� 기다리며 에서� 연기자들의� 강한� 문자�.� < >

그 로의�아우라는�이들의�허구적�현존을� 강화시키며�강력한�재현의�순

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는� 비장애인� 연극의� 아류로서의� 장애인�.�

연극이� 아니라 비장애인� 연극과� 동등한� 재현� 능력을� 지닌� 장애인� 연,�

극의�가능성을�입증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 연극적�완성도와는�별개로� 고도를� 기다리며 는�고전적� 연극< >

의�재현� 상 재현� 현실�사이의�관계를� 그 로�따름으로써 장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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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용자의� 인식� 자체에� 질문을� 던질� 수는� 없었다 고도를� 기다리.� <

며 에서�장애인� 연기자의�문자� 그 로의� 아우라는� 허구적� 현존만을� 강>

화하도록� 작용한다 이로�인해� 장애인� 연기자가� 연기하는� 재현� 상이�.�

장애인 으로� 형상화되며 연기자의� 현존을� 장애� 이미지에� 고정한다‘ ’ ,� .�

더욱이� 공연에서는� 연기자의� 신체에� 결부되는� 장애� 이미지를� 활용함으

로써 장애인 의�이미지를�더욱�공고히�하는�것이다,� ‘ ’ .�

한편 극단� 백투백은� 연기자�현존에� 한�관객�수용의�문제를 자신,� ,�

들의� 작품� 활동을� 통한� 탐구� 상이자� 도전� 과제로� 인식함으로써,�

라는�작품의�서사를� 통해�이러한� 문<Ganesh� Versus� the� Third� Reich>

제들을� 현시하 다 무 화하는� 과정에서는� 연기자들� 고유의� 특성� 및�.�

연기� 방식을� 연극� 전체의� 재현의� 틀에� 반 하여� 연기자들에게� 배우의�

아우라를�부여하 다 나아가�관객들이�타자화된�연기자의� 현존을�지각.�

하는�양상을�역으로�활용하여�관객들의�기 에�반하는�순간을�만듦으로

써� 관객들이� 연기자의� 현존을�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재현� 전략.�

은� 연기자의� 현존에� 한�인식� 차원의� 억압에� 처하는� 가능성을� 제시

한다는�의미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주요어� 장애인� 연극 장애인 연극 연기 현존 아우라 통합:� ,� ,� ,� ,� ,� ,�

학� �번� :� 2012-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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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장애인 의� 예술� 활동은 년 � 후반� 서구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 ,� 1970

운동� 및� 장애학 이� 등장하면서부터� 장애� 예술(Disability� Studies) “ (Disability�

등의�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Art)”� .1) 특히� 년 에� 장애인� 운동의�� 1970

일환으로� 시작된� 국의�장애� 예술� 운동 이나�일본(Disability� Art� Movement)

의� 에이블�아트� 운동 은�장애인들의�예술� 활동을� 전반(Able� Art� Movement)

적으로� 활성화하는�동력으로� 작용하 다.2) 이러한� 흐름의� 한� 갈래로서�장애�

인들의� 연극� 활동이� 예술� 지형의�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에� 한�,�

연구�역시� 조금씩�축적되어�왔다.�

국내에서는� 년 � 이후부터� 장애인들의� 연극� 활동이�활발해졌다2000 .3) 연�

극을� 취미� 활동의�수단으로�삼는�단체들로부터� 전문� 극단 을�표방하는�단체“ ”
에� 이르기까지�다양한�차원의�장애인� 연극� 집단들이�생겨났으며 이들�중� 일,�

부는�현재까지� 년� 넘게�작품�활동을�이어오고�있다10 .4) 또한� 장애인�연극� 집�

단들�사이의�교류가�활발해지고 이들의�공연을�중심으로�하는�연극제가�개최,�

되는� 등 우리�사회에서도� 연극� 활동에� 한� 장애인들의�관심과�수요가� 점차�,�

증가해왔다.�

그러나�높아진�수요에도�불구하고�이에� 한�국내� 연극계�및�공연예술계의�

무관심은�사회적�소수자인�장애인들의�연극� 활동�기회를�차단하고 이들의�예,�

술적�발전을�더디게�하고�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장애인들의�연극� 실천에�.�

비해 이에� 한� 연구는� 매우�부족한�상황이다 특히� 치료나�복지�차원이�아,� .�

1)�Colin�Barnes,� “Effecting� change:� Disability� culture� and� art?”,� Paper� present
ed� at� the� Finding� the� Spotlight� Conference,� Liverpool� Institute� for� the� Performi
ng� Arts,� May� 28-31,� 2003,� p.2.�

2) 한국시각장애� 인협회 에이블� 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 주윤정� 엮음 사회평,� :� ,� ,�『 』
론 면,� 2006,� 32 .

3) 문 민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공연� 테레� ,� - <「
즈� 라캥 제작�참여기 공익과� 인권 제� 권 단일호 면>� ,� ,� 14 ,� ,� 2014,� 580 .」 『 』

4) 년� 현재� 국내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는� 극단으로는� 장애인문화예술극회�� 2016
휠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 극단�다빈나오 극단�애인� 등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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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공연�예술로서� 장애인들의� 연극� 활동에�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

이같은�무관심으로� 인한�비평적� 언어나�시각의�부재는�이들의�작품�수준이�높

아질�기회가�차단된다는�문제를�낳는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연기자가� 출연하는� 연극들이� 일반� 연극으로부터� 소

외되어� 있다는�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장애인�연극� 현상�및�작품들을�연기자의�,�

현존을� 중심으로�고찰하고자� 한다 장애인� 연극 은�국내에서� 년 � 초에�.� ‘ ’ 2000

장애인� 예술�운동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장애인들의� 연극�활동을� 이르는�말“ ”
이었다.5) 이� 용어가� 장애인들의� 연극� 활동에서� 사회� 운동의� 색깔이� 옅어진��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면서 최근에는�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연극,� ,�

특히�장애인�연기자들이�출연하는�연극을�이르는� 의미로�통용되고� 있다.�

장애 를� 비장애 로부터�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상 적이고� 가변적이다‘ ’ ‘ ’ .�

장애 에�포함될�수� 있는� 특징들은�다양하며 연속적이다 다리가�불편하지만�‘ ’ ,� .�

일상적인�생활에서의�불편을�거의�느끼지�못하는�사람도�장애� 등급�판정을�통

해서� 장애인 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에� 다리를� 다쳐서� 일시적으로� 걷지�‘ ’ .�

못하는� 사람은� 매우� 큰� 불편을� 경험함에도� 장애인 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 .�

장애 을�단일한� 성격� 혹은� 성격들의�모음으로�규정할�수� 없다는� 것은 장애‘ ’ ,� ‘
인 을�구분하는� 절 적인� 기준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이�출연’ .� ‘ ’
하는� 연극으로서 장애인� 연극 을� 다른� 연극들로부터�구분하는� 기준은� 임의,� ‘ ’
적이다.�

년 �장애학의�등장을� 기점으로� 장애 에� 한� 담론은�큰�변화를�맞았1970 ‘ ’
다 년 �이전 장애 를�보는�주류적�시각에서는�개인의�장애�여부는�그가�.� 70 ,� ‘ ’
지닌�병리학적�증상에� 의해�절 적으로�결정된다고�보았다.6) 장애학은� 장애� ‘ ’
를� 장애인이� 지닌�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주류적� 시각을� 비판하는� 가운데,�

장애의�사회적�모델 을�주장하며� 시작되었다(social�model� of� disability) .7) 사�

회적� 모델에서는�개인이� 처한� 환경에�따른� 장애 의�상 성�및� 가변성에�주목‘ ’

5)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연구조사팀 무 � 위� 장애예술 그�해석과� 제안 장애문� ,� ,� ,�『 』
화예술연구소�짓 면,�2013,� 16 18 .—
6)� Verbrugge,� Lois� M.,� and� Alan� M.� Jette,� "The� Disablement� Process",� Social�
Science� &�Medicine,� vol.38,� no.1,� 1994,� pp.1-3.�

7) 김도현 장애학�함께�읽기 서울 그린비 면� ,� ,� : ,� 2009,�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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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장애 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다 장애의�‘ ’� .�

사회적� 모델은�사회적�환경과의�상호작용�없이도�장애인이�겪을�수�있는�신체

적�고통을�고려하지�못한다는�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받기도� 했지만8) 장,� ‘
애 를�단순히�개인의�문제가�아닌� 사회적이고�복합적인�문제로�조명했다는�의’
의가�있다.

이후�장애학의�발전을�통해� 장애 를�단편적으로�보는� 시각들이�수정되고‘ ’ ,�

장애화 가� 이루어지는�과정을� 연구함에�있어�개인과�그를�둘러싼�(disablement)

환경�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9) 데이비스 는� 장� Lennard� Davies ‘
애 와�관련된�문제를�발생시키는�것은�장애를�지닌� 사람들이�아니라�이들에게�’
문제를�발생시키면서� 정상성 이� 구축되는�방식“ ‘ (normalcy)’ ”10)이라고� 주장한
다 정상성 개념에� 한� 역사적인� 접근을�통해� 이것이� 역사의�특정한� 시기.� ‘ ’�
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구축된� 개념임을�밝힘으로써 우리가�,�

장애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의� 개념으로�돌아가�그� 헤게모니‘ ’�
를� 전복시키려는�시도가�필요함을�주장하는� 것이다 이같은�장애학�분야의� 연.�

구들에서�강조되는� 것은� 장애 개념�자체가� 이미�사회적 문화적으로�구축된�‘ ’� ,�

정상성 으로부터�벗어나는�특성을�타자화함으로써�규정된다는� 점이다‘ ’ .�

국내에서� 별다른�문제� 의식� 없이� 통용되는� 장애인�연극 이라는�표현� 역시�‘ ’
장애인의� 연극� 활동을� 일반적인� 연극 으로부터�타자화한다 장애인� 연극 이‘ ’ .� ‘ ’
라는� 명사가� 연극의� 양식이나� 미적� 특성이�아니라�그� 연극을� 만드는� 사람의�

특수성 특히�연기자의�특수성에� 기반하여�일부의� 연극�실천들을�다른� 것으로,�

부터�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장애학을� 주도하는� 국가들에서는�.�

장애인들의� 연극� 활동을� 이르는� 용어에� 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

“disability� theatre”,� “theatre� of� disability”,� “theatre� of� differently-abled�

8)� Tom� Shakespeare,�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ed.� Lennard� J.� Davis,� Taylor� &� Francis,� 4th� edit.,� 2013,� pp.217-22
0.�

9) 와� 는� 장애화� 과정 을� 규명함으로써 장애가�� Verbrugge Jette (disablement� process) ,�
개인과� 그를� 둘러싼�환경� 사이의� 간극이라고�주장한다.� Lois� M.� Verbrugge� and�Ala
n� M.� Jette,� op.� cit.,� pp.9-10.�

10)� Lennard� J.� Davis,� “Introduction:� Normality,� Power� and� Culture”,� The� Disa
bility� Studies� Reader,� edit.� Lennard� J.� Davis,� Taylor� &� Francis,� 4th� edition,� 2
013,�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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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는데 눈여겨� 볼� 점은� 이같은� 표현들을�people”� ,�

선택하고�제안하는�주체가� 직접� 활동을�하는� 장애인� 연극� 단체나�활동가라는�

점이다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표현�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11) 여전히� 장애인�,� ‘
연극 이라는�표현이�장애인�극단이나�활동가들�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사용되’
고�있다 본고에서는� 장애인� 연극 이� 연기자의�특수성에� 기반하여�특정한� 연.� ‘ ’
극을�규정하는�용어라는�점� 자체에�주목하기� 위하여� 이�용어가�국내에서�통용

되는�방식� 그 로�사용하고자�한다.12)�

관객은� 어떠한� 연극을� 장애인� 연극이라� 규정함으로써� 그� 작품을� 장애 에�‘ ’
한�자신의� 인식틀�속에서�지각한다 즉 장애 에� 한� 관객의� 인식에�따라�.� ,� ‘ ’
그의� 연극�감상이� 변형될�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어떠한� 연기자를�장.�

애인�연기자로�규정함으로써 연기자의�연행에� 한� 관객의�감상은�달라진다,� .�

한� 편의� 연극은� 연출가가�연기자의� 연행을�감상하고�이를� 토 로� 연기�및� 연

출� 요소에� 한� 수정을� 거듭하는�과정을� 거쳐� 창작된다 이러한� 점은� 관객이�.�

장애 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가� 장애인� 연극의� 창작으로부터�수용의� 전� 과정‘ ’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장애인� 연극이� 겪는� 어려움을�해,�

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방식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
을� 시사한다.

장애 개념을�규정하는� 방식의�차이는� 장애 로� 인해� 발생하는�문제를� 해‘ ’� ‘ ’
결하는�방식의�차이로� 귀결된다 장애를�개인의�특수성으로�인해�발생하는�문.�

제로� 보는� 시각에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 “ ”�
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닌� 차이에� 먼저� 주목한다 문제가� 있는� 개인 을� 정.� “ ” “
상 사회로부터� 분리 하여 개별적�특수성에�맞는� 치료나� 서비”� ‘ (segregation)’ ,�

스를�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장애를�사회적�문제로�파악하는�관점에서는�다.�

양한� 특성을�가진� 사람들이� 적응할�수� 있는� 사회 문화적이고�물리적인�환경,�

11)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은� 장애인�예술 이라는�용어가� 예술적� 주체로서� 혹은� 예� “ ” “
술적� 표현� 양식으로서� 장애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고� 비판하며� 안적인� 용어‘ ’� ”
로� 장애� 예술 을�제안한다 장애문화예술연구소�짓 위의� 책 면“ ” .� ,� ,� 19-23 .

12) 국내에서� 장애인� 연극 은�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연극을� 통칭하며 보� ‘ ’ ,�
통명사처럼� 사용된다 본고는�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동시에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
이후부터는�작은�따옴표� 없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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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함으로써� 병리학적� 이상이� 있는� 개인들을� 사회의� 일부로서� 통합‘
하는�방향을�취한다(inclusion)’ .13)� �

일견� 장애인을�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 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해�‘ ’
보인다 그러나� 분리와� 통합 이라는�말로� 명확하게�구분되는� 이념적�수사와.� ‘ ’ ‘ ’
는�달리� 장애� 문제에� 한�실제� 정책이나�논의들은�단편적인� 통합 을�추구하‘ ’
기� 힘들다 실상�모든�사람들의� 서로�다른� 필요를�모두�충족시킬�수� 있는� 유.�

토피아를�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특수한�조건을� 지닌� 사람들의�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차이에� 주목하여� 특수성을� 파악하는� 관점을�

피할�수�없기�때문이다.

일찍부터�장애� 문제에� 한� 연구와�복지� 정책이�발달한�유럽의�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장애인� 통합 의�복합적인�측면을�잘�보여주는�사례이다 호‘ ’ .�

킨슨 은� 현재� 국에서�통합�교육� 시스템의� 형태로�발전된�교Alan� Hodkinson

육� 정책의� 역사는� 년 � 시민권�운동의� 맥락에서� 기존의�분리� 교육� 시스1960

템이� 비판받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14) 그에� 따르면� 국� 통합� 교육� 모�

델은� 분리 모음식� 통합 포함식� 통합‘ (segregation)’-‘ (integration)’-‘ (inclusion�

)’15)의� 형태로�발전되어�왔다 분리 의�방식으로�장애인�교육�문제를� 해결하.� ‘ ’
던� 정책에서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따로� 분리하여� 특수�학교 특수� 시설�,� ,�

등에서� 차별적인�교육을�받게�하 다 그러나� 이같은�교육이�오히려�장애인에�.�

한� 타자화를� 심화시키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모음식�통합 교육이�추진되었다 그러나� 모음식� 통합�교육� 형태‘ ’� .�

13)� Michael� Oliver,� The� Politics� of� Disablement,� Houndmills:Macmillan,� 1990,�
p.2.

14)� Alan� Hodkinson,� “Inclusive� and� special� education� in� the� English� educational�
system:� historical� perspectives,�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challenges”,� Bri
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37,� no.2,� 2010,� p.� 61.

15) 통합� 교육에�관한�용어� 번역은� 정 의� 연구를�참조하 다� .�
사전적� 의미를�보면� 은� 분리된� 개체들을� 목적에�따라� 조합� 또는�단일화하“ integration
는� 것� 을� 의미하고 은� 성분이나�요소로� 내포� 또는�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 inclusion .�

포함 은� 통합 의�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급진적� 교육개inclusion( )� integration( )
혁� 주의자들이� 주장한� 것� 이며 통합과� 포함이란� 용어에는� 수단과� 목적 과정과� 목,� ,�
표 실제와� 철학� 등이�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철학적� 배경이나� 이념을� 고려하면�,� .� int

을� 모움식� 통합교육으로 을� 포함식� 통합교육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egration ,� inclusion
람직하다 정 통합교육의� 개념과� 쟁점� 고찰 통합교육연구 제� 권 제�.”� ,� ,� ,� 1 ,� 1「 」 『 』
호 면,� 200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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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근본적인�교육�환경이나�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 장애� 학생을� 일반� 교육� 환

경에�단순히�물리적으로�배치함으로써 학생의�개별적인� 필요를�고려하는�데,� “
에� 실패했다는�비판”16)을� 받았다 개별�학생의�특수한�필요가�충족되지�않는.�

다면�장애인�학생들은�일반화된�교육�환경에서�온전히�교육�활동에�참여할�수�

없으며 결국은�학교�공동체로부터�소외되기�때문이다,� .�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통합�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은� 모음식� 통합‘ ’
으로부터� 포함식� 통합 으로� 전환된다 년� 스페인의� 살라만카에서� 열린�‘ ’ .� 1994

회의� 결과문 살라만카� 선언문 이� 발단이�UNESCO� ,� (Salamanca� Statements)

된� 포함식�통합 교육은�그� 상을�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상자�뿐만�아니‘ ’�
라� 다양한�약점과� 필요를� 지닌� 모든�학생 으로� 설정한다 그러나�최근의�통“ ” .�

합교육� 형태도�모든�학생에게� 적합한�환경이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점에서� 모음식�통합 이� 지닌� 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지는�못한‘ ’
다는�비판을�받는다 더욱이� 포함 이나� 통합 이라는�표현� 자체가� 이미�전제.� ‘ ’� ‘ ’
하고�있는� 능력의� 불평등� 역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통합 을�주장하는� 많.� ‘ ’
은�논의와� 정책들의�가장� 명백한�당위성은� 권리의� 평등에� 있지만 장애�학생,�

들의�능력이나�가능성에� 해서는�불평등을�당연하게�받아들이기�때문이다.�

통합� 교육의� 역사로부터�확인할�수� 있는� 것은� 통합 이라는� 이상이� 실질적‘ ’
인� 정책의� 형태로서는� 언제나�이중의�타자화�위험에�놓인다는�점이다 장애인�.�

연극에� 하여� 통합 을�추구하는� 것� 역시� 통합�교육과�마찬가지로� 이중의�타‘ ’
자화�위험을� 지닌다 기회의�동등함이라는� 당위성에만� 기반하여� 장애인� 연극.�

에� 예술로서의� 가치를�부여하고자�하면 장애인� 연기자들의� 특수성을�고려하,�

지� 않은� 채� 비장애인을�중심으로� 이미� 구축되어�있는� 연극 의� 기준을�강요하‘ ’
는�결과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특수성을�복합적인�측면에서�고려하지�않은�.�

채� 통합 하려는�시도는�결국� 연기자들이� 지닌� 장애 를�불능으로�취급하는� 결‘ ’ ‘ ’
과가�될�가능성이�높다.17)�

16)� Mel� Ainscow,� “Education� for� all:� Making� it� happen”,� Support� for� Learning,�
1995,� vol.� 10,� no.4,� pp.147 148.–
17) 통합이라는� 용어의 더� 나아간� 정의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약점과� 상관� 없� “[ ]�
이� 학교�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언어에서� 정의되는� 통.� (...)�
합은� 문화적으로� 유도되어 있다 그것이� 자신감과� 가치를� 불어넣(culturally� loaded)� .�
기� 보다는� 특정한�개인들을�그가� 지닌� 손상으로� 인해� 불능한� 존재 라(to� be� not�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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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적인�장애인�극단들의�활동�역사는�연극� 창작�과정에서의�발생할�

수� 있는� 타자화�문제를�잘� 보여준다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은� 년� 결성.� 2001

된� 이후� 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온� 국내� 표적인� 장애인� 연극� 집단이다10 .�

휠은� 자신들의� 설립� 취지를�늘어가는�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욕구를�충족시키

기� 위한� 연극� 활동의� 기회를�확 하고 장애인들이� 지닌� 평등한� 예술� 참여의�,�

권리를� 실현함으로써�장애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소개한다.18) 나�

아가� 휠은� 비장애인� 전문� 극단에� 결코� 뒤지지�않는�작품“ ”19) 창작을� 추구한�

다 휠은�장애인의� 예술� 참여� 기회� 확 와�함께� 비장애인과�동등한�예술성을�.�

추구함으로써�다각도의� 통합 을� 지향한다 그러나� 지향하는�바와�달리 이들‘ ’ .� ,�

의� 목표� 자체는� 휠이� 현재� 자신들의� 위치를� 비전문적이거나�주변적인� 예술가

로� 설정하고�있음을�드러낸다 장애인�통합을� 지향하는�과정에서�다시� 장애인.�

을� 타자로�규정하는�것이다.�

장애인� 연극에� 한� 비평� 및� 연구사는� 장애인� 연극을�창작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타자화가� 언제나�잠재적�위험� 요소로�작용함을�보여준다 국내에.�

서� 이루어지는�장애인�연극과�관련된�연구들은� 부분�장애인�복지�및�치료의�

차원에�관심을�두는�것들이다 실상� 년 �이전까지는� 전세계적으로�이같.� 1980

은� 시각의� 연구가� 부분이었다 년 부터는�장애인들의� 연극� 활동을�예술.� 80

로서� 조명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국의� 표적인�장애인�극단인�그라이.�

아이 의�공동� 창립자이기도� 한� 톰린슨 은�그라이아이Graeae Richard� Tomlinson

에서� 실시한�교육�프로그램을�통해�장애와� 연극 교육의� 실험적인�본성을� 연,�

결시키고자� 했으며 연구서인�,� Disability,� Theatre,� and� Education20)을� 저술

하 다 이�책은� 예술로서� 장애인� 연극의� 작품성과� 창작� 기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연극�실천을�보는�관점에�의미있는�변화를�가져왔다 반면.�

에� 콘로이 는�톰린슨의�논의가� 장애� 예술 을�주Colette� Conroy “ (disability� art)

류� 연극� 미학에� 기반한� 전문성과� 우수성 안에� 가둠으로써 우리를� 전문적‘ ’� ,� ‘

고�부르는�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Alan� Hodkinson,� op.� cit.,� p.67.
18)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홈페이지� ,� <http://www.wheelcpad.or.kr/>

19)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무 �위를�달리는� 사람들 휠� 소개지 면� ,� “ ”,� ,� 3 .

20)� Richard� Tomlinson,� Disability,� Theatre,� and� Education,� Bloomington: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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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술가로� 보라 는� 운동의� 메시지를� 담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고� 평가한’ ”
다.21) 장애인들을 기존의� 미학적인� 관점에서� 용인되는� 작품성을� 가져야만�� ,�

예술 안으로�들어올�수� 있는�배제된�존재로�타자화한다는�것이다 이는� 예‘ ’� .� “
술적� 전문성 을�추구하는� 휠의� 목표와�유사하게�장애인� 연극에� 한� 연구� 및�”
비평이� 처한�타자화의�위험을�잘�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년 � 후반부터는� 장애학과� 연행� 연구 를� 잇는�1990 (performance� studies)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장애� 퍼포먼스� 및� 공연� 예술에� 한� 논의가� 이전보다�

폭넓게� 진행되기�시작했다.22) 희곡� 및� 공연�텍스트에서� 장애 개념이� 형성되� ‘ ’�
고� 강화되어온� 역사를�분석하는� 연구들로부터 동시 �공연� 예술에서�무 에�,�

올려진� 장애 가� 기능하는� 방식에� 한� 연구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
있다 그러나�다수의� 연구들은�궁극적으로� 예술�작품으로서� 장애인들의� 연극.�

이나� 공연에� 주목하기보다는� 장애 를� 논하기� 위한� 연구� 상으로서� 장애인�‘ ’
연극이나�희곡� 작품들을�분석하는�경향이�두드러진다.

이� 시기의� 표적� 연구자인� 샌덜 은� 드라마의� 전통과� 연기�Carrie� Sandahl

훈련법에�고착되어� 있는�재현의�규범들과�이러한�규범들에�균열을�낼� 수�있는�

장애�연극의�가능성에�주목하 다 그녀는�앞서�언급한�데이비스와�유사한�방.�

식을� 취하여 장애인� 연극� 현상� 및� 사례� 자체가�아니라� 기존의� 연극� 미학과�,�

방법론에�고착된� 재현의�규범과� 정상성의�관념을�분석하 다.23) 이같은� 연구�

21)� Colette� Conroy,� "Disability:� Creative� Tensions� between� Drama,� Theatre� an
d� Disability� Arts”,� The� Journal� of� Applied� Theatre� and� Performance,� Research�
in� Drama� Education,� 2009,� vol.� 14,� no.� 1,� � p.7.

22) 년 에� 발표된� 논문� 모음집으로는�다음과� 같은� 것들이�있다� 2000 .
David� Mitchell,� Sharon�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
encies� of�Discourse,�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Kimball� King,� Tom� Fahy,� Peering� Behind� the� Curtain,� New� York:�Routledge,� 2
002.
Carrie� Sandahl,� Phillip� Auslander,� Bodies� in� Commotion:� Disability� and� Perform
ance,� University� of�Michigan� Press,� 2009.
연극� 관련� 저널들� 중에서는� 에서� 년도� 특별호Contemporary� Theatre� Review 2001 (v

를�찾을� 수� 있다 가�편집했으며�ol.� 11,� part� 3+4) .� Petra� Kuppers “Disability� and� P
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이외에� 어플라이드� 씨어터erformance” .� Applied� Theatre�

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의� 연극� 활동에� 한� 논문집이� 발표되었으며(“Disability:� creativ
e� tensions� between� drama,� theatre� and� disability� arts”,� � the� Journal� of� Applied�

장애학� 저널� 에Theatre� and� Performance,� vol.� 14.),�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서� 역시� 다수의� 연극� 및� 희곡�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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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연극�창작�과정에서� 정상성 의�규범이�작동하는�방식을�보여줌으로써 역‘ ’ ,�

으로�장애인�연기자들의�재현�가능성을�암시한다는�점에서�의의가� 있다.�

샌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장애 가� 그� 자체� 수행적‘ ’� ‘ (performative)’�
특성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장애인�연극과�같은�장애인� 퍼포먼스는�장애학과�,�

공연� 예술학의� 공통적인� 관심의� 상이� 된다.24) 샌덜은� 페미니즘� 이론에서��

생물학적� 성 과� 젠더 의� 개념이� 구분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 (sex)’ ‘ (gender)’
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 는� 생물학적� 증상으로서의� 손상 과� 구분된다는�‘ ’ ‘ ’
점에�착안한다 그녀는� 젠더 와�유사하게� 장애 개념이� 지닌� 수행적 특성.� ‘ ’� ‘ ’� ‘ ’�
으로� 인해� � 장애� 연극 이� 예술� 양식과� 이를� 뒷받침하“ (disability� theatre)”� “
는�학제가�발전하는�가운데�축적된�규범적인�편견들을�드러내며 새로운� 안,�

들을�발견하게”25)할�수�있다고�주장한다.� �
쿠퍼스 톰슨 데이비스Petra� Kuppers,� Rosemarie� G.� Thomson,� Telory�W.�

등은� 장애 의�수행성을� 가시성Davies� ‘ ’ (visibility)26) 응시,� (staring)27) 현실,�

성(actuality)28)과� 같은� 특성을�통해� 설명하며 이를�중심으로�관객의� 기 를�,�

조절하고�조작하는� 장애� 퍼포먼스들을�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들은�공연� 예술.�

로서� 장애인들이�만드는� 연극� 및� 퍼포먼스의� 미학을�규정하고자�한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장애 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이를� 토 로� 장애� 공.� ‘ ’
연�예술의� 미학을�찾고자�하는�것은� 장애인들이�만드는�연극에�특유한�규범을�

만듦으로써 장애인들의�공연� 예술� 활동을� 장애 라는�특정한� 정체성에�제한,� ‘ ’

23)� Carrie� Sandahl,� “The� Tyranny� of� Neutral:� Disability� and� Actor� Training”,�
Bodies� in� Commotion:� Disability�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Michigan� Pres
s,� 2009,� pp.� 255-267.

24)� Carrie� Sandahl,� “From� the� Streets� to� the� Stage:�Disability� and� the� Perform
ing� Arts”,� � PMLA,� 2005,� pp.620-624..�
25)� Carrie� Sandahl,� “Considering� disability:� Disability� phenomenology's� role� in� r
evolutionizing� theatrical� space”,� Journal� of� Dramatic� Theory� and� Criticism,� 200
2,� vol.16,� no.2� ,� pp.17-32.

26)� Petra� Kuppers,� Disability� and� Contemporary� Performance:� Bodies� on� the� ed
ge,�Routledge,� 2013.�

27)� Rosemarie� G.� Thomson,� “Staring� Back:� Self-Representations� of� Disabled� P
erformance�Artists”,� American� Quarterly,� vol.52,� no.� 2,� pp.334 338.–
28)� Telory� W.�Davies,� Performing� Disability:� Representations� of� disability� and� i
llness� in� contemporary� American�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a� doctorial�
disserta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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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규범을�따르지�않는� 장애인들의� 공연� 활동을� 또� 다시� 고려� 상으,�

로부터� 배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장애인들의� 연극�활동이�그들만의� 연극 그들만의�예술로�타자화되지�않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차원에서�통합을� 지향햐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평균적인� 장애� 인권� 감수성이� 비교적� 낮은� 사회에서는� 만연한� 배제

의�논리를�폭로하기�위해서도�통합이�주장될�필요가�있다 그러나�(exclusion)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통합 의�논리는�항상� 이차적인�타자화의� 위험에�‘ ’
노출되어� 있다 단순히� 연극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을�무능력한�예술가로�보이게�하거나 역으로�장애인들에게�비장애인,�

과� 동등한� 잣 를� 들이댐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표현� 방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연극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히려� 장애인에� 한� 타자화로�귀결되지�않기�위해서는� 분리와� 통합 의�노‘ ’ ‘ ’
선�사이를�가로지르는�전략적�접근이�필수적이라�할� 수�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들이� 연극을�만들�수� 있는�동,�

등한� 권리�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미학적� 특성은� 서로� 다를지라도� 예술적�,�

표현을�할� 수� 있는�평등한�가능성이�전제되어야�한다 즉 장애인에� 한� 통.� ,� ‘
합 을�지향하는� 연구에서는� 특정한� 미학을�규정하고� 개별적인� 장애인� 연극’ “ ”
이�그� 기준에�부합하는지를�살필� 것이� 아니라 개별�작품이�무 와� 연기자를�,�

매개로�하여�관객과�예술가�사이의�소통을�이루는�연극이라는�예술�매체의�원

론적인�가능성을�실현시키고�있는지에�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연극이� 지니고� 있는� 연극으로서의� 보편적인�가능성

을�확인하기� 위하여� 현존 에� 천착하고자�한다 특히�장애인� 연극이라는� 범주‘ ’ .�

의� 핵심적인�기준이�장애인�연기자의�존재라는� 점을�고려하여 연극의�다양한�,�

요소들�가운데� 연기자의�현존을�중심으로�장애인� 연극�현상�및�작품들을�고찰

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에� 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2

창작의� 과정에서� 연극이라는�예술� 매체를�통해�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

성이�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를�살피고 이로써�그� 작품에� 한� 수용� 과정에,�

서� 관객과�무 �사이의�성공적인�소통이�이루어졌는지를�검토할� 것이다 기본.�

적인� 연극� 비평의�틀로서� 연기자의� 현존� 개념을� 먼저� 고찰하고 이를�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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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의� 경우에� 적용해� 봄으로써� 장애인� 연기자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장애 는�단일한� 정체성으로�규정될� 수� 있‘ ’
는�것이� 아닌� 만큼 본고에서는�장애인� 연극을� 설명하는� 일반화된� 결론을� 이,�

끌어내기보다는� 사례�분석을�통해� 연구� 성과들을� 쌓아� 가는�작업에� 집중하고

자� 한다 장과� 장에서는� 장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장애인� 연극�.� 3 4 2

사례� 두� 작품을�분석하고자�한다 장과� 장에서�살펴볼�두� 작품은�연기자의�.� 3 4

현존을� 중심으로� 장애인� 연극의� 통합 가능성을� 실현시키는�장애인� 연극� 사‘ ’�
례들이다 본�논문에서는� 관객과의� 성공적인�소통을� 일구어낸�작품들을�분석.�

함으로써�창작�과정에서� 일반성과�특수성의�문제를�조절하는� 전략� 및� 수용자

의� 장애 인식에� 처하는� 전략을�연구하고자�한다‘ ’� .�

먼저 장에서�살펴볼�극단� 애인 의� 고도를� 기다리며 는� 연습� 과정에서�,� 3 “ ” < >

장애인� 연기자들의� 표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극 화하는�훈련들을� 통해,�

고전적인�미학에�기반한�장애인� 연기자의�연기�가능성이�실현될�수�있음�보여

주는�작품이다 장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분석과�극단� 애인이� 일반.� 3 < >�

적인� 연극� 미학과� 배우들의�가능성�사이의� 접점을�찾아� 이를� 발전시키고 연,�

기자�각각의�특수한�표현�방식을�강화하는�과정을�함께� 진행함으로써 작품이�,�

지닌�미학적�가치와�장애인� 연극으로서의�가능성을�함께�살펴볼�것이다.�

장에서� 다룰� 극단� 백투백 의�4 Back� to� Back� Theatre� Company <Ganesh�

는� 학습� 장애인� 연기자들의�특수한� 현존을� 작품�창versus� the� Third� Reich>

작� 및� 무 화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반 연극적인� 독특한� 미학을� 실현,� -

한다 나아가� 장애 에� 한� 일반적인� 인식을� 역으로� 활용함으로써�관객들이�.� ‘ ’
지닌� 정상성의�규범을� 전복시키고�장애인� 연극� 및� 연기자들을�재인식하는�계

기를�마련한다 두�작품은� 미학적�특성이� 서로� 다르지만�장애인� 연기자의� 현.�

존을�중심으로�장애인�연극의�가능성을�실현하는�작품들이라고�할� 수� 있다.�



- 12 -

장애인�연기자의�현존2.�

많은� 장애인� 연기자들은� 무 � 위에서� 특수한� 조건을� 지닌다고� 인식되며,�

이로� 인해� 배우로서의�가능성을� 의심받는다 에서는� 연기자� 현존과� 전체�.� 2.1.

연극적� 재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 로� 에서는�장애.� 2.2.

인� 연기자� 비장애인과� 평등한�가능성을� 지녔음을�주장하고자�한다 먼저�무 �.�

위에� 현존하는� 연기자가�장애인이라는�조건이� 전체� 연극적� 재현에� 미치는�

향을�논할� 것이다 이를�토 로�장애인� 연기자의�특수성이� 비단� 장애인� 연기.�

자의� 신체적�조건� 자체� 뿐만�아니라 장애인의� 현존을� 지각하는�관객�수용의�,�

차이에도� 기인한다는� 점을�밝힐� 것이다 에서는�장애인� 연기자들이� 평등.� 2.3.

한� 가능성을� 지녔음에도�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창작�과정에서의�문

제� 및� 수용과정의�문제로�나누어�고찰할� 것이다 특히�수용�과정에서�장애인�.�

연기자들을�타자로� 분리하는� 시선에� 의해� 이들의� 예술적�가능성이� 제한되는�‘ ’
과정을�중점적으로�살펴볼� 것이다 이를�통해�장애인� 연극을� 분리하는� 시각.� ‘ ’
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파악하고 이러한�맥락에서�장애인� 연기자들에� 해�,�

평등한�가능성을�전제하는�것이� 지닌�중요성을�역설하고자�한다.�

연기자의�현존과�아우라2.1.�

연극에서의� 현존 은� 관객과� 함께� 존재하는� 지금 여기에서� 진‘ (presence)’ ,�

행되는� 연극이라는�예술�매체의� 기본�조건이다 이러한�조건을�어떻게� 해석하.�

고� 활용하는�지에� 따라�다양하게�분화된�의미가�축적됨으로써 현존은�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논의�모두에서�상당히�두텁고�논쟁적인�개념이�되었다 무 에�.�

등장하는�다양한�요소들�가운데서도�특히�연기자의� 현존은 그가�연극� 작품이�,�

진행되는� 시간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있고� 변형� 가능한� 존재라는� 이유에서�,�

현존 에�관한�논의의�주요�고찰� 상이었다‘ ’ .

현존에�관한�논쟁의�중심에는�이�개념과� 재현 사이의�관‘ (representation)’�
계를�설정하는�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많은� 연극�실천의�현장에서�현존이라.�

는� 표현은� 재현과�반 되는� 의미로�사용되어�왔다 많은� 연극� 실천가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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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어제� 한�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아니라� 지금 이�순간�(re-present)� ,�

새롭게�존재하는 것을� 현존 이라고�표현했기� 때문이다 스타니슬랍(present)� “ ” .�

스키 는� 자신의� 배우들에게� 기계화된� 연기 가� 아닌Constantin� Stanislavski “ ” ,�

직접� 그� 인물로� 현존함 으로써� 생기있는� 연기 를�보여줄� 것을� 주“ (present)” “ ”
문하 다.29) 리빙� 씨어터 와�같은� 년 � 아방가르드�연� Living� Theatre 1960-70

극� 집단들은� 현존을� 집단적� 즉흥이자� 미리� 짜� 놓은� 계획이� 없는� 공동체의�“
유동적� 반응”30)의� 의미로� 해석하 으며 자신들의�공연에서� 관객과� 무 � 사,�

이의�이러한�공동의�경험을�추구하 다 동시 �연극에서도� 지금 여기에�살.� “ ,�

아있는 배우의� 현존에� 한�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표적으로� 피터� 브룩”� .� �

은�빈� 공간Peter� Brook Empty� Space에서� 사회화된�관습에�갇힌� 죽은� 연극“ ”
으로부터� 연극을� 다시 생기있게“ - (re-vitalize)”31)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 ,�

해� 배우의� 지금 여기로부터�모든�상상을� 시작하는�즉흥�훈련을�강조하 다,� .�

그러나� 배우의� 살아� 있음 관객과� 배우� 사이의� 즉시성(liveness),�

등을� 강조하며� 재현을� 거부하는� 순수한� 현존 에� 한� 추구는�(immediacy)� “ ”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초월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적으로�데리다는�.�

현존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철학적� 논의를�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순수한�

현존을� 경험한다는� 것은�미혹적인�환 에� 불과하다고�주장하 다.32) 그는� 자�

신의� 철학적�논의에� 기 어� 연극의�본질을� 배우의� 현존으로부터�찾는�아르토

의� 연극론을�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아르토가�주장하는�순Antonin� Artaud ,�

수한� 현존의�순간이� 실상� 넓은� 의미의� 재현에�포함되는� 것이자� 근원적인� 재“
현(original� representation)”33)이라고�주장하 다 즉 데리다에�의하면�무 �.� ,�

위� 배우의� 현존은� 항상� 재현의� 맥락에서만�수용된다고�할� 수� 있다 이는� 연.�

극에서의�현존을�단순히�재현에�반하는�관념적인�상태로�규정함으로써 이�개,�

29)� Cormac� Power,� Presence� in� Play:� A� Critique� of� Theories� of� Presence� in� T
heatre,�Amsterdam:Editions� Rodopi,� 2008,� p.50.�

30)� Joseph� R.� Roach,� The� Player’s� Passion:� Studies� in� the� Science� of� Acting,�
Ann� Arbor:University� of�Michigan� Press,� 1985,� p.222.

31)� ibid.,� p.221.

32) 에른스트� 벨러 니체 데리다� 데리다 니체 박민수�옮김 서울 책세상� ,� - - ,� ,� : ,� 2003,�『 』
면94 .

33)� Jacques� Derrida,� “The� Theater� of� Cruelty”,�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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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폐기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현존을�재현이� 이루어.�

질� 수� 있는�전제이자�재현의�한� 요소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연극사에서�재현과�반 되는 혹은�재현이� 없는� 순수한� 현존을� 결정화하려�,�

했던�연극적�시도들은�하나같이� 실패했다 우리는�데리다와�같이�재현을�넓은�.�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르토는� 자신이�.�

주장한� 잔혹� 연극 을�끝내� 실현하지�못했으며 그로토‘ (Theatre� of� Cruelty)’ ,�

프스키 는�그의� 후기� 작업에서� 연극의� 형식을� 버리고� 초연극Jerzy� Grotowski ‘
으로의� 이행을� 선언하 다 다른�많은� 연극� 실천가들이�추구한�(Paratheatre)’ .�

현존� 또한� 실상� 재현 과�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스타니슬랍스키가�추구‘ ’ .�

한� 허구적� 인물로서의� 현존은�결국은�생생한�재현에�다름�아니었으며 현존의�,�

즉흥성을�강조한� 리빙� 씨어터나� 피터� 브룩이� 역설적으로�배우들의� 엄격한�훈

련을� 강조했다34)는� 것은� 그들의� 현존 개념에� 어느� 정도� 재현이� 포함되어�“ ”�
있다는� 것을�보여준다 현존과�즉시성을�강조하는� 연극�실천가�자신들의�행보.�

는� 재현이� 없는� 현존만의� 연극은� 없으며 연극은� 넓은� 의미에서� 재현� 예술의�,�

한� 종류라는�것을�보여준다.�

이같은� 맥락에서� 연극에서의� 현존을� 재현의�틀� 안에서� 생각한다면�논쟁적

이라�할� 수�있는� 연기자의� 현존� 역시�비교적� 명백하게�정리될�수� 있다 연극.�

에서� 연기자는�특정한�계획� 혹은� 최소한� 어떤� 의도를�가진� 채로� 자신의�몸을�

활용하여�무엇인가를�재현한다 곧 연극에서� 연기자의�현존은�재현의� 의도자.� ,�

이자� 재현� 매체인� 연기자의�두� 가지� 존재� 양상이�교차되는� 지점이다 연기자.�

가� 극작가�혹은�연출가와�마찬가지로�작품을�창작하는�한� 사람의� 예술가라�할�

수� 있다면 재현�예술인� 연극에서� 연기자의� 현존은�예술가와�예술� 매체가�중,�

첩되는� 지점이기도�하다.�

연기자의� 현존을�예술가의� 현존이자�예술� 매체의� 현존이라고�할� 때 장애,�

인� 연기자의�타자화�문제를�살피는� 데� 있어서�우리가� 이� 개념을�중요하게�고

찰할� 이유는� 명백하다 배우로서�장애인� 연기자의� 적합성이� 의문시된다는� 것.�

은� 첫째로� 예술가로서�장애인의� 적합성과�둘째로� 예술� 매체로서�장애인� 신체

의� 적합성이� 의심받는�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애.� ,�

34) 피터�브룩 빈� 공간 김� 선� 옮김 청하 면�참조� ,� ,� ,� ,� 1989,� 8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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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기자의�현존이�재현의� 의도자이자�재현� 매체로서�적절하게�기능할�수�없

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기자의� 현존 이� 재현 안에서�.� ‘ ’ ‘ ’�
기능한다는� 것의� 의미에� 해�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고� 이를� 장애인� 연기자의�

경우에� 적용해� 봄으로써 예술가로서� 장애인� 연기자가� 비장애인� 연기자와는�,�

다르다는�일반적인� 인식을�재고찰할�수�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연극에서의� 현존에� 한� 파워Cormac�

의�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파워는�Power .� Presence� in� Play에서� 연극� 이론�

및� 실천에서�현존이�해석되고�추구되어온�방식들을�분석하 다 이를�통해� 파.�

워는� 관객이�무 � 위� 상� 지각하는�방식에� 따라� 현존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가� 허구적� 측면.� “ (fictional�

문자� 그 로의� 측면 그리고� 아우라적� 측면mode)”,� “ (literal� mode)”,� “
이라고�부르는� 이� 세�가지� 측면들은�각기� 독립적으로�존재할�(auratic� mode)”

수�없으며 상호보완적으로�기능함으로써�무 �위� 현존하는� 상에� 한�관객,�

의� 전체� 감상을� 주조한다 달리� 말하자면 관객은�각각의� 측면들을� 서로� 다.� ,�

른� 방식으로� 지각하지만� 실제� 연극� 감상의�순간에� 이를� 의식적으로�구분하지

는�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연기자의�타자화�문제는� 결국� 관객이�장애인� 연.�

기자의� 현존을� 차별적으로� 지각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워의� 개념들을�활용해�장애인�연기자의� 현존을�분석함으로써�장애인� 연기자

와� 비장애인�연기자의�현존에� 한�관객� 지각�방식의�차이가�발생하는�지점을�

보다�분명히�할�수� 있을�것이다.

파워가� 말하는� 현존의� 허구적�측면은� 무 � 위� 현존하는� 상이� 부재하는�

상을� 연상시킴으로써� 기표와�같이�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그 로의�.�

측면은� 허구적� 현존과는�반 로�관객�앞에�있는� 배우의�실재함�자체를�강조한

다 이는� 기표의� 물질적� 측면이라�할� 수� 있을� 매체로서의� 현존을� 의미한다.� .�

현존의� 아우라적�측면은� �무 �위의� 배우가� 일상적인�맥락을� 벗어나는�특별한�

존재감을�갖는� 것을� 일컫는다 그는�벤야민 의�아우라�개념을�.� Walter� Benjamin

가져와 이를� 예술�작품의� 여기와� 지금으로서 곧� 예술작품이� 있는�장소에,� “‘ ,�

서� 그것이� 갖는� 일회적인� 현존재’35)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현존 이라고� 규정”

35)� Cormac� Power,� op.� cit. 에서�재인용 번역은�다음을� 참조,� p.48 .� .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 선집 기술복제시 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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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우라적�측면은�다른�두� 측면들에� 비해� 그� 의미가�모호한데 파워�스.� ,�

스로도� 이에� 해� � 일상적인� 것을�넘어서는� 현존 어떤�관념적인� 성질을� 일“ ,�

컫는�신비주의적인�함의를�지닌� 용어 라�말한다” .�

파워는� 이� 세� 가지� 현존의�측면들을�중심으로� 현존을�탐구한�다양한� 이론

들을�분류하고 그� 성격을�규명하 다 예를들어� 자연주의� 연극� 사조는�완벽,� .�

한� 허구적�환 을�창조하고자�했다는� 의미에서� 현존의� 허구적� 측면만을� 단‘ ’
정적으로�추구하 다 그러나�파워는� 기술�발전을�통해�자연주의�연극의�시도.�

가� 극단에� 이르 을� 때 무 는� 이들이� 추구하던� 완벽한� 허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현실 곧� 문자�그 로의 현존과�가까워졌다는� 것을� 논,� ,� ‘ ’�
증한다 허구적�측면만을�강조한�자연주의�연극에서의� 현존�역시�실상� 현존의�.�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파워는�아르토나�그로토프스키.�

가� 추구한�순수한� 현존은� 실상� 아우라적� 현존을� 의미했다고�주장하며� 이들의�

시도가� 실패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예술가들이� 현존이� 지.�

닌� 여러� 얼굴들�중에서�한� 가지� 측면만을�추출하여� 이를� 독립적인�형태로�무

화하려�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이처럼�파워의�논의가� 현존의�개념과�관련된�연극사적� 실천들에� 한�이해

를� 명확하게�해줄� 수� 있음에도 그가� 분류한� 현존의� 세� 측면들은� 각각의� 상,�

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는�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아우라적�.�

현존� 개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파워는� 벤야민의� 아우라를� 차용함으로써�.�

아우라적�현존이�수용자�앞 연기자의�물리적인�현존을�전제하는�개념임을�강,�

조하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그는�아우라적� 현존을�단순히� 연기자가� 가진.� “
것으로�설명함으로써 예술작품 연극�혹은� 연기자 의�아우라를�지각(having)” ,� ( )

하는� 수용자 관객 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 .36) 그의� 말 로� 아우라가� 어� “
떤� 관념적인� 성질 이라고�한다면 아우라적� 현존� 역시� 실체를�규명하기� 힘든�” ,�

어떤� 것이자 이를� 느끼는�관객의� 경험을�통해서만�증명되는� 것이다 아우라,� .�

는� 관객이� 연기자의� 현존으로부터� 느끼는� 존재감인� 동시에� 역으로� 연기자의�

현존에� 한� 관객의� 지각에� 향을� 미치는� 힘이다 그러나� 그는� 관객이라는�.�

최성만�역 도서출판�길 면,� ,� 2007,� 47 .

36) 논의� 전반에서� 파워는�현존의� 아우라적� 측면을� 현존을� 갖는� 것� “ (having� presenc
이라고� 설명하며 이�표현을� 아우라적� 현존의� 동의어로� 사용한다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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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고려하지�않음으로써�아우라적� 현존을�배우가� 절 적으로�가질� 수� 있

는� 관념적인�상태로�신비화한다.�

관객의� 존재가�문제가� 되는� 이유는 파워가�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과정,�

에서�데리다의�논의를�적극�수용함으로써�넓은�의미의�재현�안에서�현존�개념

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재현은� 항상� 어떤� 사람이나�.� “
어떤� 것에� 관한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한 것이며 어떤�‘ ’� ,� ‘ ’� ,�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 이다‘ ’� ” .37) 즉 재현 은� 단편적인� 상이나� 사건이� 아� ,� ‘ ’
니라 어떠한� 현실이� 재현하는� 상과 그�재현의� 의도자 나아가�재현이�향,� ,� ,�

하는� 수용자�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를� 포괄한다 재현이� 이와� 같을� 때 관객�.� ,�

존재에� 한� 설명을�누락하는�것은� 파워가� 정리한� 현존� 개념이� 어느� 정도� 불

명확성을�지닐� 수�밖에� 없게�만든다.�

연극에서�관객의�반응은�항상� 예측이�불가능한� 변수이며 현존을�손에� 잡,�

기� 어려운� 개념으로�만드는�주된� 요인이다 그러나�파워의� 현존은�관객의�반.�

응이� 예측� 불가능하다는�사실�자체� 때문이�아니라�그가�분석한� 현존의�세� 가

지� 측면과�관객�사이의�관계가�서로� 동등하지�않다는�이유에서�불명확한�개념

이다 현존의�세� 가지� 측면이�모두�관객이라는� 변수의� 향을�받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가령�똑같은�광경을�관객에�따라� 현존의� 서로� 다른�측면으로� 인식.�

할� 수� 있다 로미오� 역을�맡은� 배우가�칼싸움을�하면서�땀을�흘린다면 어떤�.� ,�

관객은� 연기자가�땀을�흘린다고� 인식할�수도� 있고 다른�관객은�극중�로미오,�

가� 땀을� 흘린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다만� 허구적인� 현존과� 문자� 그 로의�.�

현존은� 관객이� 전제되지�않더라도� 연기자의� 의도� 차원만으로도� 정립될�수� 있

는� 개념이라는� 점에서�아우라적� 현존과�차이가� 있다 허구적� 현존과�문자�그.�

로의� 현존은�관객� 수용� 과정의� 변수로� 인해� 달라질�수� 있지만 관객으부터�,�

독립적으로도�정립될�수�있는� 립쌍이라는�것이다.�

결국� 아우라적�측면과�나머지�두� 측면들은�관객에� 하여� 서로� 다른� 존재

론적인�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파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우라적�.�

현존이� 연기자에게서�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설득력 존재감�같은� 것이라면,� ,� ,�

이는� 관객이� 현존을� 지각함으로써�느끼는� 향력� 혹은� 그로부터�파생되는�효

37) 미첼 재현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프랭크� 랜트리키아� William.J.T� ,� ,� ,� ,�「 」 『 』
토마스�맥로린� 펴냄 한신문화사 면,� ,� 199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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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같은� 것이다 관객은� 연기자의� 현존을�무 � 위� 실재하는� 현실로� 인식할�.�

수도� 있고 부재하는� 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연기자의� 현존을� 그의�,� ,�

아우라� 자체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현존의� 허구적� 측면과� 문자�.� ,�

그 로의� 측면과는�달리� 아우라를�관객이� 연기자의� 현존을� 지각하는� 서로� 다

른� 양상으로서� 현존의�한� 측면으로�보기는� 힘들다 결국� 허구적� 현존과�문자�.�

그 로의� 현존은� 연기자� 현존이� 지각되는�방식에� 따라� 구별되는� 현존의� 서로�

다른� 두� 측면으로 아우라적� 현존은� 연기자� 현존에� 해� 관객이�느끼는�아우,�

라� 자체라고�정리할�수� 있다.

현존에� 한� 파워의�논의가� 지닌� 이러한�한계들을� 인식한�가운데 파워의�,�

개념들을�동시 � 연극� 작품에� 한� 분석에서� 활용�가능하게�만들기� 위해서는�

관객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 관객을� 고려한다는�.�

것은� 실상� 넓은� 의미의� 재현을� 이루는�요소로서의� 현존� 개념을�분명히�하는�

것이었다 이어지는�부분에서는�재현� 안에서의�현존이� 의미하는�바를�보다�자.�

세히� 고찰해봄으로써 현존의� 허구적� 측면과� 아우라적� 측면 그리고� 아우라�,� ,�

사이의� 관계를�보다�명확하게�정리해보고자�한다.�

장애인�연기자의�현존과�평등한�연기�가능성2.2.�

에서� 인용한� 바 미첼 은� 재현이� 항상� 어떤� 사람이나�2.1 ,� W.J.T� Mitchell “
어떤� 것에� 관한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한 것이며 어떤�‘ ’� ,� ‘ ’� ,�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 다 그는�이� 설명에� 기초하여�아래와�‘ ’� ” .�

같은�재현의�모형을�제안한다 그림�.�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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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재현의 모형2-1  

재현에� 한� 이� 완벽한� 그림은� 각선을� 가진� 마름모로� 만들어질� 수� 있다.�

즉 하나는� 재현의� 상과� 재현되는� 것 재현� 현실 을� 서로� 연결하고 또�하나는�,� [ ] ,�

재현의� 입안자 의도자 를� 보는� 사람에게� 연결한다 우리는� 이� 연결선들을� 각각�[ ] .�

재현� 축 과� 의사소통�축 이라� 부를�수�있다“ ” “ ” .38)

그림� 의� 재현� 모형을� 연기자� 재현에� 적용해� 보자 그림의� 마름모꼴에2-1 .�

서� 의도자로서� 연기자와� 그것을� 수용하는� 관객이� 의사소통� 축 의� 양� 극단“ ”
에 그리고� 연기자의�무 � 위� 현실과�그가� 연기하는� 상이� 재현� 축 의� 양�,� “ ”
극단에에� 입될� 수� 있다 연기자의�재현에서�흥미로운� 점은 관객들은� 연기.� ,�

자를� 무 � 위� 지금 여기에� 실재하는�한� 사람으로�보기도�하고 그가� 연기하,� ,�

는� 상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연기자는� 연극이� 진행되는� 무 � 위.� ,�

에서�동시에�재현의�의도자이자�재현�현실 그리고�재현� 상으로서�존재하며�,�

우리는� 이를�연기자의�현존이라�부른다.

연기자의�현존에서� 재현의�세�요소들이�중첩된다고�할�때 현존의�각�측면,�

들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먼저� 위� 마름모꼴의� 가로축인� 재현� 축 은�?� “ ”
재현� 상과� 재현� 현실이라는� 두� 가지� 극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재현�.�

38) 앞의�책 면� William.J.T.�Mitchell,�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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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관객이� 연기자의� 현존을� 허구적�측면과�문자�그 로의�측면 두�가지�,�

양상으로만� 지각한다는� 에서의�논의를� 시각화한다 관객은�연기자의� 현존2.1 .�

을� 그가� 재현하는� 상과� 결부시켜� 인식함으로써� 그의� 허구적� 현존을� 지각한

다 관객은� 또한� 재현� 매체이자� 무 � 위의�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그의� 문자�.�

그 로의�현존을�지각한다.�

한편 연기자의� 아우라는� 현존의� 한� 측면이�아니기� 때문에� 위� 그림� 상의�,�

요소들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우리는�아우라가� 연기자� 현존과�.�

관객� 사이에서� 작용하는�즉 의사소통� 축 에서�작용하는� 향력이라고� 정,� “ ”�
리하 다 이� 힘은� 단순히� 연기자가� 절 적으로�가지고 관객에게� 일.� (having)�

방적으로�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관객은�이� 힘을� 느끼는�동시에�그� 향� 하.�

에서� 다음� 순간� 연기자� 현존에� 한� 자신의� 지각� 방식을� 변화시킨다 정리하.�

자면 관객은� 허구적� 현존과�문자�그 로의� 현존이라는�두� 가지� 양상으로� 연,�

기자의� 현존을� 지각하며 이로써� 연기자의�아우라를�느낀다 이와�동시에�관,� .�

객은�아우라의� 향�하에서� 연기자의�현존을� 지각한다.

관객이�아우라의� 향� 하에서�연기자의� 현존을� 지각하는데� 이때�현존을� 지

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면 관객이� 느끼는� 아우라의� 작용� 역시� 두�,�

가지� 경우로�나누어� 생각해볼�수� 있을� 것이다 허구적� 현존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허구적� 아우라와 문자� 그 로의� 현실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문자�,�

그 로의�아우라가�그� 두� 경우이다 연극의� 어느� 순간� 관객이�마치�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허구적인�인물의�존재감을�느낀다면 이는�허구적�아우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존재감은�그� 허구적�존재에� 한� 설득력을�높여주며 이.� ,�

로� 인해� 그�순간� 이후에도�그� 연기자가�하는�작은�행동 그가�흘리는�땀방울�,�

하나� 까지도� 허구적인� 맥락에서� 읽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한편 눈에�.� ,�

띄게� 독특한� 연기자�몸의�물질성으로� 인해� 관객이�무 � 위� 재현� 현실을�강하

게� 인식할�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문자� 그 로의�아우라의�작용이라고� 이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 역시�연극적� 재현에� 한� 관객의�감상� 전체에�,�

향을�미치게�된다.

일반적으로� 연극에서� 연기한다 는� 것은� 배우가� 자기� 본연의� 성격 외양�“ ” ,�

등을� 감추거나� 버리고�다른�누군가의� 것을� 덧입는�활동을� 의미한다 다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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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반적인� 연기 의� 개념은� 허구적�아우라를� 성취하는�활동에�초점이�맞추‘ ’
어져� 있다고�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자는�관객이� 문자�그 로의� 현존을�.�

지각하게�하는�자신의�특성들을�통제 중립화 혹은�극복하고� 허구적� 현존을�,� ,�

강조하는� 새로운� 특성들을� 모방한다 연기에� 한� 이같은� 이해를�잘� 정리하.�

며 이론화�한� 것이� 마이클� 커비 의� 연기와� 비 연기의� 연속체,� Michael� Kirby “ -

이다 커비는� 연기를� 가장하는� 것 흉(Acting� and� Not-acting� continuum)” .� “ ,�

내내고�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39)으로� 정의하며 이� 연속체의� 양� 극단을�,�

복합적인� 연기 와� 비 연기 로� 설정하 다 복합적인� 연기 는� 가장 흉내“ ” “ - ” .� “ ” ,�

내기� 등이� 다양하게� 활용된� 연기이다 반 로� 비 연기 는� 이러한�흉내내기.� “ - ”
가�매우� 적거나� 없는� 연기이다 커비에게� 연기는� 재현� 상에� 한� 유사성이.�

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정립할�수� 있는� 개념으로 비 연기 로부터� 복,� “ - ” “
합적인� 연기 로�갈수록�허구적�아우라가�강해진다고�할�수�있다” .

그는� 자신의� 연속체가�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더�많이� 흉.�

내내는� 연기가� 반드시� 더� 좋은� 연기 는�아니라는� 것이다“ ” .40) 연기자가� 어떤��

인물을�다양한�방법을�통하여�모방한다고�해서�그것이�무조건�좋은�연기로�받

아들여지지�않을�것임은�확실하다 스타니슬랍스키가� 기계적인�연기 를�반.� “ ”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관객들� 역시� 연기자가� 재현� 상의� 많은� 특성들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연기를� 보고� 싶어하지�않는다 그보다는�하나의�특성이.�

라도�무 � 위�실재하는� 연기자의�신체를�통해서� 생생하게�살아나는�연기가�더�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즉 좋은�연기 는� 허구적�아우라와�문자�그 로.� ,� “ ”
의�아우라가�함께� 작용하게�만드는� 연기이다 허구적�아우라와�문자�그 로의�.�

아우라가�적절히�함께�작용하는�상태에서만�관객의�지각�속에서�현존의�두�가

지� 측면이�교차되며 이로써�관객은� 허구적� 상이� 그들의�상상�속에만�존재,�

하는�것이� 아니라�무 � 위에�실제로�구현되고�있다고�느끼기� 때문이다.�

허구적�아우라가�강해지는� 것만으로는�좋은� 연극적�순간을�만들�수� 없음에

도 커비와� 같이� 연기 를� 재현� 상에� 한� 유사성에�국한되는�개념으로� 보,� ‘ ’

39)� Michael� Kirby,� “On� Acting� and� Not-Acting”,� Acting� (Re)considered:A� The
oretical� and� Practical�Guide,� ed.� Phillip� B.� Zarrilli,�New� York:Routeldge,� 2005,�
p.40.�

40)� ibid,� 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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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시각은�상당히� 일반적이다 유사성은�오랜� 시간� 동안� 좋은� 연기 의�가장�.� “ ”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져�왔다 거칠게�나누어�볼� 때 세기� 이전의� 연극들.� ,� 20

에서� 문자�그 로의� 아우라의� 적절한 기능은�재현� 현실이� 재현� 상과� 유“ ”�
사하게�보이도록�돕는� 것이었다 이러한�기준에서�강한�문자�그 로의�아우라.�

는� 종종� 전체� 재현의� 맥락에서�돌출되어�나옴으로써 연극에� 한� 관객의�감,�

상을� 방해하는�요소로� 여겨졌다 물론�고전적인� 희곡�작품과� 세기� 이전� 연.� 20

극에서도� 연출의� 재현적� 전략에�따라�문자�그 로의�아우라를� 적절하게�활용

하는�연극들이� 있었다 하지만�결과적으로�문자�그 로의�아우라는�허구적� 현.�

존으로�종합되거나 그것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해야만�했다,� .�

세기� 이후�이러한� 경향은�급격히� 변화해�왔으며 동시 � 연극들에서� 이�20 ,�

두� 가지� 아우라는� 더� 이상� 한� 가지� 관계만을�맺지�않는다 전체� 연극이�선택.�

하는�재현의�구조�속에서�두�가지�아우라를� 적극적으로�활용하는� 연극들이�많

아진�것이다 포스트모던� 연극 피시컬� 씨어터 포스트드라마�연극과�같은�이.� ,� ,�

름으로� 불리는�동시 � 연극들이�하나같이�무 � 위� 연행자의� 현존 을�강조하“ ”
는� 것도�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 � 연극들에서� 현존 에� 한� 강.� “ ”
조는� 재현 을�없애겠다는�신비주의적인�목표가�아니라�허구적�아우라가�중심“ ”
에� 있지� 않게� 함으로써� 기존의� 연극 개념을�해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극“ ”� .�

에서� 보여지는� 연기는� 커비의�용어로�말하자면� 비 연기 에�속하는� 연기 혹“ - ” ,�

은� 연기 와� 비 연기 사이를�오가는� 연기라고� 할� 수� 있다 곧 동시 � 연“ ” “ - ”� .� ,�

극들에서는� 비 연기 의�스펙트럼이�다양해지고�있다는� 것이다“ - ” .�

동시 � 연극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커비의� 연기 개념은� 비 연기 에�,� “ ”� “ - ”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기를�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 연기.� “ - ”
라는�표현� 자체는� 연기가�아닌� 것 을�의미한다 이러한�표현을�통(not-acting) .�

해� 커비는�사실상� 연기 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가장�중요한� 기준이�‘ ’
재현� 상과의�유사성이라�규정한다 심지어�그는� 재현� 상과�유사하지�않은�.�

연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1)고� 단정함으로써 연기자의�,�

기술을� 단순히� 허구적�아우라를� 강화시키는�능력에�국한시켜� 버린다 다양한�.�

비 연기 의� 스펙트럼을� 연기가� 아닌� 것이자�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것으“ - ”

41)� Michael�Kirby,� op.� cit.,� p.� 46.



- 23 -

로� 일축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연속체에서� 좋은� 연기 에� 한� 가치판단.� “ ”
을�배제하려고�했던�커비의�노력과�달리 그의�연속체는�가치판단으로부터�자,�

유로울�수� 없다 커비의� 연기� 개념에서�문자�그 로의�아우라는� 허구적�아우.�

라를� 약화시킴으로써� 재현을� 방해하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배타적인� 요소로�,�

전락한다.�

강한� 문자� 그 로의�아우라가� 허구적� 맥락을�방해할�수�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문자� 그 로의� 아우라는� 연기자의� 현존에�.�

한� 관객의� 지각을� 계속해서� 무 � 위� 현실로� 되돌림으로써 허구적� 맥락이�,�

보다� 생생하게�느껴지게�만들기도�한다 이렇듯�두� 가지� 상반된�방향으로�작.�

용하는�문자�그 로의�아우라를�통해� 관객은�무 � 위� 연기자를� 재현 에�포함‘ ’
되지�않는�자연적�존재와 연극적�재현에�포함되나�완전히�의미화되어�부재의�,�

차원으로� 날아가� 버리지�않는� 재현� 현실이라는�두� 가지� 층위에서� 인식한다.�

임의적으로� 전자를� 연기자 라고�후자를� 배우 라고� 이름�붙인다면 우리는�자‘ ’ ‘ ’ ,�

연인으로서� 연기자 의� 존재를� 보게� 만드는� 연기자의� 아우라와� 재현에� 속한�‘ ’
배우 의�존재를�보게�만드는�배우의�아우라를�구분할�수� 있을�것이다‘ ’ .�

커비의� 연속체와�같이� 재현� 상과의�유사성을�중심으로�정립한�연기�모델

에서�문제가�되는�것은� 문자�그 로의�아우라와� 연기자의�아우라가�동등한�것

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볼� 때 허구적� 현존에서� 벗어나는�.� ,�

모든� 특성들은�재현에�속할�수�없기에�중립화되어야�할� 연기자 본연의�특성‘ ’�
으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문자� 그 로의� 아우라가� 강한� 연기자는� 배우로서�.�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나아가� 비 연기 에� 해당하는� 많은�.� “ - ”
연기의� 형태들은� 연기자 가� 별다른�노력이나� 기술�없이도�할� 수� 있는� 당연한�‘ ’
것으로� 인식된다 연극의�재현적�특성에�알맞게�두� 가지� 아우라를�동시에�다.�

루고� 활용함으로써�배우의�아우라를� 취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무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기자의� 현존에� 관한� 논의를� 거쳐� 연기자의� 아우라와�

연기 에� 한�일반적인� 인식과� 연기자�현존에� 한� 관객� 지각의�관계를�고찰‘ ’
하 다 이같은�긴� 서술을� 이어온� 이유는� 실상� 연기에� 한� 일반적인� 인식이�.�

장애인� 연기자의�가능성을�제한하는�논리로�귀결되기�때문이다 단적으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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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장애인� 연기자 의� 가능성을� 상상할� 때� 그들의� 장애가� 연기에� 방해가�“ ”
되지�않는�방식을�상상한다는�것을� 보아도 이러한�논의와�장애인� 연기자들이�,�

겪는�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알� 수� 있다 장애화된� 신체에� 한� 시버스.� Tobin�

의� 논의는�장애인� 연기자들이� 직면하는�문제가�문자�그 로의� 아우라Siebers

가� 강하다는�그들의�특성에� 기인한다는�성찰의�단서를�제공해준다.

현 � 미술 이�미학적� 아름다움의� 개념을� 더� 날것의� 개념으로�바꾸(modern� art)

면서� 사람들� 사이의 차이와� 결함에� 한� 재현으로[ ]� (representation� of� human�

돌아선� 것과� 동시에 문학적� 사실주의� 담론은� 쓰레기 파difference� and� defect)� ,� ,�

편들 불완전한� 신체의� 재현에� 특권을� 부여하 다 이러한� 담론들은�곧� 사회� 전,� .�

체를� 관통했다 어째서인지 오늘날� 정원의� 데이지� 꽃� 사진은� 더러운� 뒷골목에�.� ,�

버려진� 쓰레기� 사진보다� 덜� 사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화된� 신체는�.� ( )[ ]�…
그렇지� 않은� 신체보다� 더� 실제적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덜�(no� more� real),�

실제적인� 것도 아니다(no� less� real)� .42)

시버스는�재현에�포함된� 차이와� 결함 을�볼� 때 즉� � 우리가� 장애 로� 인“ ” ,� ‘ ’
식하는�요소들을�볼�때 재현의�수용자가�느끼는� 실제감 에� 해�이,� “ (reality)”
야기하고�있다 이러한�그의� 주장은�우리가�연극에서�장애인의�현존을� 지각할�.�

때� 더� 강한� 문자� 그 로의� 아우라 를� 느끼는� 경향을�포착한다 시버스는� 우‘ ’ .�

리가� 지각� 상이� 지닌� 차이와� 결함 을� 봄으로써�그� 상을� 보다� 덜� 가공“ ” “
된� 것 이라고 즉� 문자�그 로의� 현존 처럼�느낀다고�말한다 장애화된� 신” ,� “ ”� .“
체는�그렇지�않은� 신체보다� 더� 실제적이지�않으며 그렇다고�해서� 덜� 실제적,�

인� 것도� 아님 에도�불구하고 우리는�장애인의� 신체를� 더� 실제적 이라고�느” ,� “ ”
낀다 이유는� 그� 신체가� 재현되지� 않은� 실제 이기� 때문이� 아니라.� (the� real) ,�

장애의� 요소로� 인해�강한�문자�그 로의�아우라가�작용하기�때문이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 동시 �연극에서�장애인�연기자의� 신체는� 연기�활,�

동이� 요구하는�조건을�충족할�수� 없는� 불가능한� 신체가�아니라 허구적�아우,�

라와� 문자� 그 로의�아우라�사이의� 새로운�상관관계를� 통해� 관객에게�새로운�

42)� Tobin� Siebers,� “Disability� in� Theory:� From�Social� Constructionism� to� the� N
ew� Realism� of� the� Body”,� American� Literary� History,� 2001,� vol.13,� no.4,� p.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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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적� 경험을� 선사할�수� 있는� 가능성의� 신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장애인� 연기자의�현존에서�문자�그 로의�아우라가�강하다는�것이� 이론적으로

나마�어떠한� 연기 개념에서도� 연기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는�않음을�확‘ ’�
인함으로써 보다�근본적인� 가능성의� 평등을�확인하 기�때문이다 연극에서�,� .�

연기 는�재현� 상에� 한� 단순한� � 모방이�아니라 허구적�아우라와�문자�그‘ ’ ,�

로의� 아우라� 사이의� 상관�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연기자로서� 자기� 현존의�

허구적�측면과�문자�그 로의�측면이�교차하게�만들�수�있는� 능력이기�때문이

다 이렇듯� 넓은� 연기 의� 개념에서� 강한� 문자�그 로의� 아우라는�단순히� 배.� ‘ ’
척해야하고� 중립화시켜야할� 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활용해야� 할�

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시 � 연극에서� 장애인� 연기자들이� 지닌� 배우로서의�가능

성의�발견이 연기자들이� 지닌� 특수한�조건을�고려하지�못한�단편적인� 통합,� ‘ ’
으로�이해될� 위험을�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논의가� 연극� 미학의� 변화로� 인.� “
해� 장애인들� 역시� 연극을�할� 수� 있게� 되었다 는� 논리로� 읽힌다면 일차적으” ,�

로� 장애인� 연기자들을� 연극을�할� 수� 없는� 존재 로� 배제 한�후� 이“ ” (exclusion)

들에게� 연기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inclusion)

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이중의� 타자화� 문제를� 피.� ,�

하기� 위해서는� 지금껏�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들이� 지닌� 보편성과� 일반성을�

논하는�동시에 이들이�지닌�조건의�특수성�역시�함께� 고려되어야�한다,� .�

이어지는� 에서는�장애인� 연기자들이� 겪는� 실질적인�문제를�고찰함으로2.3

써 이들을� 타자화하는� 배제의� 논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

연극�실천에�있어서�통합을�지향하는�것의� 의미를�구체화하고자�한다 나아가�.�

동등한� 가능성의�발견으로서� 통합의� 방법을�모색하기� 위해 장애인� 연기자가�,�

지닌� 조건의�특수성을�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살펴본�장애인� 연.�

기자의� 아우라� 및� 현존의� 개념들을�활용하여� 장애인� 연기자들이�참여하는�사

례들에서�발생하는� 이차적�타자화의�문제를�고찰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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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기자의�특수성과� 통합의�어려움2.3.� ‘ '

장애인� 연기자들이� 겪는�문제는�두� 가지로�크게� 나눠서�생각해볼�수� 있다.�

한� 가지는 장애인� 연기자들이� 연극을�만들고�공연을�하는�과정에서�물리적,� ,�

환경적으로� 겪는�창작�과정의�문제이고 다른�한� 가지는�관객들이� 이들의� 연,�

행을�차별적으로�인식하는�수용�과정의�문제이다 창작�과정의�문제들이�작품.�

의� 예술적�완성도에� 향을� 미침은�자명하다 그러나�본� 논문이�주목하는�바.�

는� 연극이� 진행되는�과정에서�관객들이� 지각하는�연기자의�현존이므로 이�부,�

분에서는� 먼저� 창작� 과정의�문제들을�간략히�다룬�후 수용�과정의�문제들을�,�

보다�자세히�고찰할�것이다.�

지금까지�우리는�장애인�연기자가�겪는� 어려움을�좋은� 연기의�미학적인� 기

준과�관련된�문제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를�통해�문자�그 로의�아우라.�

가� 강조되는�장애인의�특성이� 연기자로서� 현존에� 한� 차별적� 인식으로� 귀결

된다는� 것과 이로써�장애인들의�연기�가능성이�과소평과됨을�파악하 다 또,� .�

한� 연기라는� 것이� 단순히� 재현� 상과의� 유사성을� 넘어� 배우가�자신의�문자�

그 로의�아우라와� 허구적�아우라를�다루는� 기술과� 깊이� 연관된다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장애인� 연기자들이� 이론적으로� 비장애인�연기자들과�평등한�예술,�

적� 가능성을�지녔음을�확인하 다.�

그러나�차별로� 인해�장애인�연기자의�가능성이�제한되는�문제는�연기�개념

과�관련된� 미학적인�문제인�동시에 비장애인을�중심으로�구축되어�있는�사회,�

의� 문화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문자�,� .�

그 로의� 아우라가�모든� 비장애인들� 역시� 지닌� 개인적� 특성과�같이� 다양성의�

일부로�받아들여지기�보다� 비정상 으로�간주되는� 것은� 장애 가�타자화된�채�“ ” ‘ ’
사회적인�통념들과� 결부되어�있기�때문이다 인식의�차원� 뿐만�아니라� 비장애.�

인을� 중심으로�구축된�사회에서�장애인의� 신체가� 겪는�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

을� 수� 있다 학로의� 수많은� 극장들� 중� 장애인들도�무리없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이�갖추어진� 곳은� 매우� 드물다.43) 공연에�출연하는� 장애인�

43) 학로에� 있는� 약� 여개의� 극장들� 중�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극장은� 개에� 불� 160 15
과하다 손승희 좌동엽 장애인� 배우가� 공연하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 장애인문화예.� ,� ,� “ -
술� 판 좌동엽� 표� 인터뷰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 년� 월� 일‘ ’� ”,� ,� � 2015 11 18 .� <http://



- 27 -

들을�위한� 편의� 시설이�갖추어져� 있는� 곳은� 더욱� 기 하기� 어렵다 형� 공.�

연장이나�정부가�운 하는�문화� 예술�시설�중에도�신체�활동이�자유롭지�않은�

출연진을�위해� 모든�문턱을�낮춘�곳은�많지� 않다.44)�

실상�장애인�연기자가� 연극을�창작하는�과정에서�겪는� 가장�가시적인�어려

움은� 접근성 문제라�할� 수� 있다 연극�창작은� 일반적으로� 여러�(accessibility)� .�

사람이� 함께� 모여서�소통하며�만들어야하는�공동� 작업이다 그러므로�연극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함께� 할� 사람들 모일�공간 소통할�수� 있는� 방법들,� ,�

이� 마련되어� 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나�장애인들은�사회적.�

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접할�수�있는� 연극� 및� 예술� 활동의� 기회가�극히�,�

제한된다 먼저 특별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

있는�연습실이나�공연장이�보편화되어�있지� 않다 뿐만�아니라�연습�과정에서�.�

소통�문제가�높은�문턱이�될�수도�있다.45)�

접근성 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을� 떠올리기� 쉽다‘ ’ .�

하지만� 이보다�근본적인�문제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연극의� 전통이� 비장애인�

연기자를�중심으로�구축되어�있다는� 점이다.46) 장애인� 연극� 활동이�국내보다��

먼저� 시작되었던� 국이나� 미국만�해도� 년 � 전까지� 장애인� 연기자들은�1970

타자 로서� 무 � 위에� 철저히� 전시 되었으며 예술가로서의� 장애인은� 없는�‘ ’ “ ” ,�

존재� 혹은� 불가능한�존재로� 여겨져왔다.47) 연극사와� 연극� 창작의� 모든� 기술�

들은� 비장애인의� 신체를�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특히� 정상성 의� 개념이� 구,� ‘ ’
축된� 세기�이후의�연극론�및�연기론들은� 정상적인 혹은� 평균적19 “ (normal)”� “
인 신체들을�은연중에� 전제해왔다(standard)”� .48) 이렇듯� 정상화된�신체의� 이�

념이� 내포된� 연극론과� 비장애인의� 신체를�중심으로�발달되어�온� 구체적인� 연

news.karts.ac.kr/?p=2194>

44) 국내� 문화� 예술� 시설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 및� 안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장애�유형별� 접근성�매뉴얼 앞의�책 면,� ,� ,� 123-171 .「 」

45) 단적인� 예로 연기자들�중에�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일반� ,� ,�
적인�연극�작업에서와�같이� 음성언어만을�중심으로�소통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다.

46)� Carrie� Sandahl,� “The� Tyranny� of� Neutral:� Disability� and� Actor� Training”,�
Bodies� in� Commotion:Disability� and� Performance,� edit.� Carrie� Sandahl� and� Philli
p�Auslander,� Ann� Arbor:University� of�Michigan� Press,� 2009,� p.262.

47)� Petra� Kuppers,� op.� cit.,� p.31.

48)� Carrie� Sandahl,� ibid.,�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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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련들은�장애인�연기자에게� 직접적으로�적용하기� 힘들다는�문제가� 있다.�

더욱이� 장애인� 연극 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중심으로� 장애인만의 연극�‘ ’ “ ”�
예술적� 유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어렵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으로�가.� ( )

능한� 활동과� 불가능한� 활동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극명히� 나뉘며 그� 활동의�,�

종류나� 능력치도�개인마다�매우� 다르다 이때문에�장애인�극단들�사이에서도�.�

극단� 별로 배우�개인별로 심지어는�매일의�몸�상태에�따라� 매우�다른� 방법,� ,�

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연기자들은� 연극 의� 예술적�.� ‘ ’
유산을� 활용하기� 힘들뿐더러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 연기력을� 발전시키기도�,�

어려운�환경에�놓여�있다.�

장애인� 연기자들이� 겪는� 문제를� 접근성 의�관점에서�분석한다는� 것은 사‘ ’ ,�

회� 공공�시설�및�문화가�비장애인�신체를�중심으로�구축되었다는� 점에�주목하

는� 것이다 실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의�많은�부분은�사회� 제반의� 변화를�.�

통해서� 보다�근본적인�차원에서� 해결해야�하기에 이를�사회적인�문제로�파악,�

하고� 개선� 방향을�찾는� 시각이� 필요하다 년 � 이후� 국내에서도� 장애인.� 2000

들의� 연극� 활동이�많아지고� 이에� 한� 관심이�확 되었다 이에따라�문화� 예.�

술에� 한� 장애인� 접근성을�높여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 있으며�관련된�

연구도�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들은�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위한�가장� 첫� 단계는�.�

장애인을�배려하고� 이들의�조건을�고려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약자에� 한�

시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동등한�문화� 예술� 향유의� 권리와 창,� ,�

작의� 가능성을� 지닌� 예술�활동의�주체로�보는�관점이�공연� 예술계는�물론�사

회� 전반적으로�확 되는�것이다.�

장애인� 연기자가� 연기� 활동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개인의� 병리학적�

조건으로�인한� 실질적인�활동�제한� 및� 통증의�문제이다 장애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차원� 이전에� 개인이� 가진� 생물학적 혹은� 병리학적 조건을� 손상( )� ‘
이라고� 부른다(impairments)’ .49) 다수의� 장애인� 연행자들은� 손상으로� 인해��

연극� 활동에서� 결코� 간과할�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제약을�받는다 먼저� 연,� .�

행자의� 신체적� 조건은� 그의� 활동� 범위� 및� 연행의�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장.�

49) 김도현 장애학�함께�읽기 서울 그린비 면� ,� ,� : ,� 2009,�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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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들이� 느끼는� 통증도� 연행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50) 그러나� 이러한��

고통�및�활동�제약에� 한�배려가�장애인�예술가의�가능성을�축소시키고�기회

를� 차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연행자들� 역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들을� 감안하여� 공연의� 참여� 여부로부터�

표현의� 범위를�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표현�방법� 및� 고유한� 기술을�발전시,�

킬� 동등한� 예술가이기�때문이다.�

살펴본�바와�같은�창작�과정의�문제들은�사회� 전체로부터의�관심과�장기간

에� 걸친� 개선의�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다 물리적� 접근성�문제의� 경.�

우� 장애인� 연극을� 하는� 개인이나� 극단�차원� 이상의� 연극계� 전체 국가�차원,�

의� 개입이� 필요하다 장애인� 연기자의�통증이나�활동� 제약은�배우의�노력이나�.�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없는� 지속적인� 손상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현실적인�어려움들은�장애인들의�연극� 참여를�어렵게�한다는�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장애인� 예술가들이�자신들의� 재능과� 감을� 최 치로�발전시키,�

지� 못하게�만듦으로써� 이들의�예술적�가능성마저�축소시킬�소지가�많다 그러.�

나� 현재� 국내� 사회� 문화적�환경에서� 이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가능한�해결,�

책을� 찾아가는�태도의� 기반에는�장애인� 연기자들이� 지닌� 권리의� 평등은�물론�

예술적�가능성의�평등에� 한�인식과�믿음이� 전제되어야�할�것이다.�

지금부터�살펴볼�장애인� 연기자에� 한� 수용� 과정의�문제는� 과� 에2.1 2.2

서� 논의한� 연기자의� 현존�및� 규범화된� 연기�개념의�문제와� 접하게�닿아� 있

다 에서�장애인� 연기자의� 예술적� 가능성이� 저평가되는� 이유를� 미학적인�.� 2.2

차원에서� 고찰했다면 이� 부분에서는�동일한� 문제에� 하여� 타자화 라는� 보,� ‘ ’
다�사회적인�측면에�초점을�맞추어�고찰하고자�한다 연기에� 한� 수용은�완.�

성된� 공연을�감상하는�관객� 수용� 뿐만�아니라�작품�창작�과정에서�연기자�자

신과�연출에�의한� 수용도�포함한다 연극�창작의�주체들은�연기를�모니터링하.�

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한다 연습에서� 연출가가�.�

연기자에게� 혹은� 연기자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 하고 발전시키는지 혹은�,� ,�

50) 통증은� 정기적이거나� 예측가능한�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인을�알�� ,�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통증을� 경험하는� 장애인들도� 매우� 많다 수전� 웬델 거부. ,� 『
당한�몸 강진 김은정 황지성� 옮김 서울 그린비 면� 참조,� ,� ,� ,� : ,� 2013,� 31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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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여기고 제한하는지가�공연의� 최종� 형태에�많,�

은� 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장애인� 연기자의� 재현에� 한� 수용�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장애인�연극�활동� 전반에서�발생하는�타자화�문제를�고찰할�수�,�

있을�것이다.�

에서� 시버스의� 주장을� 통해�논의한� 바 장애인의� 신체적� 차이와� 결2.2� ,� “
함 은�그들의�문자�그 로의�아우라를�강화시킨다 그런데� 실상�모든�사람들” .�

이� 지니고� 있는� 차이와� 결함 이�장애인에게서� 더욱� 가시화되는� 이유는� 부“ ”
분의� 사람들이� 장애 의� 특징들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쿠퍼스는�‘ ’ .�

하이퍼 가시화 라는� 개념을� 통해� 장애인� 연행자의� 현존에�‘ - (hyper-visibility)’
한� 차별적� 인식의� 원인을� 설명한다 쿠퍼스에� 의하면� 장애인� 연행자들의�.�

문자�그 로의� 현존 은� 장애의�이미지를� 지배하는�주요한�문화적�담론인�좌‘ ’ “
절 비극 눈물 그리고� 투쟁,� ,� ,� ”51)등의� 이미지들과� 결부된다 그리고� 신체적�.� “
손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성에� 의해� 하이퍼 가시화 됨으로써� 중- ” “
의� 상상� 속에서� 수동적인� 소비자이자� 희생자로� 즉각적으로� 분류(instant�

된다categorization) .”52) 이렇듯� 타자화하는� 시각에서� 장애인들은� 고유한� 개�

인이기� 보다는� 장애 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 ’ .�

로� 인해� 장애인� 연기자�역시� 한� 사람의�연기자라기�보다�연기하는� 장애인 으‘ ’
로�인식되는�것이다.�

장애인� 연기자를�타자화하는�문제는�크게� 두� 가지� 상반된�반응을�통해� 드

러난다 한�가지는� 예술가로서�장애인� 연기자의�가능성을� 비장애인� 연기자에�.�

비해� 저평가하는� 것이며 다른�한� 가지는� 연기자� 개인의�능력� 혹은� 가능성을�,�

장애인 일반의� 것으로� 절 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장애인들이�‘ ’� .�

제한적인�가능성만을�갖는다고�여기며 이들이�높은�수준의�예술적�성취를� 이,�

루리라고�기 하지�않는다 반 로�두�번째�반응에서는�장애인�연기자가�지닌�.�

배우로서의� 능력� 및� 기술을�무시하고� 이들을� 연출가에� 의해� 활용되어야�하는�

수동적인�존재로�전락시킨다 두�가지�반응은� 연기자로서�장애인�배우의�가능.�

성을�무시하거나 장애인�배우들을�신성화하는�상반된�형태로�드러난다 그러,� .�

51)� Petra�Kupper,� op.� cit.,� p.55.

52)� ibid.,�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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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자�모두는�장애인� 배우들이� 지닌� 육체적 정신적� 조건� 및� 특성들을� 일,�

반화하며 이들의� 정체성을� 어쩔� 수� 없고 불변하는� 장애 에� 묶어둠으로써�,� ,� ‘ ’
장애인� 연기자들을� 다른 존재로� 분리 하는�동일한�전제에�기반하고�있다“ ”� ‘ ’ .�

첫� 번째� 반응의� 표적인� 예는� 좋지� 않은� 장애인� 연기자의� 연기를�보았을�

때 그� 실패의�원인을� 장애 로부터�찾는� 것이다 이같은�반응은�장애인�연기,� ‘ ’ .�

자들이�자신들의�문자�그 로의�아우라를�다룰�수� 없는 배우 로서의�가능성,� ‘ ’
이� 없는�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나온다 이렇듯�장애인�연기자들을�무능한�존.�

재로� 보는� 시각은�극단적인�반응처럼�보이지만 실상�장애인� 연극에� 한� 우,�

리의� 인식에� 상당히� 만연해� 있는�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장애인� 연극을� 볼�.�

때 그�작품이� 비장애인들에� 의한� 다수의� 연극들과�다를�바� 없이� 좋고 전,� ,�

문적인� 연극일� 수� 있다는� 기 를� 품지� 않는� 데에는�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는�고정관념이�작용한다고�볼� 수� 있다 또한�장애인� 연극의� 수준을� 평” .�

가하는� 것� 자체를�꺼리는�태도�역시� 이러한�차별적�인식을�무의식중에�전제하

고� 있을�가능성이�많다.�

물론� 이� 절의� 앞부분에서�본� 것과� 같이� 장애인�극단이나� 연기자들은� 연극

을�만드는�과정에서�비장애인들보다�훨씬�많은� 어려움을�겪으며 이것은�공연,�

의� 질에도� 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을�.�

고려하는�것이� 아니라�장애인�연기자들의�신체 정신 적� 차이와�결함 에� 한�( ) “ ”
관습적인�인식에�기반하여�베푸는�관용은�장애인� 연극이�제 로�된�평가를�받

지� 못하게�만든다 모든�문제의� 원인을�장애� 자체로�돌림으로써�장애인� 연기.�

자는�결국� 더욱�소외되는�이차적�타자화의�결과로�연결될�수� 있기�때문이다.�

타자화된�장애인� 연기자의� 문자�그 로의�아우라는�불능 의� 이미(disabled)

지를�불러� 일으킨다 앞절에서�논의한�바� 연기자에게�불능이란�자신의�아우라.�

를� 통제할�수� 없음을�의미한다 장애연극�활동가이자�장애학자인�샌덜은� 학.�

시절� 연극� 분과에�소속된�장애인�학생이었던� 자신이� 언제나�부차적이고�중성

적인� 역할만을�맡을�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샌덜의� 학� 교수와� 연출들은�그.�

녀가�연기자로서�무 에�설� 수�있는� 기회를�줌으로써�일차적인�통합을�추구하

다 그러나�그들은�샌덜의�문자�그 로의�아우라가� 여성적이고�주도적인� 인.�

물을� 연기하기에� 부적절하다 고� 여겼으며“ ” ,53) 더욱이� 그녀가�자신의�문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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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아우라와�어긋나는�역할을�할�수� 있을�것이라�기 하지�않았다.�

연기를� 단순히� 흉내내기나�모방으로� 생각할�때� 장애인� 연기자들이� 비장애

인에� 비해� 더� 많은� 한계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샌덜의� 현존이�환기시키는�.�

이미지들은� 커비의� 연기� 모형에서� 상징화된� 매트릭스“ (symbolized� matrix)”
에� 해당한다 커비에� 따르면� 배우의� 행위는� 의상과� 같은� 외적인� 상징화를�.� “
뒷받침하고 강화하거나�반 로�약화시킬�수� 있다,� .”54) 그러나�앞에서� 언급한��

바 많은� 장애인들이� 지닌� 차이와� 결함 은� 훈련이나�노력을� 통해서� 변화시,� “ ”
키기� 힘든� 지속적인� 손상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불가피하게�.�

외적으로�상징화 되며 장애인�연기자들은� 이러한�불가피한�상징화에� 연기“ ” ,� “ ”
를� 통해� 추가적인� 이미지를� 더할� 수� 있을� 뿐이다 고전적인� 연기� 개념에서�.�

장애인� 연기자는�자신의�이미지에� 한� 적극적인�창조자 이기보다� 수동적인�“ ” “
소비자 로� 간주되며 이로써�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않는� 역할을� 할� 수� 없는” ,�

존재로�인식된다(disabled)� .

그러나� 장애인� 연기자가� 겪는� 이러한� 제한이� 과연� 그들이� 지닌� 장애 로�‘ ’
인함인지 오히려�고전적인�연기에� 한�인식� 자체가� 지니는�한계인지를�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연극적�재현에서�유사성이라는� 기준이�강해질수록 장애�.� ,�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여� 특정�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는 혹은�,�

그렇게� 기 되는� 연기자의�수는�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연기자들의� 결함이.� ,�

나� 장애가�아니라 연기 에� 한� 전형화된�관념이� 연기자들의�가능성을�차단,� ‘ ’
하고�그들의�기회를�박탈하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장애인� 연기자를� 분리하는�두� 번째� 반응은�장애인� 연기자의�좋은� 연기를�‘ ’
보게� 될� 때 그� 원인을� 장애 에서� 찾는� 것이다 프랑스의� 안무가� 제롬� 벨,� ‘ ’ .�

은� 스위스의�학습장애인� 극단 호라 의�배우들과�Jerome� Bel ,� “ Theater� HORA”
함께� 를� 공연했다 제롬�벨은� 이� 작품에서�자신이�추구한�<Disabled�Theatre> .�

현존 에� 해�다음과�같이�말했다“ ” .

�나는� 재생산 과� 조적인� 연행자의� 현존 을� 찾고�(reproduction) “ (presence)”

53)� Carrie� Sandahl,� "From� the� Streets� to� the� Satge:� Disability� and� the� Perform
ing� Arts”,� PMLA,� vol.� 120,� no.� 2,� p.620.�
54)� Machael� Kirby,� op.� cit.,�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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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연행자들이� 연습� 시간� 동안� 했던 즉� 과거에� 했던� 어떤� 것을� 재.� [ ]� ,�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가능한� 그만큼만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

호라의� 배우들은� 그들의� 지적� 차이 로� 인하여� 이것을� 보다�(cognitive� alteration)

쉽게� 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재 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the� persent)

연결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연극성 이�내가�찾아온� 것이다 왜냐하.� (theatricality) .�

면� 나는� 이것이� 무 � 위에서�강력하고�강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55)

제롬� 벨은� 현존 이� 연행자들이�과거에�자신이� 했던� 것을�단순히�반복� 재“ ”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가능한�만큼만을 즉� 자신이� 진정성“ ,�

을� 느끼는� 만큼만을� 해야�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현” .� “
존 은�연기자의�문자�그 로의�현존과�허구적�현존이�완전히� 겹쳐짐으로써�자”
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보이는� 배우의�아우라를� 이른다 결국�제롬� 벨은� 학습�.�

장애인� 배우들의� 지적� 차이 가� 배우의�아우라를� 더� 쉽게� 성취하게�만든다고�“ ”
주장하는�셈이다 이것은�장애인의�예술적�성과의� 원인을� 이들이�지닌� 차이로�.�

단정짓는� 분리 의�시각을�보여준다‘ ’ .�

그의�주장은�크게�두�가지� 논리적�오류를�보여준다 한�가지는�학습장애가�.�

있는� 연기자들을�자신의� 관념에�근거해� 일반화한다는�점이다 학습�장애인.� “ ”
은�지적� 능력의�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말이지만 모든�학습�장애인들,�

이� 동일한� 지적�능력이나� 심리 정신적�특성을�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 .�

도� 불구하고� 제롬� 벨은� 그의� 연극에� 참여한� 장애인� 연행자들� 모두가� 현재“
와�다른�방식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이로써� 현재에�할� 수� 있(the� present) ” ,� “

는�만큼만�한다 고�단정짓는다 이것은�장애인은�솔직하고�순수하다는�통념에�” .�

근거한� 이미지를�무비판적으로�받아들인� 것이자 학습�장애인에� 한� 일반화,�

라는�비판을�피할�수�없다.�

두번째로� 제롬� 벨은� 배우가�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한� 것 을� 자신이� 느낀�“ ”
아우라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단정하는�오류를� 범했다 연기자가� 무 � 위에서�.�

자신의� 감정에�솔직한� 것이� 반드시�관객이� 배우의�아우라를�느끼는�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는�않는다 에서�살펴본�바 배우의�아우라는� 관객이� 경험하.� 2.2 ,�

55)� Knurls,� "Jerome� Bel� Talks� about� Disabled� Theatre",� Timeout� New� York,� 2
013.� 10.� 29.� <http://www.timeo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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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방식� 이외에� 실증적으로�그� 실체를�증명해내기�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오.�

히려� 관객이� 배우에� 해� 가지는�고정관념이나� 연상시키는� 이미지�등은�그가�

연기자에� 해� 느끼는�아우라에�분명하게� 향을�미치는�요소들이다 호라�배.�

우들의� 연행으로부터�제롬�벨이� 느낀�강력한� 현존이� 실제로�각�배우들이�비장

애인� 연행자들에� 비해� 더� 솔직하게� 연행했기� 때문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

만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제롬� 벨의� 기 가� 그의� 감상에� 향을� 미쳤,�

음은�분명하다.�

그러나� 연기자는�자신에게�내려지는�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기만�하는�수동

적인�존재가�아니다 과� 를� 통해서�살펴본� 것과� 같이 관객이� 최종적.� 2.1 2.2 ,�

으로�느끼는�배우의�아우라에� 향을�미치는� 것은�그의�현존이�드러내는�다양

한� 특성들�자체만이�아니라� 이러한�특성들을� 다룸으써� 관객에게�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 연극� 전체의�재현의�구조에� 적절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 연기

자의� 기술이자�능력이다 실상� 여기서�중요한� 것은� 연극�.� <Disabled� Theatre>

가� 정말로� 제롬�벨이� 말하는�것� 같은� 현존 의�순간들로�가득�차� 있었는지의�“ ”
여부나 이� 연극에� 출연한� 극단� 호라의� 연기자들이� 실제로� 아우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가� 아니며 혹은� 그들이� 정말로� 솔직했는지의�,�

여부도�아니다 중요한�것은� 제롬�벨이�연기자들의�현존으로부터�강렬한�아우.�

라를� 느꼈다고�했을� 때 그것이� 연기자들의�차이 곧�장애� 자체� 때문에�가능,� ,�

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의�논리를�극단적으로�따르면 학습�장애인� 배우.� ,�

들은� 무 � 위에서�그 로� 존재하기만� 하면� 좋은� 연극적� 순간을�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제롬�벨은� 학습� 장애인� 연기자들이�.� ,�

지닌� 장애를� 예술성의� 원인으로� 절 화함으로써 이들이� 배우 의� 기술을� 가,� ‘ ’
질�수� 있는�가능성을�무시하 다.

쿠퍼스는� 공연을�본� 여러� 관객들의� 리뷰와�이� 공연의�<Disabled�Theatre>�

비디오�녹화를�본� 자신의�감상을�종합하여� 이� 공연에� 해� 비평한다 그녀가�.�

보기에� 제롬�벨의�작품은�장애에� 한�관객들의�고정관념에�거의� 아무런� 향

도� 미치지�못했으며 오히려� 이러한� 고정관념을�확인시킨� 것에� 불과했다,� .56)�

56)� Petra� Kuppers,� “Outsider�Histories,� Insider� Artists,� Cross-Cultural� Ensemb
les:� Visiting� with�Disability� Presences� in� Contemporary� Art� Environments”,� The�
Drama� Review:TDR,� vol.� 58,�No.2,� 2014,�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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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인용된� 제롬� 벨의� 진술을�볼� 때 이같은�쿠퍼스의� 평가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연출가�자신이� 지적� 장애인들은�솔직하고�순수하다는�고정관념을� 의.�

심� 없이� 받아들 던� 것을� 볼� 때 그가� 이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 ,�

의� 연극은� 배우들의� 문자� 그 로의� 아우라를� 활용하기보다는 순수한� 장애,� “
인 이라는�신성화된� 이미지를�소비해버릴�수밖에�없었을�것으로�여겨진다” .

이� 절의� 앞� 부분에서�장애인� 연기자들이� 겪는� 창작� 차원의�문제들을�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는� 분명히� 다른� 조건 많은� 경우�,� ,�

더� 불리한�조건을�가진다 이같은�차이로� 인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한�배려.�

가� 필요한� 것은�사실이며 분리를� 지향하는�모든�장애인� 정책들이�장애인들,� ‘ ’
을� 타자화함으로써�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분.� ‘
리 하는�관점에서는�훈련을�통해� 연기를�잘� 할� 수� 있는�장애인� 연기자의�가능’
성을�묵살하게�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안된다 샌덜의� 학� 교수들이나�제롬�.�

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똑같이� 연극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연극�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도 심지어�장애인� 예술가�,�

자신들마저도� 언제든지� 이같은� 분리 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많‘ ’ .�

은� 장애인� 연극�실천들은�단순히�장애인들이� 연극�활동에�참여�한다는�의미에

서는� 통합 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합 이�미학적�차원으로까지�나아가‘ ’ ,� ‘ ’
지는�못하고�있다.�

이와�같은� 어려움에도�우리는�때로� 장애인� 연기자의�평등한�가능성에�기반

하여�배우로서의�역량을�강화시킨�연기자 즉�문자�그 로의�아우라와� 허구적�,�

아우라를�능숙하게�다루는�장애인�연기자를�본다 또한�장애인�연기자가�지닌�.�

아우라의�다양한�양상� 및� 특수성을� 적극적으로�활용하는�가운데� 재현이�구축

되는�방식� 자체를�다양화하는�연극을�만나기도�한다 이같은�작품들은� 연기자.�

의� 강한� 문자� 그 로의� 아우라를� 근거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연기나� 역할을�

제한하지�않으며 장애� 이미지를�단순히�소비해버리지도�않는다 오히려�배격,� .�

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문자�그 로의� 아우라가� 연기자의� 현존에�포함됨으

로써�완성도� 있는� 연기가�가능해진다는�것을�보여준다 나아가� 장애 의�요소.� ‘ ’
가�적극적으로� 연출�및� 재현의�구축�방식에�활용됨으로써�독창적인�미학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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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보다�복합적인�차원의� 통합 을�실현한다‘ ’ .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반하여� 통합 을� 실현하는� 두�‘ ’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작품은� 극단� 애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고�.� < >

두� 번째� 작품은� 극단� 백투백의� 이다 장<Ganesh� versus� the� Third� Reich> .� 3

과� 장에서는�각� 작품의� 공연� 및� 창작� 과정을�분석함으로써� 두� 극단이� 어떻4

게� 연기자가� 지닌� 차이와� 결함 및� 문자� 그 로의�아우라를� 독창적인� 연기�“ ”�
및� 재현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고�이를� 적극적으로�활용하는지를�고찰하고자�한

다 그러나�작품�사례들을�살펴보는� 것은� 장애인� 연극이� 성취해야�할� 미학을�.�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칫� 추상적이고� 이상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지금까지의� 이론적�논의에� 해 장애인�연극� 역시�비장애인�연극과�마찬가지,�

의� 다양한� 미학적�가능성을� 실현시킬�수� 있음을�사례를�통해� 증명하고자�함이

다.

장에서� 다룰� 극단� 애인은� 사무엘� 베케트 의� 희곡� 고도를�3 Samuel� Beckett 「

기다리며 를� 장애인� 연기자의�문자� 그 로의� 아우라와� 허Waiting� for� Godot」

구적�아우라가�중첩될�수�있도록�각색하 다 또한�애인의�연기자들은� 연기자.�

로서의� 스스로의�가능성을� 전제하고� 이완을�중심으로�한� 연기� 훈련을�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자신의�아우라를�다루는�기량을�보여주었다 그러므로�극단� 애,� .�

인이� 실행한�각색� 작업� 및� 연기� 훈련을� 먼저� 살펴보고 장면�분석을�통해� 공,�

연에서� 드러난� 이러한�작업들의�효과를�살펴볼�것이다.�

장에서� 살펴� 볼� 극단� 백투백의� 는� 배4 <Ganesh� versus� the� Third� Reich>

우들이�관객들에게� 인식되는�방식 곧�배우의�문자�그 로의�아우라와� 허구적�,�

아우라를�작품� 내용과�재현� 구축�방식에� 적극�활용함으로써�독특한�재현의�구

조를�구축한다 이�작품은�학습장애인� 배우가�관습적으로� 인식되는�방식으로�.�

인한�문자� 그 로의�아우라와�서사를�통한�허구적�아우라�사이의�유희를�만들

어낸다 장에서는�백투백이�장애인� 여기자들� 현존의�특수성을�작품� 내용� 및�.� 4

재현� 방식에�활용한�방식을�살펴보고 이를�통해� 어떠한�독특한� 미학을�완성,�

하고�있는지를�분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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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애인의� 고도를�기다리며3.� < >

극단� 애인은� 년도에�창단되었으며 창단�공연� 함께�부르는�노래 이2008 ,� < >�

후로� 해마다� 회� 이상의� 공연을�꾸준히�무 에� 올려왔다 스스로를� 장애인�2 .� “
극단 이라고� 소개하는” 57) 애인은� 연기자로� 활동하는� 단원� 전원이� 지체장애� ,�

언어장애 지적장애�등� 한� 가지� 이상의�장애를�가지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 .� <

며>58)는� 극단� 애인의� 표작으로 이� 극단은� 년부터� 년까지� 여러�,� 2010 2013

번에� 걸쳐� 이� 작품을�무 화했다 동일한� 원작을�가지고� 여러� 차례� 공연했지.�

만 매� 공연마다� 세부적인�공연� 내용이� 수정되었고 한� 번은� 배역� 캐스팅이�,� ,�

전체적으로�바뀌기도했다 본�논문에서� 연구� 사례로서�분석하는�공연은�.� 2013�

양� 여름� 연극� 축제� 상� 수상작�앙코르�공연으로 학로�게릴라�극장에서�,�

공연된� 것으로 애인의� 년�간의�여정이�녹아있다고도�할�수� 있다,� 4 .�

애인의� 고도 는� 양연극제� 경연�부문에서� 심사위원들의�만장일치로� 상< >

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연출상 남자� 연기상 백우람 블라디미르� 분 강희.� ,� ( / ,�

철 포조�분�공동�수상 을�함께�수상하며� 관왕에�올랐다 아직은�장애인�연극/ ) 4 .�

에� 한� 인식� 수준이�낮은�국내� 연극계에서�이러한�소식은�상당한�이슈가� 되

기도�했다 이�작품에� 한� 양연극제�심사위원들이�심사평은�다음과�같다.� .�

이� 작품은� 출연자� 전원이� 장애인임에도� 연극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장애인.�

들이� 정상인도� 소화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소화하여� 참가� 작품� 중�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았다 이런� 역설적� 현상은� 연극의� 사회적�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요즈.�

음� 한국� 연극의� 현실에� 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

다.59)

이� 심사평에서� 심사위원들이� 사용한� 언어는� 그� 자체로� 장애인� 예술가� 및�

57) 극단� 애인 다음�카페�� “ ”� <http://blog.daum.net/rmreksdodls>

58) 이후로는� 고도 로� 표기한다� < > .

59) 김희국 양의� 여름을� 접수한� 장애인� 극단� 애인 양여름공연예술축제�� ,� “ ‘ '� -
상 연출상 남자연기상�휩쓸어 국제신문· · ”,� ,� 2013.08.05.�
<http://ww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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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극에� 한� 국내�연극계의� 인식� 수준과�그� 가운데서�극단�애인이� 일

군� 성과를�동시에�보여준다 장애인들을� 비정상인 으로�타자화하는� 정상인.� “ ” “ ”
이라는�표현의�사용에서�드러나는�바와�같이 이� 심사평에는�장애인들을�비장,�

애인들보다� 무능하고�가능성� 없는� 존재로�보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출연.� “
자�전원이�장애인임에도�연극의�진정성을�보여주었다 는�부분을�통해 장애인�” ,�

연기자들이� 연극에서� 진정성 을� 성취하기� 힘들다고� 가정함을� 알� 수� 있다“ ” .�

우리는� 에서� 장애인�연기자의�문자�그 로의�현존이�하이퍼 가시화�되어�2.3. -

있기에�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의심받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위�.�

인용문에서� 정상인도�소화하기� 어려운� 텍스트를�소화하여�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는�표현은�장애인들에게서� 좋은� 연기를� 기 하지�않는� 일반적인� 인식”
이� 심사위원들�사이에서�지배적임을�보여준다.

국내� 표적인� 연극제�중� 하나인� 양연극제� 심사위원단은�연극평론가 연,�

출가� 등� 국내� 연극계� 인사들로�구성되어� 있다 곧� 이� 심사평은�국내� 연극계.�

에서� 장애인� 연극의� 입지가� 매우� 좁다는� 점과 장애인� 연극�단체� 및� 예술가,�

들이� 전문적이고�능력있는� 예술가로서� 기 받지�못함을� 표적으로�보여준다

고�할� 수� 있다 이처럼�장애인� 연극에� 한� 인식의�장벽이�높고�두터운�상황.�

에도�불구하고�극단�애인의� 고도를�기다리며 가� 진정성 있는�연극이라는� 평< > “ ”
가를� 받은� 것은 이� 작품에서� 배우들이� 그들의� 장애에� 한� 인식의� 장벽을�,�

넘어� 관객과�소통하는�데� 성공하 음을�보여준다 장에서는�창작�과정과�공.� 3

연에� 한� 분석을�통해� 극단� 애인이� 연기자� 각각의� 문자� 그 로의�아우라를�

연기의�완성도를�높이는�요소로�포섭하는�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

장애인� 연기자들�역시�연기를�통해�관객들과�소통하는�데� 있어�동등한�잠재력

을� 지니고� 있음을�사례를�통해�보여주고자�한다.�

각색을�통한�접근성과�가능성의�조율3.1.�

본� 논문의� 과� 에서는�장애인�연기자와� 비장애인� 연기자가�동등한�2.1. 2.2.

가능성을� 지녔다는� 가설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고찰하 다 그러나� 에서�.� 2.3.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장애인들이�모든� 역할을�할� 수� 있다거나 비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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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역할을�할� 수�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않는다 비장애인� 연기자.�

라고� 해서� 모든� 역할� 및� 행위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이와�마찬가지로�장애,�

인� 연기자들� 역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연기와� 그렇지� 않은� 연기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 절에서� 언급한� 바 장애인� 연기자의� 경우� 가능한� 행위� 및�.� 2.3 ,�

활동�범위가�비장애인들보다�제한되는�경우가�많다 이같은�상황에서�특정� 역.�

할이나� 연기� 양식은�장애인� 연기자들이� 지닌� 차이와� 결함 혹은�장애인에�“ ”,�
한� 부정적인�고정관념만을�부각함으로써�관객이�무 � 위� 인물을� 신뢰할�만

한� 가능성을� 없애는 타자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기자의� 조,� .�

건에� 맞게� 작품�내용 연기� 및� 연출� 방식을�조율하는� 것은�장애인� 연극을�만,�

드는�과정에서�중요한�작업이라�할�수�있다.�

극단� 애인� 역시� 고도 를� 무 화하는� 과정에서� 원작을� 각색했다 애인의�< > .�

각색� 작업은�장애인� 연기자들이�특수한� 신체적�조건에서도� 원작� 희곡에� 접근

할�수� 있도록�수정하는�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를� 연기자의�조건에�작품을�맞.�

추는�단편적인� 접근성의�문제로만�본다면 애인의�각색�작업을�너무�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애인은� 원작으로부터� 연기자들의� 강한�문자�그 로의�아우.�

라가� 연기자의�아우라로�굳어지게�만들�수� 있는� 요소들을�삭제함으로써�오히

려� 연기자가�고유한� 연기를� 펼칠� 가능성을�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서� 현존의�아우라에는� 연기자가� 처한� 허구적� 맥락�역시� 중요하게�작용2.1.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곧 각색을�통해� 허구적인� 맥락을�재조정하는� 것은�.� ,�

연기자� 개개인의�고유한�문자�그 로의�아우라가� 허구적� 현존으로�종합될�수�

있는�조건을�만드는�것이다.�

그러나� 희곡을� 연기자의�몸에�맞게� 각색한다고�해도 그것이�장애인의�능,�

력이나� 이미지에� 한� 고정� 관념을�토 로� 연기자들의� 표현을� 제한하는�방향

으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연기자는� 여전히�타자화될� 것이다 그러므로�우리.�

는� 극단� 애인이� 각색� 작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각색의� 구체적인�,�

방향과�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원작� 희곡과�무 화된� 작품�.�

사이의� 비교를�통해�극단� 애인이� 연기자들의� 현존을�고려하여� 원작을�각색한�

방식을�분석할� 것이다 나아가�어떻게�이러한�각색이�작품에� 한� 연기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이들의� 연기�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고찰할� 것이



- 40 -

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 」60)는�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가� 쓴� 막� 희곡이다 고전적인� 연극에서는�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모든� 인2 .�

물들의� 선택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행동의� 배열인�플롯이�완성되는�반

면 이�작품에서는�목적� 없는� 인물들의�삶이� 재현된다,� .61) 두� 인물 에스트라� ,�

공과� 블라디미르는� 자신들�삶의� 유일한�목표인�고도씨가�오기를� 기다리지만,�

실상�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모를�뿐만� 아니라� 그를� 왜� 기다려야�하는지도�

모른다 당연히�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이나�행동을�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불구하고� 고도씨가�오기를 혹은�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인“ ”,� “ ”�
물들은� 했던� 말을� 되풀이하거나� 공연히� 시비를� 걸고 일견� 의미없어� 보이는�,�

장난을� 치며�시간을�보내고 그렇게�연극은�시작하고�끝이� 난다,� .�

고도 를�무 화하기�위해서는�배우들의�연기력이� 매우�중요하다 이�희곡.�「 」

에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의미� 없게� 들리는� 말을� 늘어놓고� 실랑이를�

벌이는�장면들이�반복해서�그려진다 작품의�전체� 길이가�짧지도�않을�뿐더러�.�

중간� 중간� 화� 형식에서� 벗어난�장문의�독백들이� 끼어들어� 있기도�하다 이.�

처럼� 극이� 길고� 사가� 많은데� 비해� 등장인물은� 명에� 불과하기에� 한� 명의�5

연기자가� 소화해야� 하는� 사량이� 단히� 많다 또한� 모든� 등장� 인물에게는�.�

성취해야�할�목적이나�정해진�행동이�없기�때문에�연극�전체에서� 거의�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않는다 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물들인�블라‘ ’ .�

디미르와�에스트라공이�겪는� 사건이라고�할� 만한�것은� 두�차례에� 걸친�포조‘ ’
와�럭키의�등장�밖에� 없다 그렇기에�이� 희곡이� 실제로�무 화�되었을� 때� 연.�

극이�진행되는� 지루한 시간은�배우들의� 기량으로�채워져야만�하는�것이다“ ”� .

이같은� 이유에서�극단� 애인에게� 고도 의�공연을�결정한�것은�쉬운� 선택이�「 」

60) 원작� 희곡을� 의미할� 때는� 홑낫표를 극단� 애인의� 연극을� 의마할� 때는� 꺾쇠묶음� ,�
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원작� 희곡의� 경우 이후부터는� 고도 로� 표기한다 한국어�.� ,� .�「 」
번역서로는�다음을� 사용하 다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기다리며 프랑스� 현 � 희곡.� ,� � (『
집� 오증자� 옮김 정우사1) ,� ,� ,� 1998.』

61) 고도 의�이같은� 특징에� 해서는� 다음을�참조� .�「 」
김혜란 사무엘�베케트� 극�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면,� ,� : ,� 2007,� 19 .『 』
정병희 현 � 프랑스�연극 민음사 면,� ,� ,� 1995,�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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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고도 에�출연한�애인의� 배우� 명� 중� 명이�언어장애를�가지고� 있.� < > 5 4

다 개인마다� 정도의�차이는� 있지만�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명확한� 발음으.� � ,�

로� 말하거나� 한� 호흡에� 긴� 사를� 말하는� 등� 사의� 속도와� 리듬을� 뜻 로�

조절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애인의� 배우들� 중에는� 지체� 장애로� 인해� 이동�.� �

시�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이� 느리고� 자유롭지� 않은� 배우들도� 있다,� .�

고도 와�같이� 기본적인� 사량이�많을�뿐더러 뚜렷한�극행동이� 없어�배우들,�「 」

이� 온전히� 채워야하는� 부분이� 많은� 작품을� 연기하는� 것은 발화와� 움직임이�,�

자유롭지�않은� 이들에게�더욱�어려울�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해결하기� 위해� 고도 의�이연주�연출가는� 원작을� 폭� 압< >

축함으로써�애인의� 연기자들과�희곡� 작품�사이의�문턱을�낮추었다 각색된�.�

본의� 사량은� 원작의�약�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독백처럼� 긴� 사들은�1/5 .�

부분� 삭제하거나�짧게�줄 으며 같은�내용이�계속� 되풀이되면서�시간을� 지,�

연시키는�부분들도� 전체적으로�빼버리거나�압축했다 또한� 부분의� 사들에.�

서� 뉘앙스나�꾸밈을�위한�어미들을�없앰으로써�조금� 더�짧은� 호흡의�일상적인�

입말로�바꾸었다 사�뿐만�아니라�반복적인�장면들을�삭제함으로써�전체� 러.�

닝타임도� 짧게� 만들었다 즉 애인의� 고도 에서� 각색� 작업의� 가장�큰� 특징.� ,� < >

은� 간소화라�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각색�작업은�단순히� 연기자의�신체적�조건에�작품을�맞춰서�

작품을�압축하는�문제만은�아니다 아래�김지수� 표의�이야기는�애인의�각색�.�

작업이� 희곡� 작품에� 한� 접근성을�높이는�동시에� 새로운� 표현� 방식을�찾는�

과정 곧�배우들의�가능성을�여는�과정이었음을�보여준다,� .

사실� 관객들에게� 사가� 안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언어장애가� 있는� 배우가� 꼭�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비장,�

애인의� 연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전달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언어장애가� 없는� 사람들� 처럼� 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

고 그� 사람이�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침묵으로도�할� 수� 있죠,� .62)

62) 김지수 최희범 배우가� 행복한� 극단� 애인 김지수� 표� 인터뷰 공연한� 글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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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가�있는� 연기자에게�비장애인� 연기자들과�같은�분명한�발음을�요

구할� 수는� 없다 장애인� 연기자의� 발화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안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은� 채로�장애.�

인� 연기자�스스로�모든� 어려움을� 극복 해내기를� 주문하는� 것� 역시� 그를� 다“ ”
른� 방식으로�타자화하는� 것이다 장애인� 연극에서� 배우들의� 연기력을�발전시.�

키려는� 작업은� 항상� 이같은� 궁지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애인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장애인� 배우들� 역시� 고유한� 발화의� 호흡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조건을�활용해서� 인물을�표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을� 전제한�가운데 자신들이�나아갈�방향을�잡았다,� .�

실상� 장애인� 연기자들에게는� 장애� 여부와� 상관� 없이� 동등한� 표현�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덧씌워진� 불능 의� 이미지� 및� 정상성 이라는�규범은�장애를� 지닌� 당사자들에‘ ’ ‘ ’
게도�작용하기� 때문이다 애인의�단원들은� 자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가능.�

성� 지녔음을� 서로에게�상기시키며�작업을� 이어나갔다.63) 이들은� 사를�압축�

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기자의�특수한�조건을� 인정하고�배려하되 여기서�그,�

치지� 않고� 압축된� 사만으로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배우� 개인의�고유하고�새로운�표현을�찾았다.�

이렇듯� 애인의�작업은�불가능성을�그저� 불가능한�것으로�포기하는�것이� 아

니라 개별적인�조건에�맞게�수정하고 수정된�지점에서부터�연기자의�고유한�,� ,�

표현과� 잠재력을�끌어내고자� 하는 접근성과�가능성�사이의� 조율을� 기본으로�,�

한다 고도를� 기다리며 의�한�장면을�보면서�이러한�작업�방향을�확인해보도.� < >

록� 하자.

블라디미르 너를�다시�만나니� 반갑구나 아주�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 .

에스트라공 나도�그래:� .

블라디미르 우리가�다시� 만난� 걸� 어떻게� 축하한다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 ?� ( )� ,�

껴안아� 줄게.

에스트라공에게�손을� 내민다.�

기� 드라마인,� 2015.05.17.� <http://www.drama-in.kr/>

63) 같은�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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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공 짜증스럽게 조금� 있다가 조금�있다가:� ( )� .� .

블라디미르 고고 날�안아줘:� !� .

에스트라공 아 지금은�안돼:� ..�

블라디미르 고고:� ...

침묵

블라디미르 고고:� !

에스트라공 짜증을� 내며 아 진짜:� ( ) ,� !

블라디미르 고고:� !64)

위의� 인용문은�베케트의� 원작� 희곡의� 막� 첫� 부분이다 신발을� 벗는데� 여1 .�

념이� 없던� 에스트라공 한정식�분 을�나중에�등장한�블라디미르 백우람� 분 가�( ) ( )

만나고� 반가움을� 표시한다 너를�다시� 만나니� 반갑구나 라는� 사나� 다.� � “ .”�
시� 만난� 것을� 축하해야� 한다는�말에� 디디 블라디미르 의�반가움이� 드러난다( ) .�

애인의� 공연� 본에는� 이것이� 고고 날�안아줘“ !� .”65)라는� 사를� 통해� 압축

적으로�표현되며 이어지는�디디의�장황한� 사들도�친구의�이름을�여러�차례�,�

부르는� 것으로� 체되어� 있다 이처럼�수정된� 사들은�호흡이� 길지� 않은� 입.�

말로� 표현되었기에� 언어장애를� 가진� 연기자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연기자들�각자에게�맞는�발화�호흡을� 실험할�수� 있게� 해준,�

다.�

배우들은�각기� 말의� 호흡과� 리듬을� 살림으로써 독특한� 발화�방식을�구축,�

한다 백우람은� 빠르게� 말하거나� 한� 호흡에� 긴� 사를� 이어갈�수는� 없지만.� ,�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사� 한� 마디� 한� 마디를� 되새기듯� 발화한다 이러한�.�

발화는�그가�말하는�단어들을�그� 자체로�울리게�만들며 이로써�그의� 발화는�,�

무게감� 있게�들린다 상 배우인�한정식은�전체적인�움직임과�발화�호흡이�느.�

린� 백우람과는�반 로�빠른�호흡을�보여준다 두� 연기자의�조합은�고고와� 디.�

디의� 화에� 독특한� 리듬감을�부여한다 계속해서�끊기면서� 느리게� 이어지는�.�

디디의� 말에� 해�반박� 빠르게�치고� 들어오거나�느리게�뒤따라오는�고고의�말

은� 맞물리기보다는� 어긋나는� 감각을� 만들어내기�때문이다 서로� 맞물리듯� 이.�

어지는� 전형적인� 연극� 화의� 리듬에서� 벗어나� 파편화되고� 어긋나는� 화의�

64) 사무엘� 베케트 오증자� 역 같은� 책 면� ,� ,� ,� 16 .

65) 극단�애인 고도를�기다리며 공연� 본 면�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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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베케트의�작품의�특징인�삶의�부조리함과�맥을�같이�한다.

사를� 압축함으로써�애인은� 배우들의� 신체성을�활용한�움직임에서�또� 다

른� 표현의� 가능성을�찾을� 수� 있었다 위에� 인용된�부분과� 같이� 작품� 전체적.�

으로� 사들이�압축되고 구어체로�바뀌었기�때문에�절 적인� 사의�양이� 원,�

작의� 정도로�줄어들었다 사량이� 매우� 적음에도�불구하고�한� 시간이� 넘1/5 .�

는� 러닝� 타임은� 비어있거나� 지루하다는�느낌이�들지� 않는다 이는� 사의� 빈.�

자리를� 연기자들의� 신체성을�살린�움직임으로�채우고�있기�때문이다 위에� 인.�

용된� 화에서�볼� 수�있듯이 블라디미르가�에스트라공과�재회한�반가움을�표,�

현하는�말은�매우� 간단하다 이�역할을�연기한�백우람은�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반가움을�표현한다 그는�두� 팔을� 크게� 벌려� 고고 에스트라.� (

공 를� 부르며 신발을� 벗지� 못한� 실망감에� 자신을� 외면하는� 고고의� 시선을�) ,�

쫓아다니며�그에� 한� 애착을�표현한다 백우람은�지체� 장애로� 인해� 몸을� 신.�

속하고� 세 하게� 운용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 장면을� 비롯한� 극� 전반에서� 큰�

동작과�블로킹의�변화를�사용하여�삭제된� 사의� 정서를�표현한다.�

백우람� 이외의�다른�배우들도�자신들의�움직임의�특성을�최 한�살린�연기�

양식을� 보여준다 에스트라공� 역할의�한정식은� 다른� 배우들에� 비해� 움직임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작은�소품들을�다루는� 것부터� 블로킹과�큰� 몸짓들까

지�다양한�규모의�움직임들을�다양한�속도로�소화할�수� 있다 그렇기에�상.�

적으로� 느린� 움직임들을�보여주는� 전체� 구도� 속에서�움직임의�활기와�다양성

을� 더하는� 역할을�해낸다 포조로�분한�강희철은� 휠체어를�이용하는�연기자들.�

의� 가능성을�몸소�증명해낸다 그는�능숙한� 휠체어�조종� 기술을�통해� 인물의�.�

세 한� 태도의� 변화를� 휠체어� 움직임으로� 표현해낸다 휠체어의� 미끄러지는�.�

듯한�움직임은�사람의� 걸음보다�부드럽고�유려한�느낌을�주며 이것은�포조의�,�

겉이�번드르르하고�과장된�느낌과�연결되어�독특한�인물을�창조한다.�

애인의�각색� 작업에서�눈여겨�봐야�할� 또� 다른� 지점은� 원작에서의�보편적

인� 인간의� 조건이�부각되도록�수정되었다는� 점이다 베케트의� 고도 는�드라.� 「 」

마적인�구성을� 거부함으로써 부조리하고�순환적인�연극� 형식을� 취하 다 희,� .�

곡에서� 인물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싸는�일상적인�삶의� 모습은� 이러한� 연,� ,� ,�

극적�형식에�담김으로써 실제�우리의�삶이�고전적인� 연극에서�그려지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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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선형적이거나�해석�가능한� 것만은�아님을�드러내는�것이다 이연주�연출.�

은� 원작으로부터� 많은� 양의� 사와� 행동� 지시문을� 삭제하면서도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 삶과� 죽음 머무름과�떠남 현실과�꿈� 등� 인간� 삶의� 보편적인�,� ,� ,�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은� 살리는� 방향으로� 작품을� 각색했다 이를� 볼� 때 애.� ,�

인이� 고도 라는� 작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작품에서� 그려지는� 인간� 조건의�,�「 」

보편성이�매우�중요한�부분이었음을�알�수�있다.�

애인의� 고도 는� 블라디미르라는�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재구성함으로써�< >

인간�삶의� 보편적�부조리함에� 한�메시지를� 원작에� 비해� 훨씬�명백하게�드러

낸다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오늘 그리고� 모든� 것을� 잊은� 친구� 에스트라.� ,�

공을�보며� 혼란스러움을�느끼는�블라디미르는� 이� 연극에서�유일하게�순환적인�

시간의�흐름을� 인식하는�인물로�그려진다 막�초반에는�블라디미르의�혼란스.� 1

러움을�움직임으로�표현한�장면이�추가됨으로써�관객들이�부조리한�자신의�삶

을�바라보는�블라디미르의� 시각에�동참할�수� 있게� 만든다 막과� 막� 각각의�.� 1 2

마지막에� 블라디미르와� 소년이� 만나는� 장면에서 블라디미르는� 오늘도� 오지�,�

않는� 고도씨의�소식으로� 인해� 절망감을�느낀다 이연주� 연출은� 이� 장면을�사.�

뭇� 비극적인�풍경으로� 그려냄으로써�관객들이� 블라디미르가�느끼는�좌절감에�

몰입하게�만든다 원작과는�다르게�극단� 애인이�각색한� 고도 에서�블라디미.� < >

르라는� 인물은� 뚜렷하게� 중심� 인물의� 역할을� 하며 명확한� 목적� 없이� 삶에�,�

내던져진�보편적인� 인간의�조건을� 변하는�인물이다.

장애인� 연기자가� 출연하는� 연극에서� 관객들이� 연기자의� 장애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없다 무 � 위� 연기자가� 장애인 으로� 낙인찍히는� 순.� “ ”
간�그에� 한� 관객의�지각� 방식은� 미묘하게�혹은� 현저하게�달라질�수밖에� 없

다 극단�애인은� 이러한�조건에� 처하기� 위하여� 연기자의�강한�문자�그 로.�

의� 아우라를�거부하거나�가리려고�하지� 않는다 그보다는�장애와�비장애를�불.�

문하고� 공통적인� 인간� 조건을� 부각시킬�수� 있는� 허구적� 맥락을�만들고� 이를�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공연에서� 애인의�단원들이�단순히� 장애인 으로만� 인.� “ ”
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조건을�공유하는� 한� 사람 으로서� 인식될�“ ”
수�있는�허구적�아우라를�입을�수�있게� 하 다.�

지금까지�살펴본� 것과� 같이� 애인은� 원작에� 한� 각색을�통해� 작품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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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맥락을� 변형시켜 연기자가�노력을�통해서�바꿀�수� 없는� 신체적�조건들,�

이� 작품에�녹아들�수� 있는� 환경을�마련하 다 나아가�연기자의� 신체가� 연상.�

시키는� 장애� 이미지와�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의�보편적인� 인간성을�강,�

조할� 수� 있도록� 허구적� 맥락을�조정하 다 이같은�각색�작업은� 연기자가� 지.�

닌� 문자�그 로의�아우라가�장애인�연기자들을�타자화하는� 것을�방지하면서도�

애인� 단원� 각자의�표현� 가능성을�제한하지�않도록�하는 접근성과�가능성�사,�

이의�조율� 작업이었다.�

3.2. 이완�훈련을�통해�성취한� 배우의�기술� ‘ ’

장에서� 우리는� 문자� 그 로의� 아우라가� 연극적� 재현의� 필수적인� 요소인�2

동시에� 언제든�관객의�감상을�방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음을�확인하 다.�

특히� 에서� 다양한� 경우로�나누어�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의� 신체적� 조2.3 ,�

건� 및� 하이퍼 가시화� 된� 장애인� 연기자의�문자� 그 로의� 현존은 연극�배우- ,�

에게�악조건으로�작용할�가능성이�많다 상당한�훈련을�거쳐도�발화�방식이나�.�

외모에� 의한� 상징화를�막을� 수� 없는� 장애인� 연기자의� 특수한� 조건은� 배우의�

연기는�물론�작품�전체의�재현에� 향을� 미친다.�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극의� 허구적� 맥락을� 조절하거나 아우라에�3.1. ,�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조절하는� 것은� 장애인� 연기자의� 신체적�조건이�

연기자를�타자화하는�요인이�되지�않게� 하기�위해�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같이�.�

외적�타자화�요인을�조정한다고�해도 관객은� 여전히�장애인�연기자의� 신체를�,�

비예술적인� 것으로� 인식할�가능성이� 많다 배우가�자신이�관객에게� 지각되는�.�

방식을� 전혀� 통제할�수� 없다면 역할이� 연기자의�문자�그 로의� 현존과� 얼마,�

나� 잘� 맞는지와�상관� 없이� 그를� 숙련된� 연기자로�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연기자의�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예를�들어� 어떤�배우가�자신의� 외.�

적� 이미지와� 유사한� 역할을� 맡는다고� 해도 무 � 위에서�과도하게� 긴장해서�,�

어색하게� 움직인다면� 그의� 연기는� 좋게� 평가되기� 어렵다 장에서의� 이론적�.� 2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연기자가�자신을�둘러싼� 허구적�아우라와�문자�그 로의�

아우라를�조절하는� 기술을�통해� 숙련된� 연기에� 이르며 장애인�연기자들�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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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미에서�숙련된�연기를�보여줄�수�있는� 평등한�가능성을�가지고�있음

을�살펴� 보았다 이�부분에서는� 고도 의�한� 장면을�분석함으로써�애인의� 배.� < >

우들이� 연기에� 한�평등한�가능성을�어떻게�입증하는지를�살펴볼�것이다 나.�

아가� 극단� 애인이�장애인� 연기자들의�동등한�가능성을� 전제로 이완 훈련을�,� ‘ ’�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단원들의� 연기력을�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것이다.� �

애인의� 고도 막� 첫� 장면에서� 에스트라공은�신발을� 벗지� 못해서�끙끙< >� 1

다가� 블라디미르와� 재회� 후� 그의� 도움으로� 신발을� 벗는� 데� 성공한다 이후�.�

에스트라공은�주변을�둘러볼� 여유가�생긴� 듯� 경치를�감상하며�자유로움을�만

끽한다 이를�보며� 웃던� 블라디미르의� 얼굴은�곧� 일그러지는데 그가�방광염.� ,�

으로�고통받고� 있기�때문이다.

블라디미르 이젠�마음 로� 웃을�수도�없어:� .

에스트라공 웃지도�못한단� 말이야:� ?

블라디미르 그냥�웃는�흉내나� 내는� 거지:� .66)

이� 장면에서� 블라디미르를� 연기하는� 백우람의�표정은� 미묘한데 찡그리는�,�

것� 같기도�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해보인다 블라디미르의� 사와�같이� 웃는�,� .� “
흉내나� 내는� 듯한 백우람의� 표정은� 매우� 실감나며 관객은� 이를� 연기자의�”� ,�

허구적� 현존으로� 인식해야�할지� 문자� 그 로의� 현존으로� 인식해야�할지� 사이

에서�갈등하게� 된다 일차적인� 이유는�백우람의� 얼굴이�그가�가진� 장애로� 인.�

해� 시종일관�약간은�일그러져�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관객들은�연기자�백우.�

람의� 웃는� 얼굴과� 찡그리는� 얼굴을� 쉽게� 분간할� 수� 없다 이� 장면� 이전까지�.�

관객은� 이러한�그의�특징을� 블라디미르 라는�허구적� 인물의�특징과는�동떨어“ ”
진� 연기자�본연의� 현존으로�인식한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블라디미르의�.�

사가� 지시하는�바와� 백우람의�문자�그 로의� 현존이� 서로� 의미를�강화시키기�

때문에� 관객들은�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쉽게� 허구적� 맥락에서� 벗어난� 것으로�

단정지을�수� 없다 오히려�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을�구분하기� 힘든� 연기자.�

66) 극단�애인 고도를�기다리며 공연� 본 면�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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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으로� 인해� 관객들은�블라디미르의� 사로부터�보다� 강한� 인상을�받는

다.�

이� 장면에서�관객들이�강렬한� 인상을�받는� 것은� 단순히� 연기자의�문자�그

로의� 현존이� 허구적� 맥락과�맞아떨어지기�때문만은�아니다 무 �위� 연행에�.�

한� 관객의� 감상이� 미분화된� 기의들의�총합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문자�그 로의�현존이�허구적�맥락과�맞물린다는� 것� 자체만으로�관객들이�,�

연기자의� 현존을�재현에�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지는�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2

장을� 통해� 기표화된� 행위들과� 이미지들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연극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들을�다시�무 � 위�물질적�현존으로�끌어당기는�연기를�좋은�연극

이라고� 인식함을� 확인하 다 백우람의� 연기가� 자연스럽게� 허구적인� 맥락에�.�

녹아들어가는�동시에 그의�신체� 자체가�주는�강렬한�문자�그 로의�아우라를�,�

잃지�않았다는� 것은 백우람이�자신의�아우라를�조절하는�능력을�지닌� 배우임,�

을� 보여준다.�

관객이� 백우람의� 찡그린� 얼굴을�단순히�그의� 불능 의�조건 곧�장애로� 인‘ ’ ,�

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의� 예술적� 표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현존의� 아우라를�다루는�배우의� 기술을� 지니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가� 고통에� 찬 활짝�웃는 찡그린 혹은� 일그러진 등의�단어들로� 묘“ ”,� “ ”,� “ ”� “ ”�
사할� 수� 있을� 수많은�표정이�순간마다�그의� 얼굴에�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들�.�

중� 어떤� 단어도�끊임없이�미묘하게� 변화하는�그의� 표정의�단� 한� 순간도�온전

히�포착해내지�못한다 그러나�명확한�의미로�환원되지�않아도�이처럼�풍성하.�

고� 다양한�근육의� 떨림이� 허구적� 맥락과� 연결되도록�조절하는�백우람의� 현존

은� 배우 의�아우라를�지닌다‘ ’ .�

백우람의� 현존이�드러내는� 차이와� 결함 은� 장애인으로�낙인� 찍히고�하이“ ”
퍼 가시화된�그의� 외형이기도�하지만 인간의�보편적인�조건이기도�하다 낙- ,� .�

인� 찍힌�그의�문자� 그 로의�현존이�그 로� 재현의�맥락으로부터�탈락되어�비

예술적인� 것으로� 인식되지�않고�관객이�그의� 연행을� 진정성있는� 것으로� 인식

하기�위해서는 부정적으로�인식될�수�있는�자신의�문자�그 로의�아우라까지,�

도� 받아들이고� 이를� 다룸으로써� 고유의� 표현을� 창조하는� 배우 의� 기술이� 필‘ ’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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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람의� 아우라 가� 그의� 연기술에� 의해� 가능했다고� 한다면 그가� 해온�‘ ’ ,�

연기� 훈련이� 어떤� 것인지를�살펴봄으로써�그러한� 기술의� 실체를�보다� 명확하

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극단� 애인이�.�

강조하는� 훈련� 목표는� 이완 이다 극단� 애인의� 연기� 훈련이� 목표하는� 바와�‘ ’ .�

그에� 따른� 훈련�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이완 은� 애인이� 진행한�많은�,� ‘ ’
훈련에서� 방점을� 두는� 목표이다 이들은� 작업� 초반에는� 연습� 시간� 부분을�.�

이와� 관련된� 기초� 배우� 훈련에� 쏟는다.67) 이완� 훈련을� 통해� 연기자들은� 매��

연습에서�육체적이고�정신적인�이완� 상태에�도달하는�것은�물론 무 � 위에서�,�

자신의� 몸과�마음을�사용하는�방식에� 해�점점� 더�많이� 알게�된다.� �

이완� 훈련은�말그 로 배우가�무 � 위에서� 이완된� 상태로�존재하기� 위해,�

서� 하는� 훈련이다 이완�상태는�배우가�관객에게�자신의� 현존이� 지각되는�방.�

식 곧� 자신의�아우라를� 조절하기� 위해� 취해야� 할�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상,� ,�

태이다 배우가�무 � 위에서� 긴장하면� 그의� 행동과� 움직임이�부자연스러워진.�

다 자기도�모르게� 신체의� 일부를�떠는� 경우도� 있고 몸� 전체가�굳어서�움직.� ,�

임과� 발화가� 부자유해지기도�한다 어깨에�잔뜩� 힘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

나 심지어� 계획된� 행동이나� 사를� 잊기도�한다 관객들은� 이같이� 세부적인�,� .�

신체�징후들을�봄으로써�자연스레�연기자의� 긴장�상태를�파악하며 이에� 한�,�

평가는� 그� 연기자의� 연기에� 한� 전반적인�감상에� 향을� 미친다 곧 무 �.� ,�

위� 연기자의�과도한� 긴장�상태는� 배우 의�아우라를� 취할�수�없게� 만든다 긴‘ ’ .�

장� 상태를� 보여주는� 징후들은� 연기자�본연의� 약점과�한계를�상기시킴으로써,�

예술의� 일부로� 인식되지�않는�연기자의�현존을�부각시킨다.�

문제는 장애인� 연기자들�중에는�이같이�연기자의�아우라를�작용하게�만드,�

는� 징후들을�지속적인� 신체�특징으로�지니는�경우가�많다는� 것이다 고도 에�.� < >

출연한� 애인의� 연기자들�역시� 부분�이러한�특징들을�지니고�있다 선천적으.�

로� 작고�갈라지는�목소리 부정확한�발음 부자연스러운�움직임과�말투 비틀,� ,� ,�

리고�비 칭적인�근육의�배열�등�이들이�가진�신체적�특징은� 비장애인�배우들

이� 긴장� 상태에서�보여주는� 신체� 징후와� 외형적으로�유사하다 그렇다면 장.� ,�

67) 최희범 다양한� 신체 다양한� 이완 극단� 애인의� 무무 연습� 참관기 공연� ,� “ ,� ‘ ’:� < >� ”,�
한� 글쓰기�드라마인,�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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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연기자들의�이완�상태와�긴장�상태는�어떻게�구분될�수� 있을까 지속적?�

인� 신체� 특징들로� 인해� 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은� 배우 의� 아우라를� 지닐� 수�‘ ’
없는�것일까?�

우리는� 여기서�아우라의�작용이� 언어를�통해� 묘사될�수� 있는� 단편적인�특

성들의� 단순�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앞서� 인용.�

한� 장면에서 배우�백우람의� 얼굴과� 몸의� 근육들은� 뒤틀어져� 있다 그는� 절,� .�

뚝거리듯�느리게�움직이며 발음이�부정확하고�어눌하다 또한�그는� 성 � 근,� .�

육을� 자유자재로�조절할�수� 없기에� 더듬더듬�말하며 말하는�도중�갑자기�많,�

은� 양의� 호흡이� 터져나오는�파열음을�내기도�한다 이러한� 징후들이� 연극� 도.�

중에� 고스란히� 드러남에도�불구하고 관객들은� 그가� 연기를� 못한다고� 일축해,�

버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이같은� 개별적인� 연행의� 특징들과는� 별개로� 그의�.�

현존에� 배우의�아우라가�여전히�작용하기�때문이다.�

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우라는�단편적인� 신체적� 징후들� 각각�혹은� 그�2.1�

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기자에� 의해서� 신체가� 운용되는� 방식과�.�

그로부터�나오는�아우라를�통해� 드러난다 그렇기에�자기� 고유의�신체를�인식.�

하고� 다루는�훈련과�자신의�마음과� 의식을�조절하는�훈련이�중요해지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완�훈련은� 전형적인� 일상의�안정� 상태를�모방하는�훈련이�아.�

니라 오히려� 연기자가� 자신의� 신체적� 특징들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은� 이렇게� 펼쳐� 보여진� 신체적� 현존을�문자� 그.�

로의� 현존이라� 여길� 수도 허구적� 현존이라� 여길� 수도 혹은�둘�다라고� 여,� ,�

길�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관객은� 이것을� 일상과는�분리� 된� 재현에� 속.�

한� 것 곧�예술에�속한�것으로�인식할�것이다,� .�

바르바 는� 이러한� 배우의� 기술을�자신의� 신체를� 형식화Eugenio� Barba “ ”68)

하는�기술이라고�이야기한다 그는�연기에� 한�문화인류학적�고찰을�통해� 다.�

양한�문화권의� 배우들은�기술에� 있어서가�아니라�그들의� 원칙�속에서�유사하“
다”69)고� 주장한다 특정한� 상을�표현하는� 기술이�모든�문화에� 있어서�다양.�

한� 방식과�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에 배우들이� 자신의� 몸을� 연극적인� 것으로�,�

68) 유제니오� 바르바 연극� 인류학 종이로� 만든� 배 안치운� 옮김 문학과� 지성� ,� :� ,� ,�『 』
사 면,� 2001,� 36 .

69) 같은�책 면�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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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화시킬� 수� 있어야�한다는� 원칙 에� 있어서는�문화적�차이를� 넘어서는�유“ ”
사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바르바의� 연극� 인류학은� 우리에게� 배우의� 원칙.� “
적 기술이�특정한� 상을�묘사하거나�연상시키는�기술에�앞서�자신의�신체를�”�
관객의� 일상과는�다른�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배우 의�아우라를� 성취하는� 기‘ ’
술이라는�것을� 이야기해준다.�

백우람의� 문자� 그 로의� 현존이� 강하게� 드러나는� 위� 장면에서 관객들은�,�

연기자의�현존으로부터�강렬한�문자�그 로의�아우라와�허구적�아우라를�동시

에� 느낀다 이는� 백우람이� 바르바가� 말하는� 신체를� 형식화하는� 기술 을� 가.� “ ”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바르바가� 말하는� 배우의� 원칙 은� 문화적�.� ,� “ ”
차이� 뿐� 아니라 신체적� 차이와도�무관한� 것으로 독특한� 조건을� 지닌� 장애,� ,�

인� 연기자에게도�동일하게� 적용됨을�알� 수� 있다 나아가�백우람의� 연기는�장.�

애인� 연기자들이� 이러한� 배우의� 원칙 을� 성취하는�데� 있어� 평등한�가능성을�“ ”
지니고� 있음을�보여준다 애인의�배우들이�훈련을�통해서�습득해온�것은�자신.�

의� 현존을�무 화하고� 형식화하는� 기술이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연기.�

자가� 지닌� 손상의� 징후들이�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애로� 인식되지�

않게끔�만드는�아우라를�연행에�부여한다.�

그러나� 애인의� 단원들과�같이� 지속적인�훈련을�통해� 연기력을�향상시키는�

데� 성공하는� 장애인� 연기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에서� 살펴본�.� 2.3

것과� 같이� 예술� 활동에� 한� 접근성 신체적� 고통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 ,�

경� 등� 다양한�요인들로� 인해�장애인� 연기자들의� 지속적인�훈련과�활동은�제한

된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연기자들을� 다른 연기자로� 분리하고� 이들의� 가.� “ ”�
능성을�무시하는�시각은�실제로�장애인�연극� 활동을�하는�단체와�창작�과정에

도� 지속적으로� 향을� 미친다 아래� 김지수� 표의� 인터뷰� 내용은�극단� 애인.�

이� 동일한�작품을�가지고� 년� 동안� 작업을�하고 단원들의�연기력�향상을� 위4 ,�

해� 꾸준한�훈련을� 실천할�수� 있었던�강한�동력이�장애인� 연기자의�발전� 가능

성에� 한� 신념이었음을�보여준다.�

저는� 장애가� 있어서�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기를�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비장애인� 따라하지� 말자는� 생각이� 있는.( )�…
데 그게� 사실� 편하잖아요 내가�장애인이지만�우리들의� 눈도� 비장애인에� 맞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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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비장애인들의� 움직임을� 해야� 잘� 표현할� 수� 있.�

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나만의�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

그래서� 저희가� 고도를�기다리며 를�가지고� 그런� 것을�해보려고� 했어요( )� < > .… 70)

김지수� 표의� 이야기는�국내에� 연기를�잘하는�장애인�배우 가�극히�드문�“ ”
상황에서�극단� 애인이�장애인� 연기자가� 비장애인들�만큼이나�훈련을�통해� 연

기력을�향상시킬�수�있음을�전제로�활동해왔다는�것을�보여준다 실상� 이러한�.�

신념을� 갖는� 것은� 장애인� 연기자� 자신에게도� 절 � 쉬운� 일이� 아니다 김�.�

표의� 말과� 같이� 장애인들의�눈에도� 비장애인들의� 움직임과� 연기가� 더� 자연스

럽고�좋은� 것으로�각인되어� 있으며 많은� 연극� 전통에서�말하는�배우의� 신체,�

와� 자연스러운� 연기의� 이상은�장애인들에게는�불가능한�것들을�요구하기�때문

이다 더욱이�장애인� 연기자가� 무 에� 서는� 것� 자체를�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국내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예술� 단체들이�자신들만의� 가능성을�상,�

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극단� 애인은� 단원들�각각의� 고유한�.�

표현�가능성을� 전제한�가운데�연기에�있어�보다�근원적인� 원칙을�추구하고�훈

련함으로써 그�가능성을�몸소�입증해내었다,� .

가능성과�한계로서의�고전적�미학의�성취3.3.�

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 우리는�극단� 애인이�각색과� 배우�훈련을�통해� 연

기자들이� 배우 의�아우라를� 성취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음을� 살펴보았다‘ ’ .�

이� 부분에서는� 고도 의�한� 장면을�보다�구체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우< > .�

리가�살펴볼�장면은�연극의�마지막�장면으로 블라디미르가�오늘도�오지�않는�,�

고도씨의�소식을�전하는�소년과�만나는�장면이다 이�장면에서는�연기와�연출�.�

전략이� 맞물리면서� 연기자의�허구적� 현존이�가장�강조되며 이로써�이� 연극이�,�

말하는�바가�강하게�드러난다 그러므로�이� 장면에� 한� 분석을�통해� 장애인�.�

연극으로서� 이� 작품의�의의� 및�한계를�논할�수�있을� 것이다.

70) 김지수 최희범 앞의�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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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왼쪽부터 에스트라공 포조 블라디3-1 , , 
미르 럭키 , 

� �

그림 한정식 좌 에스트라공3-2 ( , )
과 백우람 우 블라디미르( , )

이연주� 연출은� 고도 의� 무 를� 상당히� 전형적으로 연출하 다 무< > “ ”� .� ,�

조명 음악 의상�등의� 연출� 요소들은�베케트의� 원작을� 떠올리게�만들며 허,� ,� ,�

구적� 서사를� 보조하는� 기능� 외에 독립적으로� 강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

다 무 는� 원작� 희곡에� 지시되어� 있는� 로� 중앙� 뒷� 편� 나무� 한� 그루를� 제.�

외하고는� 비어� 있다 조명은� 배우를� 비추고 음악과� 함께� 전체적인� 장면� 분.� ,�

위기를�만드는� 최소한의� 기능을�한다 분장과�의상� 역시� 두드러지는�특징� 없.�

이� 부랑아 지주 하인과� 같은� 허구적� 인물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지시하는�,� ,�

역할을�한다 이렇듯�소극적이고� 전형화된� 연출� 요소들은�무 � 위에� 거의� 유.�

일하게� 역동적인�존재인�배우의� 현존에�관객들이� 더� 집중하게�만든다.

전형적인� 연출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막의� 마지막� 부분� 2 ,�

블라디미르가�소년과� 화를�나누는�장면이다 이�장면의�무 � 구성� 및� 조명�.�

효과는� 매우� 단순하다 블라디미르는�무 �앞에 소년은�무 � 뒤� 층에� 위치.� ,� 2

한다 무 � 전체가� 어두운� 상태에서� 두� 연기자만� 스팟라이트�조명을� 받으며�.�

서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문자� 그 로의� 현존이� 강조된다 특히� 무 � 앞에�.�

있는� 백우람의� 얼굴 몸의� 세부적인� 생김새와� 움직임이�극� 전체� 중� 어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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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보다�강조된다 백우람의�몸은�전체적으로� 미세하게�떨리거나�흔들린다 얼.� .�

굴의� 굴곡과�목과�손의� 비틀어지고�굽은� 생김새는�밝은�조명과�만나�강한�음

을� 만든다 백우람은� 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기에 혀를� 비롯한� 구강�.� ,�

구조�전체를�사용해서�발음한다 이로�인해�그의� 목소리는�목구멍�안쪽으로부.�

터� 나오는� 깊은� 울림을�가지고� 있다 또한�호흡이�자주�끊어지기� 때문에� 말.�

하는� 도중� 종종� 파열음들이�발생한다 소년� 역의� 하지성은�무 � 뒤에� 휠체어.�

를� 타고� 앉아� 있다 그의�모습은�백우람에� 비해�흐릿하게�보이지만 그의�갸.� ,�

냘픈� 몸이� 드러나기에는� 충분하다 하지성의�목소리는�작고 때로� 갈라지며.� ,� ,�

발음이� 부정확하여�관객은�짧은� 사임에도� 그의� 언어� 장애를� 눈치챌� 수� 있

다 어둡고� 텅� 빈� 무 와� 강한�스팟라이트가� 비추는�밝고� 좁은�공간의� 조.�

와� 전체적으로�매우�고요한�가운데�들려오는�두� 배우의� 화는�연기자�현존의�

아우라 특히� 문자� 그 로의� 아우라를�강화한다 즉 관객들은� 배우의� 생김,� .� ,�

새 호흡 움직임�하나 그들이�말하는�단어�하나� 하나에�집중하게� 된다,� ,� ,� .

연출을�통해�강조된�문자�그 로의�아우라는� 허구적�아우라를�강화시킨다.�

곧 두� 연기자의�문자�그 로의� 현존은� 이들이� 연기하는� 인물의� 허구적� 현존,�

으로� 종합됨으로써� 관객들이� 허구적� 이야기에� 집중할� 가능성이�높아진다 마.�

지막� 장면에� 와서� 이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애인의� 고도 가�,� < >

공연�전체에�걸쳐�무 와�관객의�경계를� 명확하게�구분하는�고전적인� 재현�구

조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케트의� 원작에는� 무 � 및� 연.� ‘
극 의� 경계를� 침범해서�관객� 현존이� 재현� 상인� 허구적�차원과�재현하는� 현’
실� 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들이� 여럿� 있다 베케트는� 이� 두� 차원에� 모.�

두� 속하는� 연기자의� 현존을�통해� 이러한� 사가�발화되게�함으로써 삶은�곧�,�

연극이라는�메타포를�작품�곳곳에�심어� 두었다 그러나�애인은�각색�과정에서�.�

이같은� 암시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부분� 삭제하 다 또한� 에서� 살펴본�.� 3.1

바� 이연주� 연출은�작품의�허구적�맥락을� 연기자의�문자�그 로의� 현존에�맞게�

각색함으로써�극�전반에서� 연기자의�현존이�재현의�허구적�차원에서�벗어나지�

않도록�통제한다 이를�통해� 문자�그 로의�현존은�자연스럽게�허구적� 현존으.�

로� 종합되는�것이다.�

위� 장면에서�역시� 백우람과�하지성의�문자�그 로의�현존은�인물의� 현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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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합된다 백우람의� 몸이�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 한� 마디씩�느리.� ,�

게� 이어가는�발화� 방식 발화� 도중에� 종종�들리는�파열음� 등은�고도씨가� 오,�

늘도�오지� 않는다는�소식을�전하는�소년과의�만남으로부터�블라디미르가�느끼

는� 정신적�고통과�좌절감을�강화시킨다 또한�밝은�스팟라이트에�의해� 부각되.�

는� 백우람의�굴곡지고� 비틀어진� 신체 울림이� 깊은�목소리는�시청각적으로�강,�

렬한� 인상을�줌으로써 인물의� 정서에� 한� 관객의�몰입도를�높인다 하지성,� .�

의� 경우에도�그의�왜소한�신체�이미지와�작고�가늘게�떨리는�목소리는�유약하

고�무력한�소년의� 이미지를�연상시키며� 허구적�아우라를�강화한다 또한�상.�

적으로� 어두운�조명으로� 인해� 희미한�그의� 모습은�블라디미르에게�가까이�다

가온�듯� 하지만� 절 � 잡히지�않는�소년의�특징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이같.�

이� 두� 연기자의�문자� 그 로의� 현존은� 허구적� 현존으로� 종합되며 이� 때� 연,�

기자들의�신체가�주는�강한�문자�그 로의�아우라는� 허구적�인물이�보다�생생

하게�느껴지게�만드는�역할을�한다.�

에서� 우리는� 애인의� 고도 가� 블라디미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인간�3.1 < >

삶의� 보편적인�부조리함을�강조하는�방향으로�각색되었음을�살펴보았다 이렇.�

게� 수정된� 허구적� 맥락을� 통해 이�장면에서� 배우� 백우람의� 현존은�한� 명의�,�

인간인� 블라디미르 보다�정확하게는�한� 명의� 인간인� 장애인�블라디미르 로�,� “ ”
형상화된다 그는�다른�많은� 인간과�다를�바� 없이� 인생이라는� 길목에서� 명백.�

한� 방향성을� 모르고� 방황하는� 부랑자이자 먹고 자고 배설하는�한� 사람인�,� ,� ,�

것이다 블라디미르는�이�장면에서�소년에게�불행하지�않냐고�묻는다 소년으.� .�

로부터� 잘� 모르겠다 는� 답을�들은�블라디미르는� 불행한지�아닌지�모른다“ ” “
고 나랑� 똑같구나 라고�탄식한다 한�사람으로서 블라디미르로서 그리고�?� ” .� ,� ,�

장애인 으로서�백우람의�탄식은� 원작에�그려진�부조리한� 인간�삶을�효과적으“ ”
로� 재현한다 동시에� 장애인� 역시�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살아내는� 존재라는�.�

메시지를�강하게�드러낸다.�

결국 애인의� 고도 에서� 연기자의�문자�그 로의� 현존은�그의� 허구적� 현,� < >

존에� 중첩됨으로써� 이야기를� 보다�분명하고�강력하게� 전달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자신들의� 신체와� 연행을�통해� 배우로서의�가능성을� 현시한� 연기자들과,�

이들� 각각의� 훈련을� 뒷받침한� 극단� 전체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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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들이�공연� 전체에� 걸쳐� 동등한� 기량을�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각자� 자신의� 고유한� 움직임과�호흡을�통해� 훈련된� 배우 의�아우라를� 보여줌‘ ’
으로써� 장애인� 연기자들이� 지닌�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기자의� 현존이� 연극� 전체의� 서사와� 맞물리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는�

인간�조건의�평등이라는�메시지를�강하게�드러냈던�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우리는�장애인의�문자�그 로의�현존과�연극의�허구적� 맥

락이� 서로� 잘� 들어맞게� 구성된�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지에� 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이� 허구적� 인물의�특성을�보강시켜주었다.�

는� 것을�반 로�생각하면 장애인을�타자화하여�분리하는�장애에� 한� 이미지,�

를� 단언하는� 역할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성의�문자�그 로의� 현존은�.�

무력한� 소년의� 이미지와� 중첩되고 백우람의� 신체적� 특징들은� 블라디미르의�,�

고통과� 비극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이는� 에서� 쿠퍼스를� 인용한� 바 장.� 2.3 ,�

애� 이미지를� 지배하는�동시 � 문화적�담론들과� 일치한다 결국� 이� 작품의� 메.�

시지가� 명확해지고 강조되는� 만큼�장애인� 연기자들의� 현존을� 지배적인�장애�,�

이미지가� 아닌� 다른� 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줄어드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쉽게� 애인의� 고도 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평< >

가할� 수는� 없다 장애인� 연기자들� 역시� 자신의� 신체적� 특징� 및� 이미지를� 통.�

해� 원하는� 바를�표현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만드는� 연극의� 재현,�

적� 전략을�다른�누군가가� 지정해주거나�제한할�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 ‘
합 의�관점에서�볼� 때 고도 는�장애인의�평등을�이야기하기�위해� 결국�장애’ ,� < >

인� 연기자들을�장애� 이미지에� 결속시키는�제한적인� 통합 에� 이르는�데� 그쳤‘ ’
다고�비평할�수도�있을� 것이다.�

장의� 첫� 머리에� 인용한� 양� 연극제� 심사평에서� 단적으로�드러나듯 국3 ,�

내� 연극계에서�장애인� 예술가들의� 입지는� 매우� 좁을� 뿐더러� 이에� 한� 인식�

수준� 역시� 낮은� 편이다 이렇듯� 척박한�예술�환경에서� 애인의� 고도 가�관객.� < >

들과�성공적으로�소통했다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애인은�장애인� 연기자.�

들을�비장애인� 배우와�동등한�잠재력을�가진�연기자로�인식하고 이들이�각자,�

의� 역량을�발전시킬�수� 있도록� 지원하 다 이를�통해� 가능성의� 평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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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동시에�그에� 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무 를�만들�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의� 연기는� 신체적�특성에� 따라�가능한�표현의�방식과�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무 � 위� 현존의�아우라를�통해�관객들과�소통하는�배우의� 기술은�,�

신체적� 특성에�따라�제한되지�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전적인� 연극의� 재현� 구조를�그 로� 활용함으로써� 허구적� 현존만

을�강화한�재현�전략은�연기자의�현존을�장애�이미지에�고정시키고 결과적으,�

로� 작품� 자체의� 해석� 가능성을�좁히는�한계를�낳았다 장애인� 연기자들의�문.�

자� 그 로의� 현존을� 고려하 으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것이�,�

장애로� 작용하지�않게만� 조정하는�차원에� 머물음으로써 이들이� 지닌� 차이에�,�

한� 일반적인� 인식을� 깨거나� 변화시킬�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작.�

품이�던지는�인간의�보편성과�평등에� 한�메시지�역시�다양한�측면에서�구체

적인�의미로�해석될�수� 있는�가능성이�줄어들었다고� 평가할�수�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재현의� 구조를� 다양하게� 실험함으로4

써� 장애인� 연기자의�현존�양상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작품인 극단�백투백의�,�

에� 해�고찰하고자�한다 이�작품에� 한�<Ganesh� versus� the� Third� Reich> .�

분석을� 통해� 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함께,�

이� 작품이�장애에� 한� 관객의�인식에�도전하는�방식을�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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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백투백의�4.�

<Ganesh� versus� the� Third� Reich>

장에서�살펴볼� 백투백� 씨어터� 컴퍼니 는�4 Back� to� Back� Theatre� Company

호주� 기롱에�자리잡은�극단이다 년�창단� 된�백투백의� 전신은�학습�장애.� 1987

인 들을�위한� 데이� 케어� 서비스센터 다(people�with� learning� disabilities) .71)�

백투백은� 년도� 멜버른� 페스티벌에서�2009 <Ganesh� versus� the� Third� Reic

h>72)를�초연했으며 이�작품은�극단의�가장� 표적인�작품들�중�하나가�되었,�

다 이� 작품은� 여러� 수상� 기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유명� 국제�공연� 페스.� ,�

티벌에� 초 � 받는� 등� 세계적인�주류� 연극� 무 에서도� 성공적 이라고�할�만한�‘ ’
성과를� 이루었다 백투백은� 최근까지도� 에� 한�작품� 투어를� 이어왔.� <Ganesh>

다 장에서는� 이� 작품이�관객들과의� 성공적인�소통을� 이루어낸�방식을�고찰.� 4

하고자�한다.�

그러나�본고에서�극단�백투백과�그들의�작품� 를�사례로서�고찰하<Ganesh>

는� 이유는�단순히� 이들이�주류� 연극�무 에서� 성공 했기� 때문이�아니다 백“ ” .�

투백은� 자신들의� 연극을� 통해� 연극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 전제들“
및�우리가�자신과�타인들에� 해� 가지고� 있는� 전제들에� 질문(assumptions)�

을� 던지고자�한다.”73) 이� 극단은� 연극� 활동을� 통해�장애인� 연기자들이� 지닌��

차이�자체가�아니라 이에� 한�인식과�고정관념을�중점적으로�탐구한다는�것,�

이다 백투백의�목표는� 장애인� 연기자에� 한� 일반적인� 인식과 이것이�장애.� ,�

인� 연기자의� 현존에� 미치는� 향을�중심으로� 장애인� 연극� 현상을�고찰하고자�

하는�본� 논문의�주된� 목표와� 맥을�같이� 한다 이같은� 공통점에�착안하여� 이�.�

장에서는�장애인� 연기자� 및� 연극에� 한� 일반적인� 인식 즉� 전제들 이� 어떻,� “ ”
게� 다루어지고� 무 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극단� 백투백이�.�

라는� 작품을� 가지고�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Ganesh>

71) 홈페이지� 참조� Back� to� Back� Theatre�Company� “About� us”� .
� <http://backtobacktheatre.com/>

72) 이후로는� 로�표기� <Ganesh> .

73) 극단�백투백� 홈페이지� 참조� “About� us”� .� <http://backtobackthea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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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살펴보고자�한다.

허구적�서사를�통한�타자화의�현시4.1.�

백투백은�많은�작품들을�역� 광장이나 주문�제작한� 화�세트와�같이�극장,�

이� 아닌� 공간 특히�고전적� 연극을�상징하는�프로시니엄�무 가�아닌� 장소에,�

서� 공연해왔다 그러나� 는� 의도적으로�프로시니엄�무 에서만�공연.� <Ganesh>

하 는데 이에� 해� 극단� 예술� 감독이자� 의� 연출인�브루스�글래드,� <Ganesh>

윈 은� 백투백과� 같은�극단에게는� 프로시니엄�무 � 밖에서� 이루Bruce� Gladwin

어진�수차례의�공연�이후에�다시�프로시니엄�무 로�돌아가는� 것이�매우�도전

적인� 일이라고� 토로하 다.74) 백투백이� 이전에� 계속해서� 극장� 외�� <Ganesh>�

공간에서�공연을� 해온� 것은� 고전적인� 형태의� 무 가�관객들에게�주는� 기 를�

낮추고자� 함이었다 여기서� 글래드윈이� 말하는� 프로시니엄� 무 는� 연극에�.� “ ”
한� 고전적� 관념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오래된� 서구� 연극� 전통의� 향으로�.�

많은�관객들은�프로시니엄�무 를�볼�때 관습적으로� 연기자의�문자�그 로의�,�

현존이� 결국에는� 허구적� 현존으로�종합되는 일관성있고�완결된� 연기자의� 재,�

현을� 기 한다 그러나� 에서� 논의한� 바 고전적인� 연극� 및� 연기에� 한�.� 2.2 ,�

인식은� 장애인들의� 연기� 가능성을�제한함으로써� 이들을�타자화한다 또한�장.�

애인을�한� 개인이�아닌� 장애를� 변하는�타자로�분리하는� 시각에� 의해�장애인�

연기자는�그가� 지닌� 잠재력을�발전시킬� 기회조차�갖지� 못할� 때가� 많다 백투.�

백에게� 프로시니엄� 무 가� 도전적인� 이유는� 연기자들의� 문자� 그 로의� 현존�

때문이�아니라 이들의� 현존이� 연극을�둘러싼� 여러� 전제들 과�만날� 때� 연기,� “ ”
자들을�타자화하는�문제로�드러나기�때문이다.�

백투백은� 전제들 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 학습� 장애인� 연기자들이� 연극을�“ ”
만드는�모습과�그� 과정에서�발생하는�갈등을�소재로� 연극을�만들었다 이� 연.�

극은� 배우� 브라이언� 틸리 가� 연기하는� 브라이언 이� 가네쉬Brian� Thilley “ ” “

74)� Theron� Schmidt,� "Acting,� Disab led:� Back� to� Back� Theatre� and� the� Politics�
of� Appearance".� Karen� J rs-Munby,� Jerome� Carroll,� Steve� Giles.� Postdramatic�ü
Theatre� and� the� Political:�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Performa
nce,� Bloomsbury�Academic,� 2014,� pp.�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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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힌두�신에게�매료되어 그에�관한� 본을�쓰고�이것을�연극으로�Ganesh” ,�

만들고자� 하면서� 시작된다 이� 연극에는� 브라이언 의� 제안에� 의해� 극단이�.� “ ”
연극을�만들어가는�과정을�그리는�큰� 이야기�틀이� 있고 그들이�만들어낸�가,�

네쉬에�관한�연극이�극중극으로�삽입된다 가네쉬에� 한� 극중극과�연극을�만.�

드는�극단� 이야기가�교차적으로�제시되는�이중의�허구를�재현하는�것이다 극.�

단� 이야기는�백투백� 배우들의�즉흥을�통해서�구성된� 것이다.75) 이로�인해� 극�

단�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연기자들과� 이름� 및� 성격을� 공유한다 곧.� ,�

백투백� 연기자들의�문자�그 로의� 현존이� 직접적으로�무 화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를�통해� 에서는� 연기자로서�백투백의�연기자들이�지닌� 특수한�.� <Ganesh>

조건과� 이� 조건이�문제시되도록�매개하는� 전제들 이�드러난다“ ” .�

백투백� 연기자들의�문자�그 로� 현존이� 연극을�만드는�데� 있어� 특수� 조건

이� 되는�이유는�연기자들�각각의�문자�그 로의�아우라가�작동하는�양상이�다

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서� 연기자의�문자�그 로의�아우라를�관객이� 어.� 2.3

떻게�인식하는� 지에�따라�배우의�아우라와�연기자의�아우라로�구분할�수�있음

을� 논의하 다 연기자들의� 현존�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연기하는� 방.�

식 즉� 자신의�문자�그 로의� 현존과� 허구적� 현존의�관계를� 설정하는�방식이�,�

다르다는�것과 이들의�현존에서�문자�그 로의�아우라가�작용하는�방식이�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등장하는�백투백의� 연기자들� 부분은�학.� <Ganesh>

습� 장애인들이다 데이빗� 우즈 를� 제외한� 명의� 연기자� 마크� 딘.� David� Woods 4

스 사이먼� 레어티 스캇� 프라이스Mark� Deans,� Simon� Laherty,� Scott� Price,�

브라이언� 틸리는� 다운� 증후군 자폐성� 장애� 등의�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으,�

며 각자�고유한�방식으로�다른�사람들과�관계를�맺고�소통한다 장에서�재,� .� 2

현� 모형을� 통해� 논의한� 바 재현은� 창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개념이었다 그러므로�각기� 다른�소통�방식을�가진� 백투백의� 연기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연기하는� 방식의�.�

차이� 외에도 외모 행동�및� 발화� 방식과�같은�특징들은� 연기자�각각의�문자�,� ,�

그 로의� 아우라로�작용하여� 이들의� 현존에� 한� 관객의� 지각에� 향을� 미친

다.� �

75) 극단�백투백� 홈페이지� 참조� “Performance&Awards”� .
� <http://backtobackthea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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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우즈와�브라이언� 틸리는�관객들의�존재를� 인식하지�않는�듯 자신,�

들이� 처한� 상황과�행동에�몰입하는�사실주의� 연기를�보여준다 두�사람의� 연.�

기는�재현� 상과의�유사성을�추구하며 이들의�문자�그 로의�현존은� 허구적�,�

현존으로�종합됨으로써� 허구적� 인물을� 형상화한다 그러나� 연기� 방식이�유사.�

함에도�두� 연기자의� 현존은� 미묘하게�다른�양상을� 띄는데 이� 지점에서�우리,�

는� 장애인�연기자의� 현존에� 한� 관객�지각의�특수성을�발견할�수�있다.� 2.3

에서� 시버스를� 인용하여� 논의한� 바 관객들은� 장애인� 연기자의� 차이와� 결,� “
함 을�보다� 실제적 이라고�인식한다 정상성에서�벗어난� 신체적�특징이�하이” “ ” .�

퍼 가시화� 됨으로써�관객들은�학습�장애인인� 연기자�브라이언� 틸리의�존재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틸리의� 신체� 이미지나� 발화� 방식은� 아래�.�

사진에서�볼� 수� 있듯� 유사한� 의상을� 입은� 데이빗�우즈와� 비교된다 그의� 문.�

자� 그 로의�현존은�데이빗�우즈에�비해� 강한�연기자의�아우라를� 지닌다고�할�

수� 있다.

� �

그림 가네쉬로 분한 브라4-1 
이언

� �

그림 비슈누로 분한 데이비스4-2 

스캇�프라이스와�사이먼� 레어티는�자신들의� 연기에서� 재현� 상을� 유사하

게�모방하기� 위한� 노력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서로� 유사한� 연기�방식을�보

여준다 두�연기자는�자신들이�재현하는� 상을�지시하는� 사와�행동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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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의�문자�그 로의� 현존을� 허구적�현존에�맞추기� 위한� 노력을�하,�

지는� 않는다 두�사람의�몸짓과�발화는�매우� 어색해�보이며 이들의�문자�그.� ,�

로의� 현존과� 허구적� 현존은�종합되지�않는다 관객은�연기자�본연의� 현존과�.�

그들이� 재현하는� 상의�허구적� 현존을�각각�분리하여�지각한다.�

그림 히틀러로 분한 사이4-3 
먼

� �

그림 나치 친위대로 분한 스캇4-4 

두�사람의� 연기에서�차이점은�자신들이�재현하는�허구적�현존에� 한�태도

이다 사이먼� 레어티가� 진지하게� 연기하는데� 비해 스캇� 프라이스는� 자신의�.� ,�

연기에서� 진지함을� 거부한다 스캇� 프라이스는� 자신의� 연기가� 가짜.� “ (fake

)”76)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듯� 재현� 상에� 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마치� 누군가를� 비아냥거리며� 따라하듯�무심하게�발화하고� 행동하며 종종�주,�

위에서� 벌어지고�있는� 허구적�상황에� 한� 우스움을�얼굴에�드러내기도�한다.�

이에�비해� 사이먼� 레어티는�모든� 사를�최 한�또박또박�정확하게�발화하며,�

계획된� 행동을� 정해진�순간에�수행하려고�노력한다 그러나�그의�연기에는�재.�

현� 상의� 정서에� 한� 묘사가� 결여되어� 있다 사이먼�레어티의�말투는�매우�.�

76) 극중에서� 스캇은� 브라이언 그러니까�난� 연기를 가짜로� 하길� 좋아한다구 됐� “ ,� [ ]� .�
냐 라고� 말한다 공연� 본.” .� Back� to� Back� Theatre� Company,� <Ganesh>�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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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로우며 표정을�통한�표현� 역시� 절제되어� 있다 이렇듯�무미건조한� 연기,� .�

는� 상 적으로� 그의� 현존이� 지시하는�재현� 상과의� 거리를�부각시킴으로써,�

문자�그 로의� 현존과�허구적�현존�사이의�차이와� 비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마크� 딘스의� 현존에서는� 문자�그 로의�아우라가� 매우�강하게�

작용한다 그는�자기� 자신� 이외의�누군가를� 연기하는� 것처럼�보이지�않으며.� ,�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크는�특유의�쇼맨십을�활용하여�관객들과�가장� 직접적이고�친화적인�관계를�

맺는데 이로� 인해� 그의� 현존에는� 허구적�차원이� 거의� 없는� 것처럼�느껴지는�,�

것이다 다운�증후군을�표시하는�그의� 외모와�매우� 직접적인� 행동� 방식� 역시�.�

문자� 그 로의� 아우라 특히� 재현에서� 벗어난� 연기자의� 아우라를� 강화한다,� .�

다운� 증후군의�특징으로� 인식되는�마크� 딘스의� 외모와� 행동�양상은� 장애인“ ”
에� 한� 불능 의� 이미지를�환기하며 이로써�전문적인� 배우로서�마크� 딘스에�‘ ’ ,�

한�기 감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많기�때문이다.

그림 무대 인사를 하는 마크 딘스4-5 

백투백� 연기자들의� 문자�그 로의�아우라가� 연극� 창작� 과정에서�문제화되

는�과정은� 의� 극단�이야기� 서사를�통해서�잘�그려진다 앞서� 언급한�<Ganesh> .�

바 극단� 이야기는� 연기자들의�즉흥을�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등장� 인물들,� ,�

의� 이름과� 성격 연기하는�방식� 등이� 연기자�본연의�특성과�닮아� 있다 가네,� .�

쉬에� 관한� 본을� 쓴� 장본인이자� 극중극에서� 가네쉬� 역할을� 직접� 연기하는�

브라이언 르바이와�히틀러를�동시에� 연기하는� 사이먼 나찌�친위“ ”,� “ ”,�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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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스캇 그리고� 히틀러� 역할을�하기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무 � 전“ ”,�
환수의� 임무만� 수행하는� 마크 와� 유일한� 비장애인� 배우인� 데이빗 이� 극단�“ ” “ ”
이야기에�등장한다 데이빗 은�극단� 이야기에서는�배우이자�연출가의� 역할을�.� “ ”
하고 가네쉬�이야기에서는�비슈누�신 유태인� 실험자인�멩겔레�박사 탈주자�,� ,� ,�

르바이가�기차에서�만나는�독일� 잡상인�역할을�연기한다.�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전제들 은� 데이빗과� 마크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 ” ,�

장면들에서�잘� 드러난다 극단�이야기에서는�한�가지� 중심�갈등이�그려지기보.�

다 다섯� 인물이� 서로의� 연기� 방식을�두고�논쟁하고�싸우는�장면들이�파편적,�

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이� 연극에는� 서사의�중심을� 이루는�주요� 인물이� 없.�

다 그러나� 각� 인물들이�상징하는� 바를�놓고� 생각할�때� 마크와�데이빗은� 가.�

장� 멀리� 떨어진� 두� 극단에� 위치한다 데이빗은� 허구적�아우라가� 강한 문자�.� ,�

그 로의� 현존이� 허구적� 현존으로�종합되는� 연기를�추구하며 그러한�방식으,�

로� 연기한다 반면에� 마크는� 문자�그 로의� 현존이� 압도하는� 연기를� 보여준.�

다 두� 인물이� 상징하는� 바를�보아도� 마크와� 데이빗이� 하나의� 립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빗이라는� 인물이�극단� 이야기의� 연출가이자�유일한� 비.�

장애인임에� 비해 마크는� 다른� 인물들에게� 가장� 중증의� 장애 를� 가진� 것으,� “ ”
로� 해지는� 인물이다 연출가로서� 데이빗은�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며.� ,�

마크는�논리적인�언어를�통해�자신의�행동을�설명하지�않는다 가네쉬에�관한�.�

극중극에서도�데이빗은�가장�많은�역할을�맡으며 그가�맡은�역할들은� 이성과�,�

논리 독선과� 억압을�상징한다 반면에�마크는�가네쉬� 이야기에서�아무런� 역,� .�

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듯� 두� 인물은� 상징들의� 립쌍으로서� 존재하며.� ,�

이같은� 상징들을�통해� 백투백이�주목하는� 전제들 을� 현시하는�두� 축이� 되는�“ ”
것이다.

데이빗을�중심으로�하는�갈등�장면에서 그는�매우� 독선적인� 연출가로�그,�

려진다 그는�다른� 인물들의� 연기� 방식을�자신이�추구하는� 연기� 형태로�바꾸.�

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실패로�끝나고 그는�극단을� 떠난다.� ,� .�

아래의� 장면에서� 데이빗의�고압적인�모습은�극에� 달하며� 이같은�모습은�다른�

인물들이�그를�극장�밖으로�쫓아내는�결정적인�계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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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스캇에게 넌� 다른� 사람이� 네� 역할을� 맡길� 바라니 왜냐하면� 말이야:� ( )� ?� ,�

우리는� 너를� 쫓아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야 만약� 네가� 쫓겨나길� 원한다.�

면� 우린� 널� 쫓아낼� 수� 있어 마크 네가� 이� 역할을� 할래 아니면 사이.� ,� ?� ,�

먼� 네가� 하겠니?

그래 마크가�그� 역할을� 할�수�있 자 스캇처럼� 무릎을�꿇고� 앉아 이.� .� ,� .�

제� 이걸� 봐 스캇 이걸�봐 보라구 봐 봐,� .� .� .� !� !

스� � 캇 제발 그만해:� ,� . )…
데이빗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라고 옆이나� 뒤로� 가거나� 하는� 헛짓거리는� 집어�:� .�

치워 그냥� 쓰러지란� 말야.� !

스� � 캇 그래 알았어:� ,� .

데이빗 이제야� 상상이�되니 빵 응 빵 무릎을�꿇지�말란�말이야:� ?� !� ?� !� !

스� � 캇 제발� 그만� 하면�안� 돼:� ?

데이빗 아니 우린� 이걸�바로�잡아야� 해:� ,� .77)

위� 화는� 총을� 맞아� 죽는� 연기를� 놓고� 스캇과� 데이빗이� 싸우는� 장면의�

일부이다 데이빗은� 스캇이� 총을� 맞고�곧장� 쓰러져� 죽을� 것을� 요구한다 그.� .�

러나� 스캇은� 어차피� 가짜 이기에� 총을� 맞은� 후� 몸을� 빙그르� 돌려서�“ (fake)”
반듯이�누워� 죽는� 시늉을�하겠다고�고집을�부린다 데이빗은� 이에� 해� 분노.�

하여� 스캇에게�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가한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데이빗은�그를� 저지하려는�다른� 인물들과도�몸싸움을�벌이며 결국�밖으로�쫓,�

겨난다 그만� 하자는� 스캇의� 요청을� 거절하며 우리는� 이걸� 바로잡아야� 한.� ,� “
다 고�말하는�데이빗의� 사는�그가� 좋은� 연기 에� 한� 나름의� 기준을�가지” “ ”
고� 있으며 이를�확고히� 믿고� 있음을�보여준다 데이빗은� 절 적인�악당이나�,� .�

장애인의� 연기� 가능성�자체를� 거부하는�극단적인� 분리주의자가�아니다 오히.�

려� 그는� 연극� 전체에서�학습�장애를�가진� 자신의�동료들과� 좋은� 연극 을�만“ ”
들�수� 있다고�말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노력하는�모습으,�

로� 그려진다 그러나�애석하게도�그가� 믿는� 좋은� 연기 의� 기준은�그의� 동료.� “ ”
들의�장애를�그들의�연기�가능성을�제한하는�것으로�타자화한다 데이빗의�고.�

압적인� 성격은�그의� 독단�아래� 흔들리기� 어려운� 전제들 이� 있음을�강조하여�“ ”
드러낸다.�

데이빗이라는�인물이�장애인�연기자를�타자화하는�연극의� 전제들 을�드러“ ”

77) 공연� 본� <Ganesh>�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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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면 그와� 립되는� 인물인� 마크는� 그� 전제들 에� 의해� 타자화되는�장애,� “ ”
인을�보여준다 수다스럽게�자신의� 연기론을�주장하는�다른� 인물들과는�달리�.�

마크는�자신의� 연기� 방식을�논리적인� 언어를�통해� 설명하지�않는다 그의� 연.�

기에� 한� 평가와� 논쟁은� 오로지�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

마크의� 연기는�그를�보는�관객의�관점에서만�논의되는�것이다 마크가�스스로.�

의� 연기에� 해�해명하지�않기�때문에�극단� 이야기에서는�그가�연기에서�허구

와�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큰� 논란이� 벌어진다 이를� 처음으.�

로� 문제� 삼는� 것은� 스캇이다 스캇은�즉흥을�하는�도중에�마크가� 엿이나� 먹.� “
어 스캇 이라고�말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하는�,� .� (Get� fucked,� Scott.)”
말처럼� 들린다는� 데� 불만을� 표시한다 스캇은� 마크가� 가짜로 연기한다는�.� “ ”�
것을� 이해하지�못하기� 때문에 허구적인� 사를� 말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 .�

러므로� 마크가�욕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주장하는�

것이다.�

스� � 캇 마크는� 빼버려야� 해 왜냐하면 그는� 뭐가� 허구이고 뭐가�아닌지를� 이:� .� ,� ,�

해하지� 못해.�

( )…
스� � 캇 마크 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써 넌� 이� 직업에� 맞지� 않:� ,� .�

아.78)�

스캇이� 마크의�욕설을� 실제라고�느끼는� 이유는�마크의� 현존에서�문자�그

로의�아우라가�매우�강하기� 때문이다 앞서�논의한� 것과�같이� 마크의� 행위가�.�

매우� 직접적이라는� 점 그리고�하이퍼 가시화된�그의�신체� 이미지는�그의� 현,� -

존을�보다� 실제적으로�느끼게�만든다 그러나�스캇이�마크의�욕설이�진심이라.�

고� 생각하는�데는 마크의�행위가� 실감난다는�이유� 외에도�그가�다운�증후군�,�

장애인이라는� 점이� 작용한다 제롬벨이�호라의� 배우들에� 해� 막연히� 더� 현.� “
존한다 고�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운�증후군�장애인들은�사실관계와는�” ,�

별개로� 그들의� 지적� 능력에� 한� 막연한� 전제들 을� 통해� 평가된다 더욱이�“ ” .�

마크는�스스로의�행위가�연기일�뿐이라고�주장하지�않기�때문에 다른�사람들,�

78) 공연� 본� <Ganesh>�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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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실제와� 허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믿기� 쉽다 결국� 마크의� 연기가�.�

문제시되는� 이유는�그의� 연기에� 한� 평가� 이전에 학습� 장애인에� 한� 전,� “
제들 에� 기반하여� 배우 로서� 마크의�가능성에� 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기�” ‘ ’
때문이다.�

커비� 역시� 인정하는�바 비장애인� 연기자의� 경우 관객이�그의� 연기를� 평,� ,�

가하는� 데� 있어서�그가� 진심으로�연기했는지� 여부는�그리� 중요한� 기준이�아니

다.79) 연기자가�아무리� 진심으로�슬픔을�느끼고� 있어도 관객이�그의� 현존에� ,�

서� 어떤�지각가능한�변화를�포착해내지�못한다면 관객은�그가�효과적으로� 연,�

기하지�못했다고�느낄� 것이다 이에�근거하여�특정한� 연기�전통에서는� 연기자.�

가� 무 � 위에서� 최 한� 감정을� 절제하고 재현� 상에� 한� 외적� 묘사에� 충,�

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 로�극단적인� 사실주의를�추구하는� 연기� 전통에.�

서는�자신이�재현하는� 상의�감정에�최 한� 가까이�다가가는� 것을�목표로�훈

련하기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기자가�평가받는� 것은� 그의� 감정� 자체.�

가� 아니라�그것을� 이용해�그가�표현해낸� 연기이다 감정은�생생한�표현에� 이.�

르기� 위한� 방법과�관련되므로 연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부차적인�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크와� 같은� 학습� 장애인의� 경우� 그의� 진심 여부는�.� “ ”�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는� 수용자들이� 장애인� 연기자를� 다른,� “ ”�
존재로�상정하는� 전제들 을�가지고�이들의�재현을� 평가하기�때문이다“ ” .

우리는� 을� 통해� 장애인� 연기자를� 분리 하는� 시각을�통해� 연기자가� 타2.3 ‘ ’
자화되는�방식을�크게� 가지로�나누어�살펴� 보았다 극단� 이야기에서�마크도�2 .�

이와� 유사한� 두� 가지� 반응을� 만나는데 이� 반응들은� 각각� 스캇과� 데이빗에�,�

의해� 변된다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다시피 스캇은� 마크가� 실제와� 허구를�.� ,�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주장한다 이는� 에서�.� 2.3

장애를� 이유로�장애인� 연기자의� 연기� 가능성이� 없거나� 상당히� 제한된다고� 여

기는� 인식과� 닿아� 있다 데이빗은� 에서� 살펴본� 극단� 호라의� 연기자들에�.� 2.3

한�제롬벨의�주장과�유사한�주장을�펼친다 그는�연기자로서�마크가�부적합.�

하다는�스캇의�주장에�맞서� 마크� 역시� 흥미로운�연극적�순간을�창조할�수� 있

79)� Michael� Kirby,� “On� Acting� and� Not-Acting”,� Acting� (Re)considered:� A� Th
eoretical� and� Practical� Guide,� edit.� Phillip� B.� Zarrilli,� New� York:Routeldge,� 20
05,�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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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말한다 그러나�그� 이유가� 마크에게 무엇이� 실제이고�무엇이�아닌지.� “( )�

가� 확실하지�않기� 때문”80)이라고�주장하는�것이다 마크의�지적� 특성� 자체는�.�

그가� 배우 의� 아우라를� 가지고� 흥미로운� 순간을� 창조할� 수� 있기� 위한� 필요�‘ ’
충분� 조건이� 아니다 연극적�재현을� 풍성하고�보다� 연극적 인� 것으로�만드.� “ ”
는� 배우의�아우라는�자신의�문자�그 로의�아우라와� 허구적�아우라를�다루는�

배우의� 재능과� 기술을�통해서�가능해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데이.�

빗은� 마크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연기자� 개인이�아닌� 다운� 증후군� 연기자“ ”
로�타자화한다.�

이렇듯� 에서는�마크의�침묵과�그를�둘러싼�소란스러운�논쟁이�<Ganesh>

비된다 학습� 장애인� 연기자 와� 그를� 둘러싼� 문제적인� 시각들이� 마크라는�.� “ ”
허구적� 인물들을�통해� 형상화됨으로써 장애인� 연기자의�조건이� 문제 가� 되,� “ ”
게� 만드는� 전제들이�드러나는� 것이다 학습� 장애인� 연기자 를� 상징하는� 마.� “ ”
크에� 한� 전제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통해� 드러났다 그가� 연기자로서�.�

적합하지�않다는�스캇의�반응과 그가�지닌�배우의�아우라를�연기자로서�고유,�

한� 능력의� 결과가�아니라�그가� 지닌� 장애에�따른�당연한� 결과로�보는� 데이빗

의� 반응이�그� 두� 가지이다 그리고�우리가� 에서� 확인한�바와�같이� 이� 두�.� 2.3

가지�반응은�결과적으로�주장하는�바가� 서로�다를�지언정 학습장애인� 연기자,�

를� 기술적으로�숙련될�수� 없는� 혹은� 숙련이� 필요� 없는 무능한�존재로�본다( )�

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장애인� 연기자를� 타자화하는�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지금까지�살펴본�것과�같이� 전제들 이�백투백의� 연극에� 한�관“ ”
객�수용에� 향을� 미치는�상황에서 이들은�어떻게�어떻게�관객과�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에�답하기� 위해서�우리는� 의� 공연에서� 이?� � <Gaensh>

러한�허구적이고�상징적인� 인물들을�연기하는� 연기자들의�현존이�어떻게�형상

화되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극단� 애인의� 고도를� 기다리며 에서와�.� < >

같이 연기자의� 현존이� 일반화된� 인식� 속의� 장애인 으로� 형상화되는� 것으로�,� “ ”
끝난다면 오히려� 전제들 을�확언하고 심지어� 더� 굳게� 하는� 역효과를�낼수,� “ ” ,�

80) 공연� 본� <Ganesh>�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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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다시� 말해 백투백이� 목표하는�바와� 같이� 전제들 에�도전하기� 위.� ,� “ ”
해서는� 연극 과� 장애인 에� 한� 일반적인� 인식의�문제가� 허구를�통해서�드“ ” “ ”
러나는데�그치지�않고 연극적�재현을�통해�적극적으로�깨짐으로써�새로운�가,�

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와� 에서는� 위의� 두� 가지� 전제들 을�중심으로� 를� 보는� 관4.2. 4.3. “ ” <Ganesh>

객들의� 인식이� 어떻게�도전받는지를�살펴볼� 것이다 먼저� 에서는�공연에.� 4.2.

서� 연기자� 현존이�다루어진�양상을�분석함으로써 에서�장애인�연기,� <Ganesh>

자에� 한�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하기� 위해� 사용된� 연출� 전략을�확인할� 것이

다.

연기자�현존을�반 하는�재현�전략4.2.�

극단�백투백은� 여러�연출�전략을�통해� 장애인� 연기자들의�현존을�성공적으

로� 전체� 연극의� 재현� 구조� 속에� 포함시킨다 유사성에� 기반한�고전적인� 연극.�

에서� 백투백� 연기자들의�조건은� 연극�창작의� 가능성을� 제한하는�방향으로�작

용할�소지가�많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부분에서는� 공연에서�장.� <Ganesh>�

애인�연기자들의�현존�양상을�분석함으로써 이�연극에서� 연기자들의�강한�문,�

자� 그 로의�아우라를� 어떤� 방식으로�활용하고� 연극의� 전체� 재현에�포함시키

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 이� 작품에서�장애인� 연기자들이� 지닌� 가.�

능성이� 어떻게�무 화되는�방식을�확인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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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군복을 입은 데이비4-6 
스

� �

그림 군복을 4-7 
입은 사이먼

� �

그림 군복을 입4-8 
은 스캇

백투백은�연기자들의�문자�그 로의�현존이� 허구적� 현존과�관계�맺는�방식

을� 전체� 연극의� 재현적�특징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다양한� 현존�양<Ganesh>� ,�

상을� 통합할�수� 있는�재현� 구조를�구축한다 먼저 이들은� 의상 음악 조명�.� ,� ,� ,�

등의� 연출� 요소들을� 활용하여� 각� 배우가� 지닌� 현존� 양상에서의�특징들을� 더�

선명하게�만들며 이를�통해� 각� 연기자의� 현존� 방식을�하나의� 연기� 스타일로�,�

구축한다 이러한� 연출� 전략은�스캇�프라이스와�사이먼� 레어티 그리고�마크�.� ,�

딘스의� 무 � 위� 현존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데 에서� 살펴본� 것처럼�,� 4.1

이들의� 현존에서�문자�그 로의�아우라가�작용하는�양상이� 매우� 독특하기�때

문이다 사이먼과� 스캇의� 허구적� 현존과� 문자� 그 로의� 현존은� 서로� 분리된�.�

채로� 공존한다 마크�딘스는�문자�그 로의�아우라가�압도하기�때문에 그의�.� ,�

현존은� 허구적�아우라를�거의�갖지�않는다.�

사이먼� 레어티와�스캇�프라이스의�허구적�현존과�문자�그 로의�현존이� 명

백히� 분리되는� 특성은� 이들이� 입고있는� 의상을�통해� 더욱� 강조된다 가네쉬�.�

이야기에서� 각각� 히틀러와�나치� 친위 � 역할을�하는�사이먼과�스캇은�군복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는다 아래� 사진에서�볼� 수� 있듯 옷에� 부착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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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나� 주머니 넥타이가� 우스꽝스러울� 만큼� 강조가� 되어� 있다 이� 의상은�,� .�

군인이라는�재현� 상의�특징을� 지시하는�동시에 재현� 상의�성격과� 어긋나,�

는� 특징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상과의� 유사성이� 재현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재현� 상이� 허구 가짜 임을� 일부러� 드러내듯�과장하.� ( )

는� 것은�재현의�허구적�차원과�문자�그 로의�차원�각각이�도드라져보이게�하

는�효과를�낸다 의상의� 현존이�문자�그 로의� 현존과� 허구적� 현존이� 명백히�.�

분리되는�두�연기자의�현존과�유사한�성격을� 띰으로써�현존�양상의�특수성�자

체가�더�부각되는�것이다.�

각� 연기자들의� 현존� 양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기자들� 신체의� 시각적인�

비�효과를�통해서�강조되기도�한다 일반적인�군복과�반 로�사이먼과�스캇.�

의� 의상은� 매우�부드러운�재질로�만들어졌기�때문에� 입고� 있는�사람의�체형이�

부각된다 나치�유태인� 실험� 박사인� 멩겔레를�연기하는�데이빗�우즈� 역시� 같.�

은� 디자인의�군복� 의상을� 입는데 유사한� 의상을� 입은� 세� 연기자의� 신체� 이,�

미지는� 서로�매우� 조적이다 사이먼과�스캇의�전체적인�옷�매무새가� 헐 하.�

고� 흐트러져� 있는데� 비해 데이빗의� 의상은�매우�깔끔하게� 정리되어�보인다,� .�

뿐만�아니라�데이빗은�부드러운� 의상�소재�때문에�근육질의�각진� 몸매가�부각

되는데� 비해 사이먼은� 바짓단을� 무릎� 양말� 속에� 우겨� 넣어� 빈약한� 다리를�,�

매우�우스꽝스럽게�강조하 다 스캇�역시�엉뚱하게�착용한�넥타이와�양말�등.�

으로�인해� 그가�재현하는� 상과는�전혀� 다른�이미지를�환기시킨다.�

의상을�통한�이미지의� 조는�브라이언� 틸리와� 데이빗�우즈�사이에서도�볼�

수� 있다 각각� 인도� 고 � 신들 가네쉬와� 비슈누로� 분한� 브라이언과� 데이빗.� ,�

은� 상반신을� 노출하는� 유사한� 의상을� 입는다 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4.1

바 이같은� 의상� 컨셉을�통해� 브라이언의�툭� 튀어나온�배는�과체중이라는� 신,�

체적� 결함 을�드러내며�데이빗의�잘� 발달된�근육은�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 “ ”�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에서는� 장애인� 연기자들의� 신체가� 의상을�.� <Ganesh>

통해� 유일한� 비장애인� 연기자� 신체와� 비됨으로써 그들이� 지닌� 차이와� 결,� “
함 이�확연히�드러난다 장애인� 연기자들의� 신체는� 의상을�통해�그� 결함 이�” .� “ ”
감추어지기�보다는� 차이 가�부각되는�방식으로�드러난다 장애인� 연기자들의�“ ” .�

차이와� 결함 이� 부각될수록� 장애인 인� 각� 연기자들의� 문자� 그 로의� 아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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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시� 함께� 강해지며 이로� 인해� 그들의� 허구적� 아우라와� 문자� 그 로의�,�

아우라와�교차되는�방식 즉� 연기자�각각의� 현존� 양상이�관객들에게�보다� 선,�

명하게� 인식된다.�

연기자들의� 현존� 양상을� 부각하는� 연출�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사이먼� 레어티가� 히틀러를� 연기하는� 장면이다 가네쉬� 이야기의� 가장�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에서�사이먼은�무 � 위에� 홀로�밝은�스팟�라이트를�받으며� 서

서� 히틀러의� 사를� 예의� 단조로운�말투로�발화한다 그의�소년� 같은� 얼굴에�.�

붙어� 있는� 히틀러의�콧수염은� 히틀러와� 연기자�사이먼이라는�두� 이질적인� 이

미지�사이의�간극을�그 로�보여준다 사이먼�레어티의�무표정한�얼굴과�단조.�

로운� 말투로부터� 나오는� 문자� 그 로의� 아우라는� 상징성이� 강한� 콧수염에서�

나오는� 최고의� 연설가� 히틀러의� 허구적�아우라와�충돌한다 이를�통해� 강렬한�.�

이미지의� 비� 효과가� 구현되는데 이는� 관객들이� 서로� 종합될� 수도 어느�,� ,�

한� 쪽을� 무시할�수도� 없는� 이질적인�아우라를�동시에�느끼기� 때문이다 관객.�

들은� 이러한� 장면들에서� 연기자의� 현존� 양상이� 강조됨으로써� 강력한� 연출적�

효과를�내는� 것을� 본다 장애인� 연기자의�신체가� 이� 극단이� 어쩔� 수� 없이� 안.�

고� 가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무 � 위에� 제시되는� 강력한� 연극�,�

소재라는�것이� 증명되는�것이다.

다른�연기자들에�비해� 더욱�압도적인�문자�그 로의�아우라를�보여주는�마

크� 딘스의� 현존은� 어떠한� 전략을� 통해� 강조되는가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연극에서� 마크� 딘스의� 현존이� 전체� 연극의� 재현적� 틀을�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크�딘스는� 허구에�속해�있으면서도�계속해서�문자�그 로의� 현존을�.�

상기시키는� 역할을�함으로써�허구와� 실재�어느�쪽에도�속하지�않은�중간적�존

재이다 에서�살펴본� 것과� 같이� 중간적인� 현존� 양상은� 연기자� 현존의� 고.� 2.1

유한� 특성으로 마크�딘스는� 허구적�아우라가�매우� 옅은� 가운데서도�무 � 위�,�

연기자� 현존의�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드러난다 는�마.� <Ganesh>

크� 딘스의� 현존을�통해� 매우�포괄적인�연극적�재현의�경계를�그리는�것이다.�

마크� 딘스의� 현존� 양상은�극단� 이야기에서� 마크 가� 시간적이고�공간적인�“ ”
경계를� 점유함으로써�상징적으로� 시각화된다 마크� 딘스의�공간적� 위치는�그.�

의� 경계적인�특성을�명백히�보여준다 그는�가네쉬�이야기에�등장하지�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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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프로시니엄� 무 의� 가장자리 관객과� 가까운� 곳에서� 극중극을� 바라본다,� .�

마크의� 의자는� 프로시니엄� 무 � 앞쪽� 한� 켠에� 놓여� 있는데 이는� 그의� 위치,�

가� 무 를� 둘러싸는�프레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마크는� 시간적으로도�.�

연극의� 경계를�담당하는데 라는�연극� 전체는�무 � 위에� 혼자� 있는�,� <Ganesh>

마크의�모습을�보여주면서� 시작되고�끝이� 난다 또한�그가� 천천히� 비닐로� 된�.�

커튼을� 열고� 닫으면서�장면들이� 시작되고�끝이� 나며 연출은�조명을�통해� 이,�

러한� 마크의� 모습을�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강조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가네쉬� 이야기의�장면이�시작하고�끝날�때마다�마크의�존재를� 인식하게�된다.�

백투백은� 서로� 다른� 현존� 양상을� 지닌� 배우들이� 섞여� 있는� 연극을�만들기�

위해 연기자�각각의� 현존�양상을�일반화하려고�하기보다는�연극적�재현의�층,�

위� 자체를�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는� 극단� 이야기와� 가네쉬� 이야기가� 서로�교차적으로� 이어지는�극중<Ganesh>

극의� 구조를�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극의� 진행과�함께� 재현의�층위는� 이중적�.�

구조에서� 더� 많은� 층위로� 갈라지거나� 서로� 섞이는�보다� 복잡한�다층� 구조로�

변화한다 또한�때로�한� 순간에� 연기자들끼리�서로� 다른� 재현의�층위에�존재.�

하는�혼합된�양상을�띄기도�하는�것이다.�

극단�이야기의�한� 장면에서�스캇은�모두가� 있는�자리에서�마크가�배우로서�

적합하지�않다면서� 그를� 연극에서� 빼버려야� 한다고�주장한다 이로� 인해� 연.� ‘
기 에� 한� 일련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아래� 인용된� 장면은� 이� 논쟁� 이후의�’ ,�

상황을�보여준다.

스� � 캇 닥쳐:� .

데이빗 이제� 충분해:� …
사이먼 넌�감옥에� 갈거야:� .

데이빗 충분해:� …
스� � 캇 엄청나게�무서운걸:� .

마� � 크 닥쳐 으르 거린다:� .� ( .)

데이빗 충분해 이제� 그걸로� 즉흥을� 멈추자 이� 즉흥이� 어땠니 마크 마크:� ,� .� ,� ?� ( ,�

으르 거린다.)

또� 현실의� 선을�놓쳐버렸니?

사이먼 난�화장실에�가야�하지만 기다릴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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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마크에게 괜찮아 우린� 모두� 가장하는 중이었어 스캇도�:� ( )� .� (pretending)� .�

가장하는�거 어 우린� 모두�가장하는�중이었어.� .

마� � 크 응:� .

데이빗 그리고� 넌� 이� 내용이�연극에� 들어가는게� 맘에� 드니:� ?

마� � 크 응:� .

데이빗 이건� 좋은� 내용이�될거야 특히�모두가� 화났던� 그� 부분은:� ,� .

마� � 크 응:� .81)

위� 장면에서� 데이빗의� 사 충분해 이제�그걸로�즉흥을� 멈추자 에� 의,� “ .� .”
해� 이� 연극에�가네쉬�이야기�이외의�또다른�극중극의�층위가� 있었음이�드러난

다 관객들은�이� 순간까지� 연극을�만드는�극단의� 이야기와�그들이�만드는�가.�

네쉬에� 관한� 연극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을�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데이빗의�말은�직전까지�이어진�장면이�연기자인�인물들이�만들어.�

낸� 즉흥극이었음을�알려준다 관객은� 이�새로운�즉흥극이� 시작된�지점을�알지�.�

못하는데 이는� 전체� 연극� 재현의�층위가� 다층화되어� 있을� 뿐더러� 재현되는�,�

각� 장면들의� 지위� 역시�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관객들은�스캇이�마.�

크를� 연극에서� 빼버려야�한다고�주장하는� 것이� 그� 인물의� 진심인지�즉흥극을�

위해� 가짜로 하는�말인지�알�수�없게�된다는�것이다“ ”� .�

이렇게� 복합적인�층위로�갈라졌던�장면들은� 어느�순간� 서로의�경계를�침범

하며� 하나의� 층위로� 섞여들기도� 한다 연극의� 초반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

의상 무 �장치 조명�등� 연출� 효과는�가네쉬에�관한�극중극과�극단� 이야기,� ,�

라는� 서로� 다른� 두� 재현� 층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보여준다 극단� 이야기.�

에서는� 거의� 배경� 음악이�사용되지�않으며 조명도�극장� 전체의�작업등이�사,�

용된다 이에� 비해� 가네쉬� 이야기에는� 연출용�특수�조명과� 배경� 음악이�사용.�

된다 배우들은� 의상을�갖추어� 입으며�극중극을�할� 때에만�사용하는� 비닐� 커.�

튼� 같은�무 � 장치들이�사용된다 그러나�가네쉬� 이야기의�마지막�장면에서는�.�

두� 이야기의�경계가�모호해진다 마지막�장면은�극중극에� 전혀�개입하지�않으.�

며� 실제와� 허구의� 세계를�가르는� 역할을�하던� 마크가�무 � 위에� 있는� 상태에

서�급작스러운�조명�변화와�함께�시작되었다가 가네쉬의� 사가�이어지는�도,�

중에� 조명이�다시� 극단� 이야기임을�알리는�작업등으로� 바뀜으로써�장면� 사이

81) 공연� 본� <Ganesh>�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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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브라이언은�가네쉬를� 나타내는� 코끼리�탈을� 쓰고�.�

등장하지만 조명이�작업등으로� 바뀔� 때� 코끼리�탈을� 벗는다 그러나�음악은�,� .�

여전히� 가네쉬� 이야기로부터�계속해서�깔려� 있으며� 배우들의� 사� 역시� 극중

극에서의� 사를�그 로� 이어가는�등� 나뉘어� 있던� 두� 가지� 재현의�층위가� 서

로� 섞여�들어가는�것이다.

장면들�각각의� 재현�층위가�갈라지고�다시� 섞여들어�연속적인�장면들�사이

의� 경계가�불분명해진다 반 로�하나의�장면�안에� 여러� 재현의�층위가�공존.�

할� 수도� 있다 아래�장면에서는� 사를�통해� 각각의� 배우들이� 서로� 다른� 재.�

현의� 층위에�존재하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여러� 재현의� 층위들이�혼재되어� 있

는� 순간이�만들어진다.

데이빗 관객들을� 향해 당신들 그래요� 당신 당신들� 말야 당신들은� 어떤� 수:� ( )� ,� ,� .�

족관 아니면�동물원� 같은�걸� 보고� 싶어서� 여기에� 왔겠죠 당신 당신은�,� .� ,�

프릭쇼를� 보려고� 왔죠 아닌가 다른� 인물들에게 좋아 방금� 이거� 어,� ?� ( )� ,�

땠어?

스� � 캇 너� 지금� 우리가�괴물 들이라고�말하는거야:� (freaks) ?

데이빗 음 내가�하려던�건:� ,� …
브라이언 네가� 했지 난�아냐:� ,� .

데이빗 내가� 하려던:� …
스� � 캇 아냐 그가�말했어:� .� .

데이빗 내가� 했던� 건� 여기� 빈� 좌석들을� 도발하는거 어:� .

사이먼 뭐라구:� ?

데이빗 여기� 빈� 좌석들� 한� 줄이�있잖아:� .

사이먼 어디:� ?

데이빗 이것들 여기�이�빈�좌석들:� .� .

스� � 캇 그래:� .

데이빗 난�이�빈�좌석들에� 사람들이� 있는걸�상상하던� 중이었어 그래:� .� .

사이먼 저건� 빈� 좌석들이�아니야:� .

데이빗 아니 이건� 빈� 좌석들이야:� ,� .

스� � 캇 사이먼 제발:� ,� !

데이빗 여기� 좌석들에는� 아무도�없어:� .

사이먼 맞아:� .82)

82) 공연� 본� <Gaensh>� ,�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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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면에서� 데이빗은�객석에�앉아� 있는� 실제� 관객들을�향해� 도발적인�말

들을�내뱉는다 그의�발화는� 굉장히�직접적이기에�관객들은�배우�데이빗�우즈.�

가� 실제로�자신들을�향해� 말하고� 있다고�느끼지만 그는� 여기� 빈� 좌석들 을�,� “ ”
도발하는�것이라고�말한다 그가�관객들이�느끼는� 것과는�다른�층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욱�흥미로운� 것은� 이에� 한� 다른� 배우들의�반응이� 엇갈.�

린다는� 점이다 사이먼은�데이빗이�가리키는� 것이�빈� 좌석이�아니라� 실제� 관.�

객이라고�말함으로써 관객들과�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자신의� 문자�그 로,�

의� 현존을� 드러낸다 스캇은� 사이먼의� 주장을� 저지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

다� 함께� 동일한� 허구적�차원에만� 머물러� 있기로� 설정 했음을�관객들에게�노“ ”
출한다 이렇게� 설정 된�차원에서� 객석은� 비어� 있으며 인물들은�연극� 연습.� “ ” ,�

을� 하는�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화는�자신이� 처한� 재현� 층위를� 서로� 다르.�

게� 규정한� 채�한�장면�안에� 들어와� 있는�배우들의�모습을�보게�한다.�

재현의� 층위를� 나누고 다시� 섞고 때로는� 혼재된� 상태를�강조하는� 연출�,� ,�

전략을� 통해� 각� 연기자� 현존� 양상� 사이의�차이가�강조된다 동시에� 이� 차이�.�

자체가�작품의� 전체�재현�구조를�이루게�함으로써�관객이� 연기자�각각의�현존

을� 재현 에서� 벗어나는� 실수나� 결함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는다 앞서�마크“ ” .�

라는� 인물이� 넓은� 의미의� 재현 을� 상징하며 무 � 위� 그의� 현존을� 통해�‘ ’ ,�

의�연극적�틀이� 이렇듯� 넓은� 의미의� 재현 으로�확장되는�것을�논의<Ganesh> ‘ ’
하 다 또한�마크�뿐만�아니라�각각의� 배우들은�자신의� 현존� 양상에� 걸맞는�.�

연출� 전략을� 통해� 이� 작품에� 포함된� 재현 방식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음을�‘ ’�
살펴� 보았다 실상� 연기자�각각의� 현존이� 연극적 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 ”
이� 작품이�무 � 위� 이들의� 현존을�감싸는�재현의� 시공간적� 경계를�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일관적이기보다는�복합적이고 완결되어� 있기보다는� 열려�있는� 재,�

현� 구조를� 취하고�있기� 때문이라고�할�수�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연기 개념� 하에서� 문제적 인� 것으로� 인식되‘ ’� “ ”
었던�백투백� 연기자들의� 현존이� 작품�속으로�통합될�수� 있었던� 이<Ganesh>�

유를� 이� 작품의� 연출�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작품에� 출연하는� 장애인�.�

연기자들의� 현존은� 이를� 재현� 자체의�특성과� 구조로� 형식화시키는� 연출� 전략

들을�통해� 전체� 연극의� 재현� 속으로�온전히�들어간다 이것은�장애인과�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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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전제들을� 넘어 연기자들의� 가능성을� 기 하고� 이들의� 현존� 조건을�,�

면 히� 탐구함으로써�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통합이�작품에서� 연출.�

의� 유능함 을�강조하고�각� 연기자들을� 불능 존재로�보이게�하지는�않는지“ ” “ ”�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우리는�장애인�통합이� 지니는� 이중의�타자.�

화� 문제를�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연기자들을�재현� 구조� 안으로� 단순히� 흡.� ,�

수하려는� 시도가� 결과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현존� 양상을�조절할�수� 없는� 무“
능한�존재 로�비추는�것이�될�수� 있기�때문이다” .�

이러한� 검토를� 위해� 에서는� 의� 연출� 전략이� 연극의� 가능성4.3. <Ganesh>

을� 좁히고� 연기자를�무능한�존재로� 비춤으로써� 연기자로서� 부적합한 장애인�“ ”�
연기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단편적인� 통합 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
한다 나아가�주요�장면들을�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연기자들의�문자�그 로의�.�

아우라가� 장애인 연기자의�아우라가�아닌� 한� 사람의� 개별적이고�고유한�배“ ”�
우의� 아우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을�살펴볼� 것이다 이를�통해� 이�.�

작품에서�각�연기자들의�현존이� 연출에� 의해서� 정당화되는�것이� 아니라 배우,�

의� 아우라를�통해�스스로�작품에�포함됨으로써�작품� 전체의�재현과�상호�유기

적이고�능동적인�관계를�맺고�있음을�확인하고자�한다.�

아우라의�유희를�통한�타자화의�전복4.3.�

백투백은� 에서�연기자의�문자�그 로의� 현존을� 적극�활용하여� 허<Ganesh>

구적� 서사를�만들고� 장애인� 연극 을�둘러싼�고정관념을� 허구적� 서사에�담았“ ”
다 또한� � � 연기자들의�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던�특수한� 현존� 양.�

상을� 오히려�강조함으로써�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연극성을� 창출할�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을� 적극�활용하여�작품성을�높이는� 이러한� 시도

가 관객들에게� 장애인도� 연기하고 연극을� 만들� 수� 있다 혹은� 장애인도�,� “ ,� ”� “
동등한� 사람이다 는�메시지를� 던지는데�그치고� 있지는�않은가 이로써�출연” ?�

자들을� 장애인 이라는� 집단으로� 분리하는�관객의� 시선을�그 로� 고정시키는�“ ”
이차적인�타자화로� 귀결되고�있지는�않은가 에서는� 가�장애인�?�4.3. <Ganesh>

연기자들을� 분리하는� 시각� 자체에� 해� 관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만듦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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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차적인� 타자화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해가고� 있다고� 보고 그� 전략을�,�

분석하고자�한다.�

장애인� 통합 을�추구하는� 과정에서� 묻게� 되는� 장애인들도� 연극을� 할� 수�‘ ’ “
있는가 와�같은� 종류의� 질문들에는� 실상� 질문� 자체에� 장애인을� 분리하는�?” ‘ ’
시각이�내포되어� 있다 백투백은� 이에� 해� 확정적인�답을� 내리고�작품을�통.�

해� 그� 답을� 주장하기�보다는 관객이� 지닌� 전제들 을� 뒤집는�순간을�만들어,� “ ”
냄으로써� 이같은� 질문들�자체가� 전제하는� 시각을�폭로한다 이� 절에서는� 분.� ‘
리 의�시각이�폭로됨으로써�무 �위� 연기자들을�바라보는�시선을�관객�스스로�’
지각하게� 되는� 장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 타자화의�.� <Ganesh>

위험을� 피하는�방법�및� 장애인�연극으로서�작품� 전체의�의의를�고찰하고자�한

다.�

연극� 전반부에서�극단이야기에�해당하는� 장면들은� 허구가� 아닌� 듯한� 느낌

을�준다 극중극인�가네쉬� 이야기에서�각� 연기자들이�자신이�아닌� 다른� 누군.�

가를� 연기한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그러나�앞서� 논의한� 로� 극단� 이야기.�

에서� 인물들은� 학습� 장애인� 연기자들 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기자� 자신의�“ ” ,�

이름과� 성격을� 공유한다 심지어� 연기자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연기를�보여주기�때문에 무 �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매일� 밤� 되풀이되,�

는� 짜여진�상황이라는�느낌이�덜하다 관객석까지�극장�전체를�밝히는�작업등.�

을� 조명으로�사용하고 배경�음악은� 전혀� 사용하지�않는�등의� 무 � 연출� 역,�

시� 극단� 이야기가� 허구가�아닌� 듯한 적어도�즉흥으로� 진행되는�듯한�느낌을�,�

강화한다.�

연극�무 에서� 벌어지는�장면들이�허구가�아닌� 것처럼�보이게�만드는�연출�

전략은� 동시 � 연극들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Ganesh>

에서� 이러한� 전략을�사용한� 것이� 관객들에게� 보다�특수하게�느껴지는� 이유는�

연기자들의�문자�그 로�아우라가�매우�강하기� 때문이다 앞서�우리는�아우라.�

가� 관객들이�연기자의� 현존을�인식하게�만드는� 힘이며 여기에는�관객� 자신이�,�

연기자에� 해� 지닌� 고정관념이나� 기 가� 강하게� 작용함을�논의하 다 가령�.�

마크의� 허구적�아우라가�매우�약하고�문자그 로의�아우라가�강한�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의� 즉시성 때문이기도�하지만�그에� 한� 관객들의� 기 나� 선입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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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운� 증후군� 연기자가� 복합적인� 연기 를� 하기는�.� “ ”
어려울� 것이라는�수용자의� 인식이�그의� 연기를� 지각하는�과정에서� 향을� 미

치는�것이다.�

의� 일부� 장면에서는�무 �위�장애인�연기자들을�비장애인� 연기자<Ganesh>

와� 분리 하는�시각이�강하게�도전받는다 앞�절에서� 이야기한�바 극의�중반‘ ’ .� ,�

부에� 스캇은�마크의� 연기자로서의� 적합성에�문제를�제기하며� 이로� 인해� 스캇

과�마크�사이의�갈등이�고조되는�모습이�그려진다 이러한�갈등� 이후� 데이빗.�

은� 충분해 이제�그걸로� 즉흥을� 멈추자 이�즉흥이� 어땠니 마크“ ,� .� ,� ?”83)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진� 장면이� 허구 음이� 명백해진

다 극단� 이야기의� 장면이� 허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객이� 마크에게� 느꼈던�.�

연기자의�아우라가� 실상� 배우의� 아우라임을� 의미한다 여기서�관객이� 연기자.�

들에� 해� 지닌� 전제들 이� 뒤집히는데 바로� 이� 전제들 로� 인해� 관객들은�“ ” ,� “ ”
마크가� 연기 하지�않는다고�인식했기� 때문이다“ ” .

극단� 이야기의� 허구성에� 한� 인식은� 이� 연극� 전체에� 한� 재인식의� 계기

를� 제공한다 관객들은� 인물들이� 가짜 다 고� 말하는� 조금� 전의� 순간� 만큼.� “ ”
이나�지금� 진행되는�장면과�앞으로�보여질�장면들�역시�연극에�불과함을�강하

게� 인식한다 이� 장면에� 해� 관객이� 느끼는� 충격의� 정도와� 그로인해� 품게�.�

될� 의문들의�종류는�가지각색일� 것이다 누군가는� 어떻게�학습�장애인이� 매.� ‘
일� 밤� 같은� 것을� 재연하는지 를� 궁금해할�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서� 연기’ ,� ‘
자� 마크� 딘스가�사실은� 실제와� 허구 연기와� 비연기를� 구분하는지 를� 궁금해,� ’
할�수도� 있다 그러나�다양한�반응들에서�공통적인� 것은� 관객� 개인이�가지고�.�

있던� 장애인� 연기자 에� 한� 이전의� 기 가� 무너지고 차이를�가정하던� 전“ ” ,� “
제들 이� 전복된다는� 점이다 반전� 효과를�통한�충격� 효과는�관객들이�자연스” .�

럽게� 장애인� 연기자들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이들을� 비장애인� 연기자로부터�

분리하도록�구성되었던� 이전의�장면� 전개를� 깨는�순간을�만듦으로써�가능해‘ ’
졌다고�할� 수� 있다 연극�자체는�이� 순간�관객들이�갖게� 되는� 질문들에� 해�.�

어떠한� 확정적인�답도� 내리지�않는다 오히려� 이후에� 전개되는�장면들에서는�.�

연기자의� 현존과� 이에� 한� 관객의� 기 연극의� 허구성�등을� 이용한� 현존의�,�

83) 공연� 본� <Ganesh>�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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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를�보다�적극적으로�보여준다.

데이빗 나도� 그러고� 싶어 난� 네가� 트집잡는� 것에� 해� 마크의� 도움을� 통해서�:� .�

답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마크 넌� 네� 자신이� 금붕어의� 정신을�.� ,�

가졌다고� 생각하니?

마� � 크 금붕어 고래 펭귄:� ,� ,� ...

스� � 캇 거봐 내가� 뭐랬어:� ,� .

브라이언 사이먼 기다려봐/ :� .

데이빗 그가� 답하게�놔�둬 놔�둬 그래 계속해 마크:� .� .� .� ,� .

마� � 크 문어 물개 고래 상어 바다� 세계:� ,� ,� ,� ,� !

데이빗 그리고� 우리가�작업할� 때 뭐가�실제고� 아닌지가�헷갈리니:� ,� ?

마� � 크 바다 세계:� - .

데이빗 하지만 나중에는 넌� 뭐가�진짜고� 아니었는지가�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 ,� ?�

는?

마� � 크 응:� .84)

위� 인용문은�앞에서�살펴본�즉흥극� 반전� 장면에� 이어지는�부분이다 여기.�

서� 스캇은� 계속해서�마크의� 정신� 세계가� 금붕어의� 정신세계와�유사하다며�무

례한�말들을�늘어놓는다 그러자�데이빗은�마크에게� 직접�확인하겠다며 그에.� ,�

게� 너는� 금붕어의� 정신을�가졌니 라고�묻는다 이에� 해� 마크는�해맑게�웃“ ” .�

으며�고개를�끄덕이고� 이내�바다에�사는�생물들을�열거하기� 시작한다 마크의�.�

답은� 데이빗을�당황하게�만들고�스캇은�자신이�옳았다며�환호한다.�

이� 장면에서�관객들은�마크가�무례하게�말하는�스캇에게� 멋지게�한� 방� 날

려주기를� 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관객의� 기 를� 무참히�무너뜨리는�마크의�.�

답과 그�순간�그가�보여주는�해맑은� 얼굴은�고전적인�바보나�광 의� 모습,�

과� 닮아� 있으며 관객들은�이� 모습으로부터� 희극성을�느낀다 실제�상황이었,� .�

다면� 마냥� 웃기는� 힘들었을�스캇의�무례함이나�마크의� 답에� 해� 관객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는�이유는� 이� 모든� 화가� 짜여진� 이야기임이� 이미� 밝혀졌

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코메디� 프로를� 보는� 것과� 같이�.�

84) 공연� 본� <Ganesh>�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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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웃을� 수는� 없는데 인물에� 한� 웃음이� 자칫� 연기자에� 한� 웃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습� 장애인� 연기자가� 연기하는� 너무나도� 학습�.� “
장애인다운 인물이� 허구라는�것은�관객들에게�장면�전개에� 한� 묘한�긴장감”�
을� 주는�동시에 그에� 해�느끼는�자신의�감정을� 재인식하게�만든다,� .�

이러한� 장면들을� 거치면서� 극단� 이야기의� 허구성은� 점점� 더� 강화된다.�

에서� 살펴본� 바 극단� 이야기의� 재현� 층위와� 가네쉬� 이야기의� 재현� 층위4.2 ,�

는� 묘하게� 섞여� 들어간다 작품이�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데이빗과�스캇이�총.� ,�

맞는� 연기에� 해� 벌인� 갈등이� 인물들�모두의�몸싸움으로� 번진다 이�장면에.�

서� 데이빗�우즈는� 역할에� 완전히� 몰입한� 듯� 화를� 내며� 폭력적으로�행동하지

만 이에� 해� 히스테리�반응을�보이는�스캇은�특유의� 어색한�몸짓과�말투로�,�

시끄럽게�소리만�질러댄다 다른�배우들은�데이빗을�저지하기� 위해서�그를�쫓.�

아다니는데 브라이언 사이먼 마크의�굼뜬�움직임으로는�도저히� 재빠른�데,� ,� ,�

이빗을�잡을�수�없음이�명백하다 그럼에도�인물들은� 뜀박질을�계속하며�심지.�

어� 시끄러운� 메탈�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는데 이로� 인해� 이� 장면은� 진지한�,�

싸움이�아니라�마치� 어른들이�술래잡기를�하는� 것처럼�보인다 이�장면은� 서.�

사� 자체의� 심각한�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않는� 연기자들의� 연기� 및� 연출로�

인해� 또� 하나의� 현존의� 유희가� 됨으로써� 희극적인� 정서를� 자아내는� 동시에,�

극단�이야기의� 허구성이�부각되게�만든다.�

극단� 이야기의� 허구성이�부각됨으로써�그� 안에� 들어있는� 연기자들의� 현존�

역시� 허구적� 서사에� 포함된� 인물 로� 명확하게� 인식된다 즉 위에서� 살펴본�‘ ’ .� ,�

일련의� 장면들은�공통적으로�극단� 이야기에서�보여지는�연기자� 현존에� 허구적�

차원이� 있음을�강조한다 특히�마크의� 경우 관객들은�이러한�장면들을� 거친�.� ,�

후에야�그의�허구적�아우라를�인식하게� 되는�것이다 비장애인�연기자들에�.�

해서는� 무 � 위에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허구적� 맥락에� 속한� 것이자,�

연기자가�그것을�가짜로�혹은� 의도적으로�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식이다 하지만� 장애인� 연기자들에� 해서는� 그리� 당연하지� 않다.� .�

예를� 들어 다리�움직임이�자유롭지�않은�장애인� 연기자가�다리를� 저는� 역할,�

을� 한다면 그의� 연기를� 쉽게� 연기 라고�말할�수� 있는가 또한�우리는�,� “ ” ?� 2.3

에서� 제롬벨이�학습�장애인� 연기자들이� 현재에� 해서� 비장애인과는�다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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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맺고� 있으며 이로인해� 이들은�무 � 위에서�보다�진실한� 현존 의�순간,� “ ”
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도�장애인� 연기.�

자가�무 � 위에서�만들어내는�순간은� 연기자가�의도적으로�창조해낸�순간이라

기보다 그들이� 지닌� 장애로� 인해� 우연히� 얻게� 된� 부산물�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다 에서�데이빗이�마크에� 하여 그가� 실제와� 허구를�구분하.� <Ganesh> ,� “
지�못하기� 때문에� 더� 그럴듯한�순간을�만들어낼�수� 있다 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맥락임을� 에서� 언급하 다4.1 .�

그러나� 연기자의�아우라가� 연기자�자신의� 진심이나�의도보다는 그에� 한�,�

관객의� 기 로부터�보다�직접적인� 향을�받는다는� 것을�기억해야�한다 실상�.�

우리는� 비장애인� 연기자에� 해서도�그가� 의도하지�않은� 행위 가령� 어떤� 배,�

우가� 결정적인�순간에�눈을� 찡긋� 했다거나�몸을�움찔했다는�등의� 세부사항들

로�인해� 감동을�받기도�하지만 이것이�그가� 의도한� 것인지�아닌지를�궁금해,�

하지� 않으며 설령� 의도치�않았다고�해서� 그것이� 연기 가�아니라�말하지�않,� “ ”
는다 그러나�유독�장애인�연기자들에� 해서� 이들이�만들어낸�순간들이�의도.�

된� 것인지� 아닌지를�판단하려고�하는� 것은 이들이� 비장애인� 연기자와는� 다,� “
른� 현존 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를� 보면서�” .� <Ganesh>

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이� 정말로�다른� 것인지�같은� 것인지 이들이� 실제와� 허,�

구를� 어떻게�구분하는지�등에� 한� 무수한� 질문을� 떠올릴� 것이다 이� 연극은�.�

이에� 해� 어떠한�확정적인�답도�이야기하지�않지만 역으로�장애인�연기자의�,�

현존에� 한� 확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관객들� 역시� 이러한� 판단을� 보,�

류하게�만드는� 것 그것이�이� 연극이�문제에�답하는�방식이라고�볼� 수�있다,� .

의� 마지막�장면은�관객들의�판단을�보류하게�만드는�마크의�현존<Ganesh>

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스캇과의�충돌로� 인해� 불거진� 몸싸움� 이후�.�

데이빗이�극단을�떠나는�마지막�장면에서�무 �위에� 남은�사람은�데이빗과�마

크� 뿐이다 데이빗은� 마크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만 마크는� 그를� 붙잡는다.� ,� .�

데이빗은� 마크� 몰래� 나가기� 위해� 그에게� 숨바꼭질을� 제안하며 마크는� 책상�,�

밑으로� 숨는다 그가� 숨어� 있는� 동안� 데이빗이� 무 를� 떠나면 남겨진�마크.� ,�

는� 조명이�하나씩� 꺼지며�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홀로� 테이

블� 밑에서� 데이빗을�기다린다 이�장면에서�마크는�한편으로는�데이빗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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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괜히� 누워서� 다리를�,� ,�

들어올리는�동작을�해보이기도�하며� 무 를�자신의� 현존으로�채운다 그는�이�.�

기다림의�상황에�몰입하거나 그러한� 정서를�표현하는� 연기 를� 보여주지�않,� “ ”
는다 관객들은�마크가� 데이빗을� 기다리는� 시간이� 허구적� 맥락에�속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거리낌없이�관객에게� 인사하거나�자신을�과시하는�듯한�.�

그의�행위들로� 인해�관객들은�허구적�아우라와�함께�강한�문자�그 로의�아우

라를� 느끼게� 된다 즉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섣불리� 마크의� 현존이� 허구.� ,� “
적 이거나� 실제적 이라고�단정지을�수�없게�된다”� “ ” .�

이같이� 마크의� 현존�양상이�한� 가지로�결정되고 종합되지�않은�채�교차되,�

는� 특성은� 조명이나� 음악� 등의� 연출� 요소들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앞서� 전개된�극단� 이야기의� 부분의�장면들에서는�배경음

악이�사용되지�않았다 또한�극장�전체를�밝히는�작업등이�사용됨으로써�극단�.�

이야기가� 허구가�아니라는�느낌을�줄� 수� 있었다 이�마지막�장면에서는� 이러.�

한� 요소들이� 일관성을�깨트리고� 섞여서�사용된다 마크가�데이빗을� 기다리는�.�

동안�작업등을�사용한�조명과�배경에�깔리는�무거운�분위기의�음악이� 서로�상

반된�효과를�내는� 것이다 또한�밝혀져� 있던� 작업등이� 하나�둘씩� 꺼지고� 극.�

장� 전체가� 어두워지면서�극이�끝나가고� 있음을�보여주는데 이러한�조명�암전�,�

역시�이중적인�감각을�만들어낸다 일반적인�연극에서�암전�효과는�조명의�밝.�

기를� 서서히�낮추는� 딤� 다운� 기법을�통해서�구현된다 작업등이�깜빡이며�하.�

나� 둘� 꺼지는� 것은� 전형적인� 연극� 효과인�반면에 서서히� 꺼지지� 못하는� 조,�

명� 자체의�특성으로�인해�오히려�관객들이�허구적�맥락에�몰입하는�것을�방해

하는�효과를�주는�것이다.�

극의� 무게를� 잡는� 존재로서� 그 마크� 딘스 에� 한� 나의� 독해의� 근거가� 되는�[ ]

것에는� 그� 연극� 자체에� 한� 나의� 관찰에� 의해서� 만큼이나�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 한� 경험과� 고정관념들도�포함된다 전체적으로�나는� 나의�독해를� 검토.�

해� 보지만� 내가� 그를� 보기� 위해� 무슨� 렌즈를� 사용할지를�그리� 잘� 결정하지� 못한

다 그는� 마크� 딘스인가 그만의� 특이성이� 있는� 배우인가 혹은� 그는� 그� 다운�.� ,� ,� “
증후군을�가진� 배우 인가” ?85)

85)� Petra� Kuppers,� “Outsider�Histories,� Insider� Artists,� Cross-Cultural� Ens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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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쿠퍼스의� 이야기와�같이� 마크� 딘스의� 현존을� 어떻게�보아야�할� 지

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이다 특히�마지막�장면에서� 허구적인� 맥락�.�

속에서� 데이빗을� 기다리고�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마크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쇼맨십을� 발휘하는�마크는� 서로� 분리되지�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그의�.�

현존의� 모호한�특성을�강조하는�조명과�음향� 효과들은� 관객들의�판단에� 어떠

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즉�관객들은� 마크에� 한� 혹은� 연기자�마크� 딘스에�.�

한� 판단을�보류할�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장면을� 통해� 관객들은� 마.�

크� 딘스의� 현존을� 단정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의� 현존을� 허구적� 혹은� 문자�,�

그 로의�측면� 한�가지로�단정할�수� 없다는�모호함�자체를�본다.

지금까지�살펴본�것과� 같이�백투백은�장애인�연기자의�문자�그 로의�현존�

및� 강한�문자� 그 로의�아우라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작품을�구성하 다 단.�

순히� 연기자의� 현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이� 장애,� “
인 에� 한�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품는� 기 를� 전복시키는� 전략을� 연극� 구성�”
및� 연출에� 적용하여� 이차적인�타자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통해�.�

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을� 다른� 현존 으로� 분리하는� 시각을� 드러내며 관객�“ ” ,�

스스로가� 장애인� 연극 에� 한� 지각� 기저에� 있는� 전제들 을� 인식할� 수� 있“ ” “ ”
게�만들었기�때문이다 연기자들의�동등한�가능성을�전제한�가운데�작품을�만.�

들었을� 뿐만�아니라 작품을�통해� 관객들� 역시� 이같은� 인식에� 이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투백의� 는� 동시 � 장애인� 연극이�.� <Ganesh>

작품성을�높이려는�과정에서�직면하는�타자화의�문제를�나름의� 전략으로�풀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수�있을�것이다.

les:� Visiting� with� Disability� Presences� in� Contemporary� Art� Environments”,� TD
R/The� Drama� Review,� 2014,� vol.58,� no.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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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세상에� 완벽한�사람은� 없으며 누구나�자신만의� 차이와� 결함 을�가진다,� “ ” .�

그러나�모든�사람이� 장애인 인� 것은�아니다 장애인 은�상 적이고�가변적인�‘ ’ .� ‘ ’
정상성 에� 의해�규정되며 이는� 장애인� 연극 역시�마찬가지이다 본�논문은�‘ ’ ,� ‘ ’� .�

장애인� 연극이�마치� 장애인 과�같이� 연극� 일반으로부터�타자화된다는�문제의‘ ’
식에서�출발하 다 장애인�연기자의�무 �위� 현존이� 비장애인과는�다르게� 인.�

식되며 이것이� 연극� 창작에서부터�수용� 전� 과정에� 걸쳐� 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 장애인�연극은�어떻게�타자화의�굴레에서�벗어날�수�있을까,� ?

이러한�물음에�답하기� 위한� 본고의� 첫� 번째� 주장은�장애인� 연기자가� 지닌�

일반성으로서� 평등한� 연기�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결과로서�장.�

애인� 통합 과� 평등을� 외치면서도� 이들이� 지닌� 능력 에� 있어� 분리 와�‘ ’ (ability) ‘ ’
불평등을� 전제한다면� 장애인들은� 결국� 불능 의� 존재로�남기� 때문“ (disabled)”
이다 연기자� 현존� 양상을�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장애인� 연기자가� 비장애인�.�

연기자에� 비해� 좋은� 연기 를� 보여줄� 수� 있는� 동등한� 가능성을� 지님을�주장“ ”
하 다.�

두� 번째로� 아우라� 개념을�통해� 장애인� 연기자가� 지닌� 특수성이� 연기자의�

생물학적�특성에� 기인할�뿐� 아니라�그를� 지각하는�수용자의� 시각에도� 기인하

는� 것임을�주장하 다 수용자가�인식하는� 장애 에� 한� 고려� 없이는�장애인�.� ‘ ’
연기자의� 연행이� 지각되는�방식을� 예측하기� 힘들며 극단�애인의� 고도를� 기,� <

다리며 를� 통해� 살펴본� 바� 장애인� 연기자를� 수용자가� 지닌� 장애 이미지에�> ‘ ’�
고정시키는� 이중의� 타자화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아우라는�연기자와� 그의� 연.�

행을� 지각하는�관객� 사이의�상호작용에�관여하는� 힘으로� 연기자의� 현존이� 지

각되는�양상에� 있어서�수용자라는�변수를�고려할�수� 있게� 해주었다.

본고에서는�장애인� 연기자의� 현존에� 한� 두� 가지� 주장을�토 로�사례� 분

석을� 시도하 다 두�가지� 사례는�각각�국내와� 해외에서�다양한�관객들과�만.�

나며� 호평을�받은� 작품들로 장애인� 연극� 통합 의�가능성과� 그� 가운데�도사,� ‘ ’
리고�있는� 타자화의�위험을�동시에�보여주었다.�

먼저� 살펴본�극단� 애인의� 고도를� 기다리며 는�창작� 과정에서� 연기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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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가능성을�전제함으로써�사무엘� 베케트의�원작�희곡을�애인만의�색깔로�

소화하여�무 화하 다 애인은�고전적인� 배우�훈련을�하고 장애인�연기자의�.� ,�

현존에� 맞게� 원작을� 각색함으로써� 장애인� 연기자도� 비장애인과� 같이� 연기할�

수� 있음을� 입증해내었다 그러나� 애인은� 연기 의� 개념을� 재현� 상과� 현실�.� ‘ ’
사이의�그럴듯한�유사성으로�연결시키는�고전적�미학에�종속시킴으로써� 장애“
인� 연기자도� 비장애인과�같이� 연기할�수� 있다 는�주장이�전제하는�능력의�불”
평등을� 간과하 다 이러한�불평등의� 전제는�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에서�장.� < >�

애인� 연기자를� 장애 이미지에�고정시킴으로써 관객이� 장애 를�바라보는� 시‘ ’� ,� ‘ ’
각에� 한� 유의미한�도전이� 되지�못하는� 결과로�드러났다.�

극단� 백투백은� 연기자� 현존에� 한� 인식의� 문제를�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통한� 탐구의� 상이자� 도전� 과제로� 인식함으로써,� <Ganesh� versus� the�

의� 서사를�통해� 이러한�문제들을� 현시하 다 나아가�연기자들�Third� Reich> .�

고유의�특성�및�연기�방식을�연극�전체� 재현�구조에�반 함으로써�연기자들에

게� 배우의� 아우라를�부여하 다 백투백의� 시도는� 연기자들의� 현존을� 연극적�.�

재현� 구조에� 포함시켰다는� 점� 자체보다� 이들의� 현존� 양상을� 통해� 관객들이�

장애인� 연기자 에� 해� 기 하는�바를�전복시켰다는� 점에서� 더�큰� 의의를�찾‘ ’
을�수� 있다 타자화된� 연기자의� 현존이� 지각되는�양상을� 역으로�활용하여�관.�

객들의� 기 를� 전복시킴으로써 관객들이�장애인� 연기자에� 해�가지는� 전제,� “
들 에�균열을�냈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에서�백투백의�” .� <Ganesh� versus� the�

는� 장애인� 연극 이� 인식� 차원의� 억압에� 처할� 수�있는� 가능성Third� Reich> “ ”
을�시사한다.

예술작품으로서� 장애인� 연극 을�만들고 이에� 해� 논하는�작업은� 연기자‘ ’ ,�

가� 지닌�특수성에� 기인한�현실의�문제들을�묵과하지�않으면서도 장애인�연극,�

을� 비장애인� 연극과� 동등한� 개별적� 예술로�보는� 복합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

다 국내�장애인� 연극이�공연예술계의� 비평적� 시선으로부터� 소외된�상황에서�.�

본고는� 장애인� 연극을�장애와� 연극� 예술이라는�복합적인�관점에서� 비평할�수�

있는�틀을� 찾고�이를�정교화하고자�시도하 다.

본�논문에서�장애인�연기자의�타자화와�관련하여�주요하게�짚는�전제로서��

평등한� 연기� 가능성이나� 수용자의� 장애 인식에�따른� 아우라의� 변형은�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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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심도있게�분석되고�이론적으로�규명되어야�할�사항이다 또한�장애인�.�

연극의� 타자화�문제는�본�연구에서�주목한�장애인�연기자의�현존� 외에도�논의

되어야� 할� 많은�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국내� 장애인� 연극� 연구가� 출발선에�.�

있다고�할� 때 본� 논문이�장애인�연극에� 한�보다� 활발한�논의와� 연구의� 밑,�

거름이� 될� 수�있기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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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heatre� of� Disabled� People�

Focusing� on� Actor’s� Presence

Choe,� Huibeo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pprehends� the� mechanism� that� otherizes� ‘theatre� of�
disabled� people’� among� the� phenomena�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and� analyzes� the� cases� in� theatre� of� disabled� people� that�

face� up� to� this� mechanism.� ‘Theatre� of� disabled� people’� is�
separated� from� normative� theatr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disability’� possessed� by� the� people� who� make� it,� especially� those�
who� appear� in� it.� Defining� somebody� as� ‘disabled’,� however,� is� a�
relative� and� variable� classification.� Likewise,� defining� the� theatre�

made� by� somebody� as� ‘theatre� of� disabled� people’� follows� a�
relative� and� variable� classification.

In� order� to� create� and� discuss� theatre�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requires� a� prior� examination� of� the� point� where�

disabled� actors� are� separated� from� “normal� actors”,� or� the�
specificity� and� generality� of� disabled� actors.� This� study� sou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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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e� the� specificity� and� generality� of� theatre� of� disabled�

people� by� focusing� on� the� presence� of� actors.� The� presence� of�

actors� not� only� reveals� the� aesthetic� nature� of� theatre� as� an�

artistic� medium,� but� also� operates� as� the� point� where� the� audience�

recognizes� a� play� as� ‘theatre� of� disabled� people’.
Chapter� 2� utilizes� Cormac� Power’s� discussion� to� explain� the�

two� aspects� of� presence� as� ‘fictional� presence’� and� ‘literal�
presence’,� and� conceptualizes� the� ‘aura’� of� actors� as� the� power�
that� allows� the� audience� to� recognize� the� two� faces� of� presence.�

The� presence� of� actors� in� theatre� possesses� a� fictional� dimension�

as� a� represented� object� and� an� real� dimension� as� a� representing�

reality.� The� bodily� features� of� disabled� people� are� recognized� as�

more� “real”� than� those� of� non-disabled� people,� and� disabled�
actors� thus� have� strong� literal� aura.� Actors� in� theatre� always�

possess� fictional� aura� and� literal� aura� together,� and� by� their�

ability� to� appropriately� adjust� these� two� auras,� they� can� achieve�

good� acting.� Considering� this� basic� nature� of� theatre� medium,� it� is�

clear� that� the� characteristic� of� disabled� actors’� presence� with�
strong� literal� aura� does� not� limit� their� possibility� in� acting.� The�

generality� of� disabled� actors� lies� in� the� equal� possibility� in� acting�

as� non-disabled� actors.

Yet� in� many� cases� disabled� actors� are� not� acknowledged� of�

their� equal� possibility� to� non-disabled� actors,� and� remain� in� a�

disadvantageous� environment� in� reality.� Section� 2.3� illuminates�

that� the� specificity� of� disabled� actors’� presence� comes� from� not�
only� the� bodily� nature� of� disabled� people,� but� the� nature� of�

audience� reception� that� otherizes� the� disabled.� Furthermor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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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mines� typical� cases� of� separating� disabled� actors� as�

“different� beings”,� where� either� their� very� possibility� of� acting� is�
denied� or� they� are� mythified� as� “natural-born”� actors� without� the�
need� for� acting� techniques.� Especially,� the� difficulty� of� ‘inclusion’�
is� identified� through� the� case� that� was� concluded� as� the�

otherization� of� disabled� people� by� assuming� the� separation� of� the�

disabled� as� a� premise.

Chapters� 3� and� 4� analyze� two� pieces� of� work� that� achieved�

successful�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s� despite� the� practical�

difficulties.� Company� Aein� let� its� performers� learn� acting�

techniques� by� consistently� carrying� out� acting� training� to� control�

fictional� aura� and� literal� aura.� Moreover,� by�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particular� conditions� of� actors’� presenc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adapting� works,� the� company� ensured�

that� the� “difference� and� deficiency”� of� the� members� did� not� work�
as� “disability”� in� their� acting.� It� was� through� this� endeavor� that�
<Waiting� for� Godot>� created� a� moment� of� strong� representation,�

as� the� strong� literal� aura� of� actors� therein� fortified� their� fictional�

presence.� This� can� be� seen� to� have� proven� the� possibility� of� the�

theatre� of� disabled� people� not� as� an� imitation� of� non-disabled�

people’s� theatre,� but� as� having� equal� representing� ability� to� it.
However,� aside� from� theatrical� perfection,� <Waiting� for� Godot>�

foll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ed� object� and�

representing� reality� of� classical� representation,� thus� not� going� as�

far� as� to� question� the� recipient’s� recognition� of� disability� itself.� In�
<Waiting� for� Godot>,� the� literal� aura� of� disabled� actors� only� works�

to� strengthen� their� fictional� presence.� Thus� the� re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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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enacted� by� disabled� actors� are� embodied� into� “disabled�
people”,� fixing� the� presence� of� actors� to� the� image� of� disability.�
By� using� the� image� of� disability� that� is� bound� to� the� body� of�

actors,� the� image� of� “disabled� people”� is� made� more� concrete� i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Back� to� Back� Theatre� recognized� the�

problem� of� audience� reception� for� actors’� presence� as� their�
objective� and� task� of� exploration� through� their� work,� and�

manifested� such� problems� through� the� narrative� of� <Ganesh� Versus�

the� Third� Reich>.� In� the� process� of� staging,� � the� company�

reflect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acting� styles� of� its�

performers� in� the� overall� frame� of� representation� in� the� play,�

investing� the� aura� of� actors� in� performers.� Furthermore,� by�

reversely� utilizing� the� audience’s� way� of� recognizing� the� presence�
of� otherized� performers,� the� company� created� a� moment� of�

subverting� the� audience’s� expectation,� leading�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performers’� presence.� Such� representing�
strategy� is� significant� in� suggesting� to� cope� with� the� oppression� in�

the� recognition� of� performers’� presence.

Keywords� :� Theatre� of� disabled� people,� disabled,� theatre,� acting,�

presence,� aura,� inclusion.

Student� ID� :� 2012-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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