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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사라 케인의 텍스트가 제기하는 재현 불가능한 폭력과    ‘ ’ 
잔혹의 지점을 고찰하고 역으로 재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케인은 , . 90

년 의 작가적 감수성을 변하는 이른바 도발극 의 표적 작가로 평‘ ’
가되어왔지만 이러한 시각은 그의 연극세계 뿐만 아니라 무  위에서 , 

폭력을 구현하는 연극적 방식을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국 연극계에서 케인이 .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가적 위상과 함께 폭력을 구현하는 그의 연극적 

방식을 새롭게 살펴보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작가적 위상. 

이라는 측면에서 케인의 작품에,  서 발견되는 고전적 감수성은 르네상

스시 부터 이어져오는 자코비안 드라마의 연장선상에 케인을 작가로

서 위치시키게 만든다 연극적 방식에 있어서는 년 의 도발극보다 아  .   90

르토가 시도한 실험적인 잔혹극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도발

극의 범주와 차별되는 케인만의 독특한 연극 미학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 아르토가 말하는 잔혹과 케인의 폭력은 동일한 발생지점을 공   

유한다 아르토의 경우 치유할 수 없는 의식의 고통이 몸과 정신의 분. , 

리에 한 거부에서 비롯된다 케인 또한 히폴리투스나 그레이스와 그. , 

레이험의 경우처럼 이러한 분리를 거스르기 위한 여정을 보여준다 아. 

르토에게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지점이 잔혹으로 드러났다면 케인에게, 

는 그것이 폭력으로 형상화된다 육화된 주체에 한 두 사람의 시각은 . 

그 연극적 방식에 있어서 각기 다른 독특한 지점들을 보여준다 이는 . 

아르토가 충만한 현존을 케인이 경험적 연극을 각각 추구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존에 한 아르토의 연극적 이상은 데리다의 비판이 제기. 

하듯이 재현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모순을 드러낸다 케인의 , . 

경우 그가 강렬하고 경험적인 연극을 추구했음에도 등장인물의 눈이 , 

뽑히고 사지가 절단되는 극단적 이미지들은 사실상 재현이 불가능하다, 

는 실행상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케인은 작품을 거듭해가며 사실적 재현에서 상징적 재현으   

로 폭력을 구현하는 방식을 전환한다 이러한 극작상의 변화는 재현 . , 

불가능한 폭력과 잔혹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 

징적 재현이란 배우의 몸이 드러내는 현존과 부재의 상호작용을 통한

재현을 말하며 여기서 부재는 은유적 비유적 상징적인 연극적 장치들, , , 

을 의미한다 상징적 재현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상호작용을 .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현존과 부재는 상. 

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양안시적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 극단적 폭력. 

이 개입되는 순간에 발현되는 현상과 기호 사이의 진동은 그로테스크

를 발생시키며 케인이 제기하고 있는 폭력이 그로테스크와 연결되는 , 

독특한 지점을 드러낸다. 

케인의 희곡은 폭력의 재현이 발생시키는 여러 방법론적인 문제들   

로 인해 국내 무 에서 자주 공연되기 어려운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공연 사례 또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베를린의 샤우뷔네에서 . 

이루어진 세 편의 연출사례는 공통되게 재현 불가능한 폭력의 한계를 

상쇄시키는 상징적 재현에 한 시도들을 보인다 오스터마이어가 연출. 

한 폭파 는 느린 호흡과 잦은 암전의 활용을 통해서 오히려 무 와 < >

객석 사이에 미학적 거리감을 형성시키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폭력이 

제기하는 질문이 무엇인지에 한 사유의 시간을 확보한다 파울호퍼 . 

연출의 페드라의 사랑 은 몸의 물성이 제공하는 유희적 측면을 강조< >

하는 한편 폭력의 사용은 축소시킨 채 감정적 폭력에 주력한다 마지, . 

막 정화 의 경우 연출가 앤드류스는 몸을 가장< > , 잔혹하게 다루는 이  

작품에서 도리어 양식화되고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서 폭력 안에 내재

해 있는 감정적 파장과 시적 서정성을 포착한다. 

이 연출 사례들은 모두 사실적 재현의 한계에 묶여 있지 않고 다양   

한 연극적인 표현들을 활용하면서 폭력 그 자체 혹은 적나라한 폭력의 

시각적 재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생시키는 감정적 파장

에 한 전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케인의 텍스트는 폭력이 드러내는 . 

잔혹의 지점을 지나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게 



만든다 케인의 폭력은 마치 추 가 미 를 돋보이게 하듯이 그로테스크. ‘ ’ ‘ ’
한 특성을 지니며 이로써 그만의 독자적 연극 미학을 확인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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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1.1 

케인 의 극   (Sarah Kane) 은 재현 불가능한 폭력을 전제한다‘ ’ . 폭파  
(Blasted 에서 이안 의 눈이 뽑히고 페드라의 사랑, 1995) (Ian) ,  (Phaedra’s 
Lov 에서 히폴리투스 의 배가 갈려 창자가 흘러나오e, 1996) (Hippolytus)

며 정화, (  Cleansed 에서 카알 이 혓바닥과 손목 발목을 , 1998) (Carl) , 

차례 로 절단 당한다 그러나 무  위의 잔혹한 행위는 비단 케인의  . 

작품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은 아니다 연극이 태동하던 시기에 소포클레. 

스 의 (Sophocles) 비극 속에서 오이디푸스 는 자신의 눈을 찔렀고 (Oedipus)

연극이 부흥하던 시기에 셰익스피어 의 극 속에서 글(William Shakespeare)

로스터 는 눈이 뽑히고 라비니어 는 손과 혀가 잘렸다(Gloucester) (Lavinia) . 

칼슨(Marvin 은 연극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Carlson)

은 반복과 기억의 복합을 환 이라는 모티브로 설명한다‘ ’(ghosting) . 

그에 따르면 연극사적 흐름 안에서 공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   

가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예전에 마주했던 · “
동일한 것”1)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를테면 케인의 작품에 소포클레스

나 셰익스피어 세네카, ( 의 환 이 보인다는 점에서 Lucius Annaeus Seneca)

동료 작가인 레이븐힐(Mark 은 그를 Ravenhill) 고“ 전적 감수성을 지닌 

동시  작가”2)로 평가했다 케인은 폭력 이라는 무  위의 오랜 환. ‘ ’
을 년 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90 소환한 것이다 .3) 

1) Marvin Carlson, The Haunted Stage: the Theatre as Memory Machin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7. 

2) Mark Ravenhill, “Obituary: Sarah Kane,” Independent, 23 Feb 1999, Accessed. 
9 Aug 2017. 

3) 폭파 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    King Lear 과 베케트 의   , 1604-5) (Samuel Beckett)
엔드게임 (  Endgame 을 페드라의 사랑, 1957) , (  Phaedra’s Love 은 세네카) 를 정화,  

는 셰익스피어의 십이야 (  Twelfth Night 포드 의 그녀가 창녀, 1602), (John Ford) 
라니 뷔히너 의 보이체크, (Georg B chner) ( ü   Woyzeck 그리고 오웰, 1913) (George 

의 의 환 들을 보여준다Orwell) 1984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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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연극 무  위에 잔혹한 몸의 스펙터클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세기 후반기에 “16 로마의 극작가인 세네카의 비극들이 국에 소

개”4)되면서부터이다 무엇보다 자코비안. 시 의 연극은 끔찍(Jacobean) “
한 살인 고통스러운 고문 악의적인 잔혹성과 악랄한 복수, , ”5)를 특징으

로 하는 일명 피의 비극 의 시 다 가령 웹스터‘ ’(tragedy of blood) . 

의 말피의 공작부인(John Webster) (  The Duchess of Malfi 에서 안)

토니오 의 절단된 손 비록 가짜이지만 은 잔혹한 볼거리를 제(Antonio) ( )

공하는 한편 중요한 극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 당시의 극들에서 발견되는 폭력성과 잔혹성은 세네카의 향력   

과 당 의 문화적 현상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로마인들이 즐

기던 오락형태 중 하나인 검투사들의 싸움이 세네카의 극 세계에 

향”6)을 미친 것처럼 자코비안 시 의 복수극에서 발견되는 잔혹성은 , 

동물 싸움 이 성행하던 세기와 세기 런던의 문화적 ‘ ’(animal sport) 16 17

토양 위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전략이었다. 당 의 복수극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살해 고문과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피와 폭력 관“ , , , 

능”7)이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 모으는 인기 비결이었던 것이다. 관객들

은 작품의 말미에서 복수를 통해 윤리적 질서가 회복“ ”8)될 것이라는 

기 감 속에 무  위의 끔찍한 이미지들과 사악한 행위들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년 국에서는 검열법 이 발효된다 이    1737 ‘ ’(Licensing Act) . 

법은 년에 개정되고 년에 가서야 폐지되는데 그 동안 국의 1843 1968 , 

무  위에서는 부적절한 언행 성이나 폭력 동성애 누드 정치적으로 , , , , 

급진적인 내용은 검열의 상이 되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사회

4) 허필숙 자코비안 비극과 잔혹성의 미학 포드의 가엾게도 그녀가 창녀라니, : < > ,  ｢ ｣
드라마연구 제 호 쪽46 , (2015): 214 .  

5) Aleks Sierz, In-yer-face theatre: British drama today, London: Faber and 
Faber, 2001, p. 11.

6) Malgorzata Budzowska, Phaedra-Ethics of Emotions in the Tragedies of Euripides, 
Seneca and Racicne, Trans. Adriana Grzelak-Krzymianowska, Oxford: Peter Lang 
AG, 2012, p. 119. 

7) 하필숙 앞의 글 쪽, , 214 . 
8) Sierz,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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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드. (Edward 

가 구원Bond) (  Saved, 이라는 작품으로 몰고 온 파장은 실로 엄 1965)

청났다 유모차에 있는 아기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장면은 사회적 . 

폭력에 한 하나의 비유로 쓰 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적인 표현으

로 인해 연극계의 엄청난 스캔들이 되었다.9) 본드를 필두로 바커 

(Howard 와 브렌튼 은 Barker) (Howard Brenton) 1960-70년 의 이른바 

신 자코비안 작가들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 ’(Neo Jacobean) 폭력의 묘“
사와 그로테스크에 한 매료 신랄한 블랙 유머, ”10)를 통하여  무  위

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처럼 국의 무  위에서 몸에 가해진 폭력은 계속해서 발견되는    

환 이었다 르네상스 연극에서 발견되는 폭력이 당 의 중적 기호와 . 

맞물리는 한편 윤리적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면 년 의 연극이 보, 60-70

여준 폭력성은 사회적 시스템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드러

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렬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들은 사회적 금기에 . 

도전하며 가장 개인적인 층위의 몸을 통해 동시 에 한 이야기를 시

도한 년 의 작가들에게서 다시 발견된다90 .11) 

이는 년 의 국이 연예 산업 및 예술 전반에 걸쳐 불어온 젊고    90

활기 넘치는 문화적 흐름 일명 쿨 브리타니아 가 정, ‘ ’(Cool Britannia)

치적인 목적과 결부되면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레니엄을 맞이하고 

9) 구원 은 년 월 런던에 있는 로열코트 극장 에서 제한1965 11 (Royal Court Theatre) 
된 관객을 상으로 무 에 올려졌다 본드는 공동주택에 기거하면서 실업 수당에 . 
의존한 채 살아가는 젊은 세 의 절망을 그리고 있다 년은 국에서 아직 검. 1965
열법이 존재했던 시기로 구원 은 장면 삭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공연이 불가하다,  
는 판정을 받았다 이 판정을 무시하고 공연이 오르자 검열기관은 이 공연의 관계. 
자들을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 공연, . 
은 국에서 행해지는 검열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논쟁에 불씨를 지피면서 년1968
에 검열법 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검열법이 폐지된 후에 구원 은 . ,  
같은 극장에서 정식 중들 앞에서 공연되었다. 

10) Graham Saunders, ‘Love me or Kill me’: Sarah Kane and the theatre of 
extre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2002, p. 19. 

11) 표적인 작가로 케인을 비롯해서 레이븐힐 닐슨 맥도너, (Anthony Neilson), 
펜헐 버터워즈 와 업튼(Martin McDonagh), (Joe Penhall), (Jez Butterworth) (Judy 

이 있으며 런던의 로열코트 극장 이 이들을 발굴해낸 Upton) , (Royal Court Theater)
주요한 극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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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번 은 당 의 사회적 현상을 (Ken Urban)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쿨 브리타니아 는 년  국에서 생겨난 새. ‘ ’ 90

로운 문화 예술의 부흥기 다 당시 팝 시장에서는 오아시스 블· . (Oasis), 

러 스파이스 걸스 가 미술계에서는 세계적 미술 수(Blur), (Spice Girls) , 

집가인 사치 의 후원으로 데미안 허스트 를 비롯(Saatchi) (Damien Hirst)

한 국의 젊은 예술가들 이 급부상하면서 런던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 ’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활기에 힘입어 신 노동당. (New Labour)

을 이끄는 블레어 는 이 젊은 열기에 편승하고자 이러한 움(Tony Blair)

직임을 적극 장려했다.12) 

이렇게 젊고 멋진 흐름을 통해서 런던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cool) 

시도는 연극계로도 번져 나갔다 특히 달드리 가 . (Stephen Daldry) 1993

년부터 년까지 예술 감독을 지낸 로열코트 극장은 1998 (Royal Court) 

년 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당 의 쿨 브리타90 . ‘
니아 라는 문화적 흐름을 반 하듯이 달드리는 관객의 세 교체를 도’ , 

모하며 젊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들을 펼쳤다 이 시. 

기에 젊은 극작가들이 거로 등장하면서 그 동안의 침체되었던 국

의 연극계는 새롭게 활력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외면상의 낙관론 이면에는 세계 소비주의  (global consumerism)

가 불러온 회의감과 불안 니힐리즘이 숨어 있었다 이러한 , . 니힐리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파편화“ 소비주의 자본주의의 탐욕과 (fragmentation), , 

부패에 한 반동”13)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기존 세 의 거

 담론들이 설파했던 이데올로기의 확실성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불확실한 개인적 담론들로 체되었다 년 를 표하는 . 90

작가 중 한 명인 레이븐힐은 쇼핑과 퍼킹 (  Shopping and Fucking, 

에서 폭력에 노출된 몸을 통해 이러한 시 적 불안감과 환멸을 1996)

12) Ken Urban, “Towards a Theory of Cruel Britannia: Coolness, Cruelty, and the 
Nineties,” NTQ, 20.4 (2004): 355-356. 

13) Pinky Isha, “Violence and the Ontological question-fatal dynamics and 
aggression in Sarah Kan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vention, vol 2, no. 1 (20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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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다 그는 마약에 찌들어 통제가 되지 않는 몸 거래의 상으로. , 

서 상품화된 몸 고통 속에서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몸들을 부각시키고 ,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유 감이나 친 감이 제거된 몸을 통해

서 그 위기감을 포착했다 그 몸들은 개인의 이야기. “ ”14)가 되면서 시

적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작은 담론들을 형성했다 다시 말해 . “1970

년 와 년 에 집단 의 정체성에 한 탐색이 국 연1980 (communal)

극계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에 한 몰두”15)로 그 시선이 

옮겨간 것이다. 

손더스 는 년 이후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Graham Saunders) 1989

붕괴되었다는 점을 이러한 위기감이 발생한 이유로 꼽으며 새롭게 

두된 정치적 불확정성이 년 의 극작 문화에 반 되어 있음을 지적90

한다.1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파편화된 시 에 확고한 거  담론을  , “
담은 정치극을 쓰는 것은 무의미”17)한 것이 되었고 년 에 새롭게 90

부상한 희곡들에서는 이전의 사회적 리얼리즘과는 다른 개인적 층위의 

미세 담론 들이 지배적이었다 국에서 자라나 베를(micro-narrative) . “ , 

린 장벽의 붕괴를 목격하고 엑스터시 와 클럽 문화에 익숙했던 세(E)

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18)하면서 년 의 드라마는 새로운 형태의 정90

치성을 드러냈다 그것은 세계화 소비주의 기술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 , , 

요인들이 개인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시 의 불안감과 불확정성이 가장 강렬한 개인

적 담론인 몸 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다‘ ’ . 

14) Mark Ravenhill, Shopping and Fucking, in Plays Ⅰ, London: Methuen, 2011, 
p. 66. 

15) Liz Tomlin, “English theatre in the 1990s and beyond,” Cambridge History of 
British Theatre: Since 1895, vol. 3, Ed. Baz Kersh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498. 

16) Graham Saunders, “Introduction,” in Cool Britannia? British Political Drama 
in the 1990s, ed. Rebecca D’Monte and Graham Saund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4. 

17) Ken Urban, “An Ethics of Catastrophe: The Theatre of Sarah Kane,” 
Performing Arts Journal, no. 69 (2001): 39.

18) David Eldridge, “In-Yer-Face and After,” Studies in Theatre and Performance, 
vol. 23, no. 1 (201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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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몸은 정신에 부속된 형태로 일명 혼의    ‘
감옥 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서양 철학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이’ . 

분법적 사고방식 이를테면 정신과 몸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성 등을 , , , 

립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전자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각을 반

한 것이다 그러한 만큼 서양의 지적 철학적 전통에서 몸은 오랫동. “
안 지식과 진리에 한 추구를 방해하는 제어하기 힘든 열정이나 욕구

의 지점”19)으로 석연치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이다 현 로 오면서 몸. 

의 물질적 본성에서 의미를 찾으며 혼과 육체의 어색하고도 불편한 

만남은 해소되는 듯 보 다 그리고 세기로 오면서 몸은 오히려 그 . 21

존재감을 드러내며 문신 성형수술 보디빌딩의 유행 속에서 하나의 , , , “
선택 상이자 일회용품(disposable item)”20)이 되어 그 상품성이 강조

되는 시 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몸과 테크놀로지 자본과. , 

의 상관관계가 접해지면서 몸은 이전과는 또 다른 질문들을 제기했

다 이를 반 하듯이 년  중반부터 년 에 이르기까지 국의 무. , 80 90

 위에 신체가 절단되고 손상되는 이미지들이 넘쳐나고 강화“ ”21)되며 

몸은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몸에 . 

가해진 고통이 어떠한 의미를 생성하는지에 한 탐구가 년 의 작90

가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며 몸에 가해지는 폭력성이라는 것 역시 , 

현 사회의 관계들을 인식하기 위한 시도로 읽힐 수 있게 된 것이다. 

년 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젊은 작가들을 통해서 국의 연극90

계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연극“ ”22)으로 부흥기를 맞은 것이다.

19) 김진아 메를로 뽕띠 의 현상학적 신체론과 페미니즘 비평과  , - (Merleau-Ponty) , ｢ ｣ 
이론 제 권 호 쪽9 1 (2004): 5 . 

20) Dan Rebellato, “Because it feels fucking amazing: recent british drama and 
bodily mutilation,” Cool Britannia? British Political Drama in the 1990s, ed. 
Rebecca D’Monte and Graham Saund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200.

21) Dan Rebellato, ibid, p. 192.
22) Aleks Sierz, “To Recommend a Cure: Beyond Social Realism and In-Yer-Face 

Theatre,” Extending the Code: New Forms of Dramatic and Theatrical Expression, 
ed. Hans-Ulrich M chler and Kersitn Mohr, ä Wissenschaftlicher Verlag Trier, 2004,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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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극은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마약 섹스 등을 통해서 가감    , , 

없이 몸의 위기를 드러냈다. 이들이 제기하는 몸의 담론이 주로 개인적 

차원에 머물며 미시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리얼리즘을 

표방했던 앞 세 의 정치성은 희석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 곧 . “
정치적인 것”23)이라는 표어처럼 이들은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을 

통해 그들이 느끼고 살아가는 시 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다만 그 . 

연극적 표현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년 의 연극은 년 에 비해 무. 90 60

 위에 성과 폭력의 표현적 한계를 넘어서며 관객들의 즉각적인 반응

을 끌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남성성은 강간을 통해 성에 한 이. “ , 

야기는 펠라티오 나 항문 성교를 통해 알몸은 굴욕을 폭력은 (fellatio) , , 

고문을 마약이라는 주제는 중독을 통해, ”24) 이야기 되었다 .

이와 같은 신진 작가들의 거 등장은 이들의 작품적 특성을 규정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신 폭력주의 권태. ‘ ’(New Brutalism), ‘
로운 도시의 연극 피와 정액의 세’(Theatre of Urban Ennui), ‘ ’(Blood 

쿨 드라마 등과 같이 다양하게 and Sperm Generation), ‘ (Cool Drama)

명명된 이름 속에 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드러났

다 그 가운데 시어즈 가 이들을 도발극. (Aleks Sierz) ‘ ’(In-yer-face Theate

r)25)으로 명명하면서 이는 년 의 작가들을 지칭하는 표적 이름이 90

되었다.26) 그에 따르면 도발극이란 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 “

23) Carol Hanisch, “The personal is political,” carolhanisch.com, Accessed Oct 29, 
2016. (http://www.carolhanisch.org/CHwritings/PIP.html)

24) Sierz, In-yer-face, p. 30.
25) 의 용례는 크게 도발적 연극 이은경 연극 속의 폭력 그‘In-yer-face Theater’ ‘ ’( , , ｢

리고 도발적 연극 공연과 이론 통권 제 호 홍주 도발적 연극의 미, 36 , 2009. , ｣   ｢
학적 특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 권 호 참조 당돌한 , 8 4 , 2014. ), ‘｣  
연극 권경희 기획특집 새로운 연극성과 비평 동’( , 2: ; ｢ 시대 연극 현상 읽기 잿빛 ; 
반란의 시 정신 당돌한 연극 그리고 사라 케인 연극평론 제 권 참; , 42 , 2006. ｣  
조 면극 전준택 미국의 면연극 트레이시 레츠의 ), ‘ ’( , : ｢ August: Osage County
를 중심으로 현 미드라마 제 권 호 참조 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 24 3 , 2011. )｣  
있다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여페이스 연극으로 번역되는 경우. ‘ ’ 
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발극 이라는 용례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 ’ . 

26) 도발극이라는 표현이 시어즈의 책을 계기로 년 의 연극적 감수성을 표하는 90
이름으로 굳혀졌지만 시어즈가 만들어낸 용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 
사용된 용례이다 시어즈는 내가 처음으로 년  중반에 두된 글쓰기를 이론화.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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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의 목덜미를 잡고 뒤흔드는”27) 연극을 말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끌 

어내기 위해 충격 전술 은 도발극의 핵심적 요‘ ’(shock tactic) 소가 된다.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며 불편한 감정을 자극시키는 도발 속에 충격이 발

생하며 이는 무 와 객석 사이의 안전한 거리를 위협하는 체험적인, 

연극을 유도한다(experiential) .28) 

시어즈는 도발극의 핵심으로 충격과 도발 을 강조하면서 바로 케인   ‘ ’
을 이와 같은 연극적 현상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그는 년 에 새. “1990

로운 글쓰기의 르네상스가 년의. . .1995 폭파 를 시작으로 년에  1999 
케인의 자살과 함께 식어버렸다”29)고 평가한다. 케인은 로열코트 극장 

의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폭파 라는 작품으로 데뷔 했지 
만 예상을 뛰어넘는 언론의 부정적 반응30)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

하고 기리고 묘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 을 만들어낸 당(celebrate) , (in-yer-face)
사자는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 (Aleks Sierz, “A Brief History of 
In-yer-face theatre,” Sierz.co.uk 중문화, Jul 1, 2016, Accessed Jun 20, 2018.) 
에서 이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었고 년 의 새로운 글쓰기의 흐름을 목격한 비평90
가들의 글에서 간혹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도 사용된 용례. 
를 시어즈가 도발극으로 명명하고 이론화시켰고 이 말은 년 의 국 연극을 , 90
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은 것이다. 

27) Sierz, ibid, p. 4. 
28) 케인 또한 를 언급하는데 둘 사이에 차이를 두기 위해 시 ‘experiential theater’ , 

어즈의 표현은 체험적 연극 으로 번역하고 케인의 표현은 경험적 연극 으로 번역‘ ’ ‘ ’
하여 사용한다 케인의 경험적 연극에 대한 설명은 본론 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1 .

29) Sierz, ibid, p. 32. 
30) 대다수의  비평가들이 이 작품의 성적이고 폭력적인 노골적 묘사를 맹렬히 비난“ ”

하듯이,(Yael Zarhy-Levo, “The ‘Kane’ Mark: A Dual Construct,” Journal of 
Dramatic Theory and Criticism, 잭 팅커 는 .1 (2010): 112) (Jack Tinker)ⅩⅩⅤ
생생하게 행해지는 남성간의 수간에서부터 죽은 아이에 한 야만적 행위를 거쳐 “

무  위에서의 배변”(Daily Mail 을 목격하며 역겨운 오물의 향연 이라는 전설적인 ) ‘ ’
기사 제목으로 이를 비난한다 폴 테일러 는 이 공연을 본 소감을 넘. (Paul Taylor) “
쳐흐르는 재떨이에 얼굴을 들이받는 기분”(Independent 이라 평했으며 찰스 스펜서) , 

는 엄청난 충격 이라는 제목으로 지적이거나 예술적인 장점을 (Charles Spencer) ‘ ’ “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작품“(Daily Telegraph 이라고 비난했듯이 케인의 작품은 충) , “
격을 주기 위한 유치한 시도로 격하 되기 마련이었다” .(Gutscher, Revelation, p. 

비평가들의 반복되는 표현 중에는 불편하다 가 가장 온화한 편에 70.) “ (disturbing)
속했고. . .역겹다 쇼킹하다 잔혹하다 가 공통된 반응이었다, , ” .(Zarhy-Leo, ibid, p. 

심지어 케이트 켈러웨이 는 케인이 글을 쓸 줄 모른112.) (Kate Kellaway) “
다”(Observe 면서 극작가로서의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폭파 는 또한 이r) .  
례적으로 방송국의 뉴스나이트 와 더 레이트 쇼“BBC2 < >(Newsnight) < >(The Late 

의 토론거리 로 등장하며 언론의 폭발적인 반응을 증명했다Show) ” .(Enr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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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에 오르내리고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관람한 국 작가”31)라

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그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지. 

나친 폭력성에 있었다. 

기자들은 하나같이 런던에서 초연 당시 이 작품이 스캔들 이었다   “ ‘ ’
는 점을 강조”32)했다 폭파 의 내용이 지닌 절실함은 폭력이 주는 충.  
격과 도발적 이미지에 가려져 년 의 국 연극계를 뒤흔들어 놓은 90

쇼킹한 스캔들로 남아 있다 공연 못지않게 유명세를 탄 역겨운 오물. “
의 향연”33)이라는 전설적 비평은 폭파 에 한 부정적 평가를 일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  위의 폭력을 작품으로부터 탈맥락화시키고 “
선정적으로 만든 것”34)은 국의 언론이었다 사실 신 폭력주의 피. ‘ ’, ‘
와 정액의 세 와 같은 이름 또한 폭력 너머에 있는 의미를 규정하기’
보다는 그 선정적 특성에 치우친 채 연극적 스캔들로서의 측면을 부각

시킨 이름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의 연극적 방식을 논하기에 . 

앞서 충격과 도발에 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각과 함께 그의 , 

작가적 위상에 한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시어즈의 경우에도 년 의 연극적 감수성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   , 90

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특성만을 부각시킨다는 인식을 토

로 도발극이라는 용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는 우선 신 폭력주의. ‘ ’
가 야만성과 폭력이라는 한 측면만을 강조“ ”35)한다는 점에서 사랑을 “

Alejandro Basabe, “In Yer Face. The reception of Sarah Kane’s Blasted on the 
British stage of the nasty nineties. 1995-2001.” Humanas. 8 (2007): 그러 282.) 
나 정작 케인은 이러한 반응에 해 나는 폭파 가 사람들을 이렇게 분개하게 만“  
들 줄 몰랐다 는 입장을 보 다” . (Sierz, In-Yer-Face, p. 94)

31) Ken Urban, “An Ethics of Catastrophe: The Theatre of Sarah Kane,” PAJ: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 23, no. 3 (2001): 36.

32) 루이즈 비장 연극의 본질에 한 성찰 국제 콜로키움 연극과 폭력 지상중계, : “ ” ; ｢
연극에서의 폭력 무의미한 도발인가 아니면 필요한 충격인가 역 김효 연극평론: , , ｣ 
, Vol. 27 (2002): 69. 

33) Jack Tinker, “This Disgusting Feast of Filth,” Daily Mail, 19 Jan 1995, 
Accessed 28 Jan 2016.

34) Sean Carney, “The Tragedy of History in Sarah Kane’s Blasted,” Theatre 
Survey, 46. 2 (2005): 275.

35) Aleks Sierz, “To Recommend a Cure: Beyond Social Realism and In-Yer-Face 
Theatre,” Extending the Code: New Forms of Dramatic and Thea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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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케인의 작품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36)고 평가한다. 

이어서 피와 정액의 세 라는 표현은 년 에 새롭게 형성된 연극‘ ’ 90 “
적 감수성이 보여준 충격 요소에 집중”37)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지

만 이는 연극의 내용적인 측면을 설명할 뿐 그 연극적인 형식까지 담, 

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더 나아가 권태로운 . , ‘
도시의 연극 이나 쿨 드라마 역시 국 연극계의 부흥기를 주도한 ’ ‘ ’ 90

년 의 작품들이 지닌 뜨거운 감성을 제 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년 의 작품들이 과거의 연극적 전통과 결렬. , 90 (rupture)

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신 자코비아니즘‘ ’(New 이라는 Jacobianism)

용어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어즈. 는 아주 협소한 시각에

서 년 에 목격되는 연극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발극이 가장 적90

합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케인의 작품들이 과거의 연극적 유산. 

을 반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극적 실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도발극, 

은 너무 지엽적인 정의가 되고 만다.

물론 시어즈 역시 케인이 년 의 다른 도발극 작가들과 보이는    90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케인의 작품이 리어왕 과 구원 에 . “   
한 다시쓰기가 되면서 과거의 연극적 전통을 새롭게 쓴다”38)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즈는 케인의 작품이 셰익스피어를 . 

비롯한 르네상스 연극과의 연결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년, 90

에 새롭게 떠오른 극들이 과거의 연극적 전통과 단절을 보이기 때문에 

신 자코비아니즘 으로 명명될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한‘ ’
다.39) 반면에 손더스는 케인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작가들을 그의  

동시 가 아닌 년 와 년 에서 찾는다 그는 본드를 비롯해서 브60 70 . 

렌튼과 바커를 포괄하는 이른바 신 자코비안 작가들에게서 케인과 공‘ ’ 
유되는 연극적 감수성을 발견한다.40) 비슷한 맥락에서 레이븐힐은 케인 

Expression, ed. Hans-Ulrich M chler and Kersitn Mohr, ä Wissenschaftlicher 
Verlag Trier, 2004, p. 51. 

36) Sierz, ibid, p. 51. 
37) Sierz, ibid, p. 51. 
38) Sierz, ibid, p. 55. 
39) Sierz, ibid,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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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셰익스피어나 소포클레스 라신 도 인정했을 감수성을 지녔“ , (Racine)

지만 현 의 관객이나 비평가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다, ”41)고 평가하면서 

사실주의나 심리주의 연극에 익숙한 관객에게 그의 작품이 하나의 충

격과 스캔들에 불과했음을 지적한다.   

성과 폭력이 보여주는 적나라하고 극단적인 이미지들이 관객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전술이라는 점에서 년 의 연극에 한 평가는 공90

통된 시각을 견지한다 그리고 케인의 작품을 지배하는 폭력의 이미지. 

가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이는 도발극의 범주에 들어맞는 측면 또한 

지닌다 그의 동시  작가들이 보여주는 세기 후반의 권태와 미디어. 20

에 잠식당한 세상에 한 절망감을 케인 또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 

년 의 작가적 동향을 도발극으로 규정한 시어즈의 연구가 공격적90 “
이고 적나라한 이미지를 통한 충격에 지나치게 집중”42)하며 그 도발적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케인을 이 범주 안에서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어즈의 논의는 폭력의 재. “
현을 충격이 전부인 것처럼 일차원적 차원”43)으로 만들 위험성을 내재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  위의 폭력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자코비. , 

안 드라마의 폭력성을 이어가는 년 의 작가적 계보 속에서 케인을 90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44) 그 이유는 케인의 폭력이 단순 

40) Graham Saunders, Sarah Kane and the Theatre of Extre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2, p. 19-20.

41) Ravenhill, ibid, n.p.
42) Elzbieta Baraniecka, Sublime Drama: British Theatre of the 1990s, Berlin: De 

Gruyter, 2013, p. 2.
43) Ken Urban, “Toward a Theory of Cruel Britannia: Coolness, Cruelty, and the 

Nineties,” NTQ, vol. 20 no. 4 (2004): 361.
44) 본 논문이 케인을 자코비안 드라마의 폭력성을 이어가는 작가적 계보로 접근했다

면 다음의 연구들 또한 케인의 극을 도발극이 아닌 새로운 범주에서 규정하려는 , 
시도들을 보인다 김 덕은 케인의 작품을 포스트모던한 정치극으로 규정하면서 케. 
인을 본드나 처칠 처럼 사회 구조의 폭력성을 진단한 작가 계열에 (Caryl Churchill)
합류시킨다. (김 덕 완벽한 몸 사라 케인의 정화 에 나타난 훈육 욕망 신체, “ ”: , , ｢  

미어문학 호, 84 (2007): 85-102.)｣   그 외에 , 케인의 작품을 비전통적인 공연 
텍스트로서의 의미에서 고찰하려는 연구(Summer Neilson Moshy, “The empty 
center: Acting out theatric alliance in three texts by Sarah Kane”(Phd, University 

여of California, Irvine, 2008)), 성주의 작가로서의 입지를 증명하려는 시도(Christine 
Woodworth, “Beyond brutality: A recontextualization of the work of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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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도발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이 새로운 인식, 

으로 연결되는 고전 비극의 감수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쉐쓸러 는 케인의 작품에서 비극의 반복되는 구   (Franziska Sch ssler)ö
조적 모델 을 발견하면서 이를 통해 도발극이라는 규정(Strukturmodell)

의 한계에서 벗어난다 그에 따르면 케인의 희곡은 고문과 사랑 희생. “ , 

과 구원 사이의 급변을 통해서 페이소스를 담은 연극 전통의 강렬한 

표본의 축적”45)으로써 고전 비극의 특성을 공유한다 다만 고전 비극. 

이 직선형 구조에 따른 극적 전개를 통해서 인간의 비극적 결함과 과

오를 보여준다면 케인의 희곡은 점진적 전개가 아니라 폭력을 매개로 , 

이어지는 감정의 극단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쉐쓸러의 . 

연구는 케인의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고전 비극과의 유사점을 읽어내면

서 케인의 극이 도발극 작가들과 구분되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그. 

러나 그 논의가 케인의 희곡 속에서 발견되는 고전 비극의 특성을 분

석하는데 그치고 만다는 점에서 케인의 작가적 입장에 한 새로운 자, 

리매김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반면 충격과 도발이 발생시키는 무 와 객석 사이의 관계를 논의의    ,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바라니카( 는 케인을 포함한 Elzbieta Baraniecka)

년 의 연극을 도발극이 아닌 숭고 의 개념으로 새롭게 접90 ‘ ’(Sublime)

근한다.46) 그는 수용자의 미적 체험을 숭고의 체험과 동일하게 바라보 

면서 숭고의 연극 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무  위의 ‘ ’(Sublime Theater)

폭력이 주는 충격 효과가 숭고의 경험이 수용자에게 주는 것과 유사하

다고 설명한다 버크 의 숭고 이론을 하나의 예로 들면. (Edmand Burke)

페미니Kane”(Phd,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2005)), 스트와 퀴어 적인 (queer)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 (Nina Rosanne Kane, “'F-F-Felt it': Breathing 
Feminist, Queer and Clown Thinking into the Practice and Study of Sarah 
Kane’s Cleansed and Blasted,” Phd, University of Huddersfield, 2013).

45) Franziska Sch ssler, “Wiederholung, Kollektivierung und Epik,” eds. ö Thorsten Valk 
und Daniel Fulda, Klassik und Moderne: Die Trag die der Moderne: ö
Gattungsgeschichte-Kulturtheorie Epochendiagnose,–  Berlin: Walter de Gruyter, 2010, 
p. 321. 

46) Elzbieta Baraniecka, Sublime Drama: British Theatre of the 1990s, Berlin: De 
Gruyt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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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라니카는 무  위에서 목격하게 되는 끔찍한 경험이 죽음과 자기 , 

보존에 한 박탈과 공포를 거치고 결국 해소되는 지점에서 오히려 삶

에 한 열망을 생성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점에서 이 미적 체. 

험은 카타르시스 의 경험으로 연결된다(catharsis) . 

그러나 케인의 연극이 주는 효과에 해 매씨   (Courtney Alimine 

는 반 되는 견해를 밝힌다 그는 케인을 도발극이 아닌 여성 Massie) . , 

작가의 범주 안에서 워튼베이커 카(Timberlake Wertenbaker), (Marina 

와 더불어 현 의 여성 작가들이 폭력의 재현을 다루는 방식을 Carr)

논한다 폭력의 재현을 여성주의적인 시각과 결부시키면서 매씨는 케인. 

을 여성 작가의 전통 속에 새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 

그는 케인의 극작술이 관객에게 고통의 경험을 공유하게“ ”47)만드는 

감정이입 의 과정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 ’(empathy) . 

견디는 과정 자체가 관객의 감정 이입 으로 이어지며 이는 (suffering) ‘ ’
폭력의 양상과 타인의 고통에 한 연민을 느끼는 진입로의 역할을 하

게 되는 것이다 매씨는 이처럼 고통 견디기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케인. 

의 작품을 비극의 패러다임 속으로 진입시킨다 그러나 매씨는 케인의 . 

비극에서 카타르시스가 아닌 고통 그 자체가 목적“ ”48)이 되기에 그것

은 본질적으로 반 카타르시스의 미학 이 된다(anti-cathartic aesthetic)

고 주장하며 바라니카와 다른 결론에 이른다 케인의 연극은 관객으로 . 

하여금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발생시키지만 그 부정적 감정을 내면에 , 

품게 되면서 해소가 되지 않는 고통을 야기한다고 본 것이다 즉 현실. , 

에서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카타르시스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듯이 

연극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실 무  위의 폭력은 케인의 공연을 스캔들로 다룬 신문 평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불가피하게 , 즉각적으로 눈을 사로잡는 자극적 선

정주의에 그치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상처나 절망을 들춰내지 못하는 

47) Courtney Alimine Massie, “Toward a theatre of empathy: violence in the 
plays of Timberlake Wertenbaker, Sarah Kane, and Marina Carr”(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7), p. 82. 

48) Massie, ibid,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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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들이 많다 어번은 폭력의 재현이 불러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오해. 

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케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폭력을 아르토“
의 잔(Antonin Artaud) ‘ 혹 이라는 개념으로 치환’(cruelty) ”49)할 것을 제

안한다 그가 말하는 잔혹은 곧 아르토가 표방한 잔혹극의 미학이다. .50) 

아르토가 설파한 잔혹의 개념이 단순한 폭력과 피의 이미지를 넘어서 

있다는 점에서 어번의 지적은 중요하고 타당해 보인다 아르토는 잔혹. “
성을 무자비한 유혈사태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육체적 고통의 추구로 , 

보는 것은 잘못”51)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잔혹성은 삶에 한 갈망“
이자 끊임없는 창조로서의 연극. . . ”52)을 만들기 위한 요소라고 주장한

다 그가 자신의 잔혹극 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 ‘ ’(Theater of Cruelty)

삶의 권태를 뒤흔들고 삶에 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비슷한 맥. 

락에서, 케인은 자신이 쓴 작품들의 주요한 동기 중 하나가 절망 혹은 “
절망감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으로 절망에 한 표현은 . . .

49) Ken Urban, “Toward a Theory of Cruel Britannia: Coolness, Cruelty, and the 
Nineties,” NTQ vol. 20 no. 4 (2004): 361.

50) 박세원은 폭파 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케인의 실험적인 연극 방식이 아르토의 경 
우처럼 관객들의 직접적인 정서적 자극을 의도한 점에 집중한다 더 나아가 케인의 . , 
폭력이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폭력에 한 사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가능성을 찾아낸다 박세원 사라 케인의 폭파 에 나타난 폭력과 윤리적 .( , ｢  
가능성 어 문학 정병언은 공간에 한 연구에 집중하, , 27.2 (2014):33-55.) ｣  
면서 폭파 를 우리가 사는 세계에 한 비유로 파악한다 그 역시 아르토의 잔혹, .  
극 이론을 활용하는데 관객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르페브르의 차이, ‘
의 공간 과 연결시키면서 폭파 의 공간을 폭력의 연쇄를 끊고 변화를 가져올 수 ’  
있는 곳으로 분석한다 정병언 폭력의 일상성과 차이의 공간 사라 케인의 폭파. ( , —｢ 

어 문학, 21 , 22.1 (2009):223-38.) ｣   최정미는 아르토가 잔혹극에서 제시하는 
범죄 사랑 전쟁 광, , , 기의 화두를 케인의 폭파 에서 동일하게 발견한다 그는 케인.  
이 활용하는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장치가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조망하게 만드는 
방식이 된다고 평가한다 최정미 사라 케인의 폭파된 에 나타난 잔혹의 변주곡.( , , ｢   ｣

어 문학 호 , 107 (2013):105-124.)  
앞선 연구들이 케인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잔혹극적 요소를 분석하는 작업이라      

면, 임이연은 아르토의 잔혹이라는 개념이 케인과 지니는 유사점을 분석하는 한편 
그를 도발극의 범주를 벗어난 입장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의 국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임이연 정화 에서 갈망 으로 사라 케인의 잔혹 과 사랑의  ( , - “ ”｢   
역설 어 문학,  57.1 (2011): 129-46.)｣  

51) Antonin Artaud, The Theater and its Double, Trans. Mary Caroline Richards, 
New York: Grove Press, 1994, p. 119. 

52) Artaud, ibid.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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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그에 맞서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53)가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은 년 에 활동했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90

강렬한 연극성에 있어 오히려 세기 초반에 활동한 아르토와 같은 아20

방가르드 연극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월레스 는 (Clare Wallace)

아방가르드 연극이 끊임없이 예술과 삶의 경험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충돌시키듯이 이는 표현주의에서 아르토 그리고 바커의 파국의 극, “ ‘ ’(Theater 

을 거쳐 케인에게로 이어졌다of Catastrophe) ”54)며 그를 아 방가르드 예술의 

맥락 안에 위치시킨다. 무엇보다도 아방가르드 미학이 초월을 향한 감“
화 가장 광의의 의미로서의 적인 것(inspiration), ”55)을 찾는다는 점

에서 아르토가 원시적인 제의성으로 회복해서 초월로 나아가고자 했듯

이 감정의 가장 원시적인 폭력성에 기반하여 그것을 가장 인간적인 가, 

치로 승화시키려는 케인의 의도와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 로 케인의 작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   , 

약될 수 있다 텍스트적인 측면에서는 폭력을 다루는 연극적 전통에 . 

한 다시쓰기를 하고 있으며 연극적인 측면에서는 아르토가 표방한 잔, 

혹극과의 유사점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케인의 폭력 속에 잔혹과 아름. 

다움이라는 양가적 속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낭만적 감수성과 함께 

그로테스크한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케인은 충격과 . 

도발이라는 감각적 차원이 강조되는 도발극 작가들과 차별화된다 그렇. 

기 때문에 케인의 연극 세계는 도발극이 아닌 더 큰 범주 즉 자코비안 , 

드라마의 작가적 계보 속에서 그리고 아르토의 잔혹극이라는 연극적 

실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 나. 

아가 자코비안 드라마나 아르토의 잔혹극이 모두 , 몸이라는 기호를 필

요로 한다는 점에서 배우의 몸은 케인의 주요한 무  이미지“ ”56)이자 

53) Saunders, “Just,” p. 105.
54) Clare Wallace, “Sarah Kane, experiential theatre,”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90.  

55) Christopher Innes, Avant-Garde Theatre 1892-1992, London: Routledge, 
1993, p. 10.

56) Lea Jasmin Gutscher. Revelation or Damnation? Depictions  of Viol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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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극적 수단이 된다 배우의 몸에 가해지는 잔혹성을 어떠한 방식. 

으로 무  위에 재현할지에 한 논의는 케인의 연극적 특성을 규명하

는 하나의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현 불가능한 폭력이 무  위에, ‘ ’ 
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Sarah Kane's Theatre. USA: Anchor Academic Publishing, 2014,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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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시각 1.2 

세기로 넘어오면서 년 의 도발극이 보여줬던 폭력의 강렬하고    21 90

뜨거운 열기는 폭력의 직접적인 시각적 재현에 한 회피“ (avoidance)”
로 그 경향이 바뀌었다 도발극은 지나간 유행이 되어 버렸고 가령 크. , 

라우치 의 저자(Tom Crouch) (  The Author 가 보여주는 메타 , 2009)

연극적 접근은 폭력의 재현에 한 당위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확장된 시각을 드러냈다 레빌레이토 는 세기 초반의 . (Dan Rebellato) 21

가장 중요한 국 극작품으로 저자 를 꼽는데 그 이유는 폭력의 연, “ 
극적 재현이 주요한 관심사이되 폭력은 등장하지 않는다, ”57)는 점에서 

이 작품이 제기하는 비판적 쟁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크라우치. 

는 저자 를 통해 폭파 의 극단적이고 시각적인 폭력을 패러디(parody)   
하면서 연극에서 폭력을 재현하는 것 자체에 한 정당성 여부를 되묻

는다 그는 저자 가 어디에서 공연되어도 그 배경은 로열코트 극장의 . “ 
소극장(Jerwood Theatre Upstairs)”58)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폭파 
의 초연 공연 때와 동일한 장소를 고집한다 작품 곳곳에서 폭파 의 .  
흔적들이 발견되며 저자 가 케인의 작품이 제기했던 질문들에 한  
반박임을 숨기지 않는다. 

이 나라에는 예술이 폭력을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지에 한 진정한 논

쟁이 없다고 케인은 말한다 우리는 폭력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그. ,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 작품에서의 폭력은 일체 미. 

화되지 않았다 그 로 제시될 뿐이다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폭력. . . .

을 쓴 것이다 당연히 충격적이다 폭력에서 매혹적인 요소를 빼면 아주 . . 

역겨운 것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폭력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정말. 

로 더 선호할까? 

57) Dan Rebellato, “Of an Apocalyptic Tone Recently Adopted in Theatre: British 
Drama, Violence and Writing.” Sillages critiques, no. 22 (2017): n.p, Published 
electronically 30 March 2017. (https://sillagescritiques.revues.org/4798) 

58) Tim Crouch, The Author, London: Oberon Books Ltd, 200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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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she says, no real debate in this country about how you 

represent violence in art. We don’t know how to talk about it, we 

don’t know how to deal with it. The violence in this play is 

completely de-glamorized. It’s just presented. . .I wrote it to tell the 

truth. Of course that’s shocking. Take the glamour out of violence 

and it becomes utterly repulsive. Would people seriously prefer it if 

the violence was appealing?59) 

크라우치는 저자 라는 작품 속에 자신과 동명의 작가를 설정하면서  
폭력의 재현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린다 극중 팀 은 그것 폭력. (Tim) “ ( )

을 재현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60)

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폭력을 다루는 예술에 한 앞서 인용된 케인

의 생각을 패러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말은 시어즈가 도발극이 너. “
무도 강렬하게 감정을 자극해서 관객들의 반응을 강제(force)”61)한다는 

생각과 연결되면서 과연 이 강요가 폭력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지

에 한 회의적인 함의 속에서 그 강요가 오히려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재고한다 다시 말해 크라우치는 보는 것과 듣는 . , “
것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인 재현의 관계성, ”62)에 한 생각을 유도한

다 다소 직접적으로 흘러가는 패러디 속에서 크라우치는 극의 말미에. 

서 반전을 꾀한다 극중 작가인 팀은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를 보면서 . 

자위를 하는 순간을 긴 독백처럼 회고하듯이 나열한다 그가 열거하는 . 

이미지들은 끔찍하지만 조명이 서서히 암전되고 결국 관객들로 하여금 , 

온전한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들고 끔찍한 순간을 견디도

록 강요한다. 

이렇게 저자 는 사실적 재현이 그 자체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비    

59) David Benedict, “Disgusting Violence? Actually It's Quite a Peaceful Play,” 
Independent, 22 Jan 1995, cited in Christine Woodworth, “Summon up the 
Blood: The Stylized (or Sticky) Stuff of Violence in Three Plays by Sarah 
Kane,” Theatre Symposium, vol. 18 (Jul 2010): 14.

60) Crouch, ibid, p. 32. 
61) Sierz, In-yer-face, p. 5. 
62) Dan Rebellato, ibid,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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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는 한편 최근 국의 무 에서 예술가들이 왜 직접적인 폭력의 , “
재현을 회피 하는지에 한 이유를 제시한다 폭력의 시각적 재(avoid)” . 

현이 과연 그 폭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끝낼 수 있는지 혹은 연극적 관, 

음증과 선정성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저자 는 연극적 재현의 본? “ 
성 과 연극과 세상의 관계성에 한 어려운 질문(nature) ”63)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케인을 단순히 시각적 폭력을 표하는 작가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는 필요해 보인다 레벨레이토가 지. 

적하듯이 케인은 기본적으로 작가이며 그의 작품들이 보여준 극단의 , “
시각적 이미지들은 연출적인 선택”64)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무엇보다 폭파 의 전이적 세계나 페드라의 사랑 에서 독. (liminal)    
수리가 하강하는 장면 정화 에서 해바라기가 바닥을 뚫고 솟아오르는 ,  
장면 등은 상징적인 연극적 장치의 활용을 요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 

신체가 훼손되고 절단되는 순간의 폭력성은 사실적인 재현만으로는 충

족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케인에 한 다소 표면적인 패러디에도 불   , 

구하고 크라우치의 저자 를 통해 폭력과 재현의 관계성에 한 유효 
한 문제제기가 발견된다 극중 에스더 라는 인물은 폭력적 장면. (Esther)

이 재현된 이야기를 듣고 이에 한 반응으로 세 차례나 반복해서 피“
는 어떻게 만들었어?”65)하고 묻는다 무  위에서 시각적으로 폭력적. 

인 장면이 연출될 경우 거의 언제나 재현된 행위와 그 의미에 한 상“
반된 감정(ambivalence)”66)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폭력적인 이미지들을 .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들수록 그 허위가 드러나거나 그 행위 자체에 , 

집중하는 신에 그 방법론적인 효과에 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빌레이토는 오히려 케인을 사실적 재현을 . “
거스르는 국 연극계의 주요 인물”67)로 평가한다 케인에 한 논란. 

63) Dan Rebellato, ibid, n.p.
64) Dan Rebellato, ibid, n.p.
65) Crouch, ibid, p. 33, 34, 35. 
66) Dan Rebellato, ibid,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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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그의 연극적 미학이 사실적 재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  위에서 폭력을 시각적이고 사실적인 

재현의 범주에서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케인의 희곡은 재현 불가능한 폭력을 무  위에서 구현해야 하는    ‘ ’ 
어려움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 폭력이 무  위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 

구현되었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무 화 되어야 하는지의 문, 

제는 여전히 논의의 상으로 열려 있다 케인의 연극은 어떻게 하면 . 

더 사실적으로 폭력을 재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 

폭력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포착할 수 있는가의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케인이 남긴 희곡68)이 

다섯 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극작상의 변화가 , 

이미 폭력의 재현에 한 문제제기를 내포한다는 사실이다. 

  폭파 페드라의 사랑 정화 가 배우의 몸을 통해서 직접 표현되 , ,      
는 폭력을 보여준다면 탐욕, (  Crave 과 싸이코시스, 1998) 4.48 (  4.48 

Psychosis, 2000)는 이와는 정반 로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층위로의 변

화를 탐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화 는 초기의 재현적인 작품들과 . , “ 
후기의 추상적 작품인 탐욕 과 싸이코시스 로 넘어가는 전환기4.48    

67) Dan Rebellato, ibid, n.p.
68) 케인은 년에 폭파 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고 년 월에 우울증 치료를 1995 1999 2 

받던 정신병원에서 신발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기까지 편의 희곡과 5 스<
킨>(Skin 이라는 분짜리 단편 화를 남겼다 케인의 유작인 싸이코시스) 11 . 4.48  
는 년에 집필되었지만 케인 사후에 년 월에 1999 , 2000 2 폭파 의 데뷔 무 던 로
열코트 극장의 소극장에서 올려졌다. 그 외에 미발표된 세 편의 독백이 있다 . 케인
은 자신을 여성주의 작가로 인식하지 않지만 이 세 독백들에서는 폭파 의 이안이 ,  
케이트 에게 행하는 성적 폭력의 모티브가 발견되면서 초기작에서 페미니스트(Cate)
적인 관점이 엿보인다 이 세 편의 독백들은 년 런던의 북쪽에 있는 작은 극장. 1992
에서 메스꺼운 (  Sick 이라는 제목의 워크숍 결과물로 소개되었다 배우 몽고메리) . 

와 연출가 존스 는 최소한의 소품을 활용하면서 약 (Jane Montgomery) (Deb Jones)
한 시간에 걸쳐 굶주린 (  Starved 웃긴 독백), (  Comic Monologue 그녀가 한 ), 
말 ( What She Said 이라는 세 편의 독백들을 선보 다 이 독백들은 힘 쾌락 고) . “ , , 
통 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Dan Rebellato, “Sarah Kane before Blasted: the 
monologues,”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28) 그러나 케인은 이 작품
들이 정식으로 공연되거나 출판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후에 지인들에게 이 독백, 
들의 원고를 직접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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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작품”69)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폭력의 재현을 다루는 케인의 세 . 

작품은 그 안에서 또 다시 사실적 재현에서 양식화된 재현으(stylized) 

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 분기점에 또다시 정화 가 있다 우드워스. .  
(Christine Woodworth)는 정화 의 시각적인 폭력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이 전적으로 비사실적인 요소를 지니며 사실적인 재현(nonrealistic) “
에서 고도의 연극성 을 특징으로 하는 미학(theatricality) ”70)을 향해 변

화되었다고 평가한다 매씨도 비슷한 시각에서 폭파 와 페드라의 . , “  
사랑 이 폭력을 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 71)한다면 정화 는 폭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양식화되었다는 점에서 앞선 두 작품과 차이를 보인

다고 평가한다. 

극작술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변화에 입각해서 그리고 케인을 도발   , 

극의 범주가 아닌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본 논, 

문은 몸의 잔혹한 드라마투르기를 보여주는 폭파 페드라의 사랑, ,    
정화 가 사실적인 재현과 도발이 아닌 상징적 재현으로 연출될 수 있 

는 가능성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폭력과 잔혹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연출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연   . 

출마다 선택하는 접근 방식과 결과물이 다를지라도 텍스트가 제기하는 , 

질문들을 바탕으로 폭력의 의미나 가치를 살려내기 위한 과정은 어느 

경우든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의 작품에서 폭력을 재현하. 

는 연출상의 방식은 더 내 하게 폭력이 지닌 양면적 특성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좁혀질 수 있다 혐오감을 주는 상에 한 욕망 . “ (repellent) 

혹은 매혹이 언제나 존재”72)하듯이 폭력의 재현 역시 관객들의 외면, 

이 아닌 공감과 변화를 동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 

69) Massie, ibid, p. 89.
70) Christine Woodworth, “Summon up the Blood: The Stylized (or Sticky) Stuff 

of Violence in Three Plays by Sarah Kane,” Theatre Symposium, vol. 18 (Jul 
2010): 17. 

71) Courtney Alimine Massie, “Toward a theatre of empathy: violence in the 
plays of Timberlake Wertenbaker, Sarah Kane, and Marina Carr”(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7), p. 89.

72)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2,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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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고찰하기 위해 케인의 공연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방식이 단순, 

한 충격과 도발의 효과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동력으로서 케인의 연극적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찾기 위해 장에서 배우의 몸을 중심으로 연   , 2

극에서의 현존과 재현의 문제를 진단한다 이를 위해 아르토의 잔혹극. 

을 중심으로 그 실행의 의의와 한계를 먼저 고찰한다 사실 아르토가 . 

말하는 잔혹과 케인의 폭력은 동일한 발생지점을 공유한다 몸과 정신. 

의 분리가 아르토에게 잔혹으로 드러났다면 케인에게는 폭력이 된다, . 

그러한 만큼 육화된 주체 에 한 두 사람의 시각은 , (embodied subject)

각각 독특한 연극적 형상화로 이어진다 아르토는 충만한 현존을 케인. , 

은 경험적 연극 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만한 현존에 한 데‘ ’ . 

리다의 비판이 재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잔혹극의 모순을 드러내듯

이 케인의 경우 경험적 이라는 말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채 모호하, ‘ ’
게 언급되면서 이는 사실적인 재현에 한 요구로 오인 받으며 재현 

불가능한 연극으로 평가받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아르토와 케인의 극이 . 

보여주는 현존과 재현의 한계가 궁극적으로는 연극적 맥락화

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토 로 강렬한 연극적 순(contextualization) , 

간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에 한 탐색이 시도된다. 

장에서는 폭력을 재현하는 몸을 중심으로 텍스트와 공연 사이의    3 , 

관계성을 고찰하며 이는 동시에 장에서 찾아낸 무 화의 가능성을 입2

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케인의 텍스트에서 폭력이 . 

드러내는 의미와 구현 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폭, 

력을 재현하는 극작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 변화가 케인의 초연 공

연에서 연출적인 측면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극작술. 

의 변화가 연출 방식에 동반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케인의 재현 불가

능한 폭력이 궁극적으로 양식화되고 상징적인 연극적 폭력을 향해 나

아가고 있음을 고찰한다. 

장에서는 실질적인 공연 사례들에 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재   4 , 

현의 가능성들을 제시할 것이다 사실 케인의 극들은 폭력의 재현이 발. 



- 23 -

생시키는 여러 방법론적인 문제들로 인해 국내 무 에서 자주 공연되, 

는 작품들은 아니며 공연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독일 베를린의 샤. 

우뷔네 는 이례적으로 케인의 다섯 작품을 모두 극장의 레(Schaub hne)ü
퍼토리에 포함시킨 유일한 극장이다 무엇보다 샤우뷔네에서 이루어진 . 

세 편의 연출 사례는 공통되게 케인의 작품을 둘러싼 비판적 쟁점 즉 , 

재현 불가능한 폭력과 그 표현의 한계를 상쇄시키는 시도들을 보여준

다 이 연출 사례들은 모두 사실적 재현의 한계에 묶여 있지 않고 다양. 

한 연극적인 표현들을 활용하면서 폭력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이 발생시키는 감정적 파장에 한 이야기를 시도한다 공연 사. 

례들에 한 분석은 케인의 연극에서 폭력과 잔혹이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독특한 폭력의 미학을 증명해 

보이며 더 나아가 폭력과 인간적인 가치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로, 

테스크한 특성을 선보인다.   

연극이 폭력에 관해 제기하는 발언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외. 

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 

술이 윤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은 인간에게 말을 걸며 타인, 

의 고통에 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간에게 악을 보여줌으로. 

써 선을 말하며 폭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 . 

찬가지로 케인은 연극을 수단으로 폭력이나 잔혹을 통해 사랑과 희망“
을 이야기”73)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케인의 희극에서 발견되는 . 

잔혹성이 무  위에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재현 방식에 한 학문

적이고 실용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73) Nils Tabert, “Gepsr ch mit Sarah Kane,” ä Playspotting: Die Londoner Theaterszene 
der 90er,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200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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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배우의 몸 현존과 재현의 문제1. : 

   관객의 바로 앞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연극예술의 본질과 특성“
상 연극과 현존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74)를 맺어왔다 이는 다른 예술. 

장르가 갖지 못하는 공연 예술만의 특성이자 매력이다 그러나 막상 연. 

극 무 에서 현존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에는 이 개념이 아우르는 범

위나 맥락 혹은 상황이 상 적이며 다양하다, .75) 이러한 점에서 현존 “
은 연극예술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되 그 본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정의내리기 매우 힘든 그 무엇”76)이다 현존이라는 개념에 . 

한 논의는 크게 볼 때 서구의 재현적인 연극에 반하는 비재현적인 

연극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방옥은 연극에서의 . 
현존 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현존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는데 그것은 

세기부터 사실주의극에 이르는 재현적 현존과 반사실주의에서 출발18

한 비재현적 현존의 경우다 그는 재현적 현존이란 연기 연출 무 미. “ , , 

술 의상 등 연극의 모든 요소가 연극의 중심에 자리하는 초월적 기표, 

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주로 배우의 연기 그리고 그것을 보는 관객 사, 

이에 현존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77)한다고 보면서 재현적 연극에서 

배우의 몸이 드러내는 현존감을 현존의 논의에 포함시킨다. 

반면에 비재현적 현존은 재현을 거부하고 그 자체의 자율성을 통해   

서 현존감을 드러내는 경우로 아르토의 연극적 시도가 이를 표하는 

예가 된다 이처럼 현존이라는 개념의 중심은 언제나 몸과 물질성과 관. 

련된다 아르토가 추구했던 잔혹극은 텍스트에 억눌려 왔던 몸 소리. , , 

74)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 한국연극학 권, 57 , (2015): 5.｣  
75) 연극에서의 현존은 지금 여기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시공간적 직접성과 생생함 1) , , 

상에 한 의식 현상 혹은 행하는 자와 보는 자의 관계 알 수 없는 신비2) , 3) 
감이나 심리적 힘 허구적 몰입 연기적 기교 미적 자율성 몸 물질성 에너지 4) , , 5) , , 

철학적 의미에서 근원과의 합치 존재론적 충일감 재현과 시뮬레이션 매개화와 6) , , , 
기호화의 가능성 등의 개념들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방옥 앞의 글 쪽. ( , , 8 .)

76) 김방옥 앞의 글 쪽, , 8 . 
77) 김방옥 앞의 글 쪽,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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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등 그 자체의 물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도했고 그 물질적 장치, 

들의 극단인 비재현적 현존을 통해 연극이 지닌 원초적 제의성으로 회

귀하고자 했었다.  

아르토가 강렬한 연극적 힘을 잔혹 을 통해서 표출하기를 원했다   ‘ ’
면 케인은 폭력 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관객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 ‘ ’
강렬한 연극을 의도했다 물론 두 사람의 연극은 본질적으로 목적하는 . 

바가 다르다 아르토가 강렬한 원시성으로의 회귀를 의도했다면 케인. , 

은 고통을 통해 인간적인 가치에 다가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 

다 아르토가 재현과 언어를 거부했다면 케인의 연극은 재현에서 온전, 

히 벗어나지 않으며 텍스트의 의미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 

나 두 사람이 추구한 연극적 효과는 비슷한 지점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 

두 사람이 공통되게 실현 불가능한 잔혹과 폭력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

는 점에서 그 실행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렇기 때문, . 

에 이번 장에서는 잔혹극의 비재현적 현존으로서의 의의와 한계 극복 ,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케인의 경험적 연극이 추구하는 강렬한 

힘이 재현적 현존 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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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토의 잔혹극과 비재현적 현존1.1 

날 사랑하든지 죽여   “ .”78) 정화 에 나오는 이 강렬한 사는 포드  
의 비극인 그녀가 창녀라니(John Ford) (  ‘Tis a Pity She’s a Whore, 

1629)79)에서 차용한 말이다 이 작품은 남매인 지오반니 와 . (Giovanni)

애나벨라 의 금지된 비극적 사랑을 다루고 있다 자코비안 (Annabella) . 

드라마에서 캐롤라인 드라마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포드의 (Caroline) 

이 비극은 복수와 음모 독살 고문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잔혹하며 퇴“ , , 

폐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성과 권력 명예나 재물에 한 통제할 , 

수 없는 인간의 욕망”80)을 그린다 그 중심에 두 남매의 격정적 사랑. 

이 있으며 자코비안 드라마 특유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이 작품 안에 , 

녹아들어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인 막 장에서 지오반니가 검에 . 5 6 , 

여동생의 심장을 꽂아서 등장하는 장면은 피의 심상으로 가득한 이 작

품에서 잔혹한 무  이미지의 절정을 이룬다 그런데 포드가 복수 음. , 

모 근친상간처럼 당 에 유행하던 극작코드를 그 로 활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남매가 죽음을 가로 사랑의 절 성과 순수성을, “ ”81) 지 

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준다 이를. 

테면 웹스터 가 쓴 말피의 공작부인(John Webster) (  The Duchess of 

Malfi 에서 공작부인의 쌍둥이 오빠 퍼디난드 는 근친, 1623) (Ferdinand)

상간의 욕망을 보이면서 추악한 악인으로 그려지는 것에 반해 포드는 , 

오히려 남매의 사랑에서 열정과 순수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을 사회의 

78) Sarah Kane, Complete Plays, London: Bloomsbury, 2006, p 120.
79) ANNABELLA. On my knees, 

Brother, even by our mother’s dust I charge you, 
do not betray me to your mirth or hate;
Love me or kill me, brother. 

   GIOVANNI. On my knees, 
Sister, even by my mother’s dust I charge you,
Do not betray me to your mirth or hate;
Love me or kill me 필자강조, sister. ( . 242-8 ) Ⅰ Ⅱ 

80) 허필숙 자코비안 비극과 잔혹성의 미학 포드의 가엾게도 그녀가 창녀라니, : < > , ｢ ｣
드라마연구 제 호 쪽46 , (2015): 122 .  

81) 하필숙 앞의 글 쪽 ,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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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과 부패와 비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날 사랑하든지 죽여 라는 애나벨라의 강렬한 사   “ ”
는 사랑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존재론적 저항“ (revolt

)”82)의 태도를 견지한다 포드의 시각이 논란의 여지를 지닐 수도 있지. 

만 아르토는 바로 이 작품을 자신이 지향하는 잔혹성의 개념을 구현한 , 

가장 완벽한 사례로 칭송한다 아르토는 저항의 절 적인 자유에 한 . “
예시를 원한다면 바로 포드의 애나벨라가 절 적 위험의 이미지에 , 

한 시적 예”83)가 된다고 주장한다 브루스타인 이 아. (Robert Brustein)

르토를 저항 연극(Theater of Revolt)84)의 범주에서 논하듯이 아르토, 

가 표방한 잔혹극은 세기 초 사실주의와 심리주의 연극에 잠식당한 20

서구 연극의 타성에 젖은 무  관행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관객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도전이었다 아르토는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두 남. 

매간의 사랑이 내재한 열정과 순수를 저항 정신에 한 표상으로 포드, 

의 비극에서 넘쳐나는 공포의 절정 피의 절정 우롱당하는 법의 절“ , , 

정”85)을 자신이 표방하는 잔혹극적 기재로 파악하며 연극과 페스트

를 연결시킨다(Plague) . 

만약 연극의 본질이 페스트와 흡사하다면 그 까닭은 연극에 전염성이 “
있어서가 아니라 페스트처럼 연극이 잠재하는 잔혹성을 밑바닥으로부터 

밖을 향해 어내고 폭로하며 주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잔혹성을 통해. 

서 한계를 초월하는 벗어난 모든 정신의 가능성들이 개인과 중에게서 

탐지된다 가엾게도 그녀가 창녀라니 는 페스트의 자유를 닮았다. < > .86) 

아르토는 포드의 작품을 지배하는 죽음과 피와 폭력의 심상 속에서 페

82) William L. Stull, “This Metamorphosde Tragoedie: Thomas Kyd, Cyril 
Tourneur, and the Jacobean Theatre of Cruel,” ARIEL: 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14 (1983): 46. 

83) Antonin Artaud, The Theater and its double, New York: Grove Press, 1958, 
p. 29.  

84) 로 버트 브루스타인 김진식 옮김 저항연극 서울 현 미학사, , , : , 2004.  
85) 앙토넹 아르토 박형섭 옮김 잔혹연극론 서울 현 미학사 쪽, , , : , 1994, 45 .  
86) 앙토넹 아르토 앞의 책 쪽 ,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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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가 인간의 신체에 가하는 것과 유사한 지점을 발견한 것이다 마치 . 

페스트가 육체를 파고 들어가 가장 깊숙한 장기들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다가 그 증세가 구토나 고열을 동반하며 외부로 드러난 후 사망에 

이르듯이 아르토는 연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이면에 감춰진 병적인 요, 

소들을 파헤치고 들춰내고자 한 것이다 그녀가 창녀라니 는 근친상간.  
이라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드러내지만 이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 

파르마 의 사회상을 비시키면서 죽음으로 지켜낸 남매의 사랑(Parma)

을 오히려 고결하게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사를 통해 강조되는 피의 . 

심상과 작품의 말미에서 여동생을 죽이고 그 심장을 검에 꽂고 등장하

는 지오반니의 모습은 충격을 던져준다. 

아르토가 포드의 극을 자신이 표방하는 잔혹극의 원형으로 제시하   

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지오반니와 애나벨라의 타협을 모르는 . 

열정은 결국 관객의 의식에 충격을 가해서 타성에 젖은 윤리적 잣 나 

의식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객은 더 이상 무비판적. “
으로 사회가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악이 어떤 

조건 하에서 결정되는가 절 적인 선과 절 적인 악은 무엇인가 하는 , 

철학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의문”87)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 , 

르토가 표방한 잔혹극의 효과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
공포와 전율을 관객이 경험하도록 하면서 관객의 이성과 의식의 방어

막을 잔인하게 찢고 들어가서 무의식과 직관”88)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다 결국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충동이 발산된다 이러한 충동의 발. . 

산을 통해서 아르토는 사회나 개인의 환부를 들춰내고 그 발산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토가 잔혹을 통해서 . 

말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 무해한 , “
억압 해소용 출구 로서 용도‘ ’ ”89)를 갖게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사실 아르토는 잔혹이 피 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   “ ‘ ’ ”90)한다. 

87) 하필숙 앞의 글 쪽, , 235 . 
88) 브루스타인 앞의 책 쪽, , 46 . 
89) 브루스타인 앞의 책 쪽, , 442 . 
90) 브루스타인 앞의 책 쪽 ,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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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르토의 잔혹은 삶에 한 가, “
를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극도의 윤리적 순수성과 동일한 것”91)으

로 파악할 수 있다 애나벨라와 지오반니가 사랑으로 인해 겪는 시련과 . 

죽음의 비극적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잔혹의 개념과 만나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피가 상징하는 잔혹성은 선정적인 눈요깃거리도 되지만 “
동시에 자기 성찰과 변화의 계기”92)가 되는 것이다 그녀가 창녀라니. 
에서 칼끝에 꽂혀 있는 여동생의 심장을 들고 들어오는 지오반니의 

모습은 사랑에 한 신념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잔혹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의미와 연극적 스펙터클로서의 잔혹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극장에 오는 관객들이라면 자신들이 정신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의 감각

을 다루는 실제 수술 현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순간부터 . 

그들은 외과의사나 치과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극

장에 가는데 자신들이 죽지 않지만 동시에 이게 심각한 일이며 아무 탈 , 

없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Audiences coming to our theatre know they are present at a real 

operation involving not only the mind but also the very senses of 

flesh. From then on they will go to the theatre as they would to 

surgeon or dentist, in the same frame of mind, knowing of course, 

that they will not die, but that all the same this is a serious 

business, and that they will not come out unscathed.93) 

아르토의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는 연극을 통해서 관객, 

을 공격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감, 

정적 파급력을 의도한 것이다 이 말은 공연을 보는 관객의 수용자적 . 

91) Artaud, ibid, p. 122. 
92) 하필숙 앞의 글 쪽, , 216 . 
93) Antonin Artaud, Collected Works 2, trans. Victor Corti, n.p: Riverrun Pr, 

200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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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함께 염두에 둔 것으로 결국 페스트와 같은 연극에 한 그의 , 

사유와 연결된다. 그는 이성 개인주의 문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성과 , , 

삶의 활력을 복원하기 위해 연극은 전염병처럼 관객의 몸과 마음에 퍼

지면서 소통의 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에쓸린. 

은 이러한 점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아르토의 연(Martin Esslin)

극적 시도가 비극의 탄생 (  The Birth of Tragedy 에서 니체) (Friedrich 

가 제시한 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Wilhelm Nietzsche) . 

만 니체가 아폴론적 요소와 디오니소스적 요소(Apollonian) (Dionysian) 

의 결합을 주장했다면 아르토는 아폴론적 요소를 일체 거부하고 디오, “
니소스적 활력이 지닌 폭력과 신비로운 어두운 힘”94)을 선택했다 아. 

르토는 이러한 힘이 지닌 효과에 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이 연극을 

통해서 활성화될 경우 인간들도 위축된 활력과 본능을 회복할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그가 표방하는 잔혹극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억압된 욕망을 개복   

하는 실험실로써 결국에는 전염병인 페스트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을 가, 

하는 위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다다를 경우에만. , 

관객의 신경을 건드리며 일종의 통찰과도 같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아르토는 더 나아가 연극은 페스트처럼 죽거나 아. “
니면 치유될 수 있는 위기”95)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잔혹은 수용자

적 입장에서 단순히 의식을 뒤흔들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에 한 열정을 깨우는 연극적 카타르시르를 지. 

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데 보스 는 아르토의 연. (Laurens De Vos)

극을 비극의 맥락과 연결시킨다.  

혹자는 아르토의 연극을 비극의 연극적 과잉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 . .

장할 것이다 비극이 최소한의 거리에서 그러나 유리 너머로 바다를 바. , 

94) Martin Esslin, Antonin Artaud: The Man and His Work, London: John 
Calder, 1999, p. 80. 

95) Antonin Artaud, Collected works 4, trans. Victor Corti, n.p: Riverrun Pr,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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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본다면 잔혹극은 그 유리를 깨버리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다. 

. . .one could argue that Artaud’s theater is what one could call a 

theatrical excess of tragedy. While tragedy looks at the ocean from 

just a minimum distance, yet from behind the glass, Theater of 

Cruelty wants to break the glass and dive into the ocean.96)

아르토는 잔혹 연극론 을 비롯한 여러 저서를 통해서 유리 를 왜 깨‘ ’ 
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연극의 수용적 효과

에 한 광범위한 설명들을 제공한다 아르토가 표방하는 잔혹극은 보. 

다 더 강렬한 연극적 체험을 통해 성찰 정화 그리고 외면해 왔던 진실, 

들과 마주하기를 시도하는 연극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깨야 하는지에 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 

다소 피상적인 답변들을 주고 있다 잔혹극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남. 

겨둔 이러한 모호함은 잔혹극의 본질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혹은. , 

잔혹을 성취하는 방법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

다 아르토가 몸을 비롯한 물질적 장치들의 극단적인 비재현성을 통해 . “
연극이 지닌 원초적 현존을 발현”97)하기를 의도했지만 그가 활용하는 , 

극단적인 이미지들은 그 실행 여부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 

한 점에서 아르토가 추구하는 충만한 현존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 “
꿈”98)이 되고 있다. 

아르토가 남긴 희곡은 피의 분출   (  Spurt of Bloo 이라는 d, 1925)

작품과 년에 그가 직접 연출한 첸치 일가1935 (  Les Censi 의 각색) 99)

96) Laurens De Vos, Cruelty and Desire in The Modern Theater: Antonin Artaud, 
Sarah Kane, and Samuel Beckett, Madison,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2011, p. 27.

97)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 한국연극학 권, 57 , (2015): 14. ｣  
98) Elizabeth Nordt, “Antonin Artaud: Inspiration of Derrida,” Lehigh Preserve, vol. 

3 (1995): 104.
99) 아르토의 첸치 일가 는 퍼시 비시 셸리 가 년에 쓴 (Percy Bysshe Shelley) 1819 5 

막으로 구성된 운문 형태의 비극과 스탕달 이 년에 쓴 동명의 (verse) (Stendhal) 1837
중편 소설에 한 각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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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부이다 그런데 관객의 의식을 뒤흔들기 위해 그가 추구하는 강렬. 

한 시각적 순간들은 표현이 불가능한 지점들을 드러낸다 피의 분출.  
이라는 작품 속의 무  지문은 비재현적 현존이 불가능한 예시를 보여

준다. 

수녀 가 치마를 들어 올리자 수많은 전갈들이 치마 밑에서 (Wet Nurse) , 

기어 나와 그 다리 사이를 무리지어 다닌다 수녀의 질이 부풀어 올라 . 

갈라지고 태양처럼 투명해져 반짝인다.

A multitude of scorpions crawl out from beneath the Wet-Nurse's 

dress and swarm between her legs. Her vagina swells up splits and 

becomes transparent and glistening like a sun.100)

아르토가 추구했던 잔혹은 배우의 몸 소리 공간 등 본래 공연이 지니, , 

고 있는 물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텍스트가 아닌 연극 본래의 제의적이

고 원초적인 힘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의 비재현적 현존은 허구적 . “
일루전에 기반하지 않은 연극행위를 통해 예술적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존재적 근원과 일치되고자 하는 순간 발현되는 현존감”101)을 의도했다. 

그러나 아르토가 추구하는 원한 현재에 해 데리다(Jacques Derrida)

는 잔혹극과 재현의 폐쇄 ｢ ｣102)라는 글을 통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한

다 그는 우선 잔혹극은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재현할 수 없다. “ . 

는 점에서 삶 그 자체이다 삶은 재현의 재현 불가능한 기원. ”103)이라는 

점에서 아르토가 추구하는 충만한 현존에 해서 지지의 입장을 보인

다 그러나 잔혹극과 재현의 초월적 기표로서의 텍스트를 벗어난 아르. “
토의 비재현적 연극론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아르토가 추구하던 

100) Antonin Artaud, Spurt of Blood, trans. Ruby Cohn, www,spurtofblood.com, 
Accessed 8 May, 2018. 

101) 김방옥 앞의 글 쪽, , 13 . 
102) Jacques Derrida, “The Theatre of Cruelty and the Closure of Representation,” 

Theater, vol. 9 no. 3 (1978): 6-19.
103) Derrida,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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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에서의 진정한 현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104)는 견해를 밝힌다 연. 

극이나 예술에서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재현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

다 데리다의 지적은 아르토의 잔혹극적 이상과 그 실행 사이에서 발생. 

되는 괴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르토가 주장한 잔혹성   ‘ ’
이 결국에는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을 극 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극

적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아르토는 날것의 현상학적인 경험을 극단적. “
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연극적인 언어를 통한 맥락화가 필요하

다는 역설”105)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설적 지점에서 아르토의 잔혹극. 

과 케인의 연극이 긴 하게 교차한다 아르토의 잔혹극적 이상과 실행 . 

사이의 어려움은 케인의 재현 불가능한 폭력 과 유사한 방법론적 문제‘ ’
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손택 은 아르토가 제시한 잔혹극의 이   , (Susan Sontag)

론적 측면을 높이 사면서 그것이 예술계에 기여한 혁명적 입지를 인정

하지만 아르토가 공연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도 “
남겨주지 못했다”106)는 점에서 잔혹극의 실행을 실패로 간주한다 그는 . 

우리가 아르토에게서 감을 받고 변화 될 수 있다“ ”107)고 보지만 그

의 연극적 이상을 실행할 길은 없다고 단정한다 더 나아가 아르토 자. “
신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108)고 평가하면서 이론에서 실행으로의 

전환이 주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아르토가 직접 연출하고 출연까. 

지 한 첸치 일가 는 초현실적 요소의 과도한 사용으로 회 만에 막17 
을 내리면서 그가 주장한 잔혹극의 이상을 제 로 구현하지 못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아르토의 잔혹극은 사실 실천적이기보다는 형이상학. 

104) 김방옥 , ｢연극에서의 현존 한국연극학 권, 57 , (2015): 7. ｣  
105) Sean Carney, “The Tragedy of History in Sarah Kane’s Blasted,” Theatre 

Survey vol. 46 no.2  (2005): 281. 
106) Susan Sontag, Under the Sign of Saturn, New York: Vintage Books, 1981, p. 

42. 
107) Susan Sontag, “Introduction,” Antonin Artaud: Selected Writing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 1vii. 
108) Sontag, ibid, p. 1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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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극 세계를 담고 있다. 

아르토의 연극 철학의 핵심을 들여다 볼 때 그것은 전통적인 연극   , 

이 관객에게 강요하는 수동성을 제거함으로써 관객과 무  사이의 경

계를 없애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격렬한 행위가 주는 잔혹이 연. “
행자와 관람자의 방어막 을 산산조각 내고 개인의 고독을 깨부(defense)

수며 교감 과 개인의 변형(communion) (metamorphosis)”109)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반 하고 있다 그가 비록 공연을 통해서 자신. 

의 연극적 이상을 직접 증명해 보이지는 못했어도 연극에 한 그의 “
발언들이 한 시 에 미친 엄청난 향력”110)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잔혹극의 이념을 이어간 후속 세 의 연극적 실험 . 

속에서 오히려 그 실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111) 

그 표적인 예로 리빙 시어터 를 들 수 있는   (The Living Theater)

데 이 단체는 시인이자 화가인 줄리안 베크 와 배우 쥬디, (Julian Beck)

스 말리나 에 의해 년에 창단된 미국의 가장 오래(Judith Malina) 1947

된 실험극단이다 리빙 시어터는 경쟁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 

공동체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아르토. 

의 잔혹 연극론 을 자신들의 작업의 주요한 텍스트로 삼으면서 무 
와 객석 사이에 존재하는 제 의 벽 을 허물기 위한 시도들을 펼쳤다‘ 4 ’ . 

특히 년에 초연된 지상의 천국 은 논리성이 제거1968 < >(Paradise Now)

되어 소리로서 기능하는 언어 관객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객석과 , 

무 를 나체로 활보하는 배우들과 심지어 관객들이 극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관객들을 수동적인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

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마치 아르토가 관객의 몸과 마음에 전염병처럼 퍼지는 연극을    

통해 소통의 지점을 찾으려고 한 것처럼 현존하는 배우의 몸이 지닌 , 

109) Robert Leach, Makers of Modern Theatre, London: Routledge, 2004, p. 171. 
110) Josette Feral, “Building up the Muscle: An interview with Ariane Mnouchkine,” 

TDR, vol. 33. no. 4 (Winter 1989): 89.
111) 주네 그로토프스키 바르바 (Jean Genet), (Jerzy Grotowski), (Eugenio Barba), 

브룩 등이 있다 극단으로는 리빙 시어터 가 (Peter Brook) . (The Living Theater)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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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을 통해서 관객과 무  사이의 구분을 지우려는 시도 다 아르토. 

가 관람자와 무  위의 스펙터클 배우와 관람자 사이의 직접적인 소“ , 

통 이 재정립(communication) ”112)되기를 원한 것처럼 리빙 시어터도 , 

관객에게 변화를 끌어내는 연극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상의 천. <

국 이라는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실제로 관객을 거리로 이끌고 나가>

서 지금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혁명을 시도하며 극장에서의 경험을 실질

적인 행동 으로 옮기면서 아르토의 연극 세계와 그 궤도를 달리(action)

하게 된다 리빙 시어터가 년 와 년  초반에 관객이 연극을 경. 50 60

험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으면서 실험적이고 혁명적인 연극으로서의 위

상을 획득했지만 년  후반에 가서 관객의 참여를 통한 정치적 행, 60

동주의 로 그 노선이 바뀌면서 아르토의 세계와는 멀어진 것(activism)

이다.113) 

그런데 리빙 시어터의 실천과 반 로 차임 은    , (Daphan Ben Chaim)

아르토의 연극이 거리 두기라는 개념을 전제한 것“ ”114)이라고 규정한

다 그는 거리 두기는 일반적인 미학적 원리의 기반. “ ”115)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연극에서의 거리 두기 가 수용자에게 주는 미학적 (distance)

효과를 분석한다 차임의 생각에 따르면 아르토의 잔혹극이 관객과 무. 

 혹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거리를 없애거

나 바꾸기를 의도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자는 극장 안에서 자신의 삶이 . “
위협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심리적 안전망”116)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르토가 강렬한 이미지들로 넘쳐나는 직. , 

112) Artaud, Theatre and its double, p. 96. 
113) 사실 아르토는 사회적인 혁명에 해서 적 적인 입장을 보 다 아르토가 그 뜻. 

을 같이 했던 초현실주의자들과 단절하게 된 계기 역시 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
이면서부터이다 아르토가 생각한 혁명은 순전히 문화적인 것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 . 
것은 개인의 의식의 해방과 변화 고 사회적 혁명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이었다. 

114) Daphne Ben Chaim, Distance in the Theatre: The Aesthetics of Audience 
Response, Ann Arbor: UMI Research Press, 1984, p. 79. 

115) Chaim, ibid, p. 78. 
116) Chaim, ibid.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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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연극적 경험을 의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극이라는 안전망

이 연극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르토의 연극에서도 존재한. 

다는 미학적 거리감에 한 차임의 주장은 잔혹성 이라는 것이 결국 ‘ ’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을 극 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극적 방식이라는 

생각과 다시 연결된다. 

같은 맥락에서 아르토의 연극적 이상을 실험한 예는 브룩   , (Peter 

Brook)의 공연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룩이 리빙 시어터의 경우처. 

럼 아르토의 잔혹 연극론 을 그 작업의 본질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아,  
르토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연출가 다 사실 브룩은 . 

년 와 년  초반의 국 연극계에 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50 60 . 

그 이유는 당 의 연극이 보여준 현주소가 예술적 자극이나 감과 가

르침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오락적인 측면에서의 재미조차 주지 못한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브룩이 생각하기에 관객들은 삶보다 나은 것을 . “
갈망하며 극장을 찾는”117) 것이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형식으로 자극을  , 

줄 수 있기 위해 그는 새로운 연출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 

국의 주류 연극계에 만연해 있는 보수적 관행을 넘어서며 새롭게 생동

감과 에너지를 무  위에 도입하기를 의도했다. 

브룩은 년에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1964 (Royal Shakespeare 

를 창단한 홀 에게서 주에 달하는 워크숍을 진Company) (Peter Hall) 12

행하고 연출하도록 제안 받는다 이 워크숍은 애초에 아주 엄선되어 뽑. 

힌 배우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채 시작되었고 잔혹극 시, <

즌 으로 불렸다 이 워크숍에서 아르토의 >(Theater of Cruelty Season) .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의 표현을 찾기 위한 방식들이 탐색되었

다 예를 들어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에 배우들은 언어에 한 의존. , 

도에서 벗어난 채 새로운 상황에 반응하기 위해서 소리나 움직임을 “
이용하기 시작”118)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숍의 결과물. (works in 

117) Peter Brook, The Empty Space, London: MacGibbon & Kee, 1968, p. 11. 
118) Michael Kustow, Peter Brook: A Biograph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05,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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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객들에게 소개되었는데 그 중 아르토의 피의 분출progress) ,  
도 있었다 사실 년 월 일에 완성된 이 작품은 초현실적인 분. 1925 1 17

위기와 날 것의 물질성 으로 인해 무 화 할 수 없는 희곡(physicality)

이라는 평판으로 거의 년 동안 공연되지 못했다 잔혹극 시즌 의 40 . < >

일환으로 선보인 브룩의 피의 분출 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 초연이 된  
셈이다 그러나 워크숍의 결과물을 직접 본 바커 는 이 . (Clive Barker)

작품에서 가장 표현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수녀가 치마를 들어 올

리는 장면의 연극적 효과에 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내가 본 것은 가상의 가슴을 단 젊은 여인이 중세 기사를 향해 무  뒤

쪽으로 스커트를 들어 올려 자신을 노출시키는 모습이었다 지루해 보이. 

는 그의 일관된 표정이 일말의 흥미나 관심도 드러내지 않자 나는 아마, (

도 정당하게 그 여배우의 가운 아래에 두 겹의 속바지와 국부보호 가 ) 

나체의 몸을 가리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난 흥미를 잃은 채 내가 . , 

왜 육체적 잔혹극으로 포장된 국 그리고 미국 의 내숭과 지적 직해주( )

의의 전시를 보러 온 건지 의아해졌다. 

What I saw was the back of the miming young lady with the 

supposed breasts as she lifted her skirt upstage to display herself to 

the would-be medieval knight. Since his staid and steady 

countenance showed not a glimmer of interest or concern, I 

presumed (rightly I'm sure) that under her gown two pairs of 

knickers and a jock strap covered her nakedness. I lost interest and 

wondered why I had been invited to this display of English (and 

American) prudery and intellectual literalism tricked out as a 

physical theatre of cruelty.119) 

피의 분출 에 한 바커의 이 부정적인 평가는 브룩이 아르토의 잔혹 
극적 이상들을 실험했지만 그 지향하는 목표가 달랐다는 점에서 기인, 

119) Clive Barker, “Tell Me When It Hurts: the ‘Theatre of Cruelty’ Season, 
Thirty Years On,” New Theatre Quarterly, vol. 12 no. 46 (May 1996): 135.



- 38 -

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아르토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적인 

각성이었다면 브룩은 조금 더 단순한 차원에서 언어에 귀속되지 않는 , 

연극적 표현 방식을 찾아내고 연극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했기 때문이

다 브룩 역시 아르토의 경우처럼 말이 아닌 조명 세트 소품 의상. , , , , ,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배우의 행위와 몸의 물질성을 통해서 소통의 방

식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브룩은 아르토의 연극관이 제기하는 도전과 . 

극단적인 이미지들에 큰 흥미를 보 지만 정작 아르토의 이론을 실행“
에 옮기려는 순간 그 아르토 가 현장 예술가 아니었다( ) ”120)는 사실을 체

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르토의 잔혹극은 브룩에게 있어서 . 

코앞에 매달려 있는 당근“ ”121)처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안적인 

연극적 방식들을 찾아가는 자극제가 된 셈이다 브룩은 아르토를 통해. 

서 비로소 관습적인 무 를 벗어나 보다 실험적인 방식으로 도약“ ”122)

할 수 있었고 역으로 브룩의 다양한 실험들 속에서 아르토의 연극적 , 

이상의 실현 가능성들이 탐색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년  초반. 1960

은 브룩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특히 잔혹극 시즌 을 통해서 < >

배우와 관객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시간들이었다 그는 새로운 . 

연출 방식들을 찾아내면서 아르토에게 감을 받은 연극“ ”123)을 발전

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잔혹극 시즌과 같은 해에 공연된    마라 사드/ 
(Martat/Sade)124)는 아르토의 생각들이 브룩의 방식으로 구현된 사례

가 된다. 마라 사드 가 공연될 당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 ,  
면은 채찍질 장면이었다 브룩은 사드 가 코르데. (Sade) (Charlotte 

120) Dale Moffitt, Between Two Silences: Talking with Peter Brook, London: 
Methuen Drama, 1999, p. 33.

121) Tsu-Chung SU, “Peter Brook’s Artaudian Turn,” Cultural Transformations in 
the English- Speaking World, edited Cecile Coottenet, Jean-Christophe Murat 
and Nathalie Vanfasse,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p. 46. 

122) SU, ibid, p 46. 
123) Charles Marowitz, “Notes on the Theatre of Cruelty,” The Tulane Drama 

Review, vol.11 no. 2 (Winter 1966): 171. 
124) 마라 사드 는 독일의 극작가인 바이스 의 년도 작품이다 / (Peter Weiss)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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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배우의 긴 Corday)

머리를 고문의 도구로 사용했다 코르데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긴 머. , 

리를 이용해서 사드의 몸을 치듯이 스치는 동안 그는 혁명과 인간의 , 

본질에 한 얘기들을 나열했다 브룩은 배우의 몸이 지닌 물성을 통해. 

서 채찍의 고통 속에 녹아 들어 있는 에로틱한 정서를 함께 표현한 것

이다 또한 정신병원에 갇힌 환자들의 움직임과 소리들은 아르토식의 . 

강렬하고 극단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이 공연은 아르토식의 충. “
격 말하자면 환각 발작 처형 채찍질 비명과 신음 그리고 무한한 소, , , , , , 

리의 변주들”125)을 보여주었다 국에서의 공연 후에 이 연극은 미국. 

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타임즈 지는 이 작품을 잔, (The Times) “
혹극의 가장 야심찬 사례의 등장”126)으로 평가했다. 

아르토의 잔혹극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앞서 살   . 

펴본 리빙 시어터나 브룩의 예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잔혹극의 본질을 ,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연출적인 시도들은 이론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

준다 아르토의 잔혹극은 잔혹 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현존이 어. ‘ ’
디까지 가능한 것이며 그 현존을 연극적 맥락 안으로 어떻게 끌어올 , 

것인지에 한 사유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강렬한 연극적 경험을 추. , 

구하는 케인의 연극은 배우의 몸이 현존과 재현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폭력의 미학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한 질문을 제기한다.

125) J.C. Trewin, Peter Brook: A Biography, London: Macdonald and Co., 1971, 
p. 146.

126) Albert Hunt and Geoffrey Reeves, Peter Broo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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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의 경험적 연극과 재현적 현존 1.2 

아르토에게 몸과 마음의 분리는 마음의 병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치   , 

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극이었다 의식의 고통은 몸과 마음을 분리. 

하기를 거부하는 아르토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사회가 , 

정립한 모든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 사고에 항하는 한 예술가의 몸

부림이었다 아르토는 바로 연극을 통해서 몸이 생각으로 재탄생되고 . “
생각이 몸으로 재탄생”127)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 

수술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만큼 아르토가 연극을 통해 시도한 의식, 

의 수술 은 필수적으로 잔혹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surgery) ‘ ’ . 

이러한 사유를 반 할 수 있는 연극적 방식은 아르토에게 온전한    

현존에 있었다 그는 마음이 몸이 되고 몸이 마음이 되는. “ ”128) 지점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아르토는 삶과 분리된 예술을 반 하며 일반. 

적으로 예술이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했고 연극에서의 재현을 바라보는 , 

시각에 있어서 플라톤 의 시각과 유사한 측면을 드러낸다 손택은 (Plato)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예로 들면서 동굴이 극장이라면 그림자는 동, 

굴 밖에 있는 실제 에 한 연극적 형상화가 된다고 설명한다(reality) . 

플라톤의 시각을 따른다면 그림자는 모두 허상에 불과하며 실제와 재

현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르토는 .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연극이 그림자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는 , 

진실되고 거짓된 것이 섞여 있으니 진실된 그림자를 만들어야 내야 한

다고 본 것이다.129) 아르토에게 삶과 분리된 재현적 연극은 허상인 그 

림자에 해당되고 잔혹하고 위협적인 연극은 진실한 그림자가 될 수 있,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존이라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궁극. , 

적으로 배우의 몸을 부각시키는 방식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르토가 주장한 현존이 현상학적인 사유와 연결되   

127) Susan Sontag, “Approaching Artaud,” Under the sign of saturn, New York: 
Vintage Books, 1981, p. 39.

128) Sontag, ibid, p. 24. 
129) Sontag, ibid, 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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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서양의 철학사에서 몸은 오랫동안 .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았고 특히 데카르트적 사유에 따르면 , (Cartesian) 

인식하는 주체는 육체와 상관없이 순수한 정신이나 의식으로만 존재“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130) 이러한 사고 안에서 몸은 폄하되기 마련이 

었다 의식은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인식되었. 

고 데카르트 이후의 사유에서 몸은 단순한 물질로 이성적 주체의 “ . . .

지적 추구과정을 위해 초월되어야 하는 것”131)이었다. 

그러나 몸이 오랫동안 하나의 타자로서 배제되었다면 메를로 퐁티   -

는 현상학적인 시각을 토 로 몸과 정신의 긴 한 관(Mereleu-Ponty)

련성에 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이원론에 반기를 든다 그는 .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만 성립 가능함“ ”132)을 보여주며 몸

을 기반으로 한 주체에 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다 메를로 퐁티는 . -

혼과 몸의 통합이 그 자체로 의식의 가능성“ . . . ”133)이 된다고 주장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몸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의식. 

이라는 것은 세계 몸 타인과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의식을 몸에, , . 

서 분리된 독립된 실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몸 타자 세계와 만나고 소통하고 상호 열림을 통해서 존재하, , 

는 것으로 설명한다. 

  결국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 지각의 주체는 몸“ ”134)이 되고, 인간은 의

식 주체라기보다는 몸에 기반을 둔 육화된 의식(embodied consciousness)

으로서의 주체가 된다 이처럼 의식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핵심은 몸에 . 

있으며 몸과 몸의 접촉을 통해서 의식은 존재하고 변화해 나간다 메, . 

를로 퐁티의 독특한 몸 철학은 무엇보다 육화된 의식이 내면에 고립된 -

존재가 아니라 타자 그리고 세계와 연결된 연속체로서의 의식이라는 , 

130) 김진아 메를로 뽕띠 의 현상학적 신체론과 페미니즘 비평과 이론, - (Mereleu-Ponty) , ｢ ｣ 
제 원 호 , 9 1 (2004): 5. 

131) 김진아 앞의 글 쪽, , 6 . 
132) 김진아 앞의 글 쪽, , 7 . 
133)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Donald A. 

Landes, London: Routledge, 2014, p. 99. 
134) Merleau-Ponty, ibid,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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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은 아르토의 연극적 실험 속에서 다시 발견된다 아르토   . 

는 정형화된 무 를 거부하고 오히려 배우가 관객을 에워싼 형식을 통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오롯이 그 순간을 함께 경험하기를 의도했다 또. 

한 소리 조명 등 공연의 여러 물질적 요소를 활용하면서 관객과 배우, 

가 서로의 육화된 의식을 통해 접촉하고 소통하며 외부 환경으로서의 

세계와 관계 맺기를 시도했다 마찬가지로 주체가 보이는 의식의 변화 . , 

가능성이 이성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인의 세계는 아르토의 세계와 현상학적 세계와 접점, 

을 형성한다 케인의 작품에서 각 인물들은 폭력에 의해 촉발되는 몸과 . 

몸의 접촉을 통해 내면의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표현한다 몸과 정신. 

의 분리가 아르토에게 잔혹으로 드러났다면 케인에게는 폭력으로 형상, 

화 된 것이다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아르토는 충만한 . 

현존을 케인은 경험적 연극을 시도했다, . 

바커는    연극을 위한 논쟁 (  Arguments for a Theatre 을 통해서 연)

극은 무  위에서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논쟁이 아닌 객석과 무“
 사이의 창조적 긴장”135)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상적. 

인 연극의 형태로 파국의 극 을 주장하는데‘ ’(Theatre of Catastrophe) , 

이는 자연주의 연극의 관습을 공격하며 관객이 연극을 경험한 후에 자

유로운 혼란 상태와 불편함을 느끼기를 의도하는 연극을 말한다 케인. 

은 웰러의 미친< >(Mad, 1992)136)이라는 공연을 보고 바로 이러한 혼

란과 불편함을 느꼈다. 

이 공연은 정신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전문배우와 비전문 배우들을 

135) Howard Barker, Arguments for a Theatre,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p. 52. 

136) 이 작품은 웰러의 삼부작의 마지막으로 노숙인들을 출연시킨 기쁜 , < >(Glad, 
과 소년 범들이 나오는 나쁜1990) < >(Bad 에 이어 년에 공연되었다 미, 1991) 1992 . <

친 은 우울증 거식증 어린 시절의 학 가 남긴 트라우마 등을 통해 실제로 정신 > , , 
질환으로 고통 받은 경험이 있는 명의 여자들이 자신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8
된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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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놓은 프로젝트 다 이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경험적이라는 점에서 . 

다른 연극들과 달리 아주 특이했다 관객의 입장에서 나는 극도의 정신. , 

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 이끌렸다 미친 을 통해서 나는 지옥을 경. . .< >

험했고 이 공연을 본 그날 밤에 내가 만들고 싶은 연극이 무엇인지를 , 

결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경험적인 연극이었다. . 

It was a project that brought together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actors who all had some experience of mental 

illness. It was a very unusual piece of theatre because it was totally 

experiential. As an audience member, I was taken to a place of 

extreme mental discomfort and distress. . .Mad took me to hell, and 

the night I saw it I made a decision about the kind of theatre I 

wanted to make-experiential.137) 

웰러의 공연에서 케인이 경험한 고통과 불편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

인했다 첫째는 배우들이 무 에서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개인의 실화를 .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와 공연 사(reality)

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관객들은 연기가 아니라. “ , 

마치 개인의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보는”138) 체험으로 인해 불편한 감 

정과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케인은 웰러의 공연이 준 경험이 백신

을 투여 받은 기분이었다면서 며칠 동안 살짝 앓았지만 그 (vaccine) “
투여가 나를 더 큰 질병으로부터 보호”139)했다고 말한다 연극적 경험. 

이 케인에게 치유를 위한 백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연극을 치유될 

수 있는 위기 상태로 바라본 아르토의 생각과도 연결된다.

   웰러가 의도한 것은 무  위에서 드러나는 상처가 관객에게 그 로 

전달되면서 그것을 통해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감정의 해소“ ”140)를 느

137) Aleks Sierz, In-yer-face, p. 92. 
138) Graham Saunders, “‘Just a Word on a Page a There Is the Drama’ Sarah 

Kane’s Theatrical Legacy,” Contemporary Theatre Review, vol. 13 no. 1 
(2003): p. 102. 

139) Sierz, ibid, p. 92. 
140) Siobhan Dolan, “Mad, bad and dangerous to know?,” The Independent,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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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웰러가 사람들이 해소하기를 바라는 감정. 

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반면 그의 작품이 관객이 아닌 배우의 개인, 

적인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고통의 스펙터클“ ”14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케인은 이 공연을 계기로 경험적인 연극. 

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웰러의 공연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웰러, . 

의 공연에서 사와 상황들이 주로 즉흥“ ”142)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케인

은 희곡 텍스트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이다.143) 케인은 폭파 와  
정화 의 초연 공연에서 연출을 맡은 맥도널드(James   와 계Mcdonald)

속해서 작업을 하는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 “
제임스와 함께 하는 이유는 그가 특정한 부분에서 이게 쉼표인지 마침

표인지를 따져 물을 수 있고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이다 모호함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 

아주 뛰어나다.”144) 

케인의 작품에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 

텍스트에 한 중요성을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굳건한 극작 전통 속“
에서 독특한 연극성을 실험한 신진 작가”145)라는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 그가 의도하는 경험적 연극은 텍스트와 

퍼포먼스 사이의 묘한 긴장 속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이유. 

는 케인이 퍼포먼스 아트에서처럼 텍스트와 배우의 기호적 의미를 버

리지도 그렇다고 사실주의 극에서처럼 배우의 몸을 텍스트에 온전히 , 

종속시키지도 않기 때문이다 케인은 . 극장 안에서의 강렬한 체험을 통“
한 본능적인 방식의 연극”146)을 의도하며 관객의 강렬한 체험이 기본

24, 1992. Accessed March 26, 2016. 
141) Dolan, ibid. 
142) Saunders, ibid, p. 99. 
143) 한 예로 , 케인은 정화 를 언급하며 이 작품의 거의 모든 사는 한 가지 이상“ 

의 의미를 지닌다 는 점에서 사 안에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강조한다” . 
(Claire Armistead, “No Pain, no Kane,” The Guardian, 29 Apr 1998, Accessed 
25 Jan 2016.)

144) Claire Armistead, “No Pain, no Kane,” The Guardian, Apr 29, 1998 
Accessed Jan 25, 2016.

145) Armistead, ibid.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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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극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강렬한 감정은 부“
인할 여지가 없이 케인의 극에 있어서 필수적”147)인 요소가 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연극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의 연극 세계는 부분적으로만 경험적, “ (partly) ”148)인 특성

을 보인다.149) 

폭력을 다루는 화나 매체가 기술적인 장치를 동원해서 배우의 몸   

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연극은 배우의 몸이 관, 

객과 동일한 시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 피셔 리

히테 는 이와 같은 특수성에 따라 연극(Erika Fischer-Lichte) 에서 극중 

인물의 기호학적 몸 과 배우의 현상학적이고 감각적인‘ ’(semiotic body) ‘
몸 을 구분 지으며 전자와 후자를 오가는 시점의 변화 속에(sensuous) ’ , 

146) Ken Urban, “An Ethics of Catastrophe: The Theatre of Sarah Kane,” PAJ: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 vol. 23 no. 4 (2001): 46.

147) Saunders, ibid, p. 102.
148) Saunders, ibid, p. 103.
149) 케인은 자신이 의도한 경험적 연극에 해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렇 . 

기 때문에 경험적 이라는 말은 다소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 경험적 연극 은 관객이 ‘ ’ . ‘ ’
강렬하고 본능적인 연극적 체험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쓰인 말로 (visceral) 
추정되지만 이 경우에 그 연극적 방식은 매개적 속성보다는 직접적인 방식을 지향, 
하게 된다는 점에서 배우의 현존하는 몸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케인의 . 
연극이 온전한 현존 속에서 구현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말은 강렬한 연, ‘
극적 체험의 힘 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 

케인이 경험적인 연극을 만들고 싶다고 한 말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은 몸이     , 
표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반 하고 있다 경험적이라는 . 
것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시간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자 타자, 
와 끝없이 연결되고 변형되고 생성된다는 시각을 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 
의도한 경험적 연극은 단순히 폭력을 사실적으로 모방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일처
럼 재현한다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 한 오해가 이. 
를테면 폭파 의 초연이 일으킨 소란의 한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케인이 .  
몸에 극단적인 폭력과 잔혹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연극
적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충격 효과 혹은 도발이라는 . 
장치와 반 의 접근을 의미한다 관객에게 가해지는 충격 효과를 꾀하는 도발극의 . 
측면과는 달리 케인의 연극 언어는 이보다 더 섬세한 순간들을 담고 있다 그러한 . 
만큼 폭력이라는 외피를 걷어냈을 때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장 연약한(vulnerable) 
순간을 포착하여 무 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것은 재현적인 연극 속에. 
서 현존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이는 새로운 창조적 상태에 한 요구를 , 
반 한다 미장센과 관객의 연극적 상상력이 만나는 순간에 케인이 의도한 경험적 . 
연극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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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객의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150) 

사실 연기자의 몸이 공연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른 것은 거시   “
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서양 현  문명에 한 거부감 특히 계몽주의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어온 이성에 의한 육체의 지배에 한 반발”151)

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 . 

앞서 살펴본 아르토의 잔혹극이다 그는 미장센이라는 연극적 언어가 . 

소리 색채 외침 한탄 주술 환 희귀한 “ (noises), , (cries), , , (apparitions), 

음색 가면 마네킹 신체적 행위 열기와 냉기를 조성하는 조명 등의 , , , , 

요소들을 망라해서 관람자의 감각을 공격”152) 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 

그는 배우의 현존하는 몸과 소리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키

면서 관객의 감각적 경험을 극 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서 아르토는 화 를 중심으로 극적 갈등이 전개되는 사실(dialogue)

주의의 관행적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극적 경험을 창조하기를 원

한 것이다 사실 .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 공연 안에서 배우의 몸은 물질, 

과 기호로서의 관계 속에서 그 기호적인 의미가 더 우세했다. 

배우는 자신의 감각적인 몸을 기호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면서 텍스트적 

의미의 물질적 전달자로서 기능하기 마련이었다 텍스트적 의미를 . 

과장하거나 위조하거나 해치거나 약화시키거나 , , , 달라지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신체적인 측면들은 제거되기 마련이었다. 

The actor was meant to transform his sensual body into a semiotic 

one which would serve as a material carrier for textual meaning. All 

physical aspects that exaggerated, falsified, abused, undermined, or 

altered its meaning in any way were to be eliminated.153)

150) Erika Fischer-Lichte, “Reality and Fiction in Contemporary Theatre,”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 33, no. 1 (2008): 84-96. 

151) 김명찬 재현의 위기와 몸의 연국 뷔히너와 현 문학 제 권 , , , 23 (2004): 320. ｢ ｣  
152) Felicia Hardison Londre, The History of World Theater: From the English 

Restoration to the Present, New York: the Contunuum Publishing Company, 
1991, p. 402. 

153) Erika Fischer-Licht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Performance: a new Aesthetics, 



- 47 -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에 따르면 극중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의 몸이 지닌 실질적 물질성은 지워지고 배우는 가상의 캐릭터를 

소환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텍스트에 맞는 유사체로서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서양의 연극 전통을 지배해온 리얼리즘극의 전통 안에서 관람 . 

주체는 현상으로서의 몸 보다는 극중 인물로서의 허구적 몸을 따르게 

마련이었다 아르토는 이러한 점에 반기를 들면서 . 사실주의의 관습을 

넘어서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시

도를 선보인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개념은 년 를 기점으로 퍼포먼스 아트가 우세   , 1960

하면서 오히려 물질이 기호로서의 몸을 압도하는 경향으로 바뀌기도 

했다 몸은 더 이상 텍스트적 의미의 전달자로서 그 안에 종속된 것이 . 

아니라 그 자체의 행위 속에서 창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 예로, . , 유

고슬라비아 출신의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

는 1 년 부터 꾸준히 현존하는 몸의 퍼포먼스를 선보여 왔다 그가 970 . 

보여주는 몸의 이벤트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실시간 으로 (real time)

관객들과 같은 시 공간 속에 호흡하는 현장감이다· .  

실시간의 사용은 아브라모비치가 활용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그것은 조, 

작되거나 옮겨지거나 생소해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는 시간이다, , , . 

이는 실제 경험의 전달이자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지속을 통한 , 

경험과 에너지에 한 교환이 된다. 

And real time is the special time used by Abramovic, a time that is 

not manipulated, transferred, alienated, distanced: it is a reality of 

experience that is transmitted, an exchange of energy and experience of 

the same duration as the participation in the event.154)

Trans. Saskya Iris Jain, New York: Routledge, 2008, p. 78.
154) Francesca Alfano Miglitetti, Extreme Bodies: the use and abuse of the body 

in art, Milan: Skira, 2003,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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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모비치는 인스브룩 의 크린칭어 갤러리(Innsbruck) (Krinzinger Gallery)

에서 토마스의 입술들< >(Lips of Thomas, 을 공연할 때1975) , 관객들이 보

는 앞에서 몸에 고통을 가했다 그는 끊임없이 꿀을 먹고 와인을 마셨. 

고 유리잔을 직접 손으로 깨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더 나. 

아가 복부에 면도날로 별 모양을 새기고 등을 채찍질하면서 몸의 상처 ,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 이후에 아브라모비치는 얼음으로 만들어. 

진 십자가 형상 위에 누워서 천장에 매달린 방열기가 얼음을 모두 녹

일 때까지 상처 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자해의 고통을 견뎠다 아브라모. 

비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강렬한 몸의 현존을 부각시켰다 고통의 재현. 

이라는 허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공연을 지켜보다 못. 

한 일부 관객들이 직접 아브라모비치의 몸을 옷으로 감싸준 후에 데리

고 나가면서 공연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155) 

이 사례를 분석한    피셔 리히테는 몸을 억압하고 학 하는 공연에- “
서 관객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156)한다 그는 관객의 윤리. 

적 잣 가 작동하면서 관객이 직접 공연을 중단시키는 행위자로 적극

적으로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텍스트 중심의 드라마. , 

를 넘어서는 재연극화 의 ‘ ’(Retheatralisierung) 맥락 안에서 연극의 생산자

와 수용자가 매개되는 직접성에 주목하고 무  위에서 살아 숨 쉬는 “
연기자의 몸을 새로운 연극 패러다임의 중심”157)에 놓는다. 

이처럼 아브라모비치는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발생시키는 몸의    

현존을 화두로 삼으면서 배우의 몸이 고통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

는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몸을 하나의 미학적인 화두로 설정한 그. 

의 작업에서 몸은 예술적인 재료 가 되어 살 피부 개“ (material) (flesh), , 

인의 감각을 소통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글로 쓰인 텍스트를 몸 그 자

체로 체”158)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우의 행위가 이전까지만 해. 

155) Fischer-Lichte, The Transformative Power, p.11.
156) 심재민 , ｢ 몸의 연극 에서의 수행적인 것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드라마학회‘ ’ , , ｣  

30 (2009): 36. 
157) 이준서 무  위 몸의 기호적 중층성 포스트드라 연극과 몸의 담론들 몸의 , - , ｢ ｣ 

위기 서울 까치 쪽, : , 2004, 113 . 
158) Miglitetti, ibid,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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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학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옮기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다면 퍼“ , 

포먼스의 역에서는 관객에게 즐거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극제 혹

은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동기”159)로 기능하면서 그 현상학적 중

요성이 부각되었다. 

   신체 예술 에서 (Body Art) 폭력 혹은 자해는 실제로 배우의 몸에 실

행되며 온전한 몸의 고통에 집중한다 이 경우에 폭력의 재현은 실제가 . 

되고 연행자의 몸에서 기호나 현상 사이의 구분은 지워진다 그러나 , . 

연극의 맥락 안에서 폭력이 무  위에 결부될 경우에 배우의 몸은 온, 

전한 현존도 그렇다고 온전한 재현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서 부유하게 

된다 보다 사실적인 재현이 시도되는 경우 배우의 현상학적인 몸이 더 .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징적이고 양식화된 연출의 경우에는 기호로서의 , 

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연출적인 방식에 있어서 어느 경우. 

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력의 . 

재현을 다루는 연극에서 극을 바라보는 관객은 기호와 현상으로서의 

몸을 오가는 시점의 왕래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으며 어느 순간에는 , 

두 요소가 겹쳐지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연극의 맥락 안에서 배우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은 고통 

받는 몸의 현존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그 재현의 한계성으로 인해 실제

로는 고통이 가해지지 않는 몸을 동시에 보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 

연극 무  위에서 고통 받는 배우의 몸은 양안시적 관점‘ ’(binocular 

을 제공한다vision) . 스테이츠 는 현상학과 기호학을 아(Bert O. States)

우르는 양안시적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과 예술을 바라보는 상호 보“
완적 관점”160)을 제공한다 그가 두 가지의 관점을 포괄하는 시각을 제. 

시하는 이유는 언어적 측면만이 부각되는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서 연

극을 접근할 경우 예술의 정동적 힘이 내재된“ (affective) ”161) 경험적이 

고 감각적인 측면들이 간과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159) Fischer-Lichte, The Transformative Power, p. 81-82. 
160) Bert O. States, Great Reckonings in Little Rooms: On the Phenomenology of 

Thea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8. 
161) States,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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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호학과 현상학을 보기의 한 방식으로 간주할 때 그 둘은 일종, 

의 양안시적 관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쪽 눈은 이 세상을 현상. 

학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한 쪽 눈은 이 세상을 의미적으로 보게 , 

만든다.

If we think of semiotics and phenomenology as modes of seeing, we 

might say that they constitute a kind of binocular vision: one eye 

enables us to see the world phenomenally; the other eye enables us 

to see it significatively.162)

무  위에서 드러나는 배우의 몸은 현상학적인 몸과 기호학적인 몸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몸을 매개로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 , 

한 쪽 눈은 현상학적으로 모든 것을 그 날것 그 로의 물질성으로 바“ , 

라보고 다른 쪽 눈은 기호학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의 기호 코드 관습, , 

이자 다른 의미를 내포”163)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현상과 기호로서의 . 

몸이 제공하는 양안시적 관점을 피셔 리히테는 실제 와 허구(real)

의 몸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연극은 언제나 실제와 허(fictional) . “
구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을 특징(tension) ”164)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 

관람 주체는 배우의 실제 몸과 극중 인물로서의 허구의 몸에 한 인

식의 왕래 를 경험한다(shift) .

   그런데 폭력을 재현함에 있어서 이 지점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현. 

상학적인 몸이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반 로 재현의 허위가 드러나는 

경우 배우의 몸이 공연의 콘텍스트 를 이탈해 버릴 우려가 생, (context)

기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로 소시에타 라파엘로 산치오 의 년도 . ‘ ’ 1997

공연인 줄리어스 시저< >(Giulio Cesare 를 들 수 있다 절 적 통치자) . 

인 시저는 몸이 왜소하고 연약한 배우가 맡았고 그의 사상적 립자인 , 

키케로 는 스모 선수를 연상시킬 정도로 거 한 체구의 배우가(Cicero) , 

162) States, ibid, p. 8.
163) Sean Carney, “The Tragedy of History in Sarah Kane’s Blasted,” Theatre 

Survey, 46. 2 (2005): 276. 
164) Fischer-Lichte, “Reality and Fiction,”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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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의 장례식에서 명연설을 펼치는 안토니 는 실제로 (Mark Anthony)

후두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그리고 브루터스 와 캐시우스, (Brutus)

는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서 거식증에 (Cassius) 걸린 두 여인으로 등장하

면서 셰익스피어의 이 고전극을 그야말로 육체적 인 “ (physicality) 것에 집

착한 공연”165)으로 만들었다. 

연로한 노인의 몸을 지닌 시저는 말이 아닌 손짓을 통해서 소통하   

고 명연설을 펼쳐야 하는 안토니는 후두 절제술의 선명한 흉터 자국인 , 

목에 난 구멍을 통해서 힘겹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성 가 없. 

어 위와 식도를 통해서 소리를 내야 하는 안토니를 통해서 연출가 카, 

스텔루치 는 배우가 내뱉는 말이 아닌 그의 몸에 (Romeo Castellucci)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원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수사학의 힘을 해체시

켰다 더 나아가 한 배우가 내시경을 코 속으로 삽입하면서 관객들은 . ,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배우가 발화하는 순간에 발생되는 성 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또한 작품 후반부에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로 등장. 

하는 두 명의 거식증 환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부유했다. 

이들의 몸은 강렬한 방식으로 말이 지닌 공허함을 강조하면서 날 것의 

몸과 그 내부 기관들에 집중했다 노화 비만 질병 거식증을 표하는 . , , , 

배우의 몸들은 각각의 결핍 혹은 결함을 강조하면서 그 물질성을 드러

냈다 그렇게 정상 의 범주에서 확연히 벗어난 몸들은 그 노쇠. “ (norm)

함 과 신체적 과잉 을 제시하는 방식 속에서 관객들에게 충(age) (excess)

격”166)을 안겨 주었다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낯설고 기이하며 살짝. 

은 섬뜩하기도 한 이들의 외형은 무  위를 압도했다. 

그러나 물질로서의 현상학적인 몸이 공연을 지배하면서 한 가지    ,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것은 관객들이 배우의 몸이 주는 혐오감과 충격 . 

속에서 극적 상황과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개별적인 신체적 특성이 관객들에게 너무도 

165) Rachel Halliburton, “Arts: Nightmare of delight,” The Independent, June 16, 1999. 
Accessed January 25, 2018. 

166) Fischer-Lichte, The Transformative Power,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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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이고 충격적인 향을 미치면서 관객들은 공연자들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극적 캐릭터와 그 어떠한 연결성도 심지어 돌이켜 , 

생각해 본다 해도 각기 다른 배우의 몸을 캐릭터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배우들은 특정한 캐릭터를 변하는 기호가 아니라. , 

단순히 그 물질성으로만 인식된 것이다. 

The actors’ and actresses’ individual physicality had such an 

immediate and disturbing impact on the spectators that they were 

unable to establish any relationship to the dramatic characters the 

performers supposedly represented-even if one might have interpreted 

their various bod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s they were portraying 

in retrospect. During the performance itself, the actors were not 

perceived as signs for a particular character but solely in terms of 

their specific materiality.167) 

배우의 몸을 캐릭터와 연계시키지 못하면서 관객들은 배우의 현상학적인 

몸에 압도당한 채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기호로서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고 극중 상황으로부터 이화되었다 다시 말해 공연이 진행되면서 , . , 

배우들의 현상학적 몸은 노쇠함 질병 혹은 죽음을 드러내는 기호에 “ , 

한해서만 기호학적 의미”168)를 드러낸 것이다 배우의 몸이 지닌 . 

물질적 특성들은 오히려 관객에게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의 현상학적인 몸으로 인식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것은 . 

관객이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몸의 한계를 벗어나버린 

것이다 이를테면 몸이 앙상하게 말라 죽음의 색채가 드리워진 . 브루터스와 

캐시우스 역의 두 여인들처럼 배우의 몸은 그 끔찍한 상태 그 로 , 

전시되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안토니 역의 배우는 처음부터 목에 나 . 

있는 구멍을 드러내며 열변을 토할 수 없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존재했다 이들의 몸은 연출가의 콘셉트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 

167) Fischer-Lichte, ibid, p. 86. 
168) Fischer-Lichte, ibid,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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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배우의 몸은 이처럼 폭력 고통 잔혹이라는 요소와 결부될 경우    , ,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무  위의 폭력은 실제와 허구의 배우를 . 

구분하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 

무  위에서 배우의 몸이 드러내는 현존은 스테이츠가 제시한 

양안시적 관점처럼 현상학의 물질성이 기호학의 의미화로부터 완전히 , 

자유로워지거나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절충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케인이 의미한 경험적 연극 역시 이와 같은 절충적 시각 안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 배우의 몸이 끊임없이 기호이자 현상 사이를 

왕래하며 발생시키는 긴장은 케인의 연극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기호로서의 몸이 지배적일 경우 케인의 . , 

무  지문이 제시하는 수행적인 특성이 약화되는 반면 물질로서의 , 

몸이 우세할 경우 그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는 폭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된다 즉. , 재현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은 기호적 

의미로서의 상징적이고 양식적인 장치와 배우의 몸이 드러내는 

물질성의 직접적인 효과를 통한 양안시적 관점 속에서 부유하는 

연극적 폭력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존도 역시 . “
기호작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며 기호작용을 통해 , 

현존의 개념이 더 풍요롭고 생성적”169)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공연의 특성상 배우의 몸은 기본적으로 무  위에서 기호이자 ,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케인의 경우처럼 무  위에서 극단적인 . , 

폭력의 실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배우의 몸이 지니고 있는 이 이중적 

특성은 더 세 한 관심을 요구받는다 몸이 제공하는 연극적 언어 는 . ‘ ’
곧 관객과 무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파워 는 연극에서의 현존(Cormac Power) (  Presence in Play 이라는 )

저서를 통해 현존의 여러 양상을 분석하면서 허구적 양상의 현존(fictional 

으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연다mode presence) .170) 그에 따르면 연극의  

169)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 한국연극학 권, 57 , (2015):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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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실제 가 아닌 것에 있기 때문에 연극에서의 현존이라는 (real)

것도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세 한 환 을 만들어 내려는 경향에 “ (illusion)

반하는 연극 미학 을 구성(aesthetic) ”171)하는 핵심 요소를 연극적 

상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령 연극에서의 현전 하기 는 브룩이 활용한 빈    ‘ - ’(making-present)

무 의 개념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브룩의 연극은 (Empty Stage) . 

관객들의 상상력을 발동시켜 무  위에서의 실제와 허구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것이 사실적이고 어떤 것이 사실적일 . “
필요가 없는지 사이의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연극에서 . 

관객의 상상력이 놀랍게도 그 어떤 제안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172)고 본 것이다 연출가로서 그가 활용하며 유명해진 방식은 . 

은유적인 연극적 장치를 통해 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1 년에 국의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의 한 여름 970 <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은 아덴 숲의 꽃들을 표현하기 )

위해 접시돌리기를 활용했다 브룩이 보기에 연극의 본질은 현전하는 . “
순간 이라 불리는 미스테리(present moment) ”173) 속에 있는 것으로 , 접시를 

꽃으로 인식하는 순간 관객과 무  사이에 발동되는 창조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현존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순간은 . 

재현적 연극 속 현존의 순간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 

상징적 재현 라는 용어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존은 단순히 ‘ ’ . , 

지금 여기 가 표방하는 시 공간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 , ” ·

연극적인 맥락을 전제로 한 세계 안에서 기호작용을 동반한 현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현적 연극 안에서도 현존의 . , 

170) Cormac Power, Presence in Play: A Critique of Theories of Presence in the 
Theater, Amsterdam-New York: Rodpi, 2008, p. 15-47. 

171) Power, ibid, p.31. 
172) Peter Brook, Between Two Silences: Talking with Peter Brook, London: 

Methuen Publishing, 1999, p. 90. 
173) Peter Brook, There Are No Secrets: Thoughts on Acting and Theatre. 

London: Methuen Publishing, 1993,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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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려지는 순간 과거의 무엇인가가 다시 제시되는 순

간이요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지금 다시 존재하는 순간이다 재현은 지, . 

나간 사건의 모방이나 서술이 아니므로 그것은 시간을 부정한다 그것은 . 

어제와 오늘간의 차이를 무너뜨린다 그것은 어제의 행위를 취해서 그것. 

이 지닌 모든 측면들을 다시 되살려낸다 달리 말해 재현은 일종의 현재 . 

만들기를 지향한다.174) 

이 생각과 연계해서 케인이 폭력과 잔혹으로 의도한 경험적 연극이    , 

관객들의 상상력이 동원되는 상징적 재현을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될 수 있겠다 이는 도발극의 범주에서 케인을 논할 경우 충격과 . 

도발이라는 지점에서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 

언급했듯이 케인의 연극은 더 큰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 

있기 때문에 사실적 재현에 구속될 필요 없이 연극적 폭력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케인의 연극은 상징적 재현 을 ‘ ’
통해 강렬한 연극적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출 방법을 활용하며 

재현 불가능해 보이는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존은 기호작용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적 . “
기호화의 기능”175)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듯이, 

케인이 폭력을 다루는 극작상의 방식은 폭파 에서   정화 로 가면서  
사실적인 재현에서 상징적이고 양식화된 표현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극작술의 변화에 따라 케인의 초연 공연들은 연출법상의 변화를 

동반한다 폭력의 미장센이 보인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세상에 한 .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케인의 의도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174) 피터 브룩 김선 역 빈 공간 청하 쪽, , , , 1998, 216 .  
175) Power, ibid,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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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몸의 드라마투르기3. 

폭력의 구현 가능한 가치3.1 

케인의 초기 세 작품은 잔혹한 몸의 드라마투르기   176)를 선보인다. 

정작 케인은 무  위에서 재현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 

작품들은 재현의 측면에서 방법론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 그 질문의 . 

핵심은 관객과 동일한 시 공간에서 존재하는 배우의 몸이 과연 얼마나 ·

설득력 있게 폭력과 잔혹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있다 희곡 텍스트에서 . 

독자의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했던 폭력이 공연에서는 실행의 한

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행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 

간극은 텍스트가 제기하는 폭력이 어떻게 공연의 언어로 옮겨지면서 

176)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투르기의 용례를 극작술을 의미하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 바
라보고 사용한다 다만 드라마투르기의 어원을 추적해 볼 때 그것이 텍스트와 공연 . , 
사이의 접한 관계성을 아우르는 용어라는 점에서 드라마투르기라는 표현은 케인
의 연극에 해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견지한다 첫째 케인의 텍스트가 보여준 극. , 
작술과 그 변화 그리고 둘째 극작술의 변화가 동반한 미장센의 변화와의 관련성이, 
다 더 자세한 드라마투르기의 용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란다. . 

파비스는 드라마투르기의 어원을 극을 구성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에서 찾는다 전통적 용례로는 보통 희곡을 구성하는 극작술을 의미한‘dramaturgia’ . 

다. (Patrice Pavis, Dictionary of the Theatre: Terms, Concepts, and Analysis, 
Translated by Christine Shantz, Toronto and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럭허스트 에 따르면 드라마투르기는 Press, 1998, p. 124.) (Mary Luckhurst)
와 관련되는데 이 말은 극적인 형태로 텍스트를 쓰다 는 의미를 지‘dramatourgia’ ‘ ’

닌 단어 의 하위가 된다 는 극적인 형태로 옮기‘dramatourg-eo’ . ‘Dramatourg-eo’ ‘
다 는 의미를 지닌 극적 구성 을 의미하는 그리고 ’ ‘dramatopoi-eo’, ‘ ’ ‘dramatopoia’ 
극시인 을 의미하는 와 연관된다 이 어원들은 모두 극을 구‘ (poet)’ ‘dramato-poios’ . 

성하고 만드는 의미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Mary Luckhurst, Dramaturgy: A 
Revolution in Theatre 바르,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5.) 
바 는 공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방식 인 (Eugenio Barba) ‘ ’(work of the actions)

을 통해서 드라마투르기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텍스트와 공연을 직조‘drama-ergon’
하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다(weave) . (Eugenio Barba & Nicola Saverse, The 

Dictionary of Theatre Anthropology: The Secret Art of the Performer, 
Translated by Richard Fowl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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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 , 

의 연극은 일차적으로 텍스트와 공연의 관계성에 한 질문을 제기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번 장에서는 텍스트가 내재한 폭   

력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서 공연의 언어로 치환될 

수 있는 예술적 비전 혹은 구현 가능한 가치‘ ’(artistic vision) ‘ ’(playable 

를 찾고자 한다value) . 구현 가능한 가치들이란 구체적인 “ 극적 상황으

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177)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디어들. 

이 무  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현 가능한 가치들 이 언제나 문학적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학‘ ’ . 

자적 통찰력이 아주 큰 타당성을 지닐 수 있지만 무 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역으로 구현 가능한 가치가 미장센의 차원에서 아주 효과. , 

적일 수 있어도 공연 이후에 학문적 검토의 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

다. 

‘Playable values’ are not always consistent with literary values. A 

scholarly insight can make very good sense and be untranslatable in 

stage-terms. Conversely, a playable value can be brilliantly  effective 

in a mise-en-scene and yet not hold up to intellectual scrutiny after 

the event.178)

희곡 텍스트를 둘러싼 학문적 분석과 실질적인 무  구현은 이처럼 

립적인 속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그 분석 안에서 구현 가능한 가치들이 . 

발견될 경우 새로운 예술적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 

한다.179)

177) Charles Marowitz, “Reconstructing Shakespeare or Harlotry in Bardolatry,” 
Shakespeare Survey 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1. 

178) Marowitz, ibid, p. 1.
179) 피터 브룩 이 년도에 연출한 리어왕(Peter Brook) 1962 < >(King Lear 은 희곡 텍스)

트에 담긴 극적 가능성 을 무  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dramatic possibility)
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공연이 나오기 한 해 전인  196 년에 코트는 우리 시 의 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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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잔혹한 재현의 드라마투르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현 가   

능한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극작술에서 발견되는 폭력의 재현 

양상의 변화가 추적될 수 있다 극작술의 변화는 동시에 무  위에 구. 

현될 수 있는 폭력의 방식에 한 연출가 케인의 변화된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결국 변화된 폭력의 미장센으로 그 논의가 이어진, 

다 케인은 자신의 작품을 한 편의 희곡 텍스트보다는 공연을 위한 텍. “
스트로 생각”180)한다면서 공연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본래 드라마. 

가 실행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서 유래되었듯이(drama) (to do) ‘dran’ , 

희곡을 의미하는 드라마는 이미 그 안에 수행적인 측면을 내재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희곡에 한 분석과 함께 극작상의 변화가 어떻게 . 

폭력의 미장센에 반 되었는지를 탐구하면서 그 안에서 연극적 폭력에 

한 가능성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안의 비체3.1.1 

폭파 는 리얼리즘이라는 익숙한 형식으로 시작된다 호텔 방에    .  
한 상세한 묘사는 극 공간에 한 명확한 파악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무  위를 친숙한 현실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호텔 방의 .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안과 케이트 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안은 (Cate) . 

살의 웨일즈 출신의 백인 남성이고 케이트는 그보다 훨씬 45 (Welsh) 

어린 살로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 21 . 

이안은 여성 혐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 에 (misogyny), , (homophobia)

한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케이트를 유혹해 보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그러나 호텔 방이 먹고 자고 마시고 배설하고 . , , , 

욕망을 분출하는 생리작용 이 부각되는“ (bodily function) ”181) 공간적  

익스피어(Shakespeare our Contemporary)를 통해서 리어왕 의 세계에서 부조리‘ ’ 
와 잔혹 을 읽어내며 자신만의 극적 가능성을 개진했고 브룩은 이 해석을 공연의 ‘ ’ , 
언어로 구체화시켜 공연이라는 결과물로 탄생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브룩의 리어. <
왕 은 구현 가능한 가치가 성공적으로 무  위에서 발현된 좋은 예가 된다> . 

180) Sarah Kane, “Why can’t theatre be as gripping as footie?,” Guardian 
Archive, 12 Jan, 2015. Accessed 8 Oct, 2017.



- 59 -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케이트에게 가해질 이안의 성적 폭력은 극의 

시작과 함께 어느 정도 예고된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꽃다발은 . , “
갈가리 찢겨진 채 바닥에 흐트러뜨려졌고 미니바는 비어 있다. . . .”182) 

무  지문은 지난밤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해자와 . 

피해자 혹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되는 언어적이고 육체적인 , 

폭력의 역학은 상자 형 무 가 주는 갑갑함 속에서 더욱더 (box-set)

부각된다. 

이안과 케이트 사이에 흐르는 이 팽팽한 긴장감은 느닷없이 침투해    

들어온 군인에 의해 침범당하고 그의 등장과 함께 익숙했던 공간은 

폭파되고 이안의 몸 또한 폭력에 노출된다. 이안의 직업은 기자이다. 

그런데 그의 기사는 폭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공“ ”183)한 채 한 번 

소비하고 마는 타블로이드식 스캔들에 불과하다 기자로서의 이안은 .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엽적인 스캔들 감으로 

주변화시킨다 기자라는 직업과 그의 기사가 보여주는 성향은 이후에 . 

군인이 그의 눈을 흡출해서 먹는 행위와 인과성을 지닌다 그것은 . 

이안에게 행해지는 일종의 은유적 거세“ ”184)이자 진실을 보지 못한 

자를 처벌하는 오랜 연극적 담론의 반복이 되기 때문이다. 

군인이 이안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는다 . 

그는 이안의 한 쪽 눈 위에 입을 가져다 댄 후에 눈알을 뽑아내고 씹 , , 

어서 먹는다.

다른 쪽 눈에도 똑같이 한다. 

The Soldier grips Ian’s head in his hands.

He puts his mouth over one of Ian’s eyes, sucks it out, bites it off 

181) Helen Iball, “Room service: En Suite on the Blasted Frontline,” Contemporary 
Theatre Review, 15.3 (2005): 324.

182) Kane, Complete, p. 24. 
183) Sara Soncini, “A horror so deep only ritual can contain it: The art of dying 

in the theatre of Sarah Kane,” Other Modernities, 4 (2010): 119. 
184) Graham Saunders, “‘Out Vile Jelly’ Sarah Kane’s Blasted and Shakespeare’s 

King Lear,” New Theatre Quarterly, 20.1 (2004):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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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ats it.

He does the same to the other eye.185) 

폭파 에서 가장 잔혹하면서도 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장면은 의 
미적으로도 극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의미적인 측면, . 

에서 볼 때 이안은 군인과의 달갑지 않은 이 만남을 계기로 눈을 잃고 , 

나서 비로소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된다 또한 케이트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극적인 측면. 

에서 이안의 몸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직접적이고 연극적인 , 

방식으로 리하는 장소가 되면서 극장 안과 밖의 현실을 이어주는 매

개체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은 이 순간의 경험이 진짜처럼 감각될 . 

수 있도록 무  지문의 상황을 가능한 사실적이고 극단적으로 제시한

다.  

이 극은 보통 매체가 간접적으로 전하는 전쟁의 실상과 폭력을 관객이 

직접적으로 면하게 만든다 연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관객은 견딜 . , 

수 없는 것을 견디도록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보도록 강요받지만 이는 , 

극복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The play confronts the audience with realities of violence and war 

that are usually absorbed through the media and therefore not really 

felt. Through the means of theatre, one is forced to bear the 

unbearable and to watch the unthinkable, not in order to overcome 

it but to embrace it as a possibility for change.186) 

관객이 폭력과 직접적으로 면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오히려 

폭력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와 

가치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 케인은 관객을 직접 사건의 . 

185) Kane, ibid, p. 50. 
186) Sarah Ablett, “Approaching Abjection in Sarah Kane’s Blasted,” PERFORMANCE 

RESEARCH, 19.1 (201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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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운데로 초 한다 그런데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가 기본적으로 . 

재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면 케인의 극에서 발견되는 독특함은 , 

폭력이 개입되는 순간 그 속에 현존의 원리가 공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케인의 텍스트는 극중 공간을 폭파시키면서 재현의 원리와 . 

현존의 원리가 충돌하는 공간을 창조한다 그것은 피셔 리히테의 . 

표현에 따르면 전이적 공간이고 쉬운 말로 낯선 공간이다, . 무 는 

일상의 친숙한 상과 질료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맥락 안에서 제시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된 연극적 맥락 (context) . 

안에서 친숙했던 요소들은 무  위에 오르는 순간 낯설어지고 그 낯선 , 

시선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낳는다 연극이라는 방식은 결국 일상의 . 

세계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요소들을 그 세계에서 제거하여 “
새롭게 바라보도록”187) 만드는 것이다 일상의 친숙함과 익숙함이  . 

제거되는 순간 새로운 시선과 사유가 발생한다, . 

이처럼 국 리즈의 호텔방이 상정하는 사적인 공간은 폭파 를    ‘ ’
통해 전쟁터라는 공적 공간과 혼재된다 이러한 독특한 장소의 . “
통일 은 국의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와 내전의 ”(unity of place)

무절제한 폭력 사이에 사실 종이처럼 얇은 벽”188)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연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극중 폭파의 순간은 평화로운 . 

현실 이면에 잠복해 있는 폭력과 공포를 드러내는 극적 장치가 된다. 

이 갑작스러운 극적 단절은 브레히트적 의미의 거리두기를 창출하면서  

평화로운 국과 내전중인 보스니아 사이의 지리적이고 감정적인 “
거리감”189)에 한 인식적 연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폭파 를 기점으로 . ‘ ’
극의 흐름은 전반부와 단절되며 이로 인해 관객들의 기 를 온전히 “
저버리게”190) 만들면서 당혹감을 발생시킨다 그 당혹감은 극의 형식에  . 

187) Bert O States, Great Reckonings in Little Rooms: On the Phenomenology of 
Thea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23. 

188) Heidi Stephenson and Natasha Langridge, Rage and Reason: Women Playwrights 
on Playwriting, London: Methuen, 1997, p. 131. 

189) Sierz, In Yer Face, p.107. 
190) Jolene Armstrong, Sarah Kane’s Postmodern Traumatics, Oxford: Peter L a n g 

AG, 2015,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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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진 일종의 미학적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폭파의 순간을 통해서 . 

공존하는 두 세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된 수용자의 불편함 

혹은 불쾌함은 폭파 가 국에서 지난 십년간 가장 공격적인 리뷰의 “ 
상”191)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다시 말해 폭파 를 둘러싼 . ,  

논란의 핵심은 파악되지 않는 극적 세계의 불명확성에 한 불만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리얼리즘의 전통이 강한 국 연극계에서. , 

전통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난 케인의 극적 전략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케인의 작품에서 부각되고 있는 폭력과 잔혹은 . 

불쾌하고 무의미한 도발로 오해받았다. 

그러나 이오네스코 가 연극이 더 이상 위기를    (Eugene Ionesco) “
포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연극의 위기가 찾아온다”192)고 말하듯이, 

케인은 새로운 형태의 연극에 도전하면서 자신만의 연극세계를 열어간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폭파의 순간을 무 에 등장시키면서 관습적인 . , 

연극이 지향해 온 무  위의 허구와 외부의 현실 사이의 구분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허구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없애려는 시도 속에서 . 

현실은 더 명확히 드러난다 두 세계가 공존하게 되면서 케인은 실제의 . 

세계 가 고정되고 인식가능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real world) “ 이론이 

주는 위안”193)에 반기를 들고 있다 지극히 사실적이었던 상황 전개가 . 

초현실적인 세계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려운 세계가 

펼쳐지고 모호하고 모순되게 현실과 허구 사이에서 “ , 진동”194)하는 중간 

역이 생성된다. 

이 중간 역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역동성과 예측    

불가한 특성이다 이 곳에서 케이트 이안 군인은 싸이코시스 의 . , , 4.48  

191) Sierz, In Yer Face, p.91. 
192) Eugene Ionesco, Notes and Counter-Notes, Trans. Donald Watson, London: 

Calder, 1964, p. 29. cited in Ralf Remshardt, Staging the Savage God: The 
Grotesque in Performanc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4, 
p. 262. 

193) Jolene Armstrong, Sarah Kane’s Postmodern Traumatics, Oxford: Peter Lang 
AG, 2015. p. 58.

194) Armstrong, ibid,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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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럼 희생자 가해자 방관자“ . . ”195)의 구분을 넘어서면서 예측 

불가능한 관계들을 형성한다 케이트를 강간했던 가해자 이안은 갑자기 . 

들이닥친 군인에게 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전쟁 중에 , 

여자 친구를 잃은 피해자로서의 군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당했던 

폭력을 그 로 이안의 육체에 재현하면서 가해자가 된다 또한 현실의 . 

진실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던 이안은 군인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온전한 희생자로 보 던 케이트는 . 

이안의 고통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된다 이러한 유동적 공간 속에서 .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무너지고 공간의 사실성이 해체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안은 리즈의 호텔 방에 있는 동시에 군인의 등장으로 인해 더    , 

이상 리즈가 아닌 보스니아 내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 . 

이안과 군인은 더 이상 리즈도 보스니아도 아닌 제 의 은유적 , “ 3

공간”196)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 곳은 규정될 수 없기에 불안감을 . “
주는 혼재의 공간이자 언캐니한 공간(uncanny) ”197)이 된다 현실과 . 

초현실이 교차하는 이 공간 속에서 이안의 몸은 이제 직접 그 폭력을 , 

체험하고 재현하는 물질적 텍스트가 된다. 

군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눈마저 뽑힌 이안의 몸은 폭력과 고통의    , 

흔적들이 남겨진 하나의 전쟁터가 된다 이러한 이안과 모습을 보게 된 . 

케이트는 그에게 다짜고짜 넌 악몽이야“ ”198)라고 말한다 피해자가 된 . 

이안의 몸이 하나의 악몽으로 전락하면서 이곳에서의 상황들은 점점 

더 꿈의 논리“ ”199) 혹은 환상의 논리 “ ”200)로 빠져든다 몸에 . 가해지는 

195) Kane, Complete, p .231. 
196) Ken Urban, “The Body’s Cruel Joke: The Comic Theatre of Sarah Kane,” A 

Concise Companion to Contemporary British and Irish Drama, Oxford: 
Blackwell, 2008, p. 158. 

197) Armstrong, Sarah Kane, p. 49. 
198) Kane, ibid, p.51. 
199) Ablett, “Approaching,” p. 63. 
200) Rina Kim, “The Abject Body in Sarah Kane’s Mise-en-scene of desire,”  

Naked Exhibitionism: Gendered Performance and Public Exposure, ed. Claire 
Nally and Angela Smith, London: I.B Tauris, 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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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폭파 는 논리적 서사가 배제된 “ 
트라우마 상태”201)에 빠져든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서 . 

군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당했던 끔찍한 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리적 행위로 이안에게 동일한 폭력을 행사한다 그는 여자 . 

친구가 강간당한 뒤에 목이 베이고“ , 귀와 코가 잘려 나간 채 문에 못 

박힌”202) 끔찍한 상황을 이안의 몸에  재연 한다 그런데 그가 (reenact) . 

이안을 강간하면서 통곡을 한다“ ”203)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악랄함에서 ,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트라우마 를 넘어서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trauma)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케인의 폭력은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다   

는 역설을 보여준다 무자비해 보 던 군인 역시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 

닌 전쟁의 폭력 속에서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이자 연인을 구하지 못한 , 

방관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군인은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 

무자비해 보 던 군인의 죽음은 전쟁의 실상이 한 개인에게 남긴 트라

우마와 고통을 보여주며 질문을 남긴다 군인이 현실의 폭력을 보여주. 

는 상징적 존재 다면 폭력이 남기고 간 여파는 이제 사회적인 의미에, 

서 이안의 몸을 통해 개인적인 층위로 옮겨간다 이안의 능욕당한 몸은 . 

바깥 세상에 일어나는 잔혹 행위들이 가시화되는 수단“ ”204)이 된다.  

어둠. 

조명. 

이안이 자위를 한다. . .

어둠.

조명.

이안이 맨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른다. 

어둠.

조명.

201) Armstrong, Sarah Kane, p. 50. 
202) Kane, Complete, p. 47. 
203) Kane, ibid, p. 49. 
204) Urban, “The Body’s,”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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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이 똥을 싼다.

그리고 신문지로 닦아서 치우려 한다. 

어둠.

조명.

이안이 병적으로 웃는다. 

어둠.

조명.

이안이 악몽을 꾼다. 

어둠.

조명.

이안이 운다 피눈물을 흘린다, . 

그는 군인의 시체를 위안 삼아 끌어안는다. 

어둠.

조명.

이안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다 배고파서 힘이 없다. . 

Darkness.

Light. 

IAN masturbating. . .

Darkness.

Light. 

IAN strangling himself with his bare hands.

Darkness.

Light.

IAN shitting.

And then trying to clean it up with newspaper. 

Darkness.

Light.

IAN laughing hysterically.

Darkness.

Light.

IAN having a nightm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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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

Light.

IAN crying, huge bloody tears.

He is hugging the SOLDIER’s body for comfort.

Darkness.

Light. 

IAN lying very still, weak with hunger.205)

두 눈이 뽑힌 채 피로 흥건한 얼굴과 강간의 고통으로 피폐해진 육체, , 

홀로 남겨진 공포 속에서 실존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행하는 자위와 

배설은 이안의 몸을 하나의 비체( / : 卑 非體 로 전시한다abject) . 크리스

테바 는 공포의 권력(Julia Kristeva) (  Powers of Horror 을 통해서 우)

리가 비천하다고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한 철학적 사유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소변. “ , 

피 정액 배설물 구토물 침은 아브젝시옹 을 발생시키는 , , , , (abjection)

상들”206)인데 일반적으로 몸이 은폐하려는 내부의 것들을 끊임없이 외

부로 드러내면서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통해 몸의 주변부를 통해 질문

들을 제기하게 된다. 

크리스테바는 비체를 통해서 이처럼 몸에 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   

한다 그것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몸을 인지하는 전통적인 시선에서 빗. 

겨간 하나의 유동적이고 물질인 몸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 . 

몸 내부에서 흐르는 것들 흔히 아름답고 건강한 몸의 주변부에서 배척, 

되고 은폐되는 것들이 외부로 투 되어 나오면서 몸에 한 시각을 확

장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의 결과물로 형성된 이안의 . 비체는 세상

의 진실을 제 로 보지 못한 이안의 의식을 깨우는 격렬한 힘이 된다. 

폭파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안의 몸은 백인 중산층 남성의 전형적인 특, 

성을 보인다 특히 케이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안의 몸은 상징계가 구축. 

205) Kane, Complete, p. 59-60. 
206) Julia Kristev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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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남성의 사회적 담론의 질서를 따른다 그러나 군인의 등장으로 이. 

안은 케이트에게 행했던 폭력을 군인에 의해 동일하게 겪게 되고 그의 

사회적 몸은 전복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크리스테바가 밝히듯이 . 

아브젝시옹은 청결함 이나 건강의 결핍이 아닌 정체성 시“ (cleanliness) , , 

스템 질서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경계 직위 규, . , (positions), 

칙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이 에 있는 것 모호하고. (in between) , , 

혼합된 것이다(composite) .”207) 

이러한 점에서 비체는 단순히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경계선이나 입장“ , 

규율에 개의치 않는 파괴적인 힘”208)이 될 수 있다 폭력에 의해 . 

처참한 몰골이 된 이안의 몸은 더 이상 고정되고 정체된 몸이 아닌 

유동적인 몸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잠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이 

그리는 폭력은 궁극적으로 의식을 일깨우는 격렬한 힘이 된다 이러한 . 

의미에서 폭파 의 전반부가 사실적이라면 그 후반부는 더욱더 진짜“ , ”  209) 

같고 그것은 현실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 같은 현실을 보게 

만든다.

더 진짜 같은 현실 안에서 극 초반의 역학은 또 다시 바뀐다 가해   , . 

자 던 이안은 무력한 실존의 상태에 빠지는 반면 피해자 던 케이트, 

는 모성적 힘을 발휘하며 두 사람의 상황을 주도한다 무엇보다 주목하. 

게 되는 것은 케이트를 하는 이안의 변화된 태도이다 극 초반에 이. 

안이 케이트를 하나의 성적 상이자 폭력을 가하는 상 로 바라봤다

면 그는 이제 진심을 담아 고마워, “ ”210)라는 말로 극을 마무리한다. 케

인은 한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보스니아에서의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 고민하다가 한쪽이 씨앗이라면 다른 한 쪽은 나“
무”211)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씨앗이 확산되어 . 

207) Kristeva, Powers, p. 4. 
208) 김주현 여성적 숭고와 아브젝시옹 그로테스크의 몸 서울 건국 학교 출판, , : ｢ ｣  

부, 2010, p. 55. 
209) Sierz, In Yer Face, p. 106. 
210) Kane, ibid, p. 61. 
211) Dan Rebellato, “Sarah Kane: Interview with Dan Rebellato,” Modern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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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의 . 

몸에서 자라고 있는 암 덩어리는 상징적 의미로 볼 때 그가 케이트에

게 행하는 폭력의 씨앗이 되고 이 씨앗은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점에, 

서 유독하다 그러한 만큼 폭력이 싹트는 비유로서 기능하는 이안이 극. 

의 말미에 남기는 이 마지막 사는 변화에 한 실낱같은 희망을 보 

여준다 황폐하고 처참한 극적 이미지들에도 불구하고 폭파 는 결국 . “ 
모든 인물들 사이의 인간적인 연결성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connection)

낙관적”212)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케인은 이안이 견뎌야 하는 극도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의 상태로 돌려놓은 후 새로운 시작에 한 가능성을 , 

열어준다 뮤어 는 리어 왕 의 서문을 통해서 늙은 . (Kenneth Muir) “ 
리어가 폭풍우 속에서 죽고 온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 ”213)한다는 

점에서 그가 겪는 시련의 긍정적 가치를 찾는다 마찬가지로 이안의 . 

내적 성숙과 변화 그리고 상징적 의미의 부활 속에서 의미가 

발견되듯이 폭파 는 고전 비극의 주인공이 겪어내는 시련의 과정을 ,  
제시하면서 케인의 고전적 감수성을 드러낸다 그 감수성이란 . 고전 “
비극에서 고통이 성찰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과정”214)이 된다는 

통찰력으로 케인의 모든 작품에 공통되게 발견된다 비슷한 시각에서 . 

카니 는 특히 폭파 의 경우에 고통이 정신적 고양에 (Sean Carney) “ 
이르게 한다는 비극적 패러다임의 양면성”215)을 보여준다는 견해를 

밝히며 케인의 작품에서 고전 비극의 특성을 발견한다. 이런 점에서 

이안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잔혹한 행위 바로 아이의 시신을 먹는 , 

Playwriting: The 1990s, Ed. Aleks Sierz, London: Bloomsbury, 2012, p. 202. 
212) Mark Blankenship, “War and Ex: Who’s afraid of Sarah Kane?,” The 

New York Times, 30 Sept, 2008, Accessed, 20 Jun, 2018.
213) Kenneth Muir, “Introduction,” in King Lear, London: Macmillan, 1956, p. 

xlix. 
214) Graham Saunders, Love me or Kill me: Sarah Kane and the Theatre of 

Extremes, Mancheste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Distributed 
exclusively in the USA by Palgrave, 2002, p. 20. 

215) Sean Carney, “Tragedy of History in Sarah Kane’s Blasted,” Theatre Survey, 
vol. 46 no. 2 (200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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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역시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야만적인 . 

식인행위라기 보다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성 아 를 “ (the holy child)

먹는”216) 신성한 의식이 되면서 변형 에 한 의미로 읽힐  (transformation)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형이상학이 아닌 

물질성에 뿌리박고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와 같은 확언은 잔혹에서 선의가 드러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준다. 

The recognition of the valuelessness of the world, while painful, is 

also the opportunity to create new values, rooted not in metaphysics, 

but in materiality. Such an affirmation can provide the ground for 

goodness to emerge from cruelty.217) 

결국 이안의 몸은 폭력의 가해자로서도 피해자로서도 기능했고    

극의 말미에 가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허와 같은 모습으로 무  

위에 남겨진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이안에 한 섣부른 평가나 판단을 . 

할 수 없게 만든다. 그의 몸에 가해진 폭력은 몸이 겪는 잔혹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의미의 고통과 맞닿았고 결국 연기자의 몸은 연극의 가장 “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서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혼까지도 표현하는 

매체”218)가 된다. 

물론 폭파 의 마지막 장면이 어떠한 해결이나 구원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전쟁터이자 폐허가 되어버린 . 

이안의 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사회적으로 구축된 범주의 경계에서 “
기존의 의미에 한 질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며 힘을 발생”219)시킨다는 

216) Stefani Brusberg Kiermeier, “Cruelty, violence and rituals in Sarah Kane’s 
plays,”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84. 

217) Ken Urban, “Cruel Britannia.” Cool Britannia?: British Political Drama in the 
1990s. ed. Rebecca D'Monte and Graham Saund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44. 

218) 김명찬 재현의 위기와 몸의 연극 몸의 위기 서울 까치글방, , : , 2004, p.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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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새로운 호흡을 보여주는 몸이 된다 결국 폭파 의 마지막 , .  
장면은 재앙 같은 상황과 상처 입은 몸들 사이에서 윤리적 “ (wounded) 

가능성 즉 파괴 뒤에 선 이 가능해진다, (good) ”220)는 구현 가능한 

가치를 드러내며 연극을 통해 변화에 한 희망“ ”221)을 이야기하고자 

케인의 믿음을 보여준다.  

히폴리투스의 해체된 몸3.1.2 

폭파 에서 페드라의 사랑 으로 오면서 케인은 폭력의 근원을    “   
내전 이 아닌 가족(Civil War) ”222)에서 찾으며 그 좁혀진 시선 속에서 

폭력의 역설적 속성에 집중한다. 폭파 가 몸에 가해지는 고통에  
집중했다면, 페드라의 사랑 에서 드러나는 폭력의 양상은   주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첫째 히폴리투스 를 사랑하는 . , (Hippolytus)

페드라 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히폴리투스의 어긋난 (Phaedra)

관계가 발생시키는 감정적 고통이고 둘째는 삶의 무료함에 빠진 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는 히폴리투스 개인의 실존적 고통이다 삶에 . 

한 무료함 속에서 살아가는 히폴리투스에게 몸은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 내면이 . 공허할수록 그는 성적 방종과 , 

탐식( )貪食 에 집착하며 몸을 통해서 살아 있음을 확인 받으려 한다. 

그러나 케인이 페드라의 사랑 을 자신의 유일한 코미디“ ”  223)로 

바라보듯이 히폴리투스의 실존적 불행이 깊어질수록 그가 몸의 언어를 , 

통해서 발생시키는 웃음은 더 예리하고 깊어진다. 

페드라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히폴리투스를 사랑한다   . 그러나 테세우

219) Leesa Fanning, Leesa, “Willem De Kooning’s Women: The Body of the 
Grotesque,” Modern Art and the Grotesque, ed. Frances S. Conelly,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46. 

220) Ken Urban, “An Ethics of Catastrophe: The Theatre of Sarah Kane,” PAJ: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 23.4 (2001): 37. 

221) Stephenson and Langridge, Rage, p. 133.
222) Greig, “Introduction,” p. xi. 
223) Nils Tabert, “Gespr ch mit Sarah Kane,” ä Playspotting: Die Londoner Theaterszene 

der 90er,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200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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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왕과 결혼한 페드라에게 히폴리투스는 의붓아들이자 금지(Theseus) 

된 사랑의 상이다 더욱이 페드라의 딸인 스트로프 가 히폴. (Strophe)

리투스 그리고 테세우스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왕가는 치정으, 

로 복잡하게 뒤얽힌다. 세네카가 페드라의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불 이라는 심상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케인의 페드라 역시 가슴 ‘ ’ , 

속의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한다 꺼버릴 수 없어 으스러뜨릴 수도 없. “ . 

어 안 돼 깨어나는 순간에도 타올라 내 몸이 열려 버릴 것 같아 그 . . . . 

사람을 너무도 원해.”224) 삶의 무의미함 속에서 고통 받는 히폴리투스 

와 달리 페드라에게 이 세상은 의미로 가득하다 페드라는 날것의 강, . “
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통해서 쉽게 사랑 이나 욕망 처(violent) ‘ ’ ‘ ’
럼”225)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에 히폴리투스는 몸으로 감지 . 

되는 물질적 차원을 탐닉하지만 페드라의 넘쳐흐르는 감정과는 달리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찾지 못한다 두 사람의 뜨겁고 차가운 속성의 , . 

비는 사랑에 한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양극“ (two poles)”226)을 보

여주면서 사랑을 원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 사이의 잔혹한 역학

을227) 보여준다.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되면 히폴리투스의 눈은 헐리우드 화가  “
나오는 깜빡거리는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228)되어 있다 화면 속의 . 

상은 더욱더 폭력적“ ”229)으로 변하지만 히폴리투스의 무표정함은 

변하지 않는다 장에 가서도 히폴리투스는 무기력하게 . 4 텔레비전을 

응시한다 무엇을 보냐는 페드라의 질문에 그는 답한다. .

224) Kane, ibid, p. 71. 
225) Erica Bexley, “Show or Tell? Seneca’s and Sarah Kane’s Phaedra Plays,” 

Trends in Classics, 3 (2011): 371. 
226) Greig, “Introduction,” p. xi. 
227) 케인은 나는 히폴리투스인 동시에 페드라이다 한 사람은 파괴적일 정도로 냉소“ . 

적이고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상 와 집착에 가까운 사랑에 빠져 있다 그래서 , . 
한 장면 한 장면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상반되는 두 개의 상태로 , 
분리시키며 글을 썼다 내 머리 속에서 두 개의 극단을 연결시킨 것이다 그 경험은 . . 
우울한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주었다.”(Sierz, In-yer-face, p. 110) 

228) Kane, ibid, p. 65. 
229) Kane, ibid,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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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폴리투스 뉴스 또 다른 강간 사건 유아 살해 어디선가 일어나는 . . . . 

전쟁 수 천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어 그래도 아무도 상관 안 해. . . 

오늘은 왕가의 생일이니까.230)

Hippolytus. News. Another rape. Child murdered. War somewhere. 

Few thousand jobs gone. But none of this matters ‘cause it’s a 

royal birthday. 

마치 폭파 의 현장을 생중계 하는 것 같은 히폴리투스의 답 속에  
일상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을 바라보는 케인의 일관된 시각이 

드러난다 벡슬리 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집집마다 . (Erica Bexley) “
있는 가장 주요한 오락적 수단이자 종종 육체적 고통을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의 주요한 원천”231)이 된다고 말한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 

폭력은 실제의 폭력과 가상적 폭력의 경계를 혼재시킨다 그러나 (fictive) . 

이를 지켜보는 히폴리투스의 태도는 시종일관 무덤덤하다 타인의 . 

고통을 몰래 훔쳐보는 이러한 관음증적 문화의 이면에서 사회의  

폭력성이 발견되는데 페드라의 사랑 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페드라 는 , “ ,    
원형 경기장”232)을 통해서 그 접점을 드러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작품의 

말미인 장에 가면 히폴리투스의 사지가 잔혹하게 절단되면서 텔레비전을 8

통해 시청했던 폭력은 생경한 현실이 되어 무  위로 소환된다. 

로마인들이 즐기던 오락형태 중 하나인 검투사들의 싸움은 세네카의 극 

세계에 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세네카의 글에서 발견되는 잔혹한 . 

수사학은 자연스레 죽음의 미학에 사로잡힌 관람객들의 취향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One of the Romans’ favourite forms of entertainment-the spectacle 

of fighting gladiators-must have influenced the dramatic works of 

230) Kane, ibid, p. 74. 
231) Bexley, “Show,” p. 369. 
232) Bexley, “Show,” 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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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ca. The rethoric of cruelty that we find in his writings was a 

natural reflection of the spectators’ tastes, spectators fascinated by 

the aesthetic of death.233)  

세네카의 극이 지닌 잔혹성은 그가 활동했던 시 적 토양 속에서 

발견된다 그가 남긴 서신 속에서 검투사들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 , 

남자들이 아침에는 사자와 곰들 앞에 오후에는 관중들 앞에 “ , 

내던져졌다”234)는 점에서 그의 극적 잔혹성은 현실에 한 자연스러운 

반 임이 드러난다 연극이라는 것이 강경한 현실에서 . “ (hard-core) 

자양분을 얻기 마련이라는 사실이 특히 세네카의 극”235)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세네카의 극이 보여주는 극단의 폭력과 잔혹성은 . 

그의 작품이 과연 공연을 염두에 둔 것인지 낭독 을 위한 (recitation)

것인지에236) 한 의문을 남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네카와 케인은  . 

무  위에서 자행되는 폭력의 재현에 있어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 

케인이 무  위의 행위에 집중한다면 세네카는 주로 그의 언어적 “ , 

심상”237)을 통해서 잔혹성을 표출시키는데 이는 보여주기 와 (showing)

이야기하기 라는 연극의 (telling) 방식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사실    케인은 게이트 극장 측으로부터 고전극의 (Gate Theater) 

각색을 의뢰 받고 망설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폭력적인 상황들이 무  , 

밖 에서 이루어지는 고전극의 연극적 관행 때문이었다(off-stage) . 

그러나 케인은 결국 세네카의 페드라 를 선택했고 역으로 폭력의 ,  
현장을 무 의 한 가운데로 소환시키면서 고전극의 관행을 뒤엎는 

233) Malgorzata Budzowska, Phaedra-Ethics of Emotions in the Tragedies of 
Euripides, Seneca and Racine, Trans. Adriana Grzelak-Krzymianowska, Oxford: 
Peter Lang AG, 2012, p. 119. 

234) Lucius Annaeusca Seneca, Letters from a Stoic: Epistulae morales ad 
Lucilium, Trans. Robin Campbell, Harmondsworth: Penguin, 1969. p. 7.4

235) Paul Monaghan, “Bloody Roman Narratives: Gladiators, Fatal Charades & 
Senecan Theatre,” Art and Pain. 4 (2003).

236) 그리스 로마 연구가 들은 지나친 무  위의 폭력성을 이유로 세네카의 · (Classicist) , 
극을 낭독을 위한 극본 으로 보고 있다(recitation scenario) . (Bexley, “Show,” p. 
382-3)

237) Bexley, “Show,” 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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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방식으로 세네카의 극을 재해석했다.238) 

그러나 이러한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네카의 극이 열정이   “
야기한 치명적 결과를 보여주고 충격을 통해서 관람객의 감정을 

움직이게 한다”239)는 점에서 케인과 동일한 연극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만 세네카가 사회적 규범이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려는 . 

페드라의 열정을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병“ (malady)”240)에 비유하면서 

그 열정을 경멸의 상으로 바라본다면 케인은 페드라의 열정이 , 

히폴리투스에게 죽음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것으로 

그린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네카가 윤리적인 이야기를 시도했다면. , 

케인은 폭력의 여러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록 케인과 세네카의 극이 지향하는 종착점은 다르지만 그들은    , 

동일하게 부조리한 세계를 보여준다 세네카의 세계 속에서 각 . 

인물군상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삶의 “ 악랄함에 갇힌 채 존재의 

심술궂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주의 한가운데”241)에서 방황한다. 

케인이 그리고 있는 히폴리투스 역시 실존의 부조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세네카가 페드라 를 통해서 하나의 비극을 .  
제시했다면 케인은 , 히폴리투스를 우스꽝스러운 반 웅으로 제시하면서- , 

238) 케인이 에우리피데스 의 히폴리투스(Euripides) (  Hippolytus 가 아닌 세네카의   )
페드라 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국에 형성되어 있던 세네카에 한 관심에서 찾 

을 수 있다 브룩이 년에 국립 극장 에서 세네카의 오이디. 1968 (National Theatre) 
푸스 ( Oedipus 를 연출한 것이 이 고전 작가에 한 관심을 불러온 시작점이었다) . 
아르토의 잔혹극에서 크게 향을 받은 브룩에게 세네카의 비극은 그리스 비극에 
비해서 원시적이고 제의적이고 강렬한 육체적 경험을 요구했던 아르토의 연극관을 , 
보다 더 잘 구현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브룩이 세네카의 극을 통해서 보여준 .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무  이미지들은 이미 케인이 활동하기 약 년 전에 국 30
연극계에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Erica Bexley, “Show or Tell? Seneca’s 
and Sarah Kane’s Phaedra Plays,” Trends in Classics, 3 (2011): 한편 케인368). 
은 자신이 세네카의 극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처칠 이 각색한 티(Caryl Churchill) 
에스테스 ( Thyestes 를 재미있게 본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다다) .(Tabert, Gespr chä , 
p. 11)

239) Budzowska, Phaedra, p. 122. 
240) Lucius Annaeusca Seneca, “Phaedra and Other Plays,” Trans. R. Scott Smith, 

London: Penguin Classics, 2011. 
241) A.J. Boyle, Tragic Seneca: An Essay in the Theatrical Tradition, Taylor & 

Francis Ltd, 1997. p. 37. eBook Academic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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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몸이 드러내는 위기를 통해서 웃음을 창출한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빤히 쳐다본다. 

마침내 페드라가 히폴리투스에게 간다. 

그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의 바지를 풀고 페드라가 구강성교를 한다 .

그러는 내내 그는 단 걸 먹으며 화면을 바라본다. 

그는 절정에 오르기 직전에 소리를 낸다. 

페드라가 고개를 돌리려 하는 순간 그는 페드라의 머리를 잡고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시킨 채 입 안에다 사정을 한다. 

그가 머리를 놓아준다. 

페드라는 바로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긴 침묵 간간히 과자 봉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 

페드라가 운다. 

히폴리투스 이제 됐지 신비감은 사라진 거다. . .  

They both stare at the television. 

Eventually, PHAEDRA moves over to HIPPOLYTUS. 

He doesn’t look at her.

She undoes his trousers and performs oral sex on him. 

He watches the screen throughout and eats his sweets.

As he is about to comes he makes a sound. 

PHAEDRA begins to move her head away-he holds it down and 

comes in her mouth without taking his eyes off the television. 

He releases her head.

PHAEDRA sits up and looks at the television. 

A long silence, broken only by the rustling of HIPPOLYTUS’ 
sweet bag. 

PHAEDRA cries. 

HIPPOLYTUS. There. Mystery over.242) 

242) Kane, Complete,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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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행위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페드라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며 텔레비전만 주시하는 히폴리투스의 비되는 모습은 

일차적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케인은 세네카의 . 극에서 발견되는 

히폴리투스의 청렴 한 성격을 솔직함 으로 치환시키는데 이러한 ‘ ’ ‘ ’ , 

솔직함은 앞서 인용된 상황에서처럼 어쩔 수 없는 웃음을 유발하며 

그가 온전한 악인으로 비춰지지 않게 만드는 극적 장치가 된다 물론 . 

그 웃음은 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객들에게는 불편한 웃음 혹은 

피란델로가 말한 목구멍에 걸리는 웃음 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 ‘ ’ . 

때문에 그의 솔직함은 잔인한 속성을 내재한다. 

히폴리투스는 언어가 아닌 몸을 통해서 페드라의 사랑을 거부한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이 육체적 행위가 

도리어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페드라에게는 잔혹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잔혹성은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이전에 . “
보지 못했거나 말하지 못한 진실을 강렬하게 일깨우는 힘”243)이 된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히폴리투스의 몸짓을 거치며 무가치한 것으로 

희화화되듯이 그의 몸은 정신적 가치의 물질적 층위로의 강등, “ ”244)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폴리투스는 주로 육체적 행위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코를 풀고 끊임없이 음식을 들이키고. , , 

무의미하게 성을 탐닉하는 모습이 그를 표하는 이미지들이 된다. 그 

가운데 페드라의 사랑도 함께 육체적 차원으로 끌어내려진다 무엇보다 . 

그가 의사한데 가봐 나 임질에 걸렸어“ . ”245)라고 페드라에게 충고하는 

순간 페드라의 사랑은 질병이라는 육체의 가장 저급한 층위에서 , 

철저하게 조롱당한다. 

  성병에 걸려 녹색으로 변해버린 그의 혓바닥은  성에 한 그의 “
가치 저하와 사랑에 한 거부”246)의 결과물이다 섹스는 자신이 먹는 . 

243) Urban, ibid, p. 155.
244) 임호준, ｢그로테스크한 몸 니에바와 알모도바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몸의 위기 서울, : – ｣  

까치글방 쪽, 2004, 281 . 
245) Kane, Complete, p. 85. 
246) Saunders, Love,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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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이상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혓바닥에 드러난 질병은 , 

사람들과의 교감이 불가능한 상황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된다 결국 . 

히폴리투스는 페드라에게 감정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로 인해 , 

페드라가 느낀 굴욕감은 일종의 정신적 강간“ ”247)이 된다 페드라는 . 

모멸감 속에 자살을 택하게 되지만 히폴리투스를 강간범으로 몰면서 

복수를 하고 히폴리투스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해자가 된다 사랑의 . 

거부가 죽음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작품의 말미에서 . 

히폴리투스는 죽음을 통해 삶의 무료함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죽음을 가져온 가해자 페드라는 역설적으로 히폴리투스를 

실존적 부조리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된다 더 . 나아가 죽음의 , 

순간에 가서야 삶의 의미를 느끼는 히폴리투스 개인의 역설 또한 

드러난다. 

케인은 이러한 역설을 한 주변인의 실제 이야기에서 찾는다 그가    . 

알게 된 어떠한 여성은 수차례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고 목과 팔목에 

남은 상처가 말해주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해 왔다. 

그런데 케인이 보기에 이 여성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한 

애착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팔목을 가를 때마다 , 

혹은 약물을 섭취할 때 마다 새롭게 삶에 한 이유와 집착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인생이 끝없는 자살 시도의 연속이라는 . 

점에서 끔찍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케인은 그 여성이 죽음의 순간들을 , 

경험하면서 매번 삶에 한 의지를 새롭게 찾게 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248) 같은 맥락에서 히폴리투스가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느끼게  , 

되는 환희는 일시적으로나마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히폴리투스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존재의 온전함을 경험하며 갑자기 

정신이 회복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 감정에 . 

이르기 위해서 그는 죽어야 하는 것이다 폭파 의 군인도 이와 .  

247) Saunders, Love, p. 77.
248) Tabert, Gespr chä ,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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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 자신의 애인이 겪은 것을 따라서 느끼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 

향해 총을 발사해야 했고 죽어야 했던 것이다. 

Hippolytus erf hrt diese Einheit im Moment seines Todes, pl tzlich ä ö
f hlt er sich als Mensch und bei klarem Verstand. Aber um dieses ü
Gef hl zu erreichen, muss er sterben. Das ist hnlich beim Soldaten ü ä
in Zerbombt. Was seine Freundin durchgemacht hat, kann er nur 

nachempfinde, indem er die Pistole addr ckt, was ihn jedoch selber ü
das Leben kostet.249) 

몸의 파괴를 통해 히폴리투스가 부조리한 삶의 순환을 끊어내는 순간 

해방감을 얻는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 인간의 유한성이 전제되어 . ,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육체를 하나의 소비 상으로 . 

바라봤던 히폴리투스는 마지막 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순간 그 몸이 , 8

산산조각 나면서 극단적인 폭력의 상이 된다. 그의 생식기가 잘리고 

배가 갈리고 창자와 내장 기관들이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 . 

모습은 몸의 밖이 아닌 피 창자 심장과 그 이외의 기관들처럼 그 “ , , 

안까지 전시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250)를 창출한다. 신체 기관 

중에서 유독 생식기와 창자가 훼손당하는 것은 그동안의 성적 방종과 

탐식에 한 시각적 형상화가 된다 그런데 사지가 잔인하게 해체되는 . 

순간 그는 새롭게 그 가치를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 

히폴리투스가 느낀 따분함은 죽음의 순간을 통해 그 권태가 끊어지고, 

살아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역설을 발휘한다. 

  페드라의 사랑 에서    히폴리투스의 몸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타락을 

행한다 그는 근친상간적인 . 관계부터 이름 모를 타인과의 무분별한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육체를 , 소비하고 방치한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 

유한성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다 인간으로서의 . 

유한성을 깨닫는 순간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 몸은 세상과 연결되고 , 

249) Tabert, Gespr chä , p. 10. 
250) Bakhtin, Rabelais,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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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몸이 된 것이다.251) 히폴리투스는 “육체를 열등한 것으로, 

육체의 진정한 본질인 통합과 일체감을 거부하는 소외된 육체, 

스스로에게 항하는 육체”252)를 보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한 거부가 아닌 용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과의 소통이 . , 

불가했던 그의 닫힌 몸은 결말에 가서 하나의 열린 몸으로 변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케인이 의도한 것은 히폴리투스의 몸이 선사하는 

해방감과 자유의 축제 속으로 관객들마저 동참시키면서 개별화의 원리를 

넘어서는 디오니소스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남자 1이 히폴리투스의 바지를 내린다. 

여자 2가 그의 생식기를 잘라낸다. 

잘라낸 생식기들을 바비큐 그릴 위에 던져 버린다. 

아이들이 환호한다. 

한 아이가 바비큐 그릴에서 잘린 생식기를 집어서 그것을 다른 

아이한테 던지자, 

그 아이는 소리 지르며 도망간다. 

사람들이 웃는다. 

누군가가 그걸 회수해서 개한테 던져준다. 

테세우스가 칼을 든다. 

그는 히폴리투스의 몸을 사타구니에서 가슴까지 가른다. 

히폴리투스의 창자가 분리되어 바비큐 그릴에 던져진다.

251) 샤봇 은 보부아르 의 모든 인간은 죽(Sara Cohen Shabot) (Simone De Beauvoir) 
는다 ( All Men are mortal 의 포스카 를 예로 들면서 그가 지닌 불멸성이 ) (Fosca) , 
그를 인간의 현실에서 제외시켜 윤리성 역시 무의해진다고 논한다 육체의 물질성. 
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포스카는 이를테면 그 정신이 체화된 상태에서 윤리, 
적 차원에서 벗어나 존재한다 그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도 제외된다 히폴. . 
리투스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포스카의 윤리적 무관심성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을 탓하고 있다 그런데 필멸성 을 깨닫는 순간 그의 육체는 세. (mortality) , 
상의 일부로서 의미를 회복하며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히폴리투스가 . , 
보여준 솔직함도 잔혹한 속성을 벗어나면서 일종의 윤리성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든
다. 

252) Wilson Yates, “An Introduction to the Grotesque: Theoret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s,”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 Theological Reflections, 
Ed. James Luther and Wilson Yates, Michigan: William B. Eerdsman Publishing 
Company, 199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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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를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다. [. . .]

마침내, 히폴리투스가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본다. 

히폴리투스 독수리들 그가 미소를 짓는다. . ( .)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았더라면. 

히폴리투스가 죽는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의 몸을 먹기 . 

시작한다. 

MAN 1 pulls down HIPPOLYTUS’s trousers. 

WOMAN 2 cuts off his genitals. 

They are thrown onto the barbecue. 

The children cheer. 

A child takes them off the barbecue and throws them at another 

child, 

who screams and runs away. 

Much laughter. 

Someone retrieves them and they are thrown to a dog. 

THESEUS takes the knife. 

He cuts HIPPOLYUTS from groin to chest. 

HIPPOLYTUS’s bowels are torn out and thrown onto the 

barbecue. 

He is kicked and stoned and spat on. [. . .]

Eventually, HIPPOLYTUS opens his eyes and looks at the sky. 

HIPPOLYTUS. Vultures. (He manages a smile.)

If there could have been more moments like this. 

HIPPOLYTUS dies. A vulture descends and begins to eat his 

body.253) 

가장 잔혹하고 처참해진 이 순간에 히폴리투스는 몸의 잔해를    

뜯어먹기 위해 하늘을 배회하는 독수리들을 바라보며 작품을 통틀어 

처음으로 미소 를 지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의 몸이 그동안 ‘ ’ . 

253) Kane, Complete, p.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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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닫혀 

있었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사지가 절단된 그의 몸은 , 차별화된 “
몸이자 동시에 강렬하게 세상과 타인들과 연결”254)되고 열리면서 소통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페드라의 사랑 의 결말은 이러한 점에서 .  
폭파 와 비슷한   지점을 드러낸다 폭파 에서 온전한 파괴가 변화에 .  
한 첫걸음이 되었다면, 페드라의 사랑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존의 것이 파괴되는 과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 

히폴리투스 개인의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지니지만 왕가와 민중에 한 , 

시선으로 이 작품의 시선을 확장시킬 때 마치 바흐친(Mikhail 

Bakhtin)이 말한 카니발적인 세계관을 펼치기 때문이다. 히폴리투스의 

사형은 일종의 축제 현장이 된다. 

테세우스 멀리서 왔어요. ?

남자 1 뉴캐슬이요. . 

여자 1. 애들도 데려 왔어요 . 

아이 바비큐 그릴도 챙겨왔어요. .

THESESUS. Come far?

MAN 1. Newcastle.

WOMAN 1. Brought the kids.

CHILD. And a barby. [barbeque]255)

사형이 주는 공포는 그것을 가족들의 나들이로 표현한 상황이 주는 

웃음 속에서 전복된다 히폴리투스의 사형현장에 아이들을 동하고. , 

심지어 바비큐 그릴까지 챙겨온 상황은 죽음의 공포를 천진한 

소풍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순진함과 교차시키며 웃음을 유발한다. 

이처럼 죽음의 엄숙함과 축제의 흥취가 묘하게 뒤섞이면서 규칙과 

254) Sarah Cohen Shabot, “The Grotesque and Merleau-Ponty on “flesh out” the 
subject,” Philosophy Today, Fall 2006: 285. 

255) Kane, Complete,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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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을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가 마련된다 갈기갈기 찢기며 . 

난도질당하는 히폴리투스의 몸은 불결하고 금기시된 것 혐오스러운 “ , 

것을 강조하며 몸의 위계가 뒤집히고 낮은 계층이 높은 것을 , 

체”256)하는 광기를 축제를 이끄는 촉매제가 된다 민중들이 .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가를 상징하는 히폴리투스의 몸을 

절단 내면서 카니발적인 도취가 극적으로 치닫는다. 그 광기 속에서 

페드라의 남편이자 왕인 테세우스는 우발적으로 자신의 의붓딸인 

스트로프를 강간한 후에 죽이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결을  

한다 결국 무  위에는 테세우스와 스트로프의 시체 그리고 . , 

히폴리투스의 죽어가는 몸만이 남으면서 끝이 난다. 

   아르토는 죽음도 부활도 변신도 모두 잔혹“ , , ”257)한 것으로 바라봤다. 

같은 맥락에서 히폴리투스의 처형 장면이 보여주는 극단적 폭력은 그 

찢겨진 몸이 다시 부활하는 서양의 디오니소스 신화처럼 (Dionisus) 

재생을 위한 시련이 된다 물론 그것은 히폴리투스 개인의 각성이라는 .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히폴리투스는 폭파 에서 이안이  
보여준 캐릭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자신의 . “
절망을 그 곁에 있는 여성에게 쏟아내는 니힐리스트로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통찰”258)에 이르기 때문이다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 

통찰을 얻게 된다는 시각은 비극을 바라보는 케인의 일관된 고전적 

감수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고전적 감수성이야말로 케인이 . 

여타의 도발극 작가들처럼 폭력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들을 무  위에 

거침없이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중요한 , 

특성이다.

  이 작품이 끊임없이 소비하고 배설하는 히폴리투스의 몸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끝은 잔인하게 해체된 몸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256) Maria Makela, “Grotesque Bodies: Weimar-Era Medicine and the Photomontages 
of Hannah H ch,” ö Modern Art and the Grotesque, ed. Frances S. Conelly,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14. 

257) Antonin Artaud, The Theater and its Double, Trans. Mary Caroline Richards, 
New York: Grove Press, 1994, p. 101. 

258) Saunders, Love,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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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히폴리투스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순간의 잔혹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을 새롭게 긍정하게 되는 역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구현 가능한 가치가 된다 더 나아가 이 극적인 순간에 . , 

독수리가 내려와 그의 시체를 먹기 시작한다“ ”259)는 지문으로 극이 

마무리되면서 폭력의 여파 를 상징적인 이미지와 , (aftermath) 연결시키려는 

케인의 극작상의 변화를 가장 확연하게 보여준다. 

변화와 생성으로서의 몸3.1.3 

   케인은 정화 라는 작품이 어떻게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수 “ 
있는가”260)에 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케인이 남긴 . 

희곡 가운데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마치 극단적인 사랑을 이야기  “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써야 한다”261)는 케인의 생각을 변하는 

듯하다. 사는 시적인 형태로 압축되고 몸에 가해지는 폭력과 잔혹은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훨씬 더 강렬하다 사랑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 .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쌍으로 묶인 채 다양한 사랑의 , 

유형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자아의 상실과 자살로 이어지는 . 

로빈 의 낭만적 짝사랑 신체의 절단과 죽음으로 입증되는 (Robin) , 

카알과 로드 의 불멸의 사랑 정체성을 탐색하는 그레이스와 (Rod) , 

그레이험의 근친상간적인 사랑이다 사랑의 주체와 욕망의 상이 .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서 몸의 위기가 발생한다.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랑의 심판자 혹은 부적절한 사랑의 체벌자로서 

팅커 가 존재한다 그가 가하는 고문으로 인해 다른 인물들의 (Tinker) . 

몸은 절단되고 파괴된다 그런데 . 팅커는 무자비한 폭력 후에 

급작스러운 다정함을 보이는 모순적 인물이기도 하다 바루첼로. (Giorgio 

에 따르면 할리 는 잔혹성의 역설Baruchello) (Philip P. Hallie) (  The 

259) Kane, ibid, p. 103.
260) Saunders, Love, p. 108. 
261) Claire Armistead, “No Pain, no Kane,” The Guardian, 29 Apr 1998. Web. 

25 J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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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 of Cruelty 에서 잔혹성의 복합적 특성을 역설 이라는 한 ) ‘ ’
마디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가지의 상황들로 나눈다 그 중 최선의 5 . “
것을 원하지만 최악의 것을 행한다”262)는 말은 팅커의 특성과 잘 

들어맞는다. 

  첫 번째 장면에서 그는 그레이험의 바램 로 과도한 양의 마약을  

투약해 준다 그레이험은 고마움을 표하지만 팅커의 이 행위로 결국 . 

죽게 된다 팅커가 베푼 선정은 오히려 그를 파괴시킨 것이다. . 

마찬가지로 그는 그레이스를 고문하지만 동시에 그레이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레이스에게 그레이험의 몸을 만들어주는 구원자가 된다 가장 . 

큰 역설은 타인의 사랑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들면서 정작 그 “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 받기를 열망”263)한다는 점에 있다. 

팅커는 이름 없는 스트립 댄서 와 돈으로 거래되는 관계로 (Women)

시작하지만 점차 사랑에 한 욕망을 이 여인에게 투 시킨다 사랑을 , . 

제거하는 게임 판에서 팅커 역시 사랑을 향해 움직이는 하나의 , 

말 이 된다 이러한 역설 속에서 그도 온전한 악인으로 그려지지 (piece) . 

않고 자신의 고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인물들과 동일한 “
인간성”264)을 보여준다 이처럼 팅커라는 인물이 이분법을 통합시킬 . “
수 있는 가능성”265)을 내재하면서 그에 한 선 악의 명확한 판단은 ·

유예된다. 

이러한 팅커의 인물적인 특성은 케인에게 미친 바커의 향력을 보   

여준다 바커는 파국의 극 을 지향하면서 윤리적 잣 를 제시하며 내. ‘ ’
러티브에 종속된 국 연극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고통 속에서 황홀

을 찾기를 주장한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구분을 (ecstasy) . , 

넘어서려는 바커의 연극은 아르토의 연극 미학과도 상통되는 지점을 

262) Philip P. Hallie, The paradox of cruelty,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9, p. 15-20. Cited in Giorgio Baruchello, “No Pain, No Gain. The 
Understanding of Cruelty in Western Philosophy and Some Reflections on 
Personhood,” FILOZOFIA, No. 2 (2010): 177. 

263) Saunders, Love, p. 98. 
264) Greig, “Introduction,” p. vii. 
265) Gutscher, Revelation,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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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폭력적이고 결연한 행위는 일종의 서정성을 지닌다 그것은 시인과 관객. 

들의 머릿속에 초자연적인 이미지들 혈류와 같은 이미지들 분출하는 , , 

이미지들을 불러낸다.  

A violent and concentrated action is a kind of lyricism. It summons 

up supernatural images, a bloodstream of images, a bleeding spurt of 

images in the poet’s head and the spectator’s as well.266) 

바커와 아르토는 모두 자유로운 상상력이 일으키는 이미지267)들의 스

펙터클에 열광하면서 세상의 이분법적인 가치를 전도시킨다 어번은 바. 

커의 파국의 극 에서처럼 케인의 연극은 해결도 구원도 제공하지 않‘ ’ , “
는다”268)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번이 해결 혹은 구원이 부재하다고 말. 

하는 이유는 기존의 선 악적 구분에 기반을 둔 가치 평가가 케인의 연·

극 세계에서는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케인은 이 . “
세상이 남 여 피해자 가해자로 나뉘어 있지 않다· , · ”269)는 견해를 작품을 

통해서 피력한다 기존의 이항 립을 깨뜨리고 혼재가 가능한 팅커와 . 

같은 인물 유형은 명확한 선악의 구분이 없는 현 인들처럼 흑과 백으

로 갈리지 않는 회색빛 인물을 표한다. 

  팅커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성격적 양면성처럼 각 연인들은 사랑의  , 

양면적 속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폭력을 통해서 가시화되는데 몸에 더 . , 

큰 고통과 폭력이 가해지며 사랑을 방해할수록 인물들 간의 사랑은 오

히려 깊어지기 때문이다 정화 의 세계는 사랑을 이루지도 그렇다고 . “ ,  
사랑을 멈추지도 못하는 인물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며 변형”270)

266) Antonin Artaud, The Theater and its Double, Trans. Mary Caroline Richards, 
New York: Grove Press, 1994, p. 83. 

267) 정화 가 이야기하는 방식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telling) (showing)  
점에서 케인을 아르토 브룩과 같이 아방가르드한 측면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268) Urban, “Ethics,” p. 37.
269) Stephenson and Langridge, Rage,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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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관계성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폭

력은 오히려 사랑을 강화시키고 확증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역설이

라는 것이 규칙을 깨버리면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경험의 역“ ”271)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폭력은 잔혹의 반 편에 존재, 

하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한다. 

이처럼 폭력과 사랑의 극단적 관계는    나를 사랑하든지 죽여“ ”272)라

는 그레이스의 표적인 사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그레이스. 

가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쌍둥이 그레이험에게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근친상간적인 욕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것은 강박에 가까운 . 

사랑이 자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바르트 의 생(Roland Barthes)

각273)을 반 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상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상실감

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새로운 정체성. , 

을 향한 그레이스 개인의 여정이 되기도 한다 그레이스는 계속해서 그. 

레이험에게 스스로를 투 시키면서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불일치를 호

소한다 이러한 괴리감은 그레이스라는 인물과 죽었지만 그레이스의 눈. 

270) Greig, “Introduction,” p. xii. 
271) Geoffrey Galt Harpham, On the Grotesque: Strategies of Contradiction in Art 

and Literature, Aurora, Colo: Davies Group Publishers, 2006, p. 23.
272) Kane, Complete, p 120. 
273) 사랑에 한 바르트의 담론은 케인이 정화 를 쓰는데 있어서 주요한 감의 원 

천이 되었다 베텔하임 은 사랑을 거부당한 사람의 심리를 다카우. (Bruno Bettelheim)
의 수용자의 심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는데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 을 (Dauchau) ,  

통해서 그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와 사랑을 거부당한 자의 자아 상실 에서 ‘ ’
그 공통점을 찾는다 바르트는 나는 온 힘을 기울여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투사. “
했으므로 그가 없으면 자신을 만회할 수도 되찾을 수도 없다 나는 원히 끝장난 , .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랑과 자아 상실 의 관계성은 정화 에서 하나의 중요” . ‘ ’  
한 모티브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케인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 (롤
랑 바르트 김희  옮김 사랑의 단상 서울 동문선 쪽, , , : , 2004, 81 .)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나는 바르트가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충   “ , 

격을 받았지만 그 말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점차 바르트가 맞다는 생. 
각이 들었다 결국 자아의 상실에 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강박적으로 사. . 
랑하게 되면 자아에 한 의식을 잃게 된다 그런데 사랑의 상을 잃게 되는 순, . 
간 아무런 비책이 없는 것이다 그게 당신을 온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 수용소에, . . 
서 수감자들이 죽기 전에 인간성을 말살당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것처럼 나는 . 
이러한 극단적이고도 분명히 다른 상황에 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Sierz, In

Yer-Face, – p. 116.)



- 87 -

에 보이는 그레이험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시각화된다. 

그레이험은 그레이스를 위한 사랑의 춤을 춘다. 

그레이스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그 반 편에서 함께 춤을 춘다. 

그레이스의 움직임은 조금씩 그레이험의 남성성을 그의 얼굴 표정을 띠, 

게 된다 마침내 . 그레이스는 더 이상 그레이험을 보지 않아도 그와 똑, 

같은 모습으로 함께 춤을 추게 된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목소리는 . , 그레

이험의 음성에 더 가깝다. 

GRAHAM dances-a dance of love for GRACE.

GRACE dances opposite him, copying his movements. Gradually, she 

takes on the masculinity of his movement, his facial expression. 

Finally, she no longer has to watch him-she mirrors him perfectly 

as they dance exactly in time. When she speaks, her voice is more 

like his.274)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그레이험과 그레이스의 , 

움직임은 하나의 몸짓을 이룬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동일한 리듬을 타. 

면서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 이어지고 몸이 결합하는 절정에 바닥에서 , “
해바라기가 피어오른다.”275) 케인은 정화 에 뒤이은 작품들에서 육체 “ 
와 정신의 결혼이 불가능한”276) 상황이 빚어내는 갈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중 정화 는 그레이스와 그레이험이라는 두 인물을 표 
면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면의 분리감에 한 갈등을 극화시킨다 내면의 . 

분리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작품 초반에 그레이험의 옷을 입는 그레이

스의 행위에서 시작되며 특히 그레이스와 그레이험이 고통을 공유하게 , 

되는 순간을 통해 등장인물이 느끼는 분리와 합일에 한 열망을 연극

적 형상화를 통해 시도한다 그런데 폭파 에서 폭력이 가해지는 방식.  
이 사실적인 재현에 가까운 반면에 정화 에서 그레이스가 당하는 폭 

274) Kane, Complete, p. 119. 
275) Kane, ibid, p. 120. 
276) Kane, 4.48 Psychosis,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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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이와는 다르게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레이스는 쿵 하는 소리마다 가격을 당한다‘ ’ . 

그레이스 그레이험 제발 날 좀 구해 줘. 

소리들 그는 절 로 쿵 절 로 쿵 절 로. ( ) ( ) 

쿵 절 로 쿵 절 로 쿵 절 로 ( ) ( ) ( ) 

쿵 절 로 쿵 절 로 쿵 절 로( ) ( ) ( ) 

쿵 절 로 쿵 절 로 쿵 구원 못해( ) ( ) ( ) 

너를 쿵( ) 

그레이험 그레이스. .

소리들. 절 로 쿵 정적 ( ) . 

Grace is hit once on each crack. 

GRACE. Graham Jesus save me Christ

VOICES. He can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never (crack) save

you (crack)

GRAHAM. Grace.

VOICES. Never (crack) Stillness.277)

그레이스는 실체가 없는 남자들의 소리 에 의해 폭행“ ‘ ’(Voices) ”278)을 

당한다 소리 는 언어의 잔혹성을 들춰내며 그 자체의 물질성을 통해 . ‘ ’
강렬한 폭력의 도구로 활약한다 짧게 끊어지며 반복되는 말과 소리가 . 

위협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말은 소통의 힘을 상실하면서 일방적이고 . 

강압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 절 로 와 때리는 소리 들. ‘ ’(never) ‘ ’(crack)

의 결합과 반복되는 리듬은 일종의 주술적 힘을 발휘하면서 언어에 내

재되어 있는 집단적 광기와 폭력성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

277) Kane, ibid, p. 131.
278) Kane, Complete,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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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자체로 그레이스의 극적인 안타고니스트”279)가 된다 그레이스는 . 

소리 에 의해 고문을 당한 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 ’ “
못하는 상태”280)에 이른다 더 나아가 폭력을 가하는 소리에 그레이스. , 

의 몸이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언어적 폭력은 실질적인 육체적 고통

으로 전환되어 그 고통을 시각화 한다. 

그레이험이 그레이스의 몸에 손을 갖다 자 그가 손을 는 곳마다 빨, 

갛게 변하고 피가 배어 나온다 동시에. , 그레이험의 몸에서 똑같은 부위

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자동 기관총이 연속해서 발사된다 그레. . . . 

이험이 자신의 몸으로 그레이스를 보호하고 그 두 손으로 그레이험의 , 

머리를 감싼다 벽이 산산조각 나고 피로 얼룩진다 그레이험이 손. . . . . .

을 떼고 그레이스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녀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본다. . 

. .바닥에서 수선화가 피어난다 위를 향해 피어오른 수선화의 노란색이 . 

무  전체를 덮는다. 

GRAHAM presses his hands onto GRACE and her clothes turn red 

where he touches, blood seeping through. Simultaneously, his own 

body begins to bleed in the same place. . . .Then a long stream of 

automatic gunfire. GRAHAM shields GRACE’s body with his own, 

and holds her head between his hands. . .The wall is being shot to 

pieces and is splattered with blood. . .GRAHAM uncovers GRACE’s 
face and looks at her. She opens her eyes and looks at him. . .Out 

of the ground grow daffodils. They burst upwards, their yellow 

covering the entire stage.281) 

그레이스의 몸에 가해진 고통은 그레이험의 몸에 동일하게 번져 나가

며 이러한 연극적 상상력은 고통의 순간을 강조한다 이 순간 그레이. , 

스의 몸은 극단의 폭력을 경험하지만 케인의 극작술은 사실적인 재현

279) Gutscher, ibid, p. 87. 
280) Kane, Complete, p. 131. 
281) Kane, Complete, 필자 강조 p.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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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징적인 방식을 요구하면서 변화된 잔혹의 드라마투르기를 드러

낸다 폭파 에서 이안의 몸이 오롯이 외부의 폭력을 리하는 장소로 .  
그 사실성이 강조되었다면 그레이스와 그레이험이 겪는 폭력은 그 고, 

통이 상 에게 전염되는 순간을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포착한다 그. 

레이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그레이스의 피가 흘러나오고 반 로 똑, 

같은 부위에서 그레이험도 피를 흘리면서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를 통

해서 고통이 전염되는 순간을 강렬하게 포착한다 그레이스의 육체적 . 

고통은 그레이험의 몸을 동일한 고통으로 전염 시키고 있으며 상징적‘ ’ , 

으로 제시되는 두 사람의 고통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공감하도록 만든다. 

   케인은 이처럼 붉은 피로 드러난 몸의 고통과 아름다운 수선화가 

상징하는 숭고한 사랑이 동시에 피어오르면서 모순되게 아름다운 순간

을 극화한다 그레이험의 몸을 통해서 그레이스의 상처가 시각화되고 . 

아주 강렬한 동일화 를 통해 은유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고통“ (identify)

을 공유”282)하게 만든다 무  위를 뒤덮은 노란색 수선화처럼 고통의 . 

공유를 통해서 두 사람은 시련을 이겨낸다. 육체적 쾌락의 순간에 해바

라기가 바닥에서 피어오르고 육체적 고통의 순간에 수선화가 피어올라 , 

무 를 온통 노랗게 물들이는 모습은 잔혹의 극단에 존재하는 사랑을 

보여주려는 케인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꽃은 아름다운 순간을 더 . 

빛나게 만들며 고통의 순간을 정화시킨다 무 를 온통 노랗게 물들인 , . 

노란 수선화는 폭력에 가려진 케인의 낭만적 감성을 변해준다. 

   타버트 와의 인터뷰에서 케인은 폭력성과 잔혹성으로 (Nils Tabert)

인해서 자신의 캐릭터들이 오해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캐릭. 

터들은 키츠 셸리 괴테 쉴러 의 전통(Keats), (Shelley), (Goethe), (Schiller)

에 서 있는 낭만적 인물들이라고 케인은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 

로빈이 사랑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파괴되는 순간 그는 

괴테의 베르테르 식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에게 그레이스(Werther) . 

는 사랑의 상이자 이상이지만 현실에서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282) Gutscher, Revelation,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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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자 자살을 택한다 사랑은 황홀이자 광기인 것이며 로빈의 경. , 

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화 에서 폭력을 통해 명확해지는 것은  
사랑이다 이러한 폭력과 사랑의 관계성을 극화하기 위해 케인은 폭. , 
파 의 세계와는 다르게 앞서 나온 해바라기나 이 장면의 수선화처럼 
상징적인 장치들을 텍스트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오펠 은 팅커의 고문에 해 아무도 반박이나 반  (Anna Opel) “ ,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283)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모두가 암묵적. 

으로 팅커의 고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들은 팅

커의 권력에 항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중에 있다 예를 들. 

어 카알은 신체가 하나씩 절단되어 나갈 때 마다 남은 기관을 통해서 , 

사랑을 표현하고 로빈은 사랑이 좌절되자 죽음을 통해 저항하며 그레

이스는 고문을 통해서 오히려 그레이험과의 연 를 경험한다. 

팅커의 처벌은 오히려 사랑의 피해자들이 더 많은 사랑을 열망하게 만

든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사랑에 의해 촉발되고 잔혹한 행위의 기습. , 

은 도리어 더 강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 

His punishment, however, results in the victims’ craving even more 

love. Hence, violence is triggered by love while the onslaught of 

atrocities, in its turn, creates more feelings of love.284) 

이처럼 고통이 커질수록 사랑을 더 굳건하게 지켜가는 모습은 카알과 

로드의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사랑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팅커와 . 

그 척점에서 사랑을 지키려는 카알 그리고 로드는 결국 로드의 죽음

으로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든다 그러나 그 죽음이 카알을 위한 것이기. 

283) Anna Opel, Sprachk rper: Zur Relation von Sprache und K rper in der ö ö
zeitgen ssichen Dramatik-Werner Fritsch, Rainald Goetz, Sarah Kane, Bielefeld: ö
Aisthesis Verlag, 2002, p. 146-7. Cited in Lea Jasmin Gutscher, Revelation or 
Damnation? Depictions of Violence in Sarah Kane's Theatre, USA: Anchor 
Academic Publishing, 2014, p. 39. 

284) Gutscher, Revelation,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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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죽음의 잔혹성은 역으로 불멸의 사랑 을 입증하는 행위가 된다 사, ‘ ’ . 

실 사랑의 맹세는 카알과 로드의 관계에서 하나의 주요한 갈등 축이었

다 카알은 로드를 원히 사랑하고 절 로 배신이나 거짓말을 하지 . ‘ ‘ ’ ’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사랑 안에 미래 의 시점을 상정한다 반면에‘ ’ . , 

연인 로드는 섣부를 맹세를 하지 않는다 그에게 사랑은 지금이고 현재. 

이다.

로드. (반지를 들고 카알의 손을 잡는다.)

잘 들어 딱 한 번 말 할게. . 

   (반지를 카알의 손에 끼운다.)

지금 너를 사랑해,

지금 너와 함께야. 

최선을 다할 거야 매 순간 순간마다 널 배신하지 않으려고, , .

지금. 

그게 다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 . 

ROD. (Takes the ring and CARL’s hand.)

Listen. I’m saying this once.

(He puts the ring on CARL’s finger.)

I love you now.

I’m with you now. 

I’ll do my best, moment to moment, not to betray you. 

Now.

That’s it. No more. Don’t make me lie to you.285) 

로드의 말은 로세 가 제시한 사랑의 잔혹성을 인식하(Clement Rosset)

고 있다 그는 현실과 재현의 패러독스 안에서 사랑의 잔혹성을 이야. ‘ ’ 
기한다 재현의 순간은 현실과 다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현실. , 

과 재현이 동시적으로 뒤섞이는 경우에 우리가 패닉과 히스테리를 경

285) Kane, Complete,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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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듯이 사랑의 진실 은 사랑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기, “ (truth) ”286) 마 

련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을 강조하는 로드의 사랑 고백은 속. , ‘ ’(now) , 

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단명 하는 사랑의 모순을 지적하고 (ephemeral)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드가 카알을 위해 죽는 순간 그의 사랑은 불멸. , 

의 것이 되고 반지라는 전통적 사랑의 징표 역시 의미를 얻는다 로드. 

의 몸은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사랑은 지금 을 극화하며 사랑의 강“ ‘ ’
도”287)를 증명한다 카알 역시 혀 손 다리가 잘리면서 몸통만 남는 . , , 

흉측한 형상이 된다 그러나 혀가 없자 손을 통해서 손이 잘리자 다리. , 

를 이용해 로드에 한 사랑을 표현하려는 카알의 노력은 잔혹함을 넘

어서서 그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방식이 된다 다시 말해 카. , 

알과 로드가 당하는 폭력과 고문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보여

주는 방식이자 서로에 한 믿음을 증명해 내는 과정이다 몸에 가해지. 

는 고통을 통해 사랑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명확해진다.

이처럼 케인은 정화 를 통해서 잔혹하게 절단되는 신체의 폭력성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성장과 변, “
화”288)에 있다는 점에서 시련의 극단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힘을 이야

기한다.289) 사랑의 파괴적 속성이 극복되면 그 속에서 사랑의 가치가  

드러난다 몸에 더 큰 고통과 폭력이 가해질수록 사랑을 향한 인물들. , 

의 집착과 의지가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목하고 . 

있는 것은 육체적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불러일으키는 정, 

서적 파급력에 있다. 

결국 폭력과 사랑의 역설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케인은 잔혹한    , 

폭력과 상징적 서정성을 접목시킨 극작술을 선보인다. 정화 라는 작품 

286) Clement Rosset, Joyful Cruel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 98. 
287) 임이연 정화 에서 갈망 으로 사라 케인의 잔혹 과 사랑의 역설 어 문, - “ ” , ｢    ｣ 

학 57.1 (2011): 141. 
288) 임호준, ｢그로테스크한 몸 니에바와 알모도바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몸의 , – ｣ 

위기 서울 까치글방 쪽: , 2004, 272 . 
289) 케인의 동료 작가이자 국을 표하는 극작가 중 한 명인 그레이그(David 

는 케인의 중심 테마는 사랑 에 있다고 말했다Greig) “ ” .(Greig, “Introduction,” p 
.)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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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면 사와 무  지문의 비율이 거의 같아진다 그것은 언어적인 . 

의미의 전달과 몸을 통한 수행성에 각각 동등한 중요성이 부과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폭파 와 견주어 볼 때 정화 의 무  지문. ,    
은 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특성들을 드러내며 케인이 표방하는 무  

미학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화 는 이전에 비해 더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꽃의 이미지를 비롯해서 

목소리라는 비가시적 존재가 실행하는 폭력 절단된 신체를 옮겨 나르, 

는 쥐와 같은 상징적 요소를 접목시키면서 폭력과 서정성의 공존 속에 

사랑으로 변화되는 고통을 그리며 그 속에서 구현 가능한 가치를 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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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폭력의 미장센  3.2 

폭력을 재현함에 있어 사실적 재현과 양식화된 표현 중 어느 방식   

이 더 효과적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케인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폭, 

력이 난무하는 극을 무 화할 경우에 이를 전적으로 사실적인 재현만

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폭력을 무 화하. 

는 방법론을 찾기에 앞서 케인이 왜 폭력을 그리고 있는지에 한 , “ ” 

질문은 불가피하다 폭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폭력이 의도하고 있는 . 

것이 무엇인지에 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인은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를 상상의 지옥을 경험해 봐야 현실   “
에서 그 지옥을 피할 수 있기 때문”290)이라고 말한다 그가 바라본 현. 

실은 폭력으로 가득한 것이었다.291) 그래서 그 폭력을 하나의 극적 이 

미지로 옮기고 그 날 것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그 껍질을 벗

겨내고 파헤친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폭력이 극단적임에도 불구하고 . 

케인은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 고통을 “ , 

견딤으로써 가슴에 교훈을 새길 것이고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 것 이”
라는 다소 낙관적인 믿음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고통의 인내가 변화를 . 

동반할 수 있다는 고전적 비극관은 케인이 제시한 폭력이 도발극 작가

들의 폭력과 크게 차별화되는 지점이 된다 폭력의 지향점이 다른 만. 

290) Heidi Stephenson and Natasha Langridge, Rage and Reason: Women 
Playwrights on Playwriting, London: Methuen, 1997, p. 132. 

291) 폭파 에서 군인이 이안의 두 눈을 흡출한 후에 먹어 버리는 장면은 충격적이지 
만 사실 실화에 바탕하고 있다 그 당시에 나는 축구 폭력에 한 부포드, . “ (Bill 

의 살인자들 사이에서Buford) (｢ ｣ Among the Thugs 를 읽고 있었다 한 경찰이 맨) . 
체스터 유나이티드 의 팬으로 위장 근무 중이었고 그 정체가 (Manchester United)
탄로나 버렸다 한 남자가 그를 공격하더니 한 쪽 눈을 흡출한 후에 한 입 베어 물. 
고서는 바닥에 뱉어버린 채 피해자인 경찰은 그 로 두고 가버렸다 난 이 내용을 .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실화를 희곡에 담았더니 사람들은 충격이라며 난리. , 
를 쳤다.”(Dan Rebellato, “Sarah Kane: Interview with Dan Rebellato,” Modern 
British Playwriting: The 1990s, ed. Aleks Sierz, London: Bloomsbury, 2012,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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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론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케인의 텍스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인간적인 것을 담고 있

다 그래서 연출의 몫이 중요해진다 이 심층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 . 

연출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폭력의 존재 자체가 스캔들을 도발하. 

지 않는다 다만 그것의 무의미한 재현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 (gratuit) 

뿐이다.292) 

  사실 폭력을 재현하기 위한 적합한 연극적 언어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무  위의 . 폭력은 아직도 부분의 연극이 극구조물의 토“
로 삼고 있는 갈등의 가장 구체적인 극적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도 합법적인 연극성의 현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물리적, 

인 폭력 정확하게 말해서 배우들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력은 연극, 

적 환상을 깨뜨리고 관객의 시선을 연극의 세계로부터 배우의 안위문

제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반연극적인 것”293)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  위에서 필요한 것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장치  

가 가미된 연극적 폭력 이며 폭력이 연극화되는 경우 그것은 물리적‘ ’ “ , 

심미적 폭력이 강제하는 연극에 한 거부감과 혐오감 또는 분노를 야, 

기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의도를 섬기는 기표”294)로서 기능할 수 있

다고 본 것이다 연극적 폭력이라는 말에는 연극성 을 통. (theatricality)

해 구현될 수 있는 무  위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

다 이는 더 세 하게 배우의 몸이 지닌 물질성을 연극적 상상력과 어. 

떻게 결부시키고 표현할 것인가에 한 사유가 되며 본질적으로는 예

술이 폭력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한 질문이 된다. 

292) 루이즈 비장 연극의 본질에 한 성찰 국제 콜로키움 연극과 폭력 지상중, : “ ” ｢
계 연극에서의 폭력 무의미한 도발인가 아니면 필요한 충격인가 역 김효 연극; : , , ｣ 
평론 , Vol. 27 (2002): 69. 

293) 김윤철 연극의 본질에 한 성찰 국제 콜로키움 연극과 폭력 지상중계 무, : “ ” ; ｢
 위의 정당한 폭력에 관한 소고 연극평론 제 권 ( ) , , 27 (2002): 58. 小考 ｣  

294) 김윤철 같은 글 쪽,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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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 한 케인의 문제제기는 본질적으   

로 봤을 때 희곡 텍스트와 공연 텍스트의 속성이 지닌 차이에서 비롯

된다 폭력이 희곡 텍스트 상으로 독자의 상상 속에서 제약 없이 경험. 

될 수 있다면 공연 텍스트는 극장이라는 공적 역에서 가시화되는 폭, 

력에 해 가치 평가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연예술에서 배. 

우가 관객과 동일한 시 공간에서 호흡하는 특성을 보이는 만큼 현존하· , 

는 배우의 몸 은 폭력을 재현하는 한계를 설정하며 텍스트와 공연 사‘ ’
이의 간극을 만들어 낸다. 

파비스 는 희곡 텍스트와 공연 사이의 관계성을 미장센   (Patris Pavis)

으로 설명하며 이 개념이 한정된 시 공간 안에서 관객을 위해 서로 다“ ·

른 의미화 체계들을 결합 혹은 립(signifying) ”295)시키는 것이라 논한

다 파비스가 제시하는 미장센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텍스트 혹. 

은 공연 그 어느 쪽에도 절 적인 우위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장. 

센은 단순히 텍스트에 시각적인 기호들을 덧입힌 것이 아니고 소통을 “
위한 구조”296)가 되는 것이다. 

미장센 혹은 공연 텍스트[ (Mise En Scene) (Performance Text)] 

텍스트   (T) 공연       (P)

위의 도식297)에서 확인되듯이 미장센은 서로 다른 기호 체계에 속하는 , 

텍스트 언어적 상징적 와 공연 비언어적 시각적 의 자율성( , ) ( , ) (autonomy)

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두 층위의 면 과 소통 속에서 , (confrontation)

존재한다 더 나아가 미장센은 정해진 시 공간의 범주 안에서 텍스트. , · “
의 청각적 기호 와 무 의 시각적 기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sign)

의 의미와 균형점(gap) ”298)을 찾아내는 방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 

295) Patrice Pavis, ibid, p. 24.
296) Pavis, ibid, p. 30. 
297) Patrice Pavis, Languages of the Stage, New York: Performing Arts Journal 

Publication, 1982, p. 136. 
298) Patrice Pavis, Theater,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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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은 텍스트가 제공하는 왜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라는 “ ” , “ ”
연출적인 역에 들어서면서 텍스트를 무  위에 소생시키고 작가와 

관객을 만나게 한다 창조적 행위를 발생시키는 이 간극은 곧 하나의 . 

공연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천이나 동력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물로 탄

생된 미장센은 한 공연의 특성과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이 된다. 

이처럼 미장센은 텍스트와 공연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탄생한 결과   

물을 아우르는 큰 개념이다 그러나 파비스가 그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 

미장센에 해 일종의 절 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의문을 

남게 한다 만약 텍스트와 공연의 관계성이 창조적 결합이 아닌 립에 . 

그치고 만다면 한 예로 잔혹극을 창안해 낸 아르토의 경우에 그가 텍? , 

스트에서 이야기하는 잔혹의 지점과 실질적인 공연을 통해 구현된 잔

혹의 미장센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몸에 폭력 과 잔혹 이 개입되는 . ‘ ’ ‘ ’
순간 텍스트에서 가능했던 , 표현이 공연에서는 불가능해지며 결국 아르

토의 연극 세계는 끊임없는 차‘ 연’(diff rance)é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이는 배우의 몸이 폭력을 수행해야 하는 중심에 놓이면서 몸의 현. 

존과 재현을 둘러싼 충돌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아르토의 경우와 유. 

사하게 케인의 텍스트가 제시하는 폭력은 배우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 

않은 이상 사실상 그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다시 연극적 폭. , 

력을 언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방식이 재현 불가능한 폭력을 무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극적 폭력에 한 예로 셰익스피어의 타이터스 앤드러니, 
커스 ( Titus Andronicus 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열네 번에 달하는 ) . 

살인과 강간 수족 절단 식인 등 온갖 끔찍하고 잔혹한 행위들이 난무, , 

한다 셰익스피어 당 에는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 의 . 

무  관행을 고려해 볼 때 돼지 방광에 피를 가득 담아서 사용했듯이 , 

유혈이 낭자한 무 를 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당 의 인기에. 

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 이후로 저속한 육체적 공포의 축적“ ”299)으

299) William Hazlitt, Characters of Shakespeare’s play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6,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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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난 받으며 국의 무  위에서 외면 받아 왔다 그런데 브룩. 

이 년에 타이터스 앤드러니커스 를 연출하게 되면(Peter Brook) 1955  
서 그가 사용한 연극적 방식은 폭력의 의미와 상징적 가치를 찾아내게 

하면서 이 작품을 아름다운 야만적 제의“ ”300)로 탈바꿈 시켰다. 

브룩은 이 작품의 끔찍한 공포가 관객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양식화된 세상을 만들어 냈다 그가 주요하게 사용한 방식은 육. 

체적인 공포를 아름다운 거리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 

로 라비니어 역을 맡은 비비언 리가 강간과 신체를 절단을 당한 후에 

그 입과 손목에서 진홍색과 흰색 천 테이프가 흘러내리며 하프로 연주

되는 구체 음악 이 흘러 나왔다‘ ’ . 

For Titus Brook set out to create a stylized world where the 

loathsome horrors of the play could be taken seriously by his 

audience. His chief method involved conveying the physical horrors 

through beautiful estrangements, as in the well-known appearance of 

Vivien Leigh as Lavinia after her rape and mutilation, with streamers 

of scarlet and white ribbon flowing from her mouth and writs, 

accompanied by musique concrete played on the harp.301)

그 외에도 타이터스 는 타모라 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Titus) (Tamora)

두 아들을 살해하고 파이 로 구워 먹게 하지만 브룩의 공연에서 살(pie) , 

해 장면은 무  밖 에서 이루어졌고 파이로 구워버렸다는 (off stage)

사는 아예 삭제되었다 또한 타이터스의 아들인 마티우스 와 . (Martius)

퀸투스 의 잘린 머리는 바구니에 천으로 휘감긴 채 암시되었(Quintus)

다 사실적인 재현의 측면에서 본다면 잔혹한 이미지들의 힘이 약화되. 

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브룩은 이와 같은 방식이 오히려 더 진짜처럼 , “

300) Peter Brook, The Empty Space,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 86.
301) Dennis Kennedy, “Performing Inferiority: Shakespeare’s Lesser Plays in the 

Twentieth Century,” Shakespeare and the Twentieth Century, ed. Jonathan 
Bate, Jill L. Levenson, and Dieter Mehl,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98, 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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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유혈의 제의에 다가가는 것”302)이라 생각했다 타이터스 앤. 
드러니커스 의 폭력이 주는 충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제의적
인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브룩은 피비린내 나는 행위 속에 존재하는 인, 

간의 잔혹을 고발하며 이 비극의 강렬한 힘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도로 양식화된 연출법은 케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잔혹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정화 의 초연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카알의 혓바닥이 잘리는 순간 그 입에서 붉은 색 끈이 당겨져 나왔“

다”303)는 설명은 브룩의 연극적 폭력과의 유사점을 보여준다 앞서 설. 

명했듯이 폭파 에서 정화 로 이어지는 폭력의 드라마투르기가 양식,    
화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준 것처럼 케인의 , 세 작품은 각각 사실“
적이고 과도하고 양식화된, , ”304) 피의 문법을 향한 변화를 함께 동반한 

다 이처럼 케인의 작품이 보여주는 폭력이 특정한 양식상 의 . “ (stylistic)

선택에 한 계보(genealogy)”305)를 반 한다는 점에서 그는 폭력의 , 

문법을 이어간 작가적 계보 외에도 폭력의 무 화를 탐색한 공연사의 

흐름 안에 위치하게 된다.  

이로써 케인의 연극을 단순히 도발극의 범주가 아닌 국 무  위   , 

에서 행해진 연극적 폭력 에 한 탐색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게 만든‘ ’
다 그것은 르네상스 시  이래로 발전되어 온 사실적인 재현의 방법론. 

을 비롯해서 피 신에 정제된 방식을 사용하는 동양 연극의 방법론을 , 

흡수한 브룩의 양식화된 실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케인의 작품들 역시 . , 

년 에 단절되어 위치하기보다는 더 큰 연극사적 맥락 안에서 존재90

하는 것이다 비록 케인은 폭력과 잔혹을 다루는 희곡을 편만 남긴 채 . 3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극작상의 변화는 작가와 연출가, 

적 관점 모두를 포괄하며 폭력을 재현하기 위한 고민을 반 하고 있는 

302) Peter Brook, ibid, p. 86. 
303) Christine Woodworth, “‘Summon up the Blood’: The Stylized (or Sticky) 

Stuff of Violence in Three Plays by Sarah Kane,” Theatre Symposium, vol. 18 
(2010): 17. 

304) Woodworth, ibid, p. 12. 
305) Woodworth, ib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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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폭파 에서 정화 로 가면서 희곡 안에서 발견되는 무  미학의 ,    
변화는 폭력의 미장센에 한 방법론적 변화를 동반한다 첫 번째 작품. 

이 직접적인 몸의 고통을 재현하기를 시도했다면 정화 는 보다 연극,  
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과 고통을 받는 몸의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공

존시키고 있다 두 작품의 중간에 놓인 페드라의 사랑 은 이러한 점에.  
서 케인의 중요한 전환기적 작품“ ”306)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페드라. 
의 사랑 이 년에 초연될 당시 케인이 직접 그 연출을 맡게 된 경1996
험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케인이 연출로서 겪게 된 여러 시행착오가 극. 

적 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식에 한 고민과 

병행되어 극작가로서의 케인에게 다시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연극적인 극을 쓰고 싶었다 나한테 사실적, . . .

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누군가를 얼마만큼 사랑하며 그래서 손. , 

이 잘려 나갔다에 해서 쓰는 게 아니다 손이 실제로 잘려나가는 것이 .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한 것을 사실적. ? 

으로 표현하려 들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 . “
무슨 뜻이지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뭐지? ?”

I wanted to write something that was totally, totally theatrical. . 

.For me, it’s never about the actual thing it’s not about someone —
writes down how much you love someone, so his hands get 

chopped off. It’s not about the actual chop; it’s about how that 

person can no longer express love with his hands. And what does 

that mean? I think the less naturalistically you show those things, 

the more likely people are to be thinking: “What does this mean? 

What is the meaning of this act?”307)

306) Peter A. Campbell, “Sarah Kane’s Phaedra’s Love: staging the implacable,”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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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의 작품들은 흔히 재현 불가능한 폭력을 선보이는 것으로 생각된

다 사실적인 재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있. . 

는 그 로 재현하려는 시도에 너무 함몰될 경우에 오히려 케인의 극이 

지니고 있는 연출상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속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케인의 세 작품은 공통되게 감정적 폭력이 육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립적인 속성의 급작스러운 . 

교차는 잔혹을 실행하며 충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극적 장치가 된다.  

폭파 에서 조용하던 호텔 방에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며 극 공간이     
해체되는가 하면 정화 에서 카알과 로드가 달콤한 사랑의 맹세를 나,  
눈 직후에 팅커에게 로드의 목이 잘리는 잔혹이 발생한다 그의 극이 . 

발생시키는 충격과 강렬함은 사실적인 재현에 있기 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파고드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폭력의 드라마투르기에 있

다 고요하고 서정적인 순간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잔혹한 순간으로 넘. , 

어가는 반전은 이를 지켜보는 관객에게 강렬한 정서적 울림을 제공한

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의 작품을 무 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폭

력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폭력이 발

생시키는 감정적 파장이 무엇인지에 한 고민에 있다 몸에 가해지는 . 

폭력과 잔혹이 개인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며 어떻게 인물간의 관계

를 변화시키고 심화시키는가에 한 이해와 탐구야말로 불가능해 보이

는 폭력을 무 화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페드라의 사랑 은 여전히 폭파 의 경우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폭      
력적이고 성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폭파 의 경험을 토 로 .  
자신이 의도한 이미지들이 무  위에서 제 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사

실을 인지하면서 케인은 폭력의 재현보다는 그것이 야기하는 고통에 , 

해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를 무  연출에

도 활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페드라의 사랑 은 폭파 의 비평적 반. “   
응에 한 케인의 응”308)이 되기도 한다.

307) Dan Rebellato, Interview with Sarah Kane,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November 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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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이 연출한 페드라의 사랑 은 관객과 배우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데에 집중했고 좌석은 극장 전체에 흩어져 있어서 무  공간이 따로 설, 

정되어 있지 않았다. . .

Kane’s Production of Phaedra’s Love concentrated on breaking down 

barriers between audience and actors where seating was dispersed 

throughout the theater, and no single playing space selected.309)

케인은 이처럼 관객의 직접적인 체험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무 와 

객석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보 다 무엇보다 극의 말미에서 피가 . “
흐르는 히폴리투스의 절단된 사지를 관객의 머리 위로 주고받으며”310) 

관객을 사건의 한 가운데로 끌어와 일종의 공모자로 만드는 전략을 펼

쳤다 무엇보다 관객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우로 돌. “
변”311)하는 순간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극의 역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

았다. 

페드라의 사랑 의 극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히폴리투스의 처형 장 

면에 이르기 전까지 인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히폴리투스의 처2 . 

형 장면을 계기로 갑자기 많은 등장인물들이 무 를 압도하면서 극의 , 

역학과 에너지가 일순간에 뒤바뀐다 이러한 점에서 히폴리투스의 처형 . 

과정 자체도 충격을 주지만 이 급작스러운 비와 변화는 케인이 정서, 

적 자극을 주기 위해 활용하는 극작상의 전략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 

케인의 연출적인 시도는 그의 희곡이 보이는 드라마투르기의 흐름을 

반 하는 효과적인 선택이다. 물론 객석과 무 의 경계를 지우려는 연

출 방식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312) 폭력의 사실적인 재현에 집, 

중하기 보다는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정서적인 자극을 강조하려는 노력

308) Campbell, ibid, p. 176.
309) Saunders, Love me, p. 80.
310) Campbell, ibid, p. 175. 
311) Saunders, Love me, p. 80. 
312) 셰크너 는 년 에 환경 연극 을  (Richard Schechner) 1960 ‘ ’(Environmental Theater)

통해서 객석과 무  간의 경계를 허물고 공연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선의 강요에서 , 
벗어나면서 공연의 직접적인 경험을 증 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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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된다 관객이 배우의 행동이 보이는 물질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 “
여러 가지 육체적 감정”313)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히폴리투스의 처, 

형이 주는 공포와 광기의 분위기는 관객들과 뒤섞여 있는 배우들의 몸

이 분출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다. 

아르토가 주장한 페스트처럼 퍼져나가는 연극처럼 피셔 리히테는    , -

전염 이라‘ ’(infection) 는 개념을 통해서 관객이 공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미학적 경험 안에 변형“ 의 잠재성(transformative) ”314)을 전제한다 특. 

히 배우의 몸을 통해서 변형의 가능성이 열린다“ ”315)는 속성에 주목한

다 페드라의 사랑 에서 극중 군중들이 히폴리투스의 절단된 신체 부.  
위를 주고받으면서 관객들과 한 곳에서 뒤섞이게 되면서 배우의 육체, 

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소리와 파장들이 광기의 분위기 속으로 관객들

을 압도하며 직접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는 배우의 몸에서 인식되는 . “
감정들이 관객의 몸으로 옮겨지는”316) 감정적 전염 의 순간으로 설명 ‘ ’
된다 이는 마치 사지가 절단된 히폴리투스의 몸이 관객들을 광란의 축. 

제 속으로 동참시키면서 개별화의 원리를 넘어서는 디오니소스적 일체

감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관객들 역시 이 광란의 축제의 공모자가 . 

되는 입장에서 케인의 극이 분출하는 감정적인 파장은 관객에게 강렬, 

한 경험을 선사하는 힘을 발휘한다 극의 말미에서 무기력했던 히폴리. , 

투스의 몸이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순간의 역설 속에서 

그의 처참하게 절단된 몸은 관객들을 전염시키면서 그 해방감을 공유

하게 만든다. 

한편 페드라의 사랑 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강렬한 폭력이 일어난     
직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한“
다”317)는 지문으로 극이 끝난다는 점이다 케인은 양식화된 연극적 언. 

313) 심재민 몸의 연극 에서의 수행적인 것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드라마학회, ‘ ’ , 30 ｢ ｣  
(2009): 39.

314) Erika Fischer-Licht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performance: a new 
aesthetics, Trans. Saskya Iris Jain, New York: Routledge, 2008, p. 191. 

315) Fischer-Lichte, ibid, p. 191. 
316) Fischer-Lichte, ibid, p. 192. 
317) Sarah Kane, Complete Plays, London: Bloomsbury, 2006,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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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풀어가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장면을 지문 속에서 제시하

고 있다 콜 은 페드라의 사랑 과 세네카의 페드라 의 . (Emma Cole)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하면서 케인이 세네카의 극에서 다양한 이미지들

을 가져와서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 

세네카의 원작에서 전령은 히폴리투스의 몸이 해우 에 의해 (sea-bull)

산산 조각 났다고 보고하고 테세우스는 무  위에 산산조각난 아들의 , 

잔해를 다시 하나로 모으려고 한다.318) 반면에 케인은 히폴리투스의 몸 

을 사지가 절단된 상태로 두면서 극을 마무리한다 원작에서 테세우스. 

가 잘못을 바로잡고 히폴리투스의 장례를 통해서 그 명예를 회복시키

고자 한다면 케인은 광란의 축제 속에서 훼손당하는 몸을 , (sparagmos) 

통해서 특별한 해결을 제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의 독수. 

리는 원작에서 테세우스가 자신의 무고한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

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벌하기 위한 이미지가 된다면,319) 케인은  

세네카의 단원 에서 벗어나는 지점에서 고도의 상징적 “ (denouement)

결정”320)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정작 비평가들은 이 결말 장면을 도. “ ‘
발극 미학의 특징으로 오해’(in-yer-face) ”321)하면서 성적이고 폭력적

인 이미지들의 과잉으로 바라보았다 독수리의 등장은 몇몇 연출가들. “
이 극도의 화적 사실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 

현을 넘어서는 텍스트상의 요구로 인해 양식화된 표현을 혼용”322)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요한 지점이 된다.

318) “Then hither bring the pitiful remains
  Of that dear corpse, and heap together here
  That shapeless mass of flesh, those mangled limbs.” (1247-1249)

  (Seneca Lucius Annaeus, Seneca, The tragedies, ed. and trans. David R. Slavit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319) “Let that fell vulture fly from Tityos,
  And let my vitals ever living be
  For punishment.” (1233-1235)

320) Emma Cole, “Paralinguistic translation in Sarah Kane’s Phaedra’s Love,” ed. 
Geraldine Brodie and Emma Cole, Adapting Translation for the Stage, Oxford: 
Routledge, 2017, p. 100.

321) Emma, ibid, p. 99.
322) Campbell, ibid,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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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케인은 첫 번째 작품인 폭파 가 드러내는 사실적인     
재현의 한계를 깨닫고 페드라의 사랑 을 통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관객들의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적 전략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케인의 세 작품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정화 가 오히려 폭력“ 
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징적이고 양식화된 드라마투르기를 활

용”323)한다는 점에서 케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극적 세계를 구축하고 ,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제임스 맥도널드가 로열코트 극장에서 올린 공연 그 중에서도 년, 1998

의 정화 를 시작으로 폭력 이면에 존재하는 제의적이고 이미지와 상징,  
적인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년에 폭파 를 다시 올릴 수 있는 . 2001  
기회가 주어지자 맥도널드는 이 작품의 형이상학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 

위해 신경을 썼다 년에는 폭파 를 전적으로 사실적으로 접근했. “1995  
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의 연극적인 언어를 구현해낼 수 , 

있는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Mainly through the work of director James Macdonald’'s Royal 

Court productions, beginning with Cleansed in 1998, an approach 

was taken to uncover the ritual, imagery and symbolism that existed 

beneath its surface brutality. When given the opportunity to restage 

Blasted in 2001, Macdonald took care to accentuate its metaphysical 

qualities: ‘We did Blasted [in 1995] absolutely for real, whereas I 

now think there’s a way in which one could reach the theatrical 

language of it.’324)  

맥도널드는 년에 정화 의 초연을 연출하면서 케인의 작품 속에1998 ,  
서 발견되는 제의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러한 발견을 통해서 사실적 재현을 시도했던 폭파 의 초연으로부터 6 
년이 지난 년에 다시 연출을 맡게 되면서 그는 폭력성에 내재되어 2001

323) Campbell, ibid, p. 183. 
324) Graham Saunders, “‘Just a Word on a Page a There Is the Drama.’ Sarah 

Kane’s  Theatrical Legacy,” Contemporary Theatre Review, 13.1 (200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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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이상학적 특성들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다 그 형이상학적 특성. 

은 케인의 폭력이 지닌 독특한 지점으로 극도의 잔혹 속에서 발견되는 , 

인간적인 가치에 한 믿음이다 이를테면 정화 의 경우처럼 시련이 . ,  
커질수록 사랑에 한 갈망도 깊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은 고통 받. 

는 몸을 매개로 폭력을 하나의 비유로 활용하는 것이다 폭파 에서 군.  
인이 이안의 한 쪽 눈알을 흡출해서 한 입 베어 먹는 폭력의 사실적인 

재현이 강조되어 있다면 페드라의 사랑 에서 등장하는 독수리를 비롯,  
해서 정화 의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잔혹을 통 
해 새로운 미학적 방식이 발견되는 것이다 비록 세 편의 작품에 불과. 

하지만 그 안에서 폭력의 미장센은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이로써 케, 

인 자신도 연극적 폭력을 표현하는 방식에 해 고민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출가 맥도널드는 만약 정화 를 사실적으로 연출한다면 그. “  
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공연(unwatchable) ”325)이 된다면서 새

로운 연출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독. 

회는 분이 걸렸지만 실제 공연은 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30 90 , 

이 작품의 주된 의미가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 ”326)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를테면 카알이 로드에게 사랑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자 팅커는 그   , 

에 한 처벌로 그의 혓바닥을 자르고 이어서 손목을 자른다 그러나 , . 

카알은 자신에게 남겨진 신체를 이용해서 기괴한 사랑의 춤을 춘다. 

카알이 불안정하게 서 있다. 

그는 춤을 추기 시작한다. 로드를 위한 사랑의 춤을.

춤은 격해지고 광적인 몸짓이 되고 , 카알이 끙 하고 내는 소리가 아이의 

노래 소리와 뒤섞이다. 

춤이 리듬을 잃는다. 카알은 박자를 놓치면서 진흙에 발이 빠지고 갑작

스럽게 움직이고 비틀거리며 절망적인 후회를 담은 경련과 같은 춤을 , 

325) James Christopher, “Rat with hand exits stage left,” The Independent, 4 May 
1998, Accessed. 15 Feb 2016.

326) Christopher, ibid,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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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다. 

팅커가 지켜본다. 

그는 카알을 무릎 꿇게 한 후에 그의 발을 잘라낸다 . 

팅커가 가버린다. 

로드가 웃는다. 

쥐들이 카알의 발을 실어 나간다. 

아이가 노래한다. 

CARL stands, wobbly. 

He begins to dance-a dance of love for ROD.

The dance becomes frenzied, frantic and CARL makes grunting 

noises, mingling with the CHILD’s singing. 

The dance loses rhythm-CARL jerks and lurches out of time, his 

feet sticking in the mud, a spasmodic dance of desperate regret. 

TINKER is watching. 

He forces CARL to the ground and cuts off his feet. 

He is gone. 

ROD laughs. 

The rats carry CARL’s feet away. 

The CHILD sings.327) 

카알은 거짓 맹세를 한 이유로 혀가 잘린다 잘린 혀에서 피가 흐르고 .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자 카알은 팔을 움직이면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나 팅커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적는 카알의 손목도 . 

잘라버리고 마지막 남은 다리를 이용해서 몸부림에 가까운 춤을 추는,  

카알의 다리마저 절단한다 팅커는 카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 

가능성들을 잘라낸 것이다 그러나 피가 흐르고 사지가 절단된 기과한 몸의 . 

형상이 폭력의 절정을 보여주면서도 그 고통을 일종의 춤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카알의 지속적인 고통이 로드에 한 사랑을. “ 증명하고 로드로  , 

하여금 그들의 사랑이 지닌 특별함을 깨닫고 자신도 카알을 위한 

327) Kane, ibid,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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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328)을 감행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알의 . , 

배신이 몸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려는 고행의 과정이 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정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사랑의 통과의례 마냥 . 

카알의 몸에 가해지는 수난 그리고 이어지는 기괴한 사랑의 춤은 , 

하나의 제의적인 순간을 표현하면서 변화되는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
위해서 잔혹성의 제의를 활용”329)한 것이다. 

이처럼 케인은 무자비해 보이는 정화 의 세계를 통해서 폭력이     
주는 절망에 항하고 싸우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 . 

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케인의 믿음이 무 를 온통 노랗게 

물들이는 수선화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작품의 . 

제목은 사랑의 정화 삶의 본질을 향한 환원“ , ”330)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은 노란 수선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레이험과 그레이스의 . , 

몸이 하나가 된 이후에 바닥에서 피어나는 해바라기“ ”331)와 같은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면서 초창기의 사실적 재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관객들의 외면이 아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미장센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화 가 폭파 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 “   
몽환적인 특성을 보이며 훨씬 심화된 언어”332)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연 평을 통해서 확인된다. 

울타리 혹은 병원 침 의 일부로 위에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리본들, 

이 천천히 내려온다 어느 순간 그레이스는 침 에 누워 있으면서도 공. , 

중에 매달려 있다 순교적인 이미지는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다 연출. . (

가 맥도널드와 무  디자이너 허버트에 의해 당신은 케인의 격렬한) ( ) , , 

그러나 격렬하게 통제된 상상력의 포로가 된다 이러한 양식화된 표현의 . 

328) Stefani Brusberg-Kiermeier, “Cruelty, violence and rituals in Sarah Kane’s 
plays,”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86. 

329) Brusberg-Kiermeier, ibid, p. 80. 
330) Brusberg-Kiermeier, ibid, p. 87.
331) Kane, ibid, p. 120. 
332) Christopher, ibid,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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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지켜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 . 

나 내가 공연을 본 날 밤에 그 누구도 극장을 떠나지 않았다, . 

As a section of perimeter fence or a hospital bed are flown slowly 

down from above, red ribbons are used to indicate blood. At one 

point, Grace hangs suspended while apparently lying on a bed: the 

image of martyrdom is not accidental. Macdonald and Herbert take 

you by the hand, allowing you to become a prisoner of Kane's 

fierce but fiercely controlled imagination. Without this distancing 

degree of stylization, the pain would be unwatchable. Yet the night I 

saw it, nobody left.333) 

  

폭파 가 받았던 가혹한 비평을 생각해 볼 때 정화 가 더 많은 폭력,    
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아이러니

하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폭력을 구현하는 연출적인 방식에 . , 

따라서 수용자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 

폭력을 계기로 촉발되는 잔혹이 인물들의 의식을 뒤흔들고 드러나지 

않았던 의미나 가치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케인의 폭력이 지닌 독자성, 

이 확인된다. 

333) David Benedict, “Real Live Horror Show,” The Independent, 9 May 1998. 
Accessed. 23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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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와 잔혹성의 재현 4. 

케인에 한 학계의 다양한 관심에 비해 국내의 공연 사례는 손에    , 

꼽히는 정도이다 폭파 는 년에 한국 교사 연극 협회가 주관하는 . 2004 
제 회 희곡 낭독공연 유럽의 동시  극작가 의 일환으로 문삼화 연4 (“ ”)

출에 의해 낭독 공연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에 년에 극단 작. 2008

은 신화에서 이용설 연출의 워크숍 공연으로 혜화동 번지의 작은 무1

에 오른 바 있다 페드라의 사랑 은 년에 국립극장 별오름 극. 2007 
장에서 극단 골목길의 이은준 연출에 의해 초연으로 공연되었다 정화. 
는 정화된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에 우석 레파토리 극장에서 < >

오경숙 연출로 극단 우석 레파토리와 연극집단 뮈토스에 의해 무 에 

올랐다 그에 앞서 년에 이 작품은 같은 제목으로 폴란드 출신의 . 2006

크쥐스토프 바를리코프스키 가 연출하고 폴란드 (Krzysztof Warlikowski)

브르츠와프 현  극단이 열연을 펼치는 가운데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개막작으로 무 에 오르기도 했다.334) 이 가운데 현재 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공연은 이은준 연출의 페드라의 사랑 과 바를리코프스< >

키의 정화된 자들 뿐으로 이는 케인의 공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 , 

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케인이 국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국이 아닌    

유럽과 동구권 지역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무 에 올랐다 무엇보. 

다 독일에서 케인의 작품에 한 높은 연극적 관심을 발견할 수가 있

334)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탐욕 은 년 월에 서강 학교 메리 홀에서 , 2012 12 
양정웅 연출과 극단 여행자에 의해 국내 초연으로 공연을 가졌다 케인의 유작이 . 
된 싸이코시스 는 년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박정희 연출로 아르코 4.48 2006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새벽 시 분 이라는 제목으로 공3 < 4 48 >
연되었다 년에는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에서 아티스트 조아라가 재구성한 일. 2013
인극 형식의 싸이코시스 커튼을 열어요 가 무 에 올랐고 가장 최근에는 년< > 2017
에 학로의 알과 핵 소극장에서 정찬  연출로 싸이코시스 가 공연되었다<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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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국이 극작가 전통이 강한 반면에 독일은 연출가를 중심으로 형, 

성된 실험적 연극 환경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관심을 반 이라도 하듯이 폭파 가 년에 런던. , 1995 
에서 초연을 가진 이후에 바로 이듬해인 년에 전 세계에서 유일, 1996

하게 함부르크의 도이체스 샤우슈필하우스(Deutsches Schauspielhaus 

에서 베버 의 연출로 무 에 올렸다 페드라Hamburg) (Anselm Weber) . 
의 사랑 은 년에 런던에서 초연되고 독일에서는 년에 샤우슈1996 1998
필하우스 본 에서 바일하르츠(Schauspielhaus Bonn) (Ricarda Beilharz)

와 드라마투르그이기도 한 뒤펠 의 공동 연출로 올려(John von D ffel)ü
졌다 또한 정화 의 경우에 국에서 초연 공연이 올라간 것과 같은 .  
해인 년에 독일을 1998 표하는 연극계의 거장 자덱 이 함부(Peter Zadek)

르크의 캄머슈필레 에서 연출을 맡았다 세 작품 (Hamburger Kammerspiele) . 

모두 케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독일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케인의 희곡

에 한 독일에서의 높은 관심을 입증한다. 

독일을 표하는 베를린의 샤우뷔네 극장은 년부터 년에   2000 2005

이르기까지 케인의 전 작품을 무 에 올렸고 현재도 간간히 레파토리

프로그램 안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샤우뷔네의 예술 감(repertory) . 

독이자 연출가인 오스터마이어 가 년에 직접 (Thomas Ostermeier) 2000

연출한 탐욕< >을 시작으로 리히터 가 년에 싸, (Falk Richter) 2001 <4.48 

이코시스 를 파울호퍼 가 년에 페드라의 사> , (Christina Paulhofer) 2003 <

랑 을 호주 출신의 앤드류스 가 년에 정화> , (Benedict Andrews) 2004 < >

를 그리고 년에 다시 오스터마이어가 케인의 데뷔작인 폭파 를 , 2005 < >

연출했다 한 극장에서 케인의 모든 작품들이 공연되었다는 사실이 이. 

례적인 만큼 샤우뷔네에서 이루어진 이 공연들은 케인에 한 높은 관, 

심과 함께 서로 다른 연출가들이 폭력을 바라보고 무 화하는 시각과 

해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작품의 샤우뷔네 공연    , 

사례를 중심으로 무  위에서 폭력이 구현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찰

하고자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공연의 예들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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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다루는 이 세 편의 연출 사례들은 공통되게 사실적 재현의 한계

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재현 불가능해 보이는 폭력을 각기 다른 연출

적인 상상력과 미학적 장치를 동원해 극복해가는 시도들을 보여준다. 

양식화되거나 상징적인 장치들을 절충하면서 각 연출들은 무 와 객석 

사이에 창조적 긴장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연극적 무  언어가 제시

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처럼 샤우뷔네의 공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 불가능한 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연극적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케인의 작품. , 

들을 둘러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쟁점들을 상쇄시키는 연출적인 선택

들은 궁극적으로 폭력의 재현은 아름다울 수 있는가에 한 미학적 질

문을 던져주며 연극적 폭력에 한 사유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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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스터마이어의 폭파 미학적 거리감이 3.1 < >: 

확보한 사유의 시간

오스터마이어는 케인의 작품을 연출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친분을    , 

쌓은 연출가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년으로 거슬러 올. 1997

라가는데 오스터마이어는 베를린의 도이체스 테아터, (Deutschtes Theater)

의 부속 공간인 바라케(Baracke)335)에서 페드라의 사랑 을 소개했고  
그 시기에 폭파 에 한 공연 논의도 이루어졌다 당시에 케인은 폭.   
파 라는 작품 때문에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서 가명으로 뉴욕에 , 
거주 중이었다 샤우뷔네의 예술 감독이 되기 이전에 오스터마이어는 . 

바라케를 운 하고 그 곳에서 활동하면서 격렬한 동시 적 면극“
공연들을 올리는 것으로 명성(in-your-face) ”336)을 얻었다 그는 연출. 

가로서 마약 범죄 섹스 권력을 주제로 아무런 꾸밈이 없는“ , , , 

희곡들(unadorned) ”337)을 추구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연출가는 케. , 

인과 긴 하게 교류했고 년에는 자신이 연출한 폭파 를 가지고 2006 < >

역으로 국 무 에 초청되기도 했다.338) 

오스터마이어는 말하자면 년 의 면극들을 독일 무 에 들여온    90

335) ‘바라케 는 본래 도이체스 테아터 옆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거주 공간이었다’ . 
년에 연출 전공을 갓 마친 오스터마이어는 이 공간을 극장으로 만들어서 운1996

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년부터 년까지 바라케의 예술 감, 1996 1999
독이자 연출가로 활약했다 년에 이 공간은 테아터 호이테 에 . 1998 < >(Theater heute)
의해 올해의 극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스터마이어가 바라케를 운 하던 시기의 . 
특이점은 년 의 이른바 면극들을 독일 연극계에 소개하고 무 에 올렸다는 , 90
점이다 이를테면 데이빗 해로우어 의 나이브스 인 헨스. (David Harrower) (  Knives 
in Hens 는 오스터마이어의 첫 번째 성공작이었고 레이븐힐의 쇼핑과 퍼킹, 1997) , 
도 년에 바라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되었다1998 . 

336) Andrew Dickson, “Thomas Ostermeier: 'Hamlet? The play's a mess,” The 
Guardian, 13 Nov, 2011. Accessed 3 Feb, 2017.

337) Dickson, ibid. 
338) 오스터마이어의 폭파 공연이 국으로 초청되었다는 점에서 비평가 헤이든< > 

은 다음의 의의를 찾는다 명성이 높은 연출가들의 공연이 륙(Andrew Haydon) . “
으로부터 초청된다는 사실은 여기 국보다 그 곳에서 케인이 더 유명하다는 점을 , 
보여주는 성공의 척도와도 같다.” (Andrew Haydon, “Zerbombt (Blasted),” 
Culture Wars, 9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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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본인이자 이러한 작품들에 내재해 있는 도발을 거침없이 무 로 소

환하면서 명성을 얻은 연출가 다 일례로 그는 년에 레이븐힐의 . , 1998

쇼핑과 퍼킹 (  Shopping and Fucking, 을 연출하면서 개리1996)

라는 인물이 칼로 성적 학 를 요구하다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을 (Gary)

무려 분에 걸쳐서 연출했다 작가인 레이븐힐 조차 피가 흥건하게 흐7 . 

르는 이 장면을 보고 아연실색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 

때 오스터마이어의 폭파 는 다소 의외이다 이 공연은 한 마디로 느< > . 

린 호흡과 미학적 거리감으로 특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케인과. 

의 첫 만남과 교류를 거쳐 년에 폭파 를 연출하기까지 년이라2005 < > 8

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라케 시절 의 거칠고 도전적인 , ‘ ’
연출 미학에 변화가 생겨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스. 

터마이어가 년에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지적인 사라 2011 , “
케인의 공연을 추구”339)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폭파 는 바로 이러한 . < >

연출가의 생각이 가장 충실하게 반 된 공연이다. 

폭파 의 무 는 사실적인 디테일을 가미하면서 고급 호텔 방을 충   < >

실하게 재현해 놓았다 관객석에서 볼 때 무 의 왼편 앞쪽에 텔레비전 . 

모니터가 달려 있고 그 옆에 흰색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을 통해 방안, 

으로 빛이 들어온다 방의 한 가운데에 침 가 있고 그 침  뒤에는 가. 

벽이 하나 세워져 있으며 그 바로 뒤가 욕실이다 그리고 무 의 오른. 

편 뒤쪽에 방과 외부를 연결시키는 문이 있다 관객들은 전형적인 리얼. 

리즘 극의 공간 속에서 이안과 케이트의 모습을 훔쳐보듯 지켜보게 된

다 이렇게 다분히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환경 속에서 극이 시작되면 곧. 

바로 이안에게 주목하게 된다. 

공연이 시작되고 약 분이 흐른 지점에서 이안은 나체를 드러냈    25 , 

고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헛구역질을 했고 기침이 심해지면 휴 용 산소 , 

호흡기에 의지했고 그럼에도 줄 담배를 태우며 끊임없이 술을 들이켰, 

339) Ulrich Seidler & Dirk Pilz, “Depression, Verzweiflung, Selbstmord: Thomas 
Ostermeier ber Sarah Kane und die Schaub hne: Wo soll das hinf hren?,” ü ü ü
Berliner Zeitung, 20 Feb, 2009. Accessed 1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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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케이트에 한 끊임없는 성적 시도가 좌절되자 관객을 등지고 사정, 

하는 모습까지 무  위에서 보여주었다 이처럼 성 폭력 배설 질병으. , , , 

로 특정화되는 이안의 몸은 폭파 가 다루고 있는 폭력의 양상을 가장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극 초반부터 이안의 몸이 이렇게 부. 

각되는 이유는 극 중반에 이르러 그것이 직접 폭력을 재현하고 수행하

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옛 연인인 케이트와의 관계에서 이안의 거절. 

당하는 몸과 욕망을 표현하는 몸은 감정과 사랑을 확인하려는 케이트

의 모습과 계속해서 립을 빚는다 그 립은 갈등으로 심화되어 방안 . 

화병에 있던 꽃을 케이트에게 건네는 순간 성적 폭력으로 폭발한다, .

이안. (돌아선다 그의 눈에 꽃다발에 들어오자 그것을 집는다. .)

네 거야!

암전.

봄 비 소리. 

*

같은 장소.

다음날 아주 이른 아침. 

밝고 햇살이 가득하다 오늘 날이 아주 더울 것 같다. . 

꽃다발의 꽃들이 찢겨져 방안에 흩어져 있다. 

Ian. (Turns away. He see the bouquet of flowers and picks it up.)

These are for you.

Blackout.

The sound of spring rain. 

*

The same. 

Very early the following morning.

Bright and sunny- it’s going to be a very hot day. 

The bouquet of flowers is now ripped apart and scattered around 

the room.340)

340) Kane, Complete,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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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 고정되어 있던 사실적 무  공간은 처음으로 회전하기 시작한, 

다 무 가 회전하면서 벽면 뒤의 욕실 공간이 드러나고 침 를 중심. , 

으로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다양한 각도로 무  공간을 조망하게 만든

다 반쯤 어두워진 조명 속에서 무 는 느린 속도로 회전을 이어가고. , 

배우들이 실루엣으로 보일 정도의 조도 속에서 이안은 속옷 차림으로 

기이한 몸동작으로 케이트에게 위협을 가한다 무 가 또 다시 한 바퀴 . 

회전 한 후에 다시 침실이 드러나면 케이트에 한 이안의 육체적 구

애는 본격화된다 이안은 이불을 들어 올리고 침  머리맡 벽면에 내. , 

몰려 서 있는 케이트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회전이 이어지면서 욕실 공. 

간이 다시 앞으로 나오자 가벽 너머로 이불을 높이 들어 올린 이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무 는 계속해서 회전하고 암전 속에서 위협. 

적인 전자 음악의 사운드만 이어진다.  

오스터마이어는 폭파 에 등장하는 첫 번째 폭력을 회전 무 와 암   < >

전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독일에서 폭파 가 초연되었을 . < >

당시와 거의 상반되는 연출 전략이다 년에 . 1996 샤유슈필 함부르크에

서 폭파 가 공연될 당시 연출가 베버는 원작을 가능한 사실적으로 < > , 

재현하기 위한 시도들을 보 다 그런데 이 공연을 직접 관람한 케인은 . 

작품을 너무 문자 그 로 해석“ ”341)했다는 점에 해 오히려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케이트가 폭력을 당한 직후에 나체로 다리를 벌린 채  

무 에 누워 있는 장면에 해서 연출가가 희곡을 제 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비난했다 오스터마이어가 동일한 장면에서 폭력을 연극적으로 . 

처리했다면 베버 연출은 , 과도하게 누드와 신체적인 폭력에 집중했던 

것이다 이 공연에 해 . 케인은 폭력에 접근하는 화려하고 트렌디한 타 “
란티노식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공연이 너무 도발극 적이어서 작. . . ‘ ’
품의 섬세하고 미묘한 지점이 드러나지 못했다, ”342)고 비판했다 즉 정신. , 

적이고 감정적인 폭력보다 과도하게 신체적인 폭력만 부각되었음을 지적한 

341) Simon Hattenstone, “A sad hurrah,” The Guardian, Jul 1 2000. Accessed. 
Dec 28, 2015.

342) Graham Saunders, Love Me or Kill Me: Sarah Kane and the Theatre of 
Extre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2002,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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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베버 연출이 케인의 작품을 도발극 의 틀 속에서 충격과 도. ‘ ’ , 

발이라는 한정된 시각으로 접근한 탓이 크다 베버의 연출 방식은 케인의 . 

극을 무의미한 폭력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쟁점과 연결되는데 오스터마이, 

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폭력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측면이 아니

라 그것이 제기하는 본질적 질문에 집중한 것이다.  

꽤나 긴 암전 후에 서서히 조명이 들어오고 회전은 멈추고 엉망이    , 

된 침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이안이 보인다 케이트는 이불 속에 있. 

다 무 의 계속되는 회전과 암전 이어지는 위협적인 사운드는 시간의 . , 

경과와 함께 지난밤에 케이트가 당한 성적 폭력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다 연출은 립의 시작점을 보여준 후에 암전을 거쳐 다음날의 상황으. 

로 연결시키면서 케인의 원작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이처럼 . 

결정적 순간을 암전으로 처리하고 폭력이 가해지는 시작점과 그 결과

물을 보여주는 방식은 오스터마이어가 선택한 핵심적 무  전략으로 

이후에도 반복된다. 

이러한 연출 전략은 꽤나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이 장면이 이후에    . “
무 를 압도하는 폭력에 한 징조이자 더 진짜 같은 폭력이 다가올 , ‘ ’ 
것을 예견”343)하며 이후에 벌어질 모든 폭력을 암시하는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폭력의 씨앗이 확산되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상징적 .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오스터마이어는 회전무 를 활용하며 폭력이 가

져올 파장을 암시한다 한편 텍스트에서 장면 과 장면 의 전환 속에 . 1 2

암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케이트의 성적 폭력은 회전무 와 암전을 , 

통해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암시하는 극적 장

치가 된다. 

폭력의 양상은 군인의 등장으로 본격화 된다 이안을 압도하는 큰    . 

체구와 육덕진 몸매 살상의 전리품인 시계를 개씩이나 팔에 두른 군, 4

인은 외부 세계의 폭력과 공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군인의 등. 

장에 뒤이어 무 도 폭파한다. 

343) Solga Kim, “Blasted’s Hysteria: Rape, Realism, and the Threshold’s of the 
Visible,” Modern Drama, 50. 3 (2007):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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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폭력이 공공의 폭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실로 충격적이다 얀 . 

파펠바움의 호텔방 세트가 작은 파편들로 폭파되어 천정에서는 석고 조, 

각들이 쏟아져 내리며 잔해 더미를 이룬다. 

The transition from domestic to public violence, when it does come, 

is truly shocking. Jan Pappelbaum’s hotel-room set is blown to 

smithereens, plaster cascades from the ceiling, everything is a sea of 

rubble.344)

빌링턴의 공연 평에서 확인되듯이 폭파의 순간은 강렬하다 커다란 폭, . 

발음이 들리는 순간 무 는 암전되고 낮게 깔리는 기계음이 계속해서 , 

울린다 이윽고 빛이 밝아지면서 호텔방의 사실적인 무 가 해체되는 . 

과정이 관객 앞에 그 로 노출한다 벽면은 이미 사라진 채 침  뒤의 . 

가벽이 무  상부로 사라지고 그 뒤편으로 포그 가 자욱하게 깔린(fog)

다 가벽이 거의 사라질 무렵 천장에서 갑자기 벽이 폭파해서 발생한 . , 

것 같은 하얀 가루 조각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제 기존의 방에 남아 있. 

는 것은 사각형의 플랫폼 위에 놓인 침 와 텔레비전의 스크(platform) 

린뿐이다 자욱한 안개가 살짝 걷히면 그 뒤쪽으로 개의 패널이 보이. , 4

는데 블라인드와 같은 프레임을 통과해서 강렬한 흰색 빛이 관객석을 

향해 뚫고 나온다 패널들의 스트립라이트 가 만들어내는 오. (striplight)

묘한 빛은 이곳을 초현실적이며 환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로 . 

인해 극적 사실성은 파괴되지만 공간이 해체되는 과정이 그 로 관객 

앞에 노출되면서 폭파의 순간은 연극적 방식의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음악이 계속해서 흐르는 가운데 사각형의 플랫폼이 회전한다 이전   , . 

의 사실적인 호텔방의 모습은 온전히 해체되어 시 공간에 한 모든 정·

보를 지운 채 실존적 공간으로 바뀌어 버린다 강렬한 폭파의 순간을 , . 

기점으로 폭파 의 극중 공간은 크리스테바의 시각을 따르자면 상징< > “
계에서 전 언어적 기호계로 회귀”345)한다. 회전하는 무 의 끝에 서서 

344) Michael Billington, “Blasted(Zerbombt),” The Guardian, 8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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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처롭게 엄마 를 외치는 이안의 말은 의미가 다소 모호했던 텍스트“ ” , 

에 비해 설득력 있는 외침으로 다가온다 엄마를 찾는 그 외침을 통해 . 

이안은 거침없던 남성에서 유아기적 무력함을 드러내며 그 몸은 새로

운 차원으로 이동한다. 

폭발음을 기점으로 폭파를 통한 공간의 변형과 해체는 약 분에     , 4

걸쳐서 진행된다 그런데 오스터마이어는 폭파의 순간에 즉발하는 공포. 

나 충격이 아닌 해체의 과정이 발생시키는 연극적 스펙터클에 집중한

다 어두운 가운데 강렬하게 세어 나오는 불빛과 서정적 음악 속에서 . 

하얀 눈꽃처럼 떨어지는 파편들과 회전하는 무 는 오히려 관객으로 

하여금 이 모순적이게 아름다운 순간을 멀리서 관조하게 만든다 오스. 

터마이어가 연출한 폭파 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미학적 거리< > ‘
감 이 폭파의 순간에도 창출된다 이렇게 초현실적인 미학적 공간 속에’ . 

서 이안의 몸은 이제 끔찍한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오스터마, . 

이어는 폭력을 극단적으로 재현하는 실험을 감행하는 신에 미학적 , ‘
거리 를 유지한다’ . 

온통 잔해더미와 흰 먼지로 덮여 있는 방은 폭파된 현장보다는 희미하

게 초현실적인 달 풍경에 더 가깝다 마찬가지로 섹스와 폭력 또한 세련. 

되게 제시된다 그 어떠한 단계에서도 지나친 위협은 없다. . 

The set of the room is totally covered in rubble and white dust 

looking more like a faintly surreal lunar landscape than a bomb site. 

Similarly, the sex and violence are tastefully rendered-at no stage 

does it ever threaten to get too much.346)

폭파된 무 에서 이안이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담배를 피우는 것   

이다 군인도 옆에 와서 담배를 피는데 그 모습이 위협적이라기보다는 . , 

345) Ablett, “Approaching,” p. 63. 
346) Andrew Haydon, “Zerbombt (Blasted),” Culture Wars, 9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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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상황에 놓인 동료마냥 차분하다 두 사람의 화는 느리고 힘. , 

을 뺀 채 긴장감은 억눌려 있다 이어서 군인은 자신의 죽은 연인인 니. 

콜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안을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 군인. , 

은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는 이안의 머리를 만지며 그의 감촉 . 

속에서 니콜을 회상한다 끔찍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군인은 더 강렬. , 

하게 이안의 머리를 손으로 비벼댄다 군인은 사에서 가능한 감정을 . 

배제시키고 있지만 이안의 머리를 만지다가 점차 귀를 비비고 접고 거, 

칠어지는 행위 속에서 감정을 드러낸다. 

군인 여자 목을 꺾었어 그 여자 다리 사이로 칼로 찔러 넣는데 다섯 . . 

번째에 척추가 부러졌어 그놈들이 콜을 괴롭혔어 목을 베었어. . . . . 

귀와 코를 잘라내고 그걸 현관문에 박아 놨어, .

Soldier. I broke a women’s neck. Stabbed up between her legs, on 

the fifth stab snapped her spine. . .Col, they buggered her. Cut 

her throat. Hacked her ears and nose off, nailed them to the 

front door.347)

이안의 머리가 촉발한 육체적 감촉은 군인이 경험한 끔찍한 상황을 떠

올리게 만들면서 그 순간을 재현하는 장소가 된다 군인은 이안의 얼굴. 

에서 나는 담배 냄새 속에서 죽은 니콜의 숨결을 확인한다 그는 이안. 

을 촉각적 후각적으로 감각하면서 그 육체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소환, 

시킨다 연인에 한 이야기로 감성적이 된 군인은 이안을 두 팔로 안. , 

고 그 순간 무 는 암전된다 암전 속에서 군인의 신음 소리가 들려오. 

더니 조명이 밝아지면 이안을 뒤에서 강간하는 군인의 행위가 재현된, 

다 케이트에 한 이안의 성적 폭력이 암전 속에서 암시적으로 처리되. 

었다면 군인이 이안에게 가하는 성적 폭력은 그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 

보여준다 이안을 강간하는 군인은 서럽게 울고 그 소리가 포효하듯이 . 

347) Kane, Complete, 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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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전체를 울린다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리적 매개체인 이안의 몸. 

에 기 어 군인은 운다 뒤이어 그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기 . 

시작한다. 

군인 난 봤어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돼지처럼 트럭에 끼인 채 도시를 . . 

벗어나려는 모습을 여자들은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희망으로 . 

자신의 아이들을 트럭 위로 던져 올렸어 서로 압사당해서 죽는 . 

사람들 그들의 눈에서 뇌의 일부가 흘러 나왔어 얼굴의 반이 . . 

날아간 애를 봤어 내가 강간한 여자 애는 손을 넣어 자신의 몸에서 . 

내 정액을 긁어내려 했고 굶주림에 한 남자는 아내의 다리를 뜯어 , 

먹고 있었어 폭력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원히 존재할 거야 네 . . 

엉덩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냐 너 같은 웨일스 놈이 내가 강간한 .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착각하지 마. 

SOLDIER. Saw thousands of people packing into trucks like pigs 

trying to leave town. Women threw their babies on board hoping 

someone would look after them. Crushing each other to death. 

Insides of people’s heads came out of their eyes. Saw a child 

most of his face blown off,  young girl I fucked hand up inside 

her trying to claw my liquid out, starving man eating his dead 

wife’s leg. Gun was born here and won’t die. Can’t get tragic 

about your arse. Don’t you think your Welsh are different to any 

other arse I fucked.348)

군인의 서사 속에서 재현되는 전쟁의 참상과 현재 이안의 몸에 실행되

고 있는 성적 폭력이 묘하게 중첩되면서 관객들은 서로 다른 시 공간의 ·

사건을 이안의 몸을 리해서 이 폭파된 세계 안에서 함께 경험한다. 

그리고 이안의 몸은 이제 본격적으로 폭력을 수행하는 장소가 된다 군. 

인이 현실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안의 눈을 흡출하려는 장면은 폭파, < >

에서 폭력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된다 그런데 오. 

348) Kane, ibid , p. 50. 



- 123 -

스터마이어는 이 지점에서 다시금 미학적 거리두기‘ ’349)를 시도한다. 

가장 잔혹한 순간에 관객들의 상상력을 동원시켜 잔혹한 행위의 시작

점과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한다 군인이 이안의 눈에 입을 . 

가져다 면 이안이 비명을 지르고 두 사람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침, 

 뒤로 몸을 숨긴다 이안의 비명 소리가 계속된다 군인은 상체를 일. . 

으켜 세워서 쩝쩝 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씹는 시늉을 한다 다시 . 

군인이 이안의 반 쪽 눈에 입을 갖다 자 그는 비명을 지르고 두 사, 

람은 다시금 침  뒤로 몸을 감춘다 두 배우는 관객들의 시야에서 사. 

라진 채 비명만이 한참 이어지다가 또 다시 상체를 일으켜 세워 군인, 

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씹는 시늉을 한다 침  뒤에서 모습을 . 

드러낼 때마다 이안의 눈에서는 더 많은 피가 흘러내린다 이안의 비, . 

명은 계속된다 이윽고 양쪽 눈을 흡출당한 이안을 품에 안고 군인은 . , 

총구를 입에 넣는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무 는 일순간 암전된. 

다 그리고 암전 속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어서 음악이 흐른다. . 

오스터마이어는 폭력을 재현하는 행위가 거짓임을 들키기 직전에   , 

349) 이러한 미학적 거리두기 는 폭력 과 잔혹 을 화두로 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발견‘ ’ ‘ ’ ‘ ’
되며 그 효과를 입증한다 첫 번째 예는 피터 브룩이 감독한 리어왕 의 년도 . < > 1971

화 버전이다 사실 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관객이 존재하는 연극. , 
에 비해 사실적인 재현에 있어 훨씬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룩은 글로스터. , 
의 눈이 뽑히는 순간에 약 일초에 걸쳐 오로지 검은 화면만을 내보내면서 독특한 
연출을 선보 다 예상치 못한 검은 화면은 오스터마이어가 활용한 암전과 유사한 . 
것으로 갑작스러운 전환이 주는 충격과 함께 관람자로 하여금 가장 잔인한 순간을 ,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이 찰나의 순간은 마치 누군가가 얼굴을 향해 훅 하고 주먹. , 
을 날리자 순간적으로 그 공포감에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
했다. 

두 번째 예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한 한태숙 연출의 이다      <1984> . 
년에 명동예술극장의 무 에 오른 이 작품은 빅브라더라는 상징적 존재가 개2017

인에게 가하는 통제와 폭력을 보여준다 극의 후반부에 극중 당이 주인공 윈스턴. 
을 처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때 그는 쥐들에게 얼굴을 뜯어 먹히는 (Winston) , 

고문을 당한다 한태숙 연출은 이 장면에서 쥐가 가득 들어 있는 틀을 배우의 머리 . 
위에 씌웠다 뒤이어 짹짹 거리는 소리가 커지면서 배우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 ‘ ’
고 쥐들의 소리와 배우의 비명 소리가 폭력적으로 다가올 만큼 커질 무렵 암전이 , 
되면서 소리만 한 동안 계속되었다 비록 틀 안의 쥐들은 소품이었고 실제로 배우. 
의 얼굴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한태숙 연출 역시 오스터마이어처, 
럼 미학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온전한 재현과 현존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을 해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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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우의 몸에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기 직전에 암전과 생략이

라는 연출적인 전략을 펼친다 이를 통해 가장 끔찍한 중간 과정은 관. 

객들의 상상 속에서 채워진다 이 상상의 여지를 통해서 관객들은 재현. 

의 한계점을 넘어서 제각각 눈을 흡출하는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 재, . 

현 불가능한 폭력은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의 부재를 통해 더 

강렬하게 발현된 것이다 이는 마치 폭력의 현장을 무 에서 보여주지 . 

않는 그리스 비극의 관행처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를 더 큰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이안의 눈을 흡출하는 군인1 < >      그림 폭파되는 순간의 무2 < >

군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후에 이안의 몸은 전쟁의 참혹   , 

함을 직접 경험한 물질적 텍스트가 되어 눈알이 뽑히고 피범벅이 되

어 홀로 무 에 남는다. 크리스테바가 상정한 상징계 와 기호 (symbolic)

계(semiotic)의 이론적 틀 안에서 볼 때 상징계의 몸은 이상화되고 완, “ , 

벽하고, 온전하고 통합된 , ”350)것이고 기호계로서의 몸은 유동적이고“ , 

과잉되고(excessive), 리듬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351) 몸에 가깝다 . 

이러한 점에서 이안의 몸은 더 이상 상징계 안에서 기능하는 완전

한 몸이 아니다 사실 폭파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안의 몸은 백인 . , 

중산층 남성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안 역을 맡은 뮈헤. 

350) Fanning, “Willem De Kooning’s Women,” p. 242.  
351) Fanning, ibid,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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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부진 체격은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강압적 남성(Ulrich M he)ü
성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며 특히 케이트와의 관계에서 상징계가 

구축한 남성의 사회적 담론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안이 케이트에게 . 

행했던 폭력을 군인에 의해 동일하게 겪게 되면서 폐허로 전락한 

몸은 새롭게 전복적 의미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폭력이 . , “
상징계에 한 기호계의 도전(transgression)”352)으로 작용하면서 역

설적으로 이안은 점점 상징계의 규범들을 위협하고 파열하는 몸으로 

변해 간다 그 속에서 그의 몸은 폭력과 침범 의 근원이 되. “ (violation)

면서 욕망의 상보다는 하나의 비체”353)로 부각된다. 

암전된 무 에 조명이 들어오자 관객을 등지고 침 를 향해 서서    , 

자위를 하는 이안의 모습이 찰나적으로 보이다가 암전된다 다시 조명. 

이 들어오면 이안은 코에 달고 있던 휴 용 산소 호흡기의 줄을 통해

서 자살을 시도한다 목에 줄을 두르고 발을 앞으로 편 채 줄을 어. , 

내지만 자살 시도는 실패하고 힘겹게 숨만 몰아쉰다 또 다시 암전 암. . 

전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뉴스 기사를 전한다 조명이 다시 들. 

어오면 힘겹게 침 에 팔을 지지한 채 엉덩이를 셔츠로 닦아내 자신의 , 

배변 냄새를 확인하는 이안의 모습이 보인다 다시 암전이 된 후에 조. , 

명이 들어오면 바닥에 누워 있다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다

가 다시 암전된다 조명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이안의 몸은 일련의 활. , ‘
인화 처럼 전시되며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순간들’(tableau vivant)

을 포착 당한다 이안은 언어의 와해가 오는 순간에 봉착하면서. “ . . .순

전히 이미지를 통해서”354) 육체의 물질성을 드러내며 바로 지고통 받 

는 몸의 현존을 강렬하게 부각시킨다 퇴퍼 에 따르면 . (Karl Toepfer)

땀 피 정액 배설물 소변 구토물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몸 “ , , , , ,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몸이 가장 발가벗겨진 상(naked) 

352) Fanning, ibid, p. 246. 
353) Rina Kim, “The Abject Body in Sarah Kane’s Mise-en-scene of desire,”  

Naked Exhibitionism: Gendered Performance and Public Exposure, Ed. Claire 
Nally and Angela Smith, London: I.B Tauris, 2013, p. 74. 

354) Graham Saunders, “‘Out Vile Jelly’ Sarah Kane’s Blasted and Shakespeare’s 
King Lear,” New Theatre Quarterly, 20.1 (2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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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355)가 되는데 이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당한 채 배설하, 

고 울고 굶주린 무력한 유아기적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비체가 어, , . 

머니와의 분리를 겪으며 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상징계로 진입하기 위

해 거부되는 것들을 의미하듯이 이안의 몸은 바로 이러한 퇴행을 보여, 

준다.

암전 속에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니 조명이 들어온다 이안이    . 

고통스럽게 네 발로 앞을 향해 기어가더니 죽은 아기가 묻혀 있는 곳, 

으로 간다 아기의 시신에 얼굴을 갖다 고 뜯어 먹는 시늉을 한다. . 

군인이 그러했듯이 뜯어낸 살점을 씹는 모습을 강조한다 또 한 입을 , . 

베어 먹는데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뜯는 소리와 쩝쩝거리는 소, 

리가 역겨움을 준다 다시 아이를 바닥에 넣은 후 이안도 구멍 속으로 . , 

힘겹게 기어 들어간다 이안의 머리만 살짝 구멍을 비집고 무  위로 . 

나온다. 

그는 안도하며 죽는다. 

그의 머리 위로 지붕 사이로 비가 떨어져 내린다, . 

결국. 

이안 젠장. . 

He dies with relief. 

It starts to rain on him, coming through the roof. 

Eventually. 

IAN. Shit.356) 

이 순간 이안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경계에서 부유한다 배우의 , . 

355) Karl Toepfer, “Nudity and textuality in postmodern performance,” Performing 
Arts Journal, 18:3 (1996) cited in Rina Kim, “The Abject Body in Sarah 
Kane’s Mise-en-scene of desire,” Naked Exhibitionism: Gendered Performance 
and Public Exposure, ed. Claire Nally and Angela Smith, London: I.B Tauris, 
2013, p. 68. 

356) Kane, Complete,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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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고통 받는 몸의 현존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고통이 가해

지지 않는 양안시적 관점 속에서 허구와 실제 사이의 긴장 상태 속에 

놓인 것이다. 

피셔 리히테는 허구와 실제가 제시하는 시점의 왕래 속에서 관람 주   

체가 인식적 다안정성‘ ’(perceptional 을 형성한다고 주장multistability)

한다 인식적 다안정성이 가능해지는 방식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살펴

보자면 시점의 변화가 생겨날 때마다 일종의 파열 혹은 단절, (rupture) 

이 발생한다(discontinuity) . 이에 따라 관람 주체가 따르던 인식의 질서 

는 혼란을 겪거나 파괴되거나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피셔 리히테는 . 

실제와 허구의 몸을 인식하는 방식을 각기 재현의 질서(order of 

와 현존의 질서 로 구분하는데 이를representation) (order of presence) , 

테면 재현의 질서가 방해받는 순간 현존의 질서가 개입하게 된다는 논

리이다 이 두 질서는 온전히 다른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 , 

현존의 질서 안에서 배우의 몸은 온통 물질로서의 현상학적인 몸으로, 

만 인식된다 그러나 피셔 리히테는 인식적 다안정성이 서로 다른 관점. 

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두 개의 질서가 구히 안

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고 덧붙인다 무엇보다 한 . , 

질서에서 다른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혹은 새로운 질서가 정립, 

되기 직전에 불안정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때 ” “(instability) . 

인식의 주체는 두 개의 질서 그 사이의 상태“ , ”357)에 빠지게 된다 다. 

시 말해 관람자는 전이적 상태 에 놓인다(liminal state) . 

폭파 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한 전이적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이안은 현상학적으로 실재하면서도 관객의 상상에 의해 죽은 상. 

태로 무  위에 존재한다 또한 극중에서도 죽은 동시에 살아 있는 역. , 

설적 상황에 있다 모든 공연. 에서 현상학적 몸과 기호학적 몸 실제와 “ , 

허구사이의 특별한 긴장이 발생”358)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긴장은 실제

357) Erika Fischer Lichte, “Reality and Fiction in Contemporary Theatre,”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 33 no. 1 (2008): 88. 

358) Fischer-Lichte, ibid,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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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허구 즉 현존과 재현을 오가는 연극의 한 특성으로 무  위에서 실, 

제적인 죽음이 발생할 수는 없지만 케인이 무 화된 고통과 실제적인 “
고통이 겹쳐진다”359)고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피셔 . 

리히테는 이 순간을 전이적 상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양안시적 관점과 , 

연결시켜 볼 경우 현존과 재현의 두 질서가 묘하게 공존하는 상태로 

설명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질서의 공존이 발생시키는 긴장. 

은 우리에게 낯설고 새로운 형태의 몸을 인식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안의 몸은 폭력의 기억과 그 수행이 각인   

된 몸으로 전시된다 그리고 그 몸은 현상학적 배우의 몸이자 방금 죽. , 

음을 경험한 등장인물로서의 기호적 몸이 되어 묘한 긴장감을 발생시

킨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양가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면서 이안. , 

의 몸은 규정되고 속박된 몸과 달리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한 비체로서

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안의 비체는 결국 사회적으로 구축된 범주. “
의 경계에서 기존의 의미에 한 질문이 제기되고 도전이 생겨나는 

힘”360)이 되며 이로써 규범적인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화의 가능성, 

을 내재한 몸을 보여준 것이다. 

   그로스 에 따르면 비체는 입 눈 귀 항문 생식기와 (Elizabeth Gross) , , , , 

같은 성감 의 둘레 에서 형성되는데 그 둘레란 신체의 두 표면 (rim)

사이 그리고 몸의 안과 밖의 접점이 되는 곳을 말한다 비체의 상은 , . 

그것이 정확히 몸의 안과 밖 그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징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경계를 깨뜨리고 그 

질서를 방해하면서 역겨움 혐오 공포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 .361) 그러나  

비체는 단순히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경계선이나 입장 규율에 “ , 

개의치 않는 파괴적인 힘”362)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체가 지니고 . 

359) Erica Bexley, “Show or Tell? Seneca’s and Sarah Kane’s Phaedra Plays,” 
Trends in Classics, 3 (2011): 370. 

360) Fanning, “Willem De Kooning’s Women,” p. 246. 
361) Elizabeth Gross, “The body of significance,” Abjection, Melancholia, and 

Love: The Work of Julia Kristeva, Ed. Andrew Benjamin and John Fletcher, 
London: Routledge, 1990, p.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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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복성이 드러난다 이안의 몸은 이제 정립된 상징계의 관습들을 . 

파괴하는 힘이며 고정되고 정체된 몸이 아닌 유동적인 몸이 되면서 , 

새로운 생성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케이트와 이안 사이에 도사리는 일상의 폭력이    , 

전쟁이라는 더 큰 의미의 폭력으로 확 되었다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 

에서 변화가 보이면서 폭력의 씨앗이 아닌 희망의 씨앗이 탄생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울리히 뮈헤가 연기한 이안은 전반부에 혐오감이 드. 

는 마초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비열함 속에서 매력을 흉측함 “ , 

속에서 애정을 찾아내며 끔찍한 순간들 속에서 감정적 취약점”363)을 

드러내며 관객에게 연민과 감정적 이입의 여지를 남겨준다 서서히 회. 

전을 시도하는 무  속에서 케이트와 이안의 모습은 그 동안에 발생한 , 

폭력에도 불구하고 뭉클함을 전한다. 

폭파 는 이렇듯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폭력을 표현함에 있어 미학   < > ‘
적 거리두기 를 그 주요한 연출방식으로 활용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 . 

날것의 현상으로서의 몸이 제공하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면서 기호로서

의 몸을 더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도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한다 헤이든 은 이 공연을 인여페이. (Andrew Haydon) “‘
스 와 거의 정반 일 정도로 아웃오브여페이스’(In-yer-face) ‘ ’(out of 

yer face)”364)적이라고 비판하며 충격으로부터의 충분한 거리감이 본능

적이기 보다는 이론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이 비판은 도발. 

극의 관점에서 이 공연을 바라본다면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뒤이어 . 

헤이든이 공연의 양식 이 긴장을 희생시키는 신에 다른 특성들“ (style)

을 얻는다(qualities) ”365)고 인정하듯이 오스터마이어의 연출 방식은 케, 

인의 표적 문제작을 효과적으로 무 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직접적. 

인 도발보다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폭력 전후의 상태

362) 김주현 여성적 숭고와 아브젝시옹 그로테스크의 몸 서울 건국 학교 출판, , : ｢ ｣  
부, 2010, p. 55. 

363) “Apkalypse in der guten Stube,” Frankfurter Allgemeine, 17 Mar, 2005. 
Accessed 1 Nov, 2017.

364) Haydon, ibid. 
365) Haydo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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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게 만드는 한편 그 사이에 발생된 폭력을 관객들이 상상을 , 

통해서 직접 메우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극도로 이완된 호흡이 오히려 큰 불안감을 준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나. 

머지 오히려 거리가 생기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관객을 극 속으로 끌어( ) 

당긴다 매순간은 절실한 슬픔과 임박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 

There’s a very disturbing quality to its lethally relaxed sense of pace. 

It’s so unforced that it’s almost detached and this paradoxically 

draws you. Every moment is filled with desperate sadness and a 

feeling of impending dread.366) 

테일러의 공연평처럼 폭파 에서 활용된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객들을 , < >

극에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 

재현된 장면들이 관객들의 외면을 받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오스, 

터마이어가 활용한 미학적 거리두기의 방식은 무  위에서 자행되는 

폭력의 의미에 해 오히려 사유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출 방식에서 재현은 온전한 허위가 되지 않으며 몸의 현   

존이 지닌 한계점 또한 암전과 생략이라는 상징적인 연출법의 활용을 

통해 해결된다 오스터마이어가 창안한 미학적 거리는 폭력의 미장센을 . 

위한 하나의 안이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객들. 

로 하여금 무  위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 

력의 발생과 파급에 한 사유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연극을 통. 

해서 계몽을 펼치려 했던 독일의 연극 전통이 은연중에 반 된 결과물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케인의 모든 작품들을 제작한 샤우뷔네에서 그의 . 

데뷔작이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연출가 , 

366) Paul Taylor, “Zerbombt, Barbican, London<!--none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 five star>,” The Independent, 10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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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터마이어의 고민이 집약된 연출방식이라 생각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충격과 놀라움을 주는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관객이 사실상 하려

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더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로써 , 

이 작품의 비유적 특질이 더 분명해지는 한편 등장인물들 사이의 발전, 

되는 관계성을 살짝 약화시키기도 했다 만약에 이 공연이 초연이었다. 

면 이 작품을 둘러싼 야단법석이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초연 공, . 

연에 한 초기의 비평적 반응은 극단적 폭력성이 작품이 전하려는 바

를 보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포 의 수위를 많이 누그러뜨리면. ‘ ’
서 이 작품의 논쟁점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The fact that the shock and awe element has been removed means 

that the audience is much freer to concentrate on what is actually 

being said, so that the quality of metaphor in the piece becomes far 

more explicit, if slightly at the expense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If this had been the original 

production, it is tempting to think that precious little fuss would 

have been made. The initial critical reaction came about because the 

extremity of the violence obscured the points it was trying to make. 

With the ‘horror’ greatly toned down, the play’s arguments became 

far more apparent.367) 

이 공연 평이 말해주듯이 도발이 약화된 신에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 

는 더 분명해졌다 또한 년에 폭파 를 본 후 이 극이 공포로 가. 1995 < > , “
득 찬 폭격에 무관심 하게 만든다(indifference) ”368)고 비판을 했던 빌링

틴이 오스터마이어의 폭파 에서 도리어 일종의 서정성< > “ ”369)을 발견했

367) Haydon, ibid. 
368) Michael Billington, “Blasted: a deeply moral and compassionate piece of 

theatre or simply a disgusting feast of filth?,” The Guardian, 20 Jan, 1995. 
369) Michael Billington, “Blasted(Zerbombt),” The Guardian, 8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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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은 년의 초연과는 달리 폭력 너머에 있는 가치와 의미가 1995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인이 보여준 폭력은 곧 이안의 몸을 통해. 

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일상에서 놓

치고 있는 진실에 해 사유하게 만든 것이다. 

오스터마이어의 폭파 는 지적인 해석이 우세한 공연이다 무엇보   < > . 

다 오스터마이어는 폭력의 재현에 집착하는 신에 재현적 요소와 상

징적 요소를 적절히 절충시키면서 오히려 폭력을 하나의 비유로 활용

한 케인의 연극적 의도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다 더 나아가. , 9·11 

테러를 기점으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양상은 이 극이 

우리와 무관한 공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도 , 

도사리고 있는 공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더 시의 적절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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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파울호퍼의 페드라의 사랑 공허한 3.2 < >: 

몸의 유희와 화해 

페드라의 사랑 은 케인의 두 번째 작품으로 다른 희곡들에 비해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폭력을 다루. 

는 케인의 극작상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지점을 담

고 있다 그것은 폭력이 야기하는 고통에 해 관객들의 외면이 아닌 .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재현의 한계에 한 케인의 

고민을 반 한 변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페드라의 사랑 은 무  지 
문의 상징성과 수행적 특성이 강화되는 정화 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작품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페드라의 사랑 은 케인이 직.  
접 초연 때 연출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연극적 비전을 무 화할 수 “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370)에 한 고민을 동반하게 된 작품이다 다. 

시 말해 페드라의 사랑 은 성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내야 , “ 
하는 연출 케인이 작가 케인과 면하게 된 작품”371)이 된다 이러한 . 

점에서 파울호퍼372)가 선보이는 페드라의 사랑 은< > 히폴리투스의 몸이  

벌이는 공허한 육체적 유희와 사랑을 갈구하는 페드라의 감정적 고통

을 해소하는 연출에 집중하며 케인의 폭력이 내재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공연은 몸에 하얀 천을 두른 채 이층의 작은 공간에 서 있는    

아프로디테의 사로 시작된다 아프로디테의 등장은 케인의 원작에는 . 

없는 부분으로 연출가 파울호퍼의 새로운 해석이 들어간 지점이다, . 

케인이 세네카의 작품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히폴리투스에게 집중하면서 

370) Peter A. Campbell, “Sarah Kane’s Phaedra’s Love: staging the implacable,”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173.

371) Campbell, ibid, p. 175. 
372) 크리스티나  파울호퍼는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 출신으로 년생의 (Bukarest) 1969

여성 연출이다 독일어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며 년에 샤우슈필하우스 . , 2000
보훔 에서 케인의 탐욕 을 연출한 경험이 있다(Schauspielhaus Bochu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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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라의 인물적 특성이 단순화되는데 이 지점을 보완하기 위해 , 

파울호퍼는 에우리피데스 의 히폴리투스(Euripides) (  Hippolytus 에서 사를 )

빌려오면서 고전과의 상호 텍스트적인 교류를 시도한다 상체를 노출하고 흰색 . 

바지를 입은 히폴리투스 가 앉아서 (Lars Eidinger) 아프로디테 를 (Aphrodite)

바라본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사랑의 . ,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히폴리투스가 육체적 순결을 맹세한 나머지 자신을 거부하고 신에 

아르테미스 를 숭배하자 그에 한 복수를 계획한다 그 (Artemis) . 

복수의 일환으로 페드라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히폴리투스를 사랑하게 , 

되고 이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파울호퍼의 연출에서 아프로디테의 , . 

말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히폴리투스는 분무기로 빨간 액체를 계속해서 

그 몸에 뿌린다 사가 끝날 때면 젖어서 몸에 들러붙고 반쯤 . , 

투명해진 천 아래로 여배우의 나체가 드러나고 온통 붉게 물든 천은 , 

마치 피로 흥건한 모습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신의 퇴장과 함께 좁은 이층 공간에서 히폴리투스는 머리에    , 

인디언 추장의 머리장식을 쓰고 역광 을 받으며 흘러나오는 , (Back light)

클럽 음악의 비트에 맞춰 춤을 춘다 관객의 시선을 처음으로 온전하게 . 

받게 되는 히폴리투스는 고전적인 웅보다는 현 의 록 스타“ ”373)와 

같은 모습이다 살짝 외설적인 히폴리투스의 몸동작은 그의 육체를 . 

에로틱하게 전시하며 왕족의 고결함이 아닌 퇴폐미를 발산한다 앞으로 . 

길게 뻗어 나온 본 무 에는 그러한 히폴리투스를 바라보는 페드라가 

서 있고 관객의 시선에서 무 의 오른편에는 히폴리투스와 똑같은 , 

머리 장식을 쓴 귀여운 남자 아역이 장난감을 갖고 논다 두 사람을 . 

번갈아가며 바라보는 페드라의 시선 속에, 히폴리투스는 욕망의 상인 

동시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의붓아들이고 어린 히폴리투스의 존재는 

그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연극적 장치가 된다. 

히폴리투스가 이층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페드라는 에우리피데스의    

텍스트를 이어가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에 

괴로워하고 절규한다 약 분 동안 이어지는 러닝 타임 가운데. 105 , 

373) Campbell, ibid,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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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호퍼는 약 분이 넘는 시간을 페드라의 독무 에 할애한다 다른 40 . 

인물들이 현 적인 복장이라면 페드라는 공연 내내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다 붉은 색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불의 심상을 . 

표현하며 벨벳 천이 지니는 고전미는 현 적 복장을 한 다른 , 

인물들과의 이질성을 부각시키며 페드라가 이 곳에 동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페드라는 공연 시간의 거의 반을 차지하며 무  위에서 . 

절규하고 괴로워한다 그 시간 동안 케인의 텍스트는 부재한다 그 . , . 

결과로 페드라가 사랑하는 상인 히폴리투스 가 아닌 페드라의 “ ”
사랑 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케인은 세네카의 “ ” . 

페드라 를 다시 쓰면서 작품의 제목을 페드라의 사랑 으로 바꾸는데,    
그 이유는 사랑의 감정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랑의 상을 “
강조”374)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극의 중심을 히폴리투스에게 . 

옮겨놓은 케인의 시도가 다시 페드라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울호퍼 연출의 시도는 공연의 말미에 가서 명확해진다   , . 

그는 페드라와 히폴리투스가 재회하는 다소 파격적인 결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파울호퍼 연출은 고통의 . , 

시간을 견딘 후에 얻게 되는 가치를 부각시키는 시각을 견지하며 

케인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고전적 감수성을 살려낸다 그렇기 때문에 . 

케인의 텍스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페드라의 내적 갈등을 먼저 

자세히 보여주면서 그의 심리적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는 , 

시도로 읽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파울호퍼가 왜 케인이 원전으로 삼은 세네카의     , 

텍스트가 아닌 에우리피데스의 텍스트를 가져왔는지가 짐작된다. 

에우리피데스와 세네카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들이 

바라보는 페드라는 다르다 에우리피데스의 경우에 페드라가 운명의 . 

희생자에 가깝다면 세네카의 경우 페드라는 의붓아들에 한 자신의 

욕망을 인지한 채 욕망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공연의 전반부를 . 

374) Saunders, Love,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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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페드라에게 할애하면서 연출은 페드라의 사랑이 야기하는 , 

고통과 죄책감에 집중한다 그러한 만큼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 , 

페드라보다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 힘겨워 하는 모습을 통해 페드라에 

한 관객들의 연민과 이해를 도모한다. 

페드라의 독백이 끝나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던 무 가 상부로    

상승하고 그 하단에 연결되어 있던 천이 펼쳐지며 높이 솟아올라 마치 , 

인디언 텐트 같기고 하고 왕좌 같기도 한 공간을 만든다 무  . 

하부에서 리프트 가 올라오면서 히폴리투스의 방을 조각 맞추듯이 (lift)

완성한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페트가 깔려 있고 한 가운데에는 소피가 . , 

있다 여기저기 장난감이 널려져 있고 소파 뒤쪽에 천이 이루는 . , 

벽면에 다양한 사진과 그림들이 붙어 있어 어린 아이의 방 같은 

이미지를 준다 바닥에는 호랑이 인형을 깔고 누워 있는 히폴리투스가 . 

보인다 전반부에 페드라가 사를 끝없이 쏟아냈다면 히폴리투스는 . , 

침묵 속에 자신의 몸을 탐색하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관객과 

소통한다 하얀색 양복을 입고 히폴리투스는 캠코더로 자신을 . 

촬 한다 양손으로 뺨을 쓸어 올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입 밖으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묘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준다 그리고 무료한 듯 상의를 들어 올려 자신의 . , 

배를 관찰하기 시작한다 배꼽에 손가락을 넣더니 이 모습을 촬 한다. . 

히폴리투스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객들의 이목을 

자신의 몸에 집중시킨다 얼굴부터 배꼽까지 훑어 내린 시선을 . 

따라가면서 관객들은 그의 몸에서 에로스와 무료함을 읽어내게 된다, . 

불쑥 텐트를 열고 등장한 페드라의 방문에 바지를 벗으려던 , 

히폴리투스의 행위가 중단된다. 

페드라와 히폴리투스의 이어지는 장면은 별다른 사 없이    

행위들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낸다. 페드라가 안겨주는 수많은 

선물에도 크게 감흥을 얻지 못한 히폴리투스는 탁구채로 공을 

튕기면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랜다 페드라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는 . , 

계속해서 탁구공만 튕기다가 급기야 바지를 푸르더니 공을 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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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쏙 넣는다 공을 빼서 옆으로 던져 버리자 페드라는 . , 

탁구공으로 달려가 그것을 집어 입에 넣는다 파울호퍼 연출은 침묵 . 

속에서 탁구공이라는 작은 오브제가 히폴리투스의 몸에서 페드라의 

몸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행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준다 히폴리투스의 생식기와 맞닿았던 공이 페드라의 .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관객들에게는 역겨운 광경이 되는 동시에 , 

페드라의 감출 수 없는 욕망을 순간적으로 표출한다 또한 이후에 . 

발생될 페드라와 히폴리투스의 성적 관계를 암시한다 히폴리투스의 . 

흔적이라도 소유하고 싶은 페드라의 간절함은 이제 소파 위에 앉아서 

팝콘을 입에 쑤셔 넣는 히폴리투스에 의해 조롱당한다 팝콘의 절반은 . 

흘려가며 억지로 삼켜 넘기는 히폴리투스는 자신의 몸을 학  하는 

동시에 페드라를 조롱한다 이윽고 또 다시 탁구공을 튕기기 시작하는 . 

히폴리투스의 도발에 페드라는 자신이 두르고 있는 붉은 천으로 , 

히폴리투스의 몸을 덮어버린다 페드라는 천속으로 들어가 탁구채를 . 

뺏어서 밖으로 던져 버린 후 이어서 히폴리투스에게 구강성교를 ,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행위는 결국 페드라를 비참하게 만들 . 

뿐이다 바닥에 있던 양말을 집어서 자신의 성기를 직접 닦아내는 . 

히폴리투스의 행위는 페드라에 한 명백한 거절로 보이며 이 , 

무의미한 성적 교감 역시 그의 무료함을 달래는 시간 때우기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페드라가 나간 후 한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음악을 트는 히폴리투스는  , 

이제 본격적으로 육체의 퍼포먼스를 시작한다 배우는 . 바지를 내리고 

관객을 등진 후에 자위를 시작한다 그 사이에 생일 축하 음악이 , . 

흘러나온다 성행위가 끝난 후에 배우는 거리낌 없이 성기까지 . , 

노출시킨 채 그 위에 양말을 덧씌우고 상의마저 벗어던진다 바지는 . 

배우의 발목에 걸쳐 있고 성기에 흰 양말이 롱 롱 걸려 있을 뿐 , 

온전한 나체이다 검정 스프레이로 가슴에 엄마 라고 적은 . (Mutter)

후에 배우는 인디언 추장의 장식품을 머리에 쓰고 양팔을 벌려 ,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그린다 파울호퍼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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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은 히폴리투스의 실존적 무료함을 보여주기 위해 몸을 하나의 

놀이 상으로 삼은 채 그 물질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 

통해서 케인의 텍스트를 충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배우는 나체로 . 

배설하고 탐식하는 육체를 통해서 극장이라는 공적 역에서 감행할 

수 있는 도발을 시도한다 성기까지 거리낌 없이 노출하면서 배우의 . , 

몸은 경계 넘기 조롱 도발 희화화를 감행한다 이 과정 속에서 , , , . 

히폴리투스의 몸은 입 항문 성기 등과 같이 열리고 침투하는 몸의 , , 

특징을 강조하면서 성행위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 소변 정액 등의 , , , 

배설을 통해서 저급한 층위에서의 물질을 생산하기도 한다 히폴리투스 . 

역의 배우가 자신의 신체를 놀이의 상으로 삼으면서 그 물질성이 

강조된 몸이 드러난다 그가 몸을 통해서 벌이는 놀이가 . 

저급해질수록 실존적 무료함을 느끼는 그의 공허함도 비례한다, .375) 

전작인 폭파 에서 이안이 술과 육식 땀 냄새 배설 질병   < > , , , , , 

성욕이라는 층위에서 비체로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줬다면, 

히폴리투스 역시 같은 특성을 공유하지만 육체의 저급한 층위로의 

강등을 통한 희극성376)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안의 비체가 . 비극의 

범주에서 존재하는 반면에 히폴리투스의 무료한 육체는 끊임없는 익살을 

수행하며 희극의 범주 안에서 비체가 재미 의 근원“ (amusement) ”377)이 

375) 극단 골목길이 보여준 페드라의 사랑 은 히폴리투스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두 < > , 
가지 측면에서 비판점을 남긴다 첫째 히폴리투스의 캐릭터가 지닌 장점인 유머를 . , 
살려내지 못하고 그를 지나치게 진지하고 고뇌에 찬 인물로 표현해 버렸다 이로 . 
인해 히폴리투스가 이끄는 잔혹함과 웃음의 팽팽한 긴장감이 살아나지 못했다 이. 
는 두 번째 비판점과 연결되는데 시종일관 햄릿형 인물 같은 히폴리투스로 인해 , 
그가 죽는 순간이 하나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해 버린다는 점이다 페드라의 사. 
랑 에서 히폴리투스의 죽음은 각성이자 구원의 순간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공연에서, 
는 오롯이 간과되었다 또한 마지막에 흰 옷 차림의 페드라가 혼령으로 등장하여 . 
그의 시선 속에서 극이 마무리되면서 히폴리투스의 죽음이 지닌 역설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일조했다 히폴리투스의 몸이 지닌 특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 , 
은 폭력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케인의 이 작품이 단순한 폭력 치정극
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공연이었다. 

376)  케인은 페드라의 사랑 을 직접 코미디라고 언급하면서 히폴리투스라는 캐릭터.  
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유머에 있다고 말한다 히폴리투스는 쓰레기지만. “ (complete 

아주 재미난 인물이기도 하며 난 그게 그의 장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살다 보shit) . 
면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에게서 유머가 발견될 때면 그, 
들의 행동에도 용서할 여지가 생긴다”(Tabert, Gespr chä ,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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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익살이 빚어내는 . 

웃음은 씁쓸함과 무료함을 감추고 있다 히폴리투스가 극 초반에 . 

보여주는 몸의 퍼포먼스는 의미를 생성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료한 

일상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며 오히려 부조리한 색채를 띠게 된다. 

그의 과도한 음식 섭취와 무분별한 성적 방종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행위에 불과하며 양말에 코를 풀고 사정을 하는 괴이한 모습은 가장 

강렬한 자극 속에서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하나의 인간 군상을 

보여줄 뿐이다 그의 행위들이 비록 실소를 터뜨리게 하지만 그 웃음 . , 

뒤에 씁쓸한 여운이 남으면서 부조리한 실존의 무력함이 내재되어 

있다 히폴리투스의 육체가 드러내는 저급한 놀이가 형이상학적 의미를 . 

조롱하면서 웃음이 발생한다. 그 형이상학적 층위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삶의 무의미성에 타인과의 , 관계에서는 감정적 소통을 

결여한다는 점에 있다. 

그림 몸의 유희를 보여주는 히폴리투스3 < >

377) Urban, “Body’s,”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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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히폴리투스는 인생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기쁨도 주지    “
못하는 남성 정체성의 탐색을 이어간다”378)는 점에서 이안이라는 

캐릭터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정적 특성들을 심화시킨다 이안에게 . 

섹스는 최소한 애정 혹은 욕망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 

히폴리투스의 니힐리즘은 타인과의 교감과 소통이 상실된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러 일종의 우울증으로 나타난다 케인은 페드라의 . 
사랑 이 사랑과 믿음에 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울증“ ” 379)에 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히폴리투스의 행위들은 악의가 . 

아닌 절망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파울호퍼의 연출에서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보인다 첫째   . , 히폴리투스의 

몸이 발생시키는 희극성이다 이 희극성은 이를테면 배우의 성기에 . 

걸려 있는 양말에서 획득되는데 부적합한 곳에 사용된 양말의 용도 , 

그리고 가장 내 하게 감춰져야 할 생식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스포트라이트 를 받으며 관객들의 시선을 끌면서 당혹스러운 (spot light)

웃음을 유발한다 둘째 페드라가 자살을 택할 만큼 심적으로 비참한 . , 

상태에 내몰리게 되는 과정이다 히폴리투스가 선보이는 몸의 . 

퍼포먼스는 페드라에게 희극적으로 발현되기 보다는 사랑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잔혹한 몸의 언어가 된다 이 장면에 앞서 그릇된 사랑에 . 

한 페드라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지켜봐야 했던 관객의 입장에서, 

히폴리투스의 잔인함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지점에서 에우리피데스의 . , 

텍스트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한 히폴리투스는 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8

극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의 육신이 그동안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닫혀 있었다면 사지가 , 

절단된 흉측한 그의 몸이 민중들이 벌이는 광란의 축제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며 소통의 가능성을 내비치기 때문이다. 하나의 육신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일부를 이루며 물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378) Saunders, Love, p.74. 
379) Sierz, In Yer Face,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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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육신 의 주체로서 우리의 . “ (fleshed)

육화된 주체 육체의 에로티시즘과 성을 통해 (embodied) (subjectivity), 

불가피한 살로 이루어진 존재로 이 세상 객체들 다른 , (objects), 

주체들과 연결”380)되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의 주체로서의 . 

인간이 아닌 잘려진 생식기와 창자 육신의 잘려진 덩어리가 , , 

히폴리투스의 물질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순간 그는 비로소 , 

세상과 소통을 하는 열린 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폭력적인 이 . , 

장면은 이 희곡에 한 드라마투르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된다 히폴리투스의 해체된 몸이 죽음 직전의 상황적 아이러니를 . 

넘어서서 죽음 속에서 탄생“ ”381)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페드라의 사랑 이 보여주는 폭력은 소통과 열림이라는 구현    < >

가능한 가치를 내재한다 극의 초반에 저급한 층위의 물질성만 부각될 . 

뿐 그 혼이 죽어 있다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 

오히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반전을 드러낸다 그런데 . 

흥미롭게도 케인은 작품의 말미에 군중들을 폭도로 설정하고 이들이 , 

히폴리투스의 처형에 가담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공개 처형에 가담하며 . 

이 현장을 광기어린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케인의 극적 전략은 그 

속에서 이미 하나의 연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히폴리투스를 . 

중심에 놓고 본다면 그의 처형 장면은 재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 . 

관객들과의 적절한 관계성을 이용하면 히폴리투스의 사지를 절단하는 

이 장면의 재현적인 한계가 극복되며 관객들에게도 정서적 충격이 

발생될 수 있다 이처럼 재현의 허위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관객들의 . 

공감을 얻기 위해 케인이 선택한 방식은 앞서 살펴봤듯이 배우와 관객 

모두를 폭력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이는 실제로 이 작품의 , 

초연을 담당했던 케인의 경험을 반 하고 있다. 

의도치 않은 관객의 반응은 케인으로 하여금 덜 사실적 재현적 인 무  ( )

380) Shabot, ibid, p. 288. 
381) Bakhtin, Rabelais,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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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에 해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내용의 묵살로 이어질 수 있는 , 

웃음이나 충격과 같은 반응을 피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성과 폭력을 

진지하고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 다. 

Her experience with undesirable audience responses led her to 

consider less realistic staging as a means to lead the audience to 

consider the violence and sexuality as serious and consequential, thus 

avoiding reflexes such as laughter or shock, which could lead to a 

dismissal of the content.382)  

이러한 점에서 공연장 안에서 일종의 디오니소스적 일체감을 형성하기 ,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객들을 일종의 공모자로 끌어들여 

감정적으로 전염시키는 것이다 원전에서는 . 테세우스 의 (Theseus)

귀환과 함께 페드라의 거짓 고발이 긴 사로 이어지며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는다 반면 케인이 테세우스를 등장시키는 시점에 페드라는 . , 

이미 죽었고 모든 상황은 히폴리투스의 처형을 향해 휘몰아치듯 

진행된다 케인은 고전에서 사가 있던 자리를 드러내고 신 그 . 

자리를 강렬한 이미지와 감정으로 채운다 에우리피데스나 세네카의 . 

페이소스는 케인의 강렬한 폭력으로 체된 것이다. 

파울호퍼 연출은 히폴리투스의 처형 장면을 미니멀하게 접근한다   . 

히폴리투스의 공간을 만들어냈던 무 는 다시 하강하고 처음 페드라가 , 

절규했던 돌출된 무  위에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진다 죽은 페드라의 . 

시신이 무  앞쪽에 누워 있고 테세우스는 애도를 마친 후에 페드라의 , 

붉은 천 끝자락에 불을 붙인다 페드라가 화염 속에 사라진다. “ ”383)는 

케인의 무  지문처럼 불은 붉은 천을 타고 올라와 작은 불꽃을 , 

이루더니 작은 폭발음과 함께 사라진다 페드라가 일어나서 걸어 . 

나간다 페드라가 누워 있던 자리에는 꺼져버린 불꽃과 붉은 색 천 . 

만이 남아 있다 히폴리투스가 천으로 몸을 감싸고 무  앞에 웅크리듯 . 

382) Campbell, ibid, p. 175. 
383) Kane, ibid,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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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는다 히폴리투스는 남자 두 명과 흰 천을 두른 아프로디테에 의해 . 

제압당한다 여인은 손을 파고 드는 것처럼 히폴리투스의 배를 할퀸다. . 

남자 둘이 페드라의 붉은 천으로 히폴리투스의 얼굴을 감싸고 천을 

당겨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 비틀거리더니 다시 바닥에 쓰러진 . 

히폴리투스의 눈을 향해 남자 한 명이 칼로 긋는 시늉을 하자 붉은색 , 

액체가 칼에서 흘러나온다 바로 이어 다른 남자가 히폴리투스의 등에 . 

똑같이 칼을 긋는 순간 붉은 액체가 터뜨려지듯 흘러내린다. 

마지막으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배 위를 칼로 긋는 순간 , 

피가 흐르고 히폴리투스는 비명을 지른다 이윽고 세 사람이 그에게 . 

달려들어 자신들의 몸으로 히폴리투스의 몸을 제압한다 그의 머리에는 . 

붉은색 천이 감겨져 있고 배 위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다 흰 , . 

옷을 입은 여인이 바지 안쪽으로 칼을 넣더니 뭔가를 잘라내는 시늉을 

한다 더 많은 피가 바지에서 세어 나온다. . 

사실 파울호퍼가 연출한 페드라의 사랑 은 케인의 초연 공연만큼    < >

관객을 광란의 축제 속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그의 . 

연출선 자체가 페드라와 히폴리투스의 감정적인 고통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적인 아쉬움을 보완시킬 수 있는 . 

사례가 뉴욕에서 이루어진 캠벨 의 공연(Peter A. Campbell) 384)에서 

발견된다. 캠벨 연출은 관객의 공모적인 입장을 공연에 실현하려고 

카메라와 모니터 화면을 이용했다 재현의 허위가 드러나는 부분을 . 

가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는 모니터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 

오스터마이어가 미학적 거리두기를 활용한 것과 유사한 연극적 장치가 

된다 그는 차단이 내가 찾은 해결책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할 뿐만 . “ , 

아니라 관객과 화면을 통한 거리를 형성해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되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385) 만들기 때문이다 . 

캠벨은 페드라와 히폴리투스의 성적인 장면과 마지막의 살육    

384) 캠벨은 년 월 일에서 일 그리고 에서 일까지 뉴욕의 초콜렛 팩2004 5 12 15 , 19 23
토리 에서 페드라의 사랑 을 연출했다 시각적인 요소들의 (The Chocolate Factory) .  
디자인은 브라이언 로저 가 맡았다(Brian Roger) .

385) Campbell, ibid,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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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카메라의 상을 활용한 거리두기와 , 

함께 후각과 청각을 강조하여 관객의 감각적 반응을 자극하는 연출 

방식을 활용했다 우선 모니터 화면을 관객석 가까이에 설치하고 극중 . 

발생되는 성적 행위는 무  안쪽 에서 진행시켰다 이렇게 (upstage) . 

함으로써 성적 행위의 허위는 가능한 감추고 신에 모니터 화면 

속에서 클로즈업 된 배우의 표정을 통해서 그 순간의 (close up) 

현장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무  위에서 . 

벌어지는 행위들은 시각적이고 인식 가능한 반면 동시에 언제나 “
가려져”386)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 

이러한 거리감은 마지막 처형 장면에서 특히 유용했다 캠벨은    . 

히폴리투스의 절단을 무 의 가장 안쪽에서 진행하면서 관객과 너무 , 

가까울 경우 한낮 연극적 효과로 드러날 피와 창자 소품의 리얼리티를 

높이려 시도했다 그는 더 나아가 후각이라는 강렬한 방식을 더했다. . 

히폴리투스의 몸에서 잘려 나오는 내장 기관들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고기 덩어리를 활용했는데 관객 가까이에 놓인 그릴 위에 그 , 

고기 덩어리를 올려놓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와 , 

함께 시각적으로는 연기가 일면서 공연장을 채웠다 그와 동시에 무  . , 

뒤편에 누워 있는 히폴리투스의 피로 흥건한 몸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연출방식은 이러한 행위의 공포 속에서 . “
관객들의 감정적 맥락을 형성”387)하게 만들면서 이들을 바로 눈앞에서 

발생하는 야만적 폭력의 공모자이자 심판자로 만들었다 관객의 . 

공감각적인 반응을 자극한 이 시도는 강렬한 현존의 재현화를 통해 , 

폭력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을 극복한 사례를 보여준다. 

반면에    케인의 작품을 사실적인 재현을 통해서 무 화 하려는 

시도도 있다 년에 휴스턴의 엑시엄 극장 에서 . 2002 ‘ ’(Axiom Theatre)

노들러 의 연출로 올려진 페드라의 사랑 은 마지막 (Jason Nodler) < >

장면에서 히폴리투스의 배가 갈리고 성기가 잘리고 피와 잘려 나온 

386) Campbell, ibid, p. 179. 
387) Campbell, ibid,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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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서 화의 특수효과 팀과 함께 작업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인 재현은 그 한계를 드러내며 연극적인 방식에 

한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출가 노들러는 . 

이러한 시도의 한계를 인정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쓰지 않았고. “ , 

성기를 굽지도 않았다 개를 한 마리 사용했지만 그 개가 성기를 . , 

먹지는 않았다 돌아다니면서 짖을 뿐이었다 그 이유인즉 매 공연마다 . . , 

새로운 성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388) 

사실적 재현이 지닌 이와 같은 시도의 한계는 파울호퍼의 공연    

초반 때 이루어진 시행착오 속에서도 확인된다 그 이유는 공연 첫날 . 

밤 무 에 직접 개389)를 등장시켜 충격을 주려던 연출적인 시도가 

실패했음이 다음의 조롱 섞인 평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개한테 방금 잘라낸 고환을 간식마냥 던져준다는 발상은 개

가 놀란 듯이 관객석을 바라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조련사가 무  

옆에서 점점 더 귀에 들리게 혀를 차는 순간 더 이상 충격으로 다가오, 

지 않는다. 

Die Idee, einen lebenden Hund mit einem als frisch abgeschnittenen 

Hodensack getarnten Leckerli zu f ttern, zeigt sich als wening ü
ersch tterungsgeeigent, sobald Waldi verschreckt ins Publikum guckt, ü
dann aber nicht wieder gehen will, weswegen der Dresseur immer 

vernehmlicher aus der B hengasse schnalzt.ü 390)

케인의 희곡에서 이 장면이 발생시키는 충격은 생식기가 절단되었다는 

사실에도 있지만 그것을 동물에게 던져주며 짓밟혀진 인간의 존엄성에 , 

한 충격에서 더 강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공포와 충격은 그러나 단. 

순히 살아 있는 개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 

388) Campbell, ibid, p. 179.
389) 개는 초연 때만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의 분석을 위해 참고한 영상자 . 

료에는 개가 등장하지 않는다. 
390) Seidler,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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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에서 극 후반에 살아있는 개한테 간 을 던져주자 관객석“ (Leber)

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391)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식기가 간

으로 혼동되면서 그 신체기관이 지닌 의미의 상징성마저 상실된다 그 . 

이후의 공연에서 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력의 재현은 사실

적인 표현의 한계와 부딪치면서 늘 새로운 연출적인 상상력과 아이디

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392)

사실 파울호퍼는 극의 말미에서 독수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가장    , 

재미난 연출을 선보인다 무  위에 누워 있는 시신들 위로 . 갑자기 음

악이 고조되더니 히폴리투스는 천을 벗어던지고 일어선다 그는 위쪽을 .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런 순간이 더 많았더라면. “ ”393)이라고 말하는 

히폴리투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 곳에 독수리 신에 페드라가 미

소 지으며 서 있다 히폴리투스는 페드라를 바라보다가 큰 키를 이용해. 

서 벽면을 올라타 페드라가 서 있는 이층 공간으로 뛰어 오른다 작품. 

이 시작되면서 아프로디테와 함께 있던 공간에 이제 히폴리투스는 페, 

드라와 재회의 기쁨을 누리며 입을 맞춘다 파울호퍼의 마지막 장면이 . 

케인의 희곡에서 이탈해 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초반부터 연출적인 방향이 두 사람의 감정적 고통을 향해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의 극에서 발견되는 폭력에서 . 

한 단계 더 앞질러 나가 그 너머에 잠재해 있는 사랑을 표현해 내는데 ,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연출적인 시선은 케인의 . , 

다음 작품인 정화 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391) “Schaub hne: rohes Fleisch und Ekstase,” ü bz-berlin.de, Mar 10, 2003, Accessed 
Feb 10, 2018.

392) 한편 페드라의 사랑 이 독일에서 초연되었을 당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장면,  
은 그 강렬한 폭력성을 오롯이 삭제해버리는 연출적인 시도를 선보 다 푸른 조명. 
을 받으며 단촐한 무  위에 서 있는 페드라는 사와 무  지문까지 사로 처리
하면서 이 마지막 처형 장면을 전달하는 것으로 극을 마무리했다 이 공연의 예는 . 
폭력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사실적 재현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극의 효
과를 해칠 수 있다는 것과 반 되는 지점에서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텍스, 
트를 접근할 경우에도 연극적 상상력이 제한되며 정서적 울림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393) Kane, ibid, p. 103.



- 147 -

페드라의 사랑 은 케인의 극작술에 있어서의 전환기 조금 더 혼성된 ,  
무  미학을 실험한 것인데 이는 화적으로 향을 받은 리얼리즘의 

기술과 아직 알 수 없지만 케인에게 있어서 조금 더 제시적인 연극적 ( ) 

재현을 결합한 것으로 이는 세 번째 작품인 정화 에서 본격적으로 ,  
탐색하게 된다.

 

Phaedra’s Love served as a liminal phase for Kane’s dramaturgy, as 

she tested a more hybrid staging aesthetic that combined the known 

techniques of cinematically influenced stage realism with the yet 

unknown(for Kane) yet more suggestive, theatricalized representation 

that she exploits in the third play, Cleansed.394) 

페드라의 사랑 은 이처럼 극작술과 연출적인 표현에 한 케인의 고 
민이 반 된 결과물이다 그는 폭력의 재현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한 감. 

정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유지하는 한편 관객들의 외면이 아닌 효과적

인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실험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만큼 마지막으로 정화 의 공연 사례를 분석하면서 케인이    , < >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무  미학의 변화가 공연을 통해서도 포착되

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가장 잔혹한 . , 

폭력이 가장 상징적이고 양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강렬한 정서

적 울림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마지막 공연 사례를 통해서 확인 

될 수 있다. 

394) Campbell, ibid,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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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트 앤드류스의 정화 상징적 재현과 잔혹3.3 < >: 

의 서정성

페드라의 사랑 에 뒤이은 정화 에서도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    
이 세 번째 희곡은 오히려 케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폭력과 

잔혹성을 담고 있다 그런데 폭파 라는 데뷔작과 견주어 볼 때 케인의 .  
극작술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는데 그것은 케인이 폭력을 상징적이고 , 

제시적인 이미지들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화 는 .  
더 잔혹해진 폭력의 양상을 다루면서도 그 연극적 상상력에 있어서는 , 

오히려 한결 자유로워진 모습이다 말하자면 케인은 연극적 재현이 . “
잠재적으로 불가능한 입장”395)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오히려 더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연극적 실험 연극의 종착점“ , ”396)을 탐색한 

것이다 호주 출신의 연출가 앤드류스. 397)는 이러한 작품의 핵심을 

제 로 관통한다 그는 폭력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서 양식화된 . , 

연극적 폭력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그의 연출은 폭력의 순간에 . ,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몰고 온 파장을 통해 감정의 

서사를 구축하게 되면서 정화 의 세계를 현시한다.  
앤드류스는 파괴적인 폭력의 극단 속에서 사랑을 시험하는 케인의    

탐색을 회색빛 지하 벙커로 옮겨놓는다. 무  디자이너 슈테판  

하게나이어 는 샤우뷔네의 블랙박스(Stefan Hageneier) (Black box) 

극장398)을 참신하게 활용하는데 회색 콘크리트로 마감된 극장의 , 벽면을 

395) Sean Carney, “The Tragedy of History in Sarah Kane’s Blasted”, Theatre 
Survey 46. 2 (2005): 288.

396) Ulrich Seidler and Dirk Pilz, “Depression, Verzweiflung, Selbstmord: Thomas 
Ostermeier ber Sarah Kane und die Schaub hne: Wo soll das hinf hren?,”ü ü ü  
Berliner Zeitung, 20 Feb, 2009, Accessed 27. 9, 2017.

397) 년생의 호주 애들레이드 출신 연출가로 현재 유럽과 호주를 오가1972 (Adelaide) , 
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셰익스피어와 체홉 을 비롯한 고전에서. (Anton Chekhov)
부터 마틴 크림프 데이빗 해로어 마리우스 폰 (Martin Crimp), (David Harrower), 
마이엔부르크 의 현 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소(Marius von Mayenburg)
화하며 장르를 확장해서 오페라 연출로도 활약하고 있다 샤우뷔네에서는 년, . 2004
에 케인의 정화 를 시작으로 년까지 활발하게 연출작들을 올렸다<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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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의 일부로 확장시키면서 압도적이면서도 차가운 무  공간을 

창조한다 무 의 중앙에는 움푹 패인 커다란 웅덩이 가 자리하고. (pool) , 

관객석에서 볼 때 웅덩이 왼편 바닥에 단상이 하나 있고 그 뒤쪽으로 

작은 난간이 있다 략 미터 너비에 배우 허리까지 올라오는 이 . 2

단순한 형태의 난간은 배우들이 웅덩이로 들어가고 나갈 때 카알이 , 

고문당할 때 그리고 장에서 로빈이 목을 매다는 용도로 다양하게 , 17

활용된다. 

본 무  위에 회색 벽면의 한 가운데 작게 뚫려 있는 이층 공간은    

유리판으로 막아진 채 마치 줌 인 된 카메라 렌즈처럼 , (zoom in)

팅커와 여인의 장면을 훔쳐보게 만든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 

둘러싸인 공간은 지하 실험실 벙커 교도소와 같은 위압감을 준다, , . 

이렇게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닫힌 공간은 팅커가 다른 인물들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고 고문할 수 있게 만들면서 정화 의 플롯을  
실행하기 위해 아주 적합한 곳이 된다 이렇게 . 고정되고 변화가 없는 “
석조 풍경 의 갑갑함은 관용 없고 차갑고(stone landscape) (intolerance), , 

심판과 고문이 자행되는 작품의 분위기”399)를 강조해준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앤드류스는 정화 의 폭력적인 행위와    , “ 
불가능해 보이는 무  지문들을 상징적인 방식”400)으로 연출한다. 

앤드류스의 연출적인 선택은 독일 연극계의 거장 자덱이 년에 1998

독일 초연으로 올린 정화 와 비된다 피나 바우쉬 의 < > . (Pina Bausch)

무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팝스트 는 수술실 혹은 (Peter Pabst)

해부실의 차가운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피 정액 폭력의 , “ , , 

도취가 소름끼치게 사실적이고 상세하게”401) 재현 되었다 자덱의 . 

연출이 당 에 논란과 함께 유명세를 치렀다면 앤드류스의 연출은 , 

새로운 무  미학을 통해서 정화 의 세계를 포착했고 그 성공여부는 < >

398) 파울호퍼의 페드라의 사랑 과 같은 공연장이다 < > . 
399) Steve Earnest, “Cleansed review,” Theatre Journal, vol. 58 no. 1 March 

(2007): 111.
400) Earnest, ibid, p.111. 
401) Pitt Herrmann, “Ges ubert,” sn-herne.de, Accessed 23 Aug, 2017.ä
    (http://www.sn-herne.de/index.php?cmd=article&aid=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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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내내 사로잡힌 채 결국 기립 박수“ ”402)를 보내는 관객들의 반응 

속에서 입증된다.  

베네딕트 앤드류스는 약 년 전에 페터 자덱이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절5 , 

단되는 장면들을 수술  위에서 거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감수성을 

드러낸다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극단적인 가. . 

학피학증이 아니라 이른바 혼의 수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Benedict Andrews war sensibel genug, die chirugischen Szenen nicht 

wie noch vor f nf Jahren Peter Zadek auf dem OP-Tisch zu ü
zelebrieren. Wir h ren auch keine Schmerzensschreie. Denn es ö
handelt sich nicht um Extrem-Sadomasochismen, sondern um 

Seelen-Operationen.403)

그러나 앤드류스의 공연에서 비명소리가 절제되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 

활용되었다고 해서 텍스트의 충격적인 특성이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

다 혼의 수술 이라는 사이틀러의 표현처럼 앤드류스가 만들어낸 . “ ” , 

폭력의 양상들은 단순히 충격과 도발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정적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오히려 케인의 폭력이 의도하는 

바를 꿰뚫는다 이는 특히 카알과 로드가 사랑의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 . 

속에서 그리고 그레이스와 그레이험이 하나의 몸이 되는 장에서 미학, 5

적으로 실현된다. 

앤드류스는 폭력을 연출하는데 있어 독특한 방식을 활용한다 관객   . 

에게 앞으로 발생할 폭력에 해 미리 예고를 한 후에 이를 예상치 못, 

한 방식으로 일순간에 실행하는 것이다 팅커는 장에서 카알이 로드에. 2

게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것은 로드를 언제나 사랑하. 

고 절 로 배신을 하지 않으며 절 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 , 

402) Earnest, ibid, p. 112. 
403) Ulrich Seidler, “Ein Sarah-Kane-St ck war noch briü ü g: “Ges ubert” an der ä

Schaub hne: ü Korrekter geht es nicht,” Berliner Zeitung, 1 Jun, 2004. Accessed, 
23 Au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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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장에 가서 팅커는 이 맹세의 진정성을 시험한다 조명이 . 4 . 

들어오면 텅 빈 웅덩이의 한 가운데에 카알이 서 있다 둔탁하게 가격. 

하는 소리가 반복되고 카알은 이 소리에 반응을 할 뿐 그 외의 폭력은 , 

발생하지 않는다 이윽고 팅커는 카알을 품에 끌어당겨 그에게 행할 끔. 

찍한 형벌을 설명한다 그는 카알을 앞으로 친 후에 그의 엉덩이를 .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여기에 막 기를 꽂아서 다른 장기는 다 피해, “ , 

가며 그게 여기 어깨로 뚫고 나오게 할 수 있어”404)라고 위협한다 관. 

객들 눈앞에 전시되어 있는 배우의 몸의 부위들을 구체적으로 짚어가

며 그에게 행할 고문에 한 예고는 관객들의 상상 속에서 카알의 신

체와 팅커의 설명을 연결시킨다 바로 이어서 카알은 일어나 웅덩이의 . , 

한가운데로 가서 엉덩이 부분만 노출시킨 채 엎드려서 팅커의 사에 

맞춰 혼자서 폭력을 당하는 행위를 재연한다 앤드류스는 폭력을 당하. 

는 배우의 몸과 그것을 실행하는 배우를 분리시켜 관객들의 상상력을 

동원시킨다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카알은 결국 내가 아니라 로. “
드 내가 아니라 로드, ”405)를 죽이라며 절규한다 카알이 로드를 배신하. 

는 순간 팅커의 고문은 잔혹해진다, . 

팅커. 혓바닥 내 어.

카알이 혓바닥을 내민다. 

팅커는 커다란 가위를 꺼내들어 카알의 혓바닥을 잘라버린다.

카알은 팔을 휘젓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피는 흐르고 아무 소리도 나, , , 

오지 않는다.

팅커는 로드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뺀 후, 카알의 입 속에 넣는다. 

Tinker. Show me your tongue. 

Carl sticks out his tongue. 

Tinker produces a large pair of scissors and cuts off Carl’s tongue.

Carl waves his arms, his mouth open, full of blood, no sound 

404) Kane, Complete, p. 116.
405) Kane, ibid, p. 117. 



- 152 -

emerging. 

Tinker takes the ring from Rod’s finger and puts it in Carl’s mout

h.406)

카알이 혓바닥을 내미는 순간 그 동안 거리감을 유지하던 팅커가 갑자, 

기 다가와 손으로 혓바닥을 움켜쥐더니 웅덩이 뒤쪽에 있는 난간으로 , 

끌고 간다 그는 카알의 몸을 반쯤 가리고 선 자세로 칼을 꺼내든다. . 

드르륵 하고 올라오는 칼날의 소리가 순간적인 공포감을 조성한다 그. 

는 손으로 카알의 입을 가린 채 칼로 혓바닥을 잘라내는 시늉을 한다. 

바로 이어서 헐떡거리는 카알에게 물병으로 물을 먹인다 카알은 두 차. 

례에 걸쳐 물을 앞으로 쏟아낸다 세 번째로 물을 뿜는 순간 갑자기 . , 

입에서 맑은 물 신 검은 액체가 흘러나온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관. 

객들은 놀란 숨을 내쉰다 앞서 혓바닥을 잘라내는 시늉이 암시적인 수. 

준에서 거짓말을 한 기관을 잘라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갑작스레 , 

입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물은 잘려나간 혓바닥과 그 피를 연상시키는 

연극적 장치가 된다 무  지문에 명시되어 있는 혓바닥 절단과 입에서 . 

흘러내는 피에 한 묘사는 사실상 재현이 불가능하지만 연출은 의외

의 상징적 장치를 통해서 폭력성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발생시킨 효과에 집중한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는 카알. 

의 제거된 혓바닥과 함께 더 이상 입으로 거짓말도 그렇다고 사랑을 , 

표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팅커가 로. 

드의 손에서 반지를 빼내어 그것을 검게 변한 카알의 입 속으로 넣자, 

곧바로 암전이 된다. 

장의 조명이 들어오면 다시 로드와 카알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두    8 , . 

사람은 물이 찬 웅덩이에 서서 위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는다 둘 다 검. 

정색 속옷만 입고 있다 혓바닥이 잘린 카알은 바닥에 무언가를 쓰면서 . 

로드에 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팅커는 뒤에서 이를 지켜본다, . 

이윽고 카알에게 다가온 팅커는 먼저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그것을 쥐, 

406) Kane, ibid,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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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폈다 한다 카알도 팅커의 행동을 따라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더니 .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관객들의 시선은 두 사람의 손으로 집중된다, . 

앞서 혓바닥을 잘라낸 경우처럼 앤드류스 연출은 폭력을 행하기 전에 , 

폭력이 가해질 기관에 먼저 시선을 집중시킨 후 예상치 못한 순간에 , 

공격해 온다 팅커와 로드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손을 바라본다 그. . 

러다 순간적으로 팅커는 카알의 손을 낚아채더니 검은색 잉크병을 꺼, 

내 들어 저항하는 카알의 오른손을 손목까지 온통 검게 물들이고 반, 

편 손도 똑같이 한다 손에서 떨어지는 검은색 잉크가 물속으로 흘러 . 

들어가며 웅덩이를 채운 맑은 물을 검게 물들인다 이 모든 행위는 침, . 

묵 속에서 진행되며 비명조차 없다 그러나 순간적인 상황의 돌변과 , . 

검게 칠해진 양손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카알의 모습은 큰 충격과 

함께 감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앤드류스는 케인이 텍스트에 적은 폭력적 상황과 그 폭력이 발생시   

키는 파장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연출한다 예를 들어 팅커는 검정 잉. “
크가 담긴 병과 작은 붓을 이용해서 폭력적인 장면을 재현하는데 로드, 

의 목에 그은 검은 선은 베어버리는 행위를 카알의 손과 발을 검게 칠, 

하는 것은 절단”407)을 의미하게 된다 검정색 잉크를 이용해서 절단되. 

는 신체 기관을 표시하는 그의 방식은 배우의 몸을 낯설게 만든다 관, . 

객들은 배우의 온전한 육체를 바라보면서도 손에 검게 칠해진 검정 잉, 

크로 인해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카알의 육체를 바라보게 된다 검정 . 

칠은 마치 손이 없어진 듯 착각을 들게 하면서 배우의 몸을 불완전한 , 

육체로 제시하며 불안정화 시킨다. 

바로 이때 발생되는 낯선 긴장감 속에서 배우의 육체는 재현 불가   

능한 폭력의 본질을 포착한다 살색 육체에 검정색으로 지워진 두 손은 . 

신체의 온전한 역과 제거된 역을 공존시키며 카알의 몸을 양안시

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무  위에 서 있는 배우의 몸은 신체의 . 

기관들이 잘려나간 결핍된 몸으로서의 현존과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 

시련을 견디는 고통 받는 몸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렇게 . 

407) Earnest, ibid,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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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기호로서의 몸을 오가는 진동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발생한다. 

그 긴장감은 바로 상실감이다 검게 칠한 양손과 이어지는 장에서 . , 13

같은 방식으로 발에 칠해진 검정색 잉크는 가짜 피나 비명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아주 차분하지만 오히려 섬뜩한 방식으로 더 이상 결핍된 혀, 

로 손으로 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카알의 상실감을 표현한다 이, , . 

러한 상실감은 무엇보다도 카알이 “잘려나간 손을 주우려 하지만 더 , 

이상 손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408)는 케인의 무  지문을 통해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다 그러나 카알의 몸이 당하는 시련을 통해 결국 . 

로드와 그의 사랑은 굳건해지고 잔혹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랑이 피어, 

난다 장에 가면 극 초반에 카알의 섣부른 사랑의 맹세를 비판적으. 16 , 

로 바라보던 로드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409)

로드 너를 원히 사랑해. .

너에게 절 로 거짓말하지 않아     .

너를 절 로 배신하지 않아     .

내 목숨을 걸고     .

Rod.  I will  always love you. 

408) Kane, ibid, p. 129. 
409) 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개막작으로 공연된 정화된 자들 에서도 카알과 2006 < >

로드의 손 은 두 연인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배우의 첫 ‘ ’ . 
등장에서 무 는 어둡고 그 속에서 맞잡은 두 사람의 손만이 조명을 받는다 두 손, . 
은 서로 포개지고 깍지를 끼고 애무하는 동작으로 이어지면서 한참 동안 시선의 중
심에 있다 서서히 조명이 밝아오면서 카알과 로드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드러난다. . 
바를리코프스키는 몸의 일부인 손을 통해서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손 이라는 요소가 이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만큼 이후에 ‘ ’ , 

카알의 잘린 손목은 짙은 페이소스를 자아낸다 사랑을 표현하던 손이 더 이상 사. 
랑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 그 수단이 절단 당했기 때, 
문이다 이로써 손목이 잘린 카알의 형상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연극적 . 
기호가 된다 손은 또한 사랑을 맹세하는 반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원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 신체부위이다 바를리코프스키는 이러한 지점을 활용해서 카알과 로드. 
의 연인으로서의 관계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그 절단의 극적 의미를 강
조한다 다만 손을 매개로 한 관계성을 흥미롭게 포착하는 반면에 그것이 절단되는 . , 
순간의 폭력을 재현하는데 있어서는 인상적인 연출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바를리코. 
프스키는 아무런 연극적 장치의 도움 없이 손이 절단되는 상황을 배우들의 마임을 
통해서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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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never lie to you. 

     I will never betray you. 

     On my life.410)

로드의 맹세를 지켜보던 팅커가 둘 중 한 명을 죽이겠다고 하자 로드, 

는 나 카알 말고 나“ . . .”411)라고 답한다 팅커는 로드와 머리를 맞댄. 

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로드의 머리 쪽에 폭력이 가해. , 

질 것이 예상된다 팅커는 로드의 목을 벤다 비록 로드는 죽임을 당하. . 

지만 카알과 로드가 겪은 시련은 묘하게 암시적이면서도 육체의 물질, “
성을 강하게 드러내는”412) 연출을 통해서 사랑을 이겨내는 과정이 된 , 

다 카알과 로드의 몸은 사랑에 이르는 감정의 서사를 구축하면서 케인. 

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폭력의 속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카알과 로드의 몸은 물질적 층위에서 고통을 이겨내   , 

면서 정신적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변하는 몸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드와 카알의 몸은 두 사람의 관계성을 .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 이러한 연출적인 방식은이들의 몸이 . 

당하는 고통 그 자체보다는 그 고통이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보

여주는 케인의 드라마투르기를 실행한 것이다 앤드류스는 텍스트와 무. 

 사이의 이 관계성을 예리하게 간파하면서 그것을 살색의 신체를 , 

검게 물들이는 검정 잉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앤드류스의 상징적인 연출과 달리 국의 여성 연출가 케이   

티 미첼 은 폭력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정 반 의 전략(Katie Mitchell)

을 활용한다 그는 비교적 최근인 년에 국의 국립극단. 2016 (National 

에서 정화 를 공연으로 올렸다 미첼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Theater) < > . 

드러내는 폭력은 재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그 불가능한 지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화 의 세계를 하나의 꿈으로 설정한< >

다.413)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령 바닥에서 피어나는 해바라기는 안 

410) Kane, ibid, p. 142. 
411) Kane, ibid. p. 142. 
412) Herrman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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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으로 처리된 그레이스와 그레이험의 사랑 장면에 이어 극적인 이

질감 없이 녹아들어간다 반면 카알과 로드의 고문은 최 한 사실적으. , 

로 재현되었다 이를테면 카알의 혓바닥을 절단하는 장면에서 집게로 . , 

배우의 혓바닥을 끌어당긴 상태에서 끔직한 비명과 함께 다량의 붉은

색 피를 쏟아내면서 이 순간의 충격을 극 화했다 또한 발을 절단하는 . 

장면에서는 관객을 향해 앉아 있는 카알의 두 발을 네모난 절단기처럼 , 

보이는 기계 속으로 넣는다 실질적으로 발이 잘리는 모습은 절단기로 . 

인해 보이지 않지만 카알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붉게 흘러나오는 피 ,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는 크고 끔찍한 소리는 이 순간을 최 한 사

실적으로 재현한다. 

 

그림 케이티 미첼의 연출 그림 베네딕트 앤드류스의 연출      4 < >       5 < >

미첼의 연출방식은 앤드류스의 연출에 비해 분명 즉각적인 충격   

과 공포를 자아낸다 그러나 미첼이 제공하는 장면들이 그 순간의 . 

폭력과 충격에 머물러 버리는 반면 앤드류스의 연출은 오랜 여운을 , 

남긴다 그 이유는 앤드류스의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 폭력의 순간 . 

그 자체보다 그 폭력이 야기하는 의미와 효과를 살려내기 때문이, 

다 한편 미첼의 연출이 폭력이 발생되는 순간의 리얼리티를 최 한 . 

살리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또한 양식적인 장치의 ,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마치 일본의 분라. 

413) National Theatre Discover, “Katie Mitchell on Cleansed,” Filmed[March 2016], 
YouTube video, Posted[March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5LizhtwXP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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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헝겊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인형을 직접 들고 조종하는 인형 조종자처럼 검은 양복 차림에 얼, 

굴은 검은색 천으로 뒤덮은 두 명의 배우가 잔혹을 실행하는 보조

자가 되어 이 세계를 하나의 악몽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팅커가 카알의 혓바닥을 집게로 끄집어내서 잘라 낼 때 그    

옆에서 카알의 몸을 속박하며 고문의 도구를 전달하는가 하면 카알의 , 

발이 절단되는 장면에서 절단기를 들고 나와서 배우의 발을 그 안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킨다 즉 이들은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 

적 존재라는 극적 약속을 걸고 폭력과 잔혹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 

점에서 폭력을 효과적으로 무 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징적이고 양식화된 장치가 필요함을 미첼의 연출 사례 또한 보여주

고 있다.

미첼이 폭력을 무 화하는데 있어서 꿈이라는 설정 속에 두 명의    

비가시적 수행자를 활용한다면 앤드류스는 잉크라는 상징적 장치를 작, 

품 전반에 걸쳐 활용한다. 팅커의 고문을 변하는 검정 잉크는 작품 

전반에 걸쳐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그것은 카알의 신체를 절단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동시에 장에서 처음으로 웅덩이를 가득 채운 맑은 물5

을 장에 가서 검게 물들이면서 끊임없는 팅커의 존재감을 드러낸다8 . 

검정 잉크라는 시각적 상징물 외에도 에리히 슈나이더, (Erich 

가 활용한 급작스러운 암전의 반복은 총 개의 장면들로 Schneider) 20

이어지는 정화 의 삽화적 구성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제로 카운트< > . 

로 암전되고 다시 밝아지는 조명 큐 들의 반복적 패턴 (zero count) (cue)

속에서 폭력적인 행위들의 이미지들이 갑작스럽게 꺼지고 켜지는 효“ ” 

과를 준다 이는 개의 장면들이 플롯의 유기적인 얽힘 없이도 유연. 20

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잔혹한 순간들이 밝았다 어두워지기, 

를 반복하는 무  위에서 일련의 잔상들로 관객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

도록 만든다 이러한 각인된 기억들을 통해서 정화 는 잔혹하면서도 . , < >

서정적인 공연 미학을 확립한다. 

로드와 카알의 사랑 얘기와 맞물리게 남매인 그레이스와 그레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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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도 독립적으로 펼쳐진다 무엇보다 메말라 있던 웅덩이는 두 . 

사람의 첫 장면인 장에 가서 물로 채워진다 희곡상으로 이 장면에서 5 . , 

두 사람은 사랑의 행위로 하나가 되고 바닥을 뚫고 나온 해바라기가 “
피어올라 두 사람 머리 위로 자라난다.”414) 연출가 앤드류스는 해바라 

기를 등장시키는 신에 물을 이용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두 , 

사람의 모습을 하나의 상징적인 형상으로 구현하면서 뒤얽힌 몸에서 

성적인 뉘앙스를 제거하는 신에 온전한 자아에 한 염원을 강조

한다. 

그림 그레이스와 그레이험6 < >

그레이스와 그레이험은 물로 가득 찬 웅덩이 속에 들어가 선다 그   . 

레이스가 입을 맞추듯 다가서자 그레이험은 거울 속 모습처럼 그 행동, 

을 받아서 반복한다 케인이 지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춤을 추. “
면서 그레이스는 그레이험을 완벽하게 따라한다”415)고 묘사하듯이 두 , 

배우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무적인 느낌으로 동일한 동작을 반

복한다 동일화된 행위는 사랑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반복된다 두 . .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옷을 벗는다 신비로운 음악이 깔리면서 나체. , 

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두 남녀는 성적인 뉘앙스 보다는 거울 속

414) Kane, ibid, p. 120. 
415) Kane, ibid, p. 119. 



- 159 -

에 자신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 앉은 후 두 사. 

람은 몸이 반쯤 잠기게 눕는다 수면 위로 돌출되는 그레이스의 가슴과 . 

그레이험의 성기는 두 사람의 다른 몸을 부각시킨다 물속에 반쯤 떠 .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사랑의 행위를 이어간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 

감싸 안아 결합이 되는 순간 물속으로 입수한다, . 

두 배우의 머리는 물속으로 사라진 채 팔과 다리가 뒤엉켜 몸의 반   

은 물속에 나머지 반은 물 밖으로 나와 있다 몸통은 두 개인데 머리. , 

는 없고 팔과 다리는 두 개씩만 뒤엉킨 이 묘한 형체는 그 이상한 결

합을 통해서 친숙하지 않고 낯선 그로테스크한 몸을 이룬다 마치 자웅. 

동체 의 몸처럼 뒤엉킨 그레이스와 그레이험의 형상은 (hermaphrodite)

규정된 몸에서 탈피하여 이 세상과 타인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
는”416) 육화된 주체로서 현상학적 현존의 순간을 창출한다 마치 나를  . “
세계에다 열고 세계 속에 나를 위치”417)시킨다는 메를로 퐁티의 생각-

을 반 이라도 하듯이 이 연극적 순간은 몸과 정신의 이분법이 성립 , 

불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분리를 넘어서려는 강렬한 몸짓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시각은 그로테스크의 개   -

념과 연결된다 그가 주체 를 육화된 것으로 구체. (subject) (embodied) “
성 에 강하게 뿌리를 내린 동시에 세상과 타자들과 모호(concreteness)

하게 엮여”418)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만나기 때문이다 그로테스크 . 

는 식물의 덩굴과 뿌리에서 인간의 신체와 꽃이 혼합된 잡종의 형“
상”419)과 가느다란 식물 줄기에 장식된 인간 혹은 동물의 머리 형“
상”420)처럼 명확한 시작도 끝도 없이 서로 교차되고 얽히면서 끊임없

416) Sara Cohen Shabot, “The grotesque and Merleau-ponty on ”fleshing out“the 
subject,” Philosophy Today, vol. 50 no. 3 (Fall 2006): 285.

417)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olin Smith, 
New York: Routlege & Kegan Paul, 1962, p. 165. 

418) Sara Cohen Shabot, “The grotesque and merleau-ponty on ”fleshing out“the 
subject,” Philosophy today, vol. 50 no. 3 (Fall 2006): 284.

419) Wolfgang Johannes Kayser,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 Trans. 
Ulrich Weisstein, Bloomington:Indiana UP, c1963, p. 20. 

420) Geoffrey Galt Harpham, On the Grotesque: Strategies of Contradiction in Art 
and Literature, Aurora, Colo: Davies Group Publishers, 200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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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형되고 생성된다 그로테스크한 주체는 곧 이 세상과 타자로부터 .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강렬하게 그 외부의 세계와 엮이고 섞

이면서 서로의 존재를 지우지 않고 서로 다른 상태로 함께 공존“ ”421)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로테스크한 몸은 인간 주체를 그 현상학적인 . “
조건 속에서 세상과 연결”422)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육화된 주체가 그 자체로 세상과 타자들과 소통하고 연   , 

결되어 있듯이 그로테스크한 주체는 이러한 특성을 몸이라는 물성에 

근거하여 강렬하게 시각화시킨다 그러나 그로테스크한 몸은 하나의 틀. 

로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식이나 재현“
의 방식으로는 표현이 불가한”423)것이 된다 즉 그 모호한 특성은 명. , 

확하고 이성적인 틀 안에 가둘 수 없으며 현상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 

그로테스크한 몸은 기존의 재현 방식으로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 

한 만큼 이는 일반적인 재현의 원리에서 벗어나 변측성을 동반한 방식

을 요구하게 된다 그것은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차이나 이질감을 . , 

통해 연극적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한 요구가 된다. 

연출가 앤드류스는 이 지점을 제 로 포착하면서 묘하게 뒤엉킨 두 인

물의 몸을 부각시키면서 그레이스의 끝없는 자아 탐색에 한 절실함

을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한 만큼 이 낯선 결합이 만들어낸 그로테스크한 몸은 성적인    

행위로서의 접촉이 아닌 텍스트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아의 탐색과 결

합에 한 갈망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한다 그것은 근친상간의 맥락을 . 

벗어나 그레이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를 바라는 그레이스의 간절, 

함을 보여준다 무  지문에 나와 있는 해바라기가 이러한 간절함에 . 

한 텍스트적 표상이라면 앤드류스의 연출은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물의 맑고 정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순수함을 체한다 물에서 몸을 . 

421) Shun-Liang Chao, “Towards an Aesthetic of the Grotesque,” Rethinking the 
Concept of the Grotesque: Crashaw, Baudelaire, Magritte, New York: Modern 
Humanities Research Association and Routledge, 2010. p. 41.

422) Shabot, ibid, p. 284. 
423) Shabot, ibid,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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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두 사람은 옷을 들고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 서 있다 옷에서 물. 

이 뚝뚝 떨어진다 또 다시 두 사람은 거울을 바라보듯이 서 있고 순. , 

간적으로 장면은 암전 된다. 

앤드류스의 연출에 있어서 핵심적 장치가 되는 물웅덩이가 장에서    5

정화의 이미지에 가까운 반면 장에서는 잉크가 번져 검게 물든 , 10

물은 이제 폭력의 현장으로 바뀐다 조명이 들어오면 물속에서 . 

허우적거리는 그레이스가 있다 둔탁하게 치는 소리가 음향으로 크게 . 

들린다 그 소리에 맞춰 그레이스의 몸이 반응하더니 검게 변한 . , 

물속으로 빠져들어 허우적댄다 그레이험과 하나가 되었던 물속에서. , 

이제 그레이스는 고문을 당하게 된다 정화의 공간은 팅커의 고문 .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그레이스가 고문당하는 장면에서 앤드류스는 . , 

텍스트의 지문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른다 이미 텍스트에서도 사실적인 . 

재현이 아닌 실체가 없는 소리를 통한 상징적 폭력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리에 반응하는 그레이스를 통해 폭력은 암시적으로 표현된다. 

음향의 크기를 이용해서 또한 이어지는 낯선 이들이 내뱉는 폭언에    , 

반응하며 그레이스는 물속에서 사지를 비튼다 퍽하고 누군가를 . 

구타하는 소리는 극장을 울리며 그 소리의 진동 속에서 관객들도 

가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어둑한 조명 속에서 흙탕물처럼 검게 . , 

변한 물속에서 그레이스는 괴로워한다 커다란 볼륨이 주는 소리의 . 

폭력성 속에서 관객들도 물리적으로 전염되어 이 상황 속에 빠져든다, . 

어느덧 그레이험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와 덤덤하게 폭행을 이겨내는 

방법을 그레이스에게 알려준다 이어지는 폭력도 실체가 없는 소리에 . , 

반응하는 배우의 몸짓으로 재연된다. 

움푹 패인 웅덩이에 가득 고인 물은 그레이험과 그레이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연극적 메타포가 된다 이 물속은 그레이험이 되기를 . 

바라는 그레이스가 처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는 결합의 장소이고, 

반 로 폭력을 당하는 고통의 장소이고 전기 충격을 당한 후에 , 

그레이험의 성기를 이식받는 탄생의 장소이기도 하다 마치 모체의 . 

자궁과도 같은 이 은유적 공간 속에서 그레이스는 허벅지의 반을 덮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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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환자복을 입고 서 있게 된다. 앞서 카알의 결핍된 신체가 

기괴한 몸을 보여주었다면 그레이스는 카알의 성기가 이식된 

잡종 의 몸이 된다 그레이스의 몸은 남 녀의 경계를 거스르는 (hybrid) . ·

몸이자 성의 경계를 허무는 성전환 된 몸으로서 반 휴머니즘의 (transsexual) -

맥락을 넘어서서 포스트휴먼 한 정체성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posthuman) . 

포스트휴먼한 정체성을 통해서 그레이스의 몸은 셸리 (Mary W. 

의 프랑켄슈타인 이 만들어낸 괴물과 같은 Shelley) (Victor Frankenstein)

존재가 된다 스트라이커 는 아래의 독백을 통해서 . (Susan Stryker)

성전환 된 몸을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과 연결시킨다.

성전환 된 몸은 부자연스러운 몸이다 그것은 의학적 생산품이다 기술. . 

적인 구성품이다 그것은 육체를 찢어버린 후 다시 봉합해서 태어날 때. , 

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 , 

성전환자 여성으로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속 괴물과 깊은 친『 』

감을 느낀다 그 괴물처럼 나는 내 형상으로 인해 온전한 인간 이하로 . , 

인식되는 게 빈번하다 그 괴물처럼 인간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는 내 안. , 

에 깊고 지속적인 분노를 부채질하면서 결국 그 괴물처럼 내가 존재하, , 

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환경에 항하게 만든다. 

The transsexual body is an unnatural body. It is the product of 

medical science. It is a technological construction. It is flesh torn 

apart and sewn together again in a shape other than that in which 

it was born. In these circumstances, I find a deep affinity between 

myself as a transsexual woman and the monster in Mary Shelley’s 
Frankenstein. Like the monster, I am too often perceived as less than 

fully human due to the means of my embodiment; like the 

monster’s as well, my exclusion from human community fuels a 

deep and abiding rage in me that I, like the monster, direct against 

the conditions in which I must struggle to exist. 424) 

424) Susan Stryker,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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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커의 독백은 진정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육체

를 찾아야 함을 전제한다.425) 이는 그레이스가 내 안도 내 겉도 모두  “
그레이험이 되기”426) 위한 열망이 결국 진정한 자아 즉 정체성을 확립 , 

하기 위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프랑켄슈타인 . 

박사의 괴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새롭게 탄생된 피조물이라면 스, 

트라이커가 말하는 성전환자의 몸은 현  의학이 탄생시킨 젠더적 의

미의 괴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둘은 그 다른 형상으로 인해 혼란을 . ‘ ’ 
야기하며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타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

는다 새롭게 탄생된 그레이스의 몸 역시 균형과 조화의 잣 로 바라볼 . 

때 혼란을 준다 그레이스의 몸에서 제거된 가슴과 카알의 덧붙여진 성. 

기는 각기 결핍과 과잉 을 표상하며 규범적 잣 로 볼 때 여성(excess)

인지 남성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비정상 의 역에서 재정의 (abnormal)

된다 이 비정상의 몸은 그레이스의 형상을 스트라이커가 말하는 성전. 

환자의 몸처럼 사회적 타자 혹은 괴물로 만든다, . 

세기의 유명한 자웅동체 쌍둥이   17 (Lazarus-Johannes Baptista 

는 그들의 일탈적 인 형체 로 인해 Colloredo) “ (aberrant) (corporeality)

규범적 의미의 인간에 도전하고 저항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타인”427)으로 취급받았다 이들의 몸이 부적절하게 인지된 지점은 . 

하나의 정체성 혹은 개인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경계가 

유실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의 몸으로 결합되면서 . 

Studies, 1.3 (1994): 238. 
425) 스트라이커가 제시한 성 전환된 몸과 그레이험의 몸을 갖게 된 그레이스는 내면 

과 외면의 일치를 통한 자아 추구를 위해 괴물의 몸이 되었다는 특이성을 지닌다. 
물론 꼽추인 리처드 세처럼 내면의 타락한 혼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Richard) 3 , 
외형으로 드러날 때 그의 포악하고 공포를 유발시키는 명확한 정체성이 몸의 왜곡
을 통해서 규정된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이나 중 뮤지컬인 오페. . , <
라의 유령 속 팬텀 은 반 로 외면에서 드러나>(Phantom of the Opera) (Phantom)
는 괴물의 형상이 내면의 아름다움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푸. 
코가 언급한 괴물의 계보에서 동물인지 사람인지 샴쌍둥이나 자웅동체가 두 개의 , , 
분리된 주체인지 하나인지에 한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괴물의 정체성 을 규정하, ‘ ’
는가에 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426) Kane, Complete, p. 126. 
427) Margrit Shildrick, Embodying the monster: encounters with the vulnerable 

self, London;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200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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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혼란은 이들을 그로테스크한 존재로 만들었다.428)

결과적으로 보통이 아닌 몸의 속성이라고 여겨지는 의미들은 내재된 

신체적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체적 , 

특징들을 소유함으로써 정당화되고 다른 집단들에게 문화적으로 또는 , 

신체적으로 열등한 역할을 강요함으로써 그 지배력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현은 규범적인 정체성이 체화된 형태를 . 

지지하고 동시에 그러한 규범에 맞지 않는 몸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신체적 다름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낸다.429)

앞서 언급한 괴물들의 예처럼 신체적 다름은 곧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물질적 내러티브로 작용한다 괴물은 그 . 

사회의 규범적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타자로 

낙인찍힌 것이고 그 다름은 쉽게 규정될 수 없기에 두려움의 상이 , 

된 것이다 모든 종류의 비규범적인 육체가 윤리적 결핍. “ ”430)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공포와 멸시의 상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괴물은 시 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코헨   . (Jeffrey 

428) 모호성은 그로테스크한 몸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핵심이다. 일례로 셰, 
익스피어의 맥베스 ( Macbeth 에서 공포의 상인 마녀들 역시 그로테스크한 몸의 )
특성을 보인다 마녀들이 지닌 모호성은 그들을 이성적인 잣 로 규정하기 어려운 . 
존재들로 만들면서 공포와 매혹의 상이 된다 이러한 마녀들의 특성에 착안해서 . 
얀 코트는 맥베스 의 세계를 하나의 악몽 으로 해석했다“ ” .(Jan Kott,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Trans. Boleslaw Taborski, London: Routledge, 1991, p.68.) 그 악
몽의 촉매제인 마녀들의 말 아름다운 것은 추하고 추한 것은 아름답다 는 곧 선과 , “ , ”
악 미와 추 립되는 모든 가치가 엉키고 전복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주문이 된다 이, , . 
항 립 을 거부하는 마녀들의 말은 그 경계를 허물면서 전복성 을 (binary opposition) ‘ ’
지니게 되고 이는 마녀들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만든다 이러한 마녀들의 전복성, . 
은 그들이 허상 이자 눈에 보이는 그 로의 형상 이면서도 여자들 같은데 수염이 “ ” “ ” , “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정의내릴 수 없는 외형적 특성에도 반 되어 있” 
다.(William Shakespeare, Macbeth, London: Macmillan and Co., 1957) 즉 마녀 , 
들은 남 녀 실재 허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그로테스크하다/ , / .  

429)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 , : 
떻게 재현되었는가 서울 그린비 쪽: , 2016, 18-19 . 

430) Shildrick, ibid,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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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괴물 이론Jerome Cohen) (  Monster Theory 의 ) 서문에서 괴물을 

차이를 보이는 범주의 파괴자 저항적 타자“ , , ”431)로 규정한다 괴물의 . 

몸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가르는 경계에 도전하는 혼종의 “
형태”432)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이러한 탈주의 가능성은 생성을 . 

동반하지만 그것이 기존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의 , 

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녀 괴물 비정상의 역에 해 사람들은 . , , 

두려움과 공포를 지니지만 한편으로 괴물은 이질적이고 잡종적인 것“ , 

한마디로 불순한 것에 해 느끼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공포와 매혹의 

감정”433)을 숨기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감정이 . 

그로테스크를 촉발한다 이러한 . 점에서 남성의 성기를 달고 있는 , 

그레이스의 몸은 남 녀의 혼재된 몸으로서 관습적인 미학의 한계에 · “
도전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434) 도전을 수행하며 기존의 범주를  , 

흐려놓는 혼란 속에서 힘을 획득한다. 

그로테스크한 양식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과하면서 

그 결합에 막 한 중압감을 주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은 동업적인 , 

관계가 아니라 전투와 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테스크는. . . . . 

진실로 두 역의 중간에 존재하며 이 중간 역은 역동적이며 . . . .

예측이 불가하며 탈바꿈과 변형의 장이 된다, . 

Grotesque forms place an enormous strain on the marriage of form 

and content by foregrounding them both, so that they appear not as 

a partnership, but as a warfare,  a struggle. . .the grotesque. . .its 

true home is the space between. . .This mid-region is dynamic and 

unpredictable, a scene of transformation or metamorphosis.435)

431) Jeffrey Jerome Cohen,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1996, p.x.

432) Justin Edwards and Rune Graulund, The Grotesque, London: Routlege, 2013, 
p. 39-40. 

433) 김운하 같은 책 쪽, , 226 . 
434) Edwards and Graulund, ibid,  
435) Geoffrey Galt Harpham, On the Grotesque: Strategies of Contradi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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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에서 드러나는 그로테스크한 몸들은 결국 사회가 규정한 이분법 
을 넘어서는 몸이 된다 케인은 세상을 남자와 여자 피해자와 가해자. “ , 

로 나누어서 바라보지 않는”436)다 이러는 점에서 그레이스의 몸은 가. 

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규범적 한계를 뛰어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엇보다 그로테스크한 인식은 . “
절 로 고정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의 과정이자 하나의 , 

진전(progression)”437)이라는 점에서 힘을 지닌다 그 힘이야 말로 작품. 

을 지배하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들 속에서 희망과 변화에 한 가

능성이 읽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레이스의 몸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몸을 구성하면서 몸과 정체성

의 관계를 접하게 추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로테스크한 몸은 해부. “
학적인 몸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경계들을 확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

치”438)가 되며 사회가 규정하는 몸의 결함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 남녀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몸이 그 . 

변칙성으로 인해 그로테스크한 몸이 되지만 기형이나 해체는 몸이 경“
계를 흐리는 시작점이고 이러한 위반 을 통해서 강렬하, (transgression)

고 새로운 존재가 탄생”439)된다는 점에서 케인은 세기의 몸 더 나20 , 

아가 세기의 몸이 제기할 질문들을 연극 속에서 미리 제시하고 있는 21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만큼 이 공연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성기를    , 

이식받아 새롭게 태어난 그레이스의 몸이 암시적으로만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재현의 허위가 드러나는 순간 발생될 수 있는 수용자의 . 

부정적 평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공연이 , 

보여준 실험적이고 상징적인 시도에 비한다면 너무 안전한 선택이 

Art and Literature, Aurora, Colo: Davies Group Publishers, 2006, p. 10.
436) Stephenson and Langridge, Rage, p. 133. 
437) Harpham, ibid, p. 17. 
438) Kirsten Hoving, “Convulsive Bodies: The Grotesque Anatomies of Surrealist 

Photography,” Modern Art and the Grotesque, Ed. Frances S. Conelly,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21. 

439) Hoving, “Convulsive,”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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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40)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한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 

케인의 희곡이 단순히 폭력을 위한 폭력을 그리고 도발을 위한 도발을 , 

의도하지 않았음을 앤드류스의 연출 방식이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케인의 텍스트가 드러내는 쉽지 않은 무  연출과 상황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도전 과제에도 연출가와 공연 팀은 희곡 텍스트와 라이브 , 

공연의 타당한 기준과 부합하는 연극 미학을 능숙하게 창조했다. 

Given the numerous challenges presented by Kane’s demanding stage 

directions and overt situations, the director and production team 

ably created a theatrical aesthetic that served the text while adhering 

to reasonable standards of live performance.441) 

위의 인용에서 확인되듯이 앤드류스는 잔혹하고 폭력적 순간들이 , 

난무하는 정화 를 연출함에 있어 텍스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연극 < > ‘
미학 을 창조했다 혹은 반 로 신체절단과 고문과 성전환이 난무하는 ’ . , 

이 작품이 앤드류스의 미학적 도전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 

폭력을 극단적으로 재현하지 않고서도 속임수 없이 아주 조용하면서도 “ , 

깨끗하고 음악적인 아름다운 연출이 쉴 틈 없이 집중하게 만드는”442) 

공연을 탄생시킨 것이다. 

앤드류스의 공연 사례는 상징적이고 양식적인 장치를 통해서    

정화 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 이라는 감정의 서사를 구축한 ‘ ’ 

440) 정화 의 초연 공연이 보여준 관객의 반응은 폭력적인 순간의 리얼리티를 살려 < >
내려는 시도 속에서 그 허위성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모순으로 드러나며 관객들에
게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객석에서 정기적으로 야유가 터져 . “
나오곤 했는데 특히 극의 마지막에서 그레이스의 몸에 꿰매어 붙인 성기가 드러날 , 
때면 더 그러했다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극의 말미. , 
에서 한 관객이 우우 저게 도 체 뭐야 라고 소리치자 다른 관객들이 박수로 호“ , ?”
응했을 때이다 관객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웃었던 적도 있었다. . . .”(Saunders, 
Love, p. 186.)

441) Earnest, ibid, p. 112. 
442) Seidler,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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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앤드류스의 연출적인 방식은 폭력이 . , 

무의미한 도발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연극적 폭력이 결국 . , 

잔혹의 극단에 존재하는 사랑의 속성을 색다른 연극적 미학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비로소 케인의 극적 서정성에 다가서게 

만든다 무  위에 잔혹하고 폭력적인 세계가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 , 

안에서 서정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앤드류스의 공연 사례는 

아름다운 폭력의 재현이라는 가능성까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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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스카리 는 고통에 빠진 몸   (Elaine Scarry) (  The Body in Pain, 

을 통해서 육체적 고통의 철학적이고 문화사적인 양상들을 추적1985)

하는데 그에 따르면 고통은 공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누군가가 자, . 

신의 육체적 고통과 타인의 육체적 고통에 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미 두 개의 전혀 다른 일에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

한다 고통의 당사자에게 그것이 힘들지 않게 파악될 수 . “ (effortlessly) 

있는 반면에 고통을 당하는 몸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파악될 수 

없는”443)것이 된다 무엇보다 고통이라는 것은 언어에 한 거부. “
를 통한 공유 불가 속에서 확(resistance) (unsharability) 인”444)된다 스카. 

리는 울프 의 글을 인용하면서 고통을 표현하기 어렵다(Virginia Woolf)

는 점에서 그 공유되기 어려운 속성을 이야기한다. 

햄릿의 생각과 리어의 비극을 표현할 수 있는 어로 정작 오한과 두통

을 표현할 길이 없다 철부지 여자 아이도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마음. , 

을 셰익스피어나 키츠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건만 머리에 통증을 느끼, 

는 자가 의사에게 그것을 설명하려는 순간 그 언어적 표현은 곧바로 메

말라 버린다. 

English, which can express the thoughts of Hamlet and the tragedy 

of Lear, has no words for the shiver and the headache. . .The 

merest schoolgirl, when she falls in love, has Shakespeare or Keats 

to speak her mind for her; but let a sufferer try to describe a pain 

in his head to a doctor and language at once runs dry.445) 

443) Elaine Scarry, The Body in P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4. 

444) Scarry, ibid, p. 4. 
445) Virginia Woolf, “On Being Ill,” in Collected Essays Vol. 4, New York: 

Harcourt, 1967, p. 194, cited in Scarry, The Body in P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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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리가 개별적인 고통이 공유될 수 없는 지점을 특히 그 언어적 표

현의 어려움을 통해서 전제한다면 아메드 는 반 로 감, (Sara Ahmed) 
정의 문화적 정치학 (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Emotions 을 , 2004)

통해서 고통이라는 감정은 공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아메드는 . 

이 공유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이라는 것이 심리적 상태가 아

니라 문화적인 관행 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practice) . 

몸은 감정을 통해서 가치를 얻게 되는데 그 몸은 세를 이루는 이데, 

올로기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문화적 정치학은 . 

한 집단 안에서 서로를 연결시키기도 다르다고 판단되는 몸들을 내모, 

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아메드의 시각이 감정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인 함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외적인 부상이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 , “
그 고통을 지켜보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authenticate

)”446)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동적 힘 을 발휘한다 무(affective power) . 

엇보다 그가 고통이라는 감정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육체 “
사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것 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연극의 경우처럼 ”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배우의 몸이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 향

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커밍스   (Lindsey B. Cummings)는 더 나아가 연극에서 정서적인 소통 , 

혹은 화의 방식을 감정 이입 에서 찾는다 그는 감정 이입이(empathy) . 

란 상상력이 깃든 정동적 과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시“ (affective) 

도”447)가 되는 것으로 본다 커밍스는 연극에서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 

등장인물 속에 자신들의 시각을 투사하거나 수동적으로 동일시하게 되

면서 무 와 객석 사이에 감정 이입 을 통한 역동적 관계성이 형성된 ‘ ’
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감정 이입이 화의 형태처럼 오갈 수 있을 때. , 

배우와 관객 사이에 보다 더 역동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커밍스의 생각을 바탕으로 매씨는 감정적 폭력을 강조하는 케인의    , 

446)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4, p. 31. 

447) Lindsey B. Cummings, Empathy as Dialogue in Theatre and Performanc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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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관객으로 하여금 공동의 감정“ (co-feeling)

을 통해 감정 이입을 소환”448)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관객은 . , 

폭력에 노출된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동일한 감정적 효과를 

읽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매씨는 감정이 야기하는 이러한 . , 

효과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의 개념과 연결시켜 분석

한다 그러나 케인의 연극에서 관객이 이입하여 공유하는 고통이 계속. 

될 뿐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카타르시스의 궁극적, 

인 효과를 전복시킨다 그런데 이 부정적 정서가 관객의 내면에 머물면. 

서 폭력의 부당함을 인지하게 만드는 한편 타인의 고통에 해서 연민

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매씨의 연구가 폭력의 재. 

현이 궁극적으로 살펴야 할 관객의 정동적 반응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그가 케인의 연극에서 읽어낸 반 카타르. , -

시스의 미학은 두 가지의 쟁점을 불러온다 첫째는 고통의 환기가 지연. 

되면서 그 고통의 강도가 너무 커질 경우 이는 수용자에게 그 연극적 

의도에 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며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용자에, 

게 하나의 폭력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연계해서 이는 . 

다시금 폭력의 재현에 한 방법론적 문제제기로 돌아간다. 

   폭파 를 관람하는 것은 먼저 넘쳐흐르는 재떨이에 얼굴을 박은 “< >

후에 내장이 가득한 양동이에 머리를 강제로 어 넣은 것과 비슷하

다”449)는 평은 케인의 연극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야기하면서 카타르“
시스나 의식의 교화가 아닌 불안함과 불쾌감을 유발”450)시켰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개별 수용자마다 느끼는 감정과 반응은 다를 것이다. . 

그러나 폭파 의 초연에서 두 사람은 공연 중에 나가 버렸고 몇몇 사“ ,  
람들은 눈을 가렸다”451)는 평이나 비교적 최근에 공연된 연출가 미첼

448) Courtney Alimine Massie, “Toward a theatre of empathy: violence in t h e 
plays of Timberlake Wertenbaker, Sarah Kane, and Marina Carr”(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7) p. 20. 

449) Paul Taylor, “Courting Disaster,” Independent, January 20, 1995. Accessed 
January 28, 2016. 

450) Massie, ibid, p. 86. 
451) Sierz, In-yer-face,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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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화 에 한 공연 평은 더 많은 수용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라는 < >

점에서 특이점을 지닌다. 

국립극장이 올린 최근작의 생생한 고문 장면 강간과 폭력을 보면서 다, 

섯 명의 관객들은 기절했고 명의 관객들이 공연 첫 주간에 나가 버렸40

다 관객 다섯 명은 너무 압도당해서 기절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 . . 

다 한 프리뷰 공연에서 객석 등이 켜지더니 기절한 남자를 돕기 위해. , 

서 좌석 안내원들이 들어왔다.

Five people have fainted watching the graphic scenes of torture, rape 

and violence in the National Theatre’s latest production while 40 

walked out in the show’s first week. . .Five others were so 

overwhelmed they fainted and required medical attention. During one 

preview, the lights in the auditorium went up and ushers came into 

the audience to help a man who had collapsed.452)

케인이 비록 강렬한 연극적 체험을 지향했지만 관객이 보여준 이와 같, 

은 외면은 오히려 그의 의도에서 벗어난 반응이 된다 케인에게 연극. “
적 경험은 관람자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453)이 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케인은 고통의 체험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 ”454) 

다른 고통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다소 교화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케인은 연극을 통한 강렬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삶에, 

서 상실되었다고 생각되는 인간적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통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수용자의 부정적인 평가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452) Hannah Ellis-Petersen, “Five people faint due to violence in National Theatre’s 
Cleansed,” The Guardian, 24 Feb 2016. Accessed, 26 Mar 2016. 

453) Alyson Campbell, “Experiencing Kane: an affective analysis of Sarah Kane's 
'experiential' theatre in performance,” Australasian Drama Studies, No. 46 
(2005): 81.

454) Heidi Stephenson and Natasha Langridge, Rage and Reason: Women Playwrights 
on Playwriting, London: Methuen, 1997,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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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것은 폭력의 미장센이 구현되는 방식에 따라 수용자가 공. 

연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점에서 극단적인 폭력과 잔혹을 다루는 케인의 세 희곡들이 보여준 

극작상의 변화는 폭력을 구현하는 연극적 방법론을 찾는 시행착오의 ,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앞서 인용한 관객의 반응은 사실적인 재현에 . 

가까운 연출방식에 한 예로 이는 사실적인 재현의 시도가 부정적 효, 

과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준다 결국 작가이자 연출로서의 케인은 자신의 . 

극적 이미지들이 왜곡되어 전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것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작품 속에서 발견된다. 

간혹 폭파 를 통해서 내가 쓴 이미지들을 찾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 ,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절 로 양보할 수 없는 지. 

점이 내가 쓴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의 어려

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Sometimes during Blasted I wasn’t seeing exactly the image I’d 

written and I couldn’t understand why. I thought I should find out 

just how hard it is to realize my own images, because it’s one of 

the things I can never make any concessions about.455) 

이러한 고민을 반 하듯이 케인의 극작술은 자체적으로 폭력을 구현하, 

는 방식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폭파 의 무  지문들이 보다 사실적인 .  
재현의 방식을 의도하고 있다면 페드라의 사랑 은 상징적인 요소를 ,  
활용하기 시작했고 정화 의 이르면 작품이 제기하는 폭력은 상징적이 
고 추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징적이고 양식화된 . 

재현의 방식을 활용하는 글쓰기의 변화는 관객의 외면이 아닌 그들의 , 

감정을 전염시킬 수 있는 연극적 폭력의 미학을 향해 변화된 것이다. 

연극에서의 현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르또의 잔혹극이 추구한    . 

온전한 현존조차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 케인의 경험적인 연극도 결. 

455) Stephenson and Langridge, ibid,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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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연극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 강렬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반면에 폭력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적인 효과는 그 허위가 . ,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의 폭력은 연극. , 

이 결국에는 재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 속에서 그 연극적 세계 안

에서 가장 강렬하고 경험적인 현존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출적인 

방식을 요구한다 이는 현존의 재현화라는 맥락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 

는데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개념의 실행은 관객의 상상력이 작동될 경, 

우에만 유효하다 다시 말해 연극적인 방식으로 폭력이 실행되는 순간 . , 

그 남겨진 상상의 여지를 통해서 관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폭력의 

틈을 채워가면서 무 와의 창조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현전의 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스터마이어가 연출한 폭파 의 경우는 암전이라는 방식을 활용하   < >

면서 현존의 반 에서 그 부재를 통해 폭력의 효과를 발현한다 즉 폭. , 

력적인 이미지의 실행과 그 결과물을 제시하지만 그 중간 과정은 관객, 

들의 상상력에 맡기면서 더 강렬하게 그 순간을 극 화시키는 것이다. 

파울호퍼의 경우는 폭력의 미니멀한 재현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노린

다 무엇보다 캠벨의 연출이 모니터를 활용하면서 관객과의 거리감을 . 

확보하며 처형 장면의 사실적 허위를 감추는 한편 그 거리감을 고기가 ,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 등 관객의 공감각적 반응을 자극하며 채우는 방

식을 통해 그 순간의 경험적 효과를 높인다 앤드류스는 더 나아가 폭. , 

력의 순간과 진행 과정을 그 로 노출 시키지만 그것을 고도의 상징적

인 장치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강렬한 연극적 순간을 만들어낸다 이를. 

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검정색 

잉크를 활용하는 방식은 하나의 연극적 약속으로 걸리면서 가짜 피보, 

다 더 숨 막히는 공포와 잔혹을 창조한다.  

이처럼 샤우뷔네의 공연 사례들은 케인의 작품을 단순히 사실적으   , 

로 재현하려는 시도보다는 그 폭력이 발생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를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케인이 의도한 . 

폭력이 단순히 충격과 도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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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폭력 너머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 한 

여정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파울호퍼의 연출은 케인의 텍스트에 없는 . 

마지막 장면을 통해 페드라와 히폴리투스가 재회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러한 생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의 연출 사례들은 폭. 

력의 양가적 특성을 살려주었다는 장점과 함께 연극적 폭력을 제시함

으로써 관객들이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게 만

들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한편 케인의 잔혹한 몸의 드라마투르기는 그 폭력을 통해 극단적으   , 

로 해체되거나 변형된 형태의 몸들을 무  위에 전시한다 눈이 제거된 . 

이안의 몸이나 사지가 절단 난 히폴리투스 몸통만 남은 카알의 몸은 , , 

폭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흉측한 형상들이 된다 그러나 이들의 기괴하. 

고 흉측한 모습은 반 로 매혹의 감정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 데미

안 허스트 의 박제된 상어가 주는 묘한 매혹과 공포의 (Damien Hirst)

감정과 같은 것이다.456) 허스트는 상어의 시체를 박제한 상태에서 그  

몸에 모터 를 연결시켜 움직임을 주었는데 이로써 삶과 죽음의 (motor) , 

경계에 한 질문을 제기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에게 묘한 긴장

과 매혹을 느끼게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흉측하게 변한 케인의 등장. , 

인물들의 몸은 불편함과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묘한 끌림을 

준다. 

상어의 시체가 무조건적으로 혐오감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 

이 묘한 이끌림은 프로이트 가 익숙한 것들에서 느껴지(Sigmund Freud)

는 낯선 긴장감이라는 두려운 낯섦 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unheimlich)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는 고향처럼 친근한 상이 . “ (heimlich)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가 하면 이물스런 낯선 것이 이상하(unheimlich)

게도 친근하게”457)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폭력이 . 

지나간 자리에서 흉측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케인의 등장인물들은 우

456)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1991)

457) 김종갑 머리말, , ｢ ｣ 그로테스크의 몸 서울 건국 학교 출판부 쪽. : , 2010,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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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익숙했던 온전한 몸에서 낯설고 두려운 몸으로의 변화를 보여

주지만 그 속에서 공포가 아닌 인간적인 가치들이 발견되는 순간 그 , 

기괴함이 친근함으로 다가오며 묘한 긴장과 매혹을 준다 이들의 몸은 . 

결국 두려운 낯섦으로서도 표현될 수 있는 그로테스크“ ”458)를 보여준

다. 

 위고 는 크롬웰 의 서문을 통해 인간이 신성한 혼  (Victor Hugo)  
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본 기독교적 관념에서 드라마의 기원을 찾는

다 신성한 혼의 불꽃은 숭고 육체의 인간적인 약점은 . ‘ ’(the sublime), 

그로테스크 와 연결시키며 위고는 이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의 ‘ ’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전극. (Classical 

이 추 를 배제하고 미 에만 편중하면서 기Theater) ‘ ’(the ugly) ‘ ’(beauty)

본적으로 비를 통해 발현되는 드라마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고 비판

한다 위고는 비되는 요소의 극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로테스크를 . 

극에 도입함으로써 숭고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숭고는 우아함과 . “
아름다움을 그로테스크는 온갖 종류의 부적합한 것 추. . . (inadequacy), 

한 것 모순되는 것, (incongruity)”459)을 변하는데 전자는 줄리엣

데스데모나 오필리어 와 같은 인물을 통(Juliet), (Desdemona), (Ophelia)

해 후자는 이아고 나 팔스타프 와 같은 인물 유형을 통해(Iago) (Falstaff)

서 확인된다 위고가 보기에 미는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지만 추는 무. “ , 

수히 많은 유형”46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미의 속성과는 달

리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창조의 역까지 포괄하며 끊임없이 새롭고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고의 생각을 기반으로 그로테. , 

스크는 곧 숭고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용

을 하는 것이다. 

그로테스크는 잠시의 멈춤 비 하나의 출발 지점으로서 보다 더 새롭, , 

458) 김종갑 앞의 글 쪽, , 8 . 
459) Victor Hugo, The Essential Victor Hugo, trans. E.H. and A.M. Blackm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28. 
460) Hugo, ibid,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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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확하게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로테스크와의 만남을 . . .

통해서 숭고는 고 에 비해 더 순수하고 위 하고 실로 더 숭고해졌다. 

The grotesque may act as a pause, a contrast, a point of departure 

from which we can approach what is beautiful with fresher and 

keener powers of perception. . .Contact with the grotesque has made 

the sublime purer, greater, indeed more sublime than it was in 

ancient times.461) 

케인의 폭력이 불러오는 궁극적인 효과는 위고가 말한 그로테스크의 

미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추와 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으며 . 

추가 미를 더 돋보기에 할 수 있다는 위고의 생각은 폭력과 인간적인 

가치가 맞물려 있다는 케인의 생각과 맞닿기 때문이다 고통과 잔혹을 .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희망 해방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에 도달할 , , 

있다는 믿음이 케인의 폭력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로테스크는 케인의 폭력에 내재된 이중적 속성이 드러나는 독특한 지

점이자 다른 년 의 작가들이 사용한 폭력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된, 90

다. 

로우즈 에 따르면 그로테스크는 극도로 육체적인 형   (Neil Rhodes) “
태의 예술적 표현에서 초자연주의 를 거쳐 눈에 띄게 , (supernaturalism)

형이상학적인 역할로 변화”462)되어 왔다 예술적 표현의 극단적인 물. 

질 육체적인 양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는 중세 르네상스 시 의 개념, , 

이고 초자연주의적인 것은 낭만주의 시 형이상학적 역할의 차원은 , 

현 의 부조리한 세계의 반 이다 오늘날의 그로테스크는 형이상학적 .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휴머니즘처럼 새롭게 변모, 

되는 몸의 담론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육체적 양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새롭게 정의된다.463) 몸은 시 의 변화에 따라 늘 새로운 설명과 해석 “

461) Hugo, ibid, p. 27. 
462) Neil Rhodes, Elizabethan Grotesque, New York: Routledge Revivals, 1980, p. 

164. 
463)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인간  비인간 인간  기계 인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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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담론의 복합체”464)로 기능해 왔다 그로테스크 역시 문화. 

의 주변부에서 시 적인 양상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몸의 담, 

론과 접점을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의 작품에서 폭력과 잔혹 속. 

에 드러나는 몸의 위기는 현  사회를 반 하고 그에 응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방식이 되며 이는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요구한다 무엇보, . 

다 케인의 연극이 수용자에게 발생시키는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 그로

테스크의 미학적 틀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는 다음의 연, 

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결국 케인의 폭력이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며 고통을 통해 통찰에    

이른다는 고전적 감수성은 그만의 독특한 폭력의 미학을 이룬다. 케인 

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삶에 한 희망과 긍정이며 예술가와 “
관객 모두에게 예술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가능성, ”465)을 열어주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폭력과 잔혹은 결국 사랑과 연 를 향한 . 

강렬한 몸부림이 된다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일수록 폭력의 강도도 . , 

심화된다 그러나 폭력의 극단에 사랑 혹은 희망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시도는 케인이 아직 사랑을 믿고 삶에 한 열

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정화 이후에 집필된 케인의 후기작에서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케인의 후기작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아의 상실에 집중. “ ”466)

 자연 등과 같은 휴머니즘의 이원론적 립 구도를 지양하는 경계 허물기 넘어서/
기를 시도하고 있다 임석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 배타적인 인간중심. ( , : ｢
주의 극복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인문과학원 면 그로테, , : , 2013, 64 .) ｣  
스크를 논하는데 있어서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이 이 개념의 주요한 특징인 만큼, 
카이저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제시하며 인간이라는 개념에 한 새로운 문제제기
를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처럼 새로운 인간 유형이 발생시키는 주체성에 한 문제. 
제기는 세기에 그로테스크를 새롭게 소환시킨다 새로운 유형의 몸에 한 기  21 . 
혹은 우려 속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경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 
고 이와 함께 새롭게 두되는 몸들은 주체성에 한 고민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가운데 경계의 미학이자 몸과 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그로테스크는 역. , 
으로 현  사회를 이야기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한 것이다. 

464) 박규현 홍덕선 , ,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쪽, , 2009, 401 . 
465) Sarah Ablett, “Approaching Abjection in Sarah Kane’s Blasted,” PERFORMANCE 

RESEARCH, 19.1 (2014): 71.
466) Rina Kim, “The Abject Body in Sarah Kane’s Mise-en-scene of desire,”  



- 179 -

하면서 몸의 외피가 아닌 그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극은 양식상의 

큰 변화를 겪는다 극의 플롯은 온전히 해체되고 캐릭터들은 이름 없. , 

는 추상적 화자들이 된다 의식 안으로 빠져들수록 몸에 가해지는 폭력. 

은 사라지고 감정적 고통의 상태만 남아서 작품 속을 부유한다 이 지. 

점에서 케인의 세계는 다시 한 번 아르토의 행보와 교차한다 아르토, . 

의 말년 작업에서 언어는 점점 더 이해가 불가하고 일인칭의 화자들이 , 

내뱉는 주문 과 두서없는 말들의 혼합된 목소리들“ (incantation) ”467)은 

그 자체로 소리의 현존을 이룬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이원론을 극복하. 

고자 했던 아르토의 끊임없는 연극적 실험은 결국 무  위에서 제 로 

실현되지 못한 채 사회가 규정하는 광기 혹은 침묵 혹은 자살, “ ”468) 속 

으로 무너져 내렸다 유사하게 케인의 후기작인 탐욕 과   싸. , 4.48   
이코시스 에서 몸이 드러내는 잔혹이 사라지고 내면을 향한  독백적 
글쓰기가 되면서 삶에 한 의지와 열정도 옅어진다 정신적 고통에 . “

한 유일한 치유책 은 육체적 고통(antidote) ”469)이라는 말을 반 이라

도 하듯이 케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폭력과 잔혹의 크기는 삶에 한 , 

의지와 비례했던 것이다. 

결국 케인의 연극이 펼치는 몸의 잔혹한 향연은 삶을 붙잡으려는    

그의 강렬한 몸짓이었고 사랑에 한 믿음을 담보로 한 글쓰기 다, . 

그만큼 폭파 페드라의 사랑 정화 에서 도출될 수 있는 몸의 위, ,      
기는 이 세상과 타인과의 연 를 향한 관계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강렬한 몸의 드라마투르기가 사라지. 

면서 케인 내면의 독백적 글쓰기는 온통 사랑의 상실이 남긴 절망에 

한 이야기가 된다 그 절망 속에서 케인은 편의 희곡을 남긴 채. 5 , 28

Naked Exhibitionism: Gendered Performance and Public Exposure, Ed. Claire 
Nally and Angela Smith, London: I.B Tauris, 2013, p.72. 

467) Susan Sontag, Under the sign of saturn, New York: Vintage Books, 1981, 
p.25.

468) Sontag, ibid, p. 62. 
469) Karl Marx, Herr Vogt, as quoted and translated by Stanely Edgar Hyman, 

The Tangled Bank: Darwin, Marx, Frazer, and Freud as Imaginative Writers, 
New York Grosset and Dunlap: Univeral Library Edition, 1966, cited in Elaine 
Scarry, The Body in P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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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나이로 구두끈에 목을 매는 잔혹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다. 

케인의 이른 죽음은 그를 요절한 천재 작가로 부상시키면서 또 다   

시 언론의 시끌벅적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만들었다 그러나 케인 사. 

후에 유럽 전역에서 극작가로서 케인의 위상이 높아졌다“ ”470)는 점에

서 그의 작품이 보여준 중요한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케인이  

극작가로서 그 이름을 알리며 고전을 해석하는 연출가 중심의 공연 “
전통”471)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쓰기 열풍을 주도하며 후속 작가들을 

길러내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케인의 . 

연극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그 재현 불가능한 폭력이 연출가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연극적 도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정체되는 . 

순간 그 생명력을 잃지만 케인의 작품들은 오히려 그 재현 불가능한 , 

폭력으로 인해 연극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창조적 샘으로 남아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은 연극적 폭력의 미학이 지닌 외연을 확장시키. 

며 이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470) Graham Saunders, About Kane: The Playwright and the Work, London: Faber 
and Faber, 2009, p. 2.

471) Saunders, ibid, p. 3.



- 181 -

참고문헌

영상 자료

Ostermeier, Thomas, dir. Zerbombt. 2005; Schaub hne, Recording, 2017. ü
DVD. 

Paulhofer, Christina,  dir. Phaidras Liebe. 2003; Schaub hne, Recording,  ü
2017. DVD. 

Andrews, Benedict. dir. Ges ubertä . 2004; Schaub hne, Recording, 2017. ü
DVD. 

텍스트 자료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 한국연극학 권 . . 57 (2015): 5-44.  ｢ ｣  
김석 유령과 좀비로 본 그로테스크의 공간 그토레스크의 몸 서울 건국. . . : ｢ ｣  

학교 출판부, 2010. 

김 덕 완벽한 몸 사라 케인의 정화 에 나타난 훈육 욕망 신체. “ ”: , ,  .｢   ｣
 미어문학 호84 (2007): 85-102.  
김운하 미래의 미노타우로스 혹은 신인류 그토레스크의 몸 서울 건. . . : ｢ ｣  

국 학교 출판부, 2010. 

김종갑 철학적 스캔들로서의 괴물 그로테스크의 몸 서울 건국 학교 . . . : ｢ ｣  ｣
출판부, 2010. 

김진아 메를로 뽕띠 의 현상학적 신체론과 페미니즘 비평. - (Mereleu-Ponty) . ｢ ｣ 
과 이론 제 원 호 봄여름. 9 1 (2004, ): 5-25.

바르트 롤랑 사랑의 단상 김희  옮김 서울 동문선, . . . : , 2004.   
박상선 아방가르드와 숭고 리오타르의 철학 원주 흙과 생기. : . : , 2005.  
비장 루이즈 연극의 본질에 한 성찰 국제 콜로키움 연극과 폭력 지상, . : “ ” ｢

중계 연극에서의 폭력 무의미한 도발인가 아니면 필요한 충격인; : . ｣
역 김효 연극평론. . Vol. 27 (2002): 63-74.  

심재민 몸의 연극 에서의 수행적인 것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드라마학. ‘ ’ . ｢ ｣ 
회 30 (2009): 35-55. 



- 182 -

안성찬 숭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서울 유로서적. : . : , 2004.  
이경식 엘리자베스 시  의 세네카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 : ,  悲劇 傳統

1991. 

임이연 정화 에서 갈망 으로 사라 케인의 잔혹 과 사랑의 역설 어. - “ ” . ｢    ｣ 
문학 57.1 (2011): 129-46. 

임호준. ｢그로테스크한 몸 니에바와 알모도바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몸의 위기. – ｣  
서울 까치글방: , 2004. 

데리다 자크 잔혹극과 극상연의 경계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옮김 서, . . . . ｢ ｣  
울 동문선: , 2007. 

토넬리 프랑코 잔혹성의 미학 앙토냉 아르토의 잔혹 연극의 미학적 접근, . : .  
박형섭 옮김 서울 . : , 2001.  東文選

톰슨 로즈메리 갈런드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 . : 
되었는가 손홍일 옮김 서울 그린비. . : , 2016. 

허필숙 자코비안 비극과 잔혹성의 미학 포드의 가엾게도 그녀가 창녀라. : <｢
니 드라마연구 제 호 > . . 46 (2015): 211-241. ｣    

Ablett, Sarah. “Approaching Abjection in Sarah Kane’s Blasted.” 

PERFORMANCE RESEARCH. 19.1 (2014):63-71. Print.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2. Print. 

Armistead, Claire. “No Pain, no Kane.” The Guardian. 29 Apr 1998. 

Web. 25 Jan 2016. 

Armstrong, Jolene. Sarah Kane’s Postmodern Traumatics. Oxford: Peter 

Lang AG, 2015. 

Armstrong, Rachel. “...Woman with Head...” Women’s Art Magazine. no 

70, June/July 1996. http://www.orlan.eu/texts/

Artaud, Antonin.  The Theater and its Double. Trans. Mary Caroline 

Richards. New York: Grove Press, 1994.  

Aston, Elaine. “Reviewing the fabric of Blasted.”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13-27. Print. 

Bakhtin, M. M.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Helene Iswolsky. 

Bloomington: Indianan UP, c1984. 



- 183 -

Baraniecka, Elzbieta. Sublime Drama: British Theatre of the 1990s. Berlin: 

De Gruyter, 2013. 

Barker, Clive. “Tell Me When It Hurts: the ‘Theatre of Cruelty’ Season, 

Thirty Years On.” New Theatre Quarterly. 12.46 (1996): 130-136. 

Barker, Howard. Arguments for a Theatre.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Bary, Elizabeth. “‘Conscious Sin’: Seneca, Sarah Kane and the Appraisal 

of Emotion. 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 40.1 

(2013): 122-135. 

Barry, Ann Marie Stewart. Visual Intelligence: Reception, Image, and 

     Manipulation in Visual Communic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Print. 

Baruchello, Giorgio. “No Pain, No Gain. The Understanding of Cruelty in 

Western Philosophy and Some Reflections on Personhood.” 

FILOZOFIA. No.2 (2010): 170-183. 

Basabe, Enrique Alejandro. “In Yer Face. The reception of Sarah Kane’s 

Blasted on the British stage of the nasty nineties. 1995-2001.” 

Humanas. 8 (2007): 277-290. 

Barba, Eugenio & Nicola Saverse. The Dictionary of Theatre 

Anthropology: The Secret Art of the Performer. Trans. Richard 

Fowl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Print.

Bayley, Clare. “A very angry young woman.” The Independent. 23 Jan 

1995. Web. 1 Jan 2016. 

Benedict, David. “Real Live Horror Show.” The Independent. 9 May 

1998. Web. 23 Dec 2015.

___. “What Sarah did next.” The Independent. 15 May 1996. Web. 25 

Jan 2016. 

Bexley, Erica. “Show or Tell? Seneca’s and Sarah Kane’s Phaedra Plays.” 

Trends in Classics. 3 (2011): 365-393.  

Billington, Michael. “Blasted(Zerbombt).” The Guardian. 8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___. “Blasted: a deeply moral and compassionate piece of theatre or 



- 184 -

simply a disgusting feast of filth?,” The Guardian, 20 Jan, 1995. 

___. “The Players.” The Guardian, July 6, 2002. Accessed November 

25, 2016.

___. “The Good Fairies Desert the Court’s Theatre of the Absurd,” 

Guardian, 20 January 1995, Accessed January 28, 2016.

Bolzek, Olga. Sarah Kane’s Role in the In-yer-face Theater. Muenchen: 

GRINVerlag GmbH, 2010. Print. 

Boyle, A.J. Tragic Seneca: An Essay in the Theatrical Tradition. Taylor & 

Francis Ltd, 1997. EBSCO Publishing. Web. 27 Feb. 2016. 

Brook, Peter. The Empty Space.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Brusberg Kiermeier, Stefani. “Cruelty, violence and rituals in Sarah Kane’s 
plays.”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80-87.

Budzowska, Malgorzata. Phaedra-Ethics of Emotions in the Tragedies of 

Euripides, Seneca and Racicne. Trans. Adriana Grzelak- 

Krzymianowska. Oxford: Peter Lang AG, 2012.  

Campbell, Patrick and Adrian Kear.  Psychoanalysis and Performance. 

London: Routledge, 2001. 

Campbell, Peter A, “Sarah Kane’s Phaedra’s Love: staging the implacable.” 

De Vos and Saunders 173-183.

Cardullo, Bert. “Enter Dramaturgs.” What is Dramaturgy.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95. 

Carlson, Marvin. The Haunted Stage: the Theatre as Memory Machin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Carney, Sean. “The Tragedy of History in Sarah Kane’s Blasted.” Theatre 

Survey 46. 2 (2005): 275-96. 

Carroll, Noel. “The Grotesque Today: Preliminary Notes Toward a 

Taxonomy.” Modern Art and the Grotesque. ed. Frances. S. 

Conelly, UK: Cambridge Univ. Press, 2003.   

Christopher, James. “Rat with hand exits stage left.” The Independent. 4 

May 1998 Web. 15 Feb 2016. 

Chute,  Hillary. “‘Victim. Perpetrator. Bystander’: critical distance in Sarah 



- 185 -

Kane’s Theatre of Cruelty.“ DeVos and Saunders 161-172.

Cohen,  Jeffrey Jerome.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1996. 

Cohn, Ruby. “Sarah Kane, and architect of drama.” Cycnos 18.1 2001: 

39-49. 

Conelly, Frances. S. Modern Art and the Grotesqu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oronato, Rocco. Jonson versus Bakhtin: Carnival  and the Grotesque. 

Amsterdam; New York: Rodopi,  2003.  

Critchley, Simon. On Humour. New York : Routledge, 2002.  

Deneau, Daniel P.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The International Fiction Review 7. No. 1 (1980): 

76-77. Print. 

Derrida, Jaques. “The Theatre of Cruelty and the Closure of Representation.” 

Theater vol. 9 no.3 (1978): 6-19.

De Vos, Lauren, and Graham Saunders. Sarah Kane in Context. ed. 

Lauren De Vos and Graham Saunders.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Dolan, Siobhan. “Mad, bad and dangerous to know?” The Independent. 

24 Aug 1992. Web. 26 Mar 2016. 

Earnest, Steve. “Cleansed review.” Theatre Journal. vol. 58 no. 1 March 

(2007): 110-112. 

Edwards, Justin and Rune Graulund.  The Grotesque. London: Routlege, 

2013.  

Eldridge, David. “In-Yer-Face and After.” Studies in Theatre and 

Performance. vol. 23, no. 1 (2014): 55-58. 

Ellis, Samantha. “Pygmalion’s opening night in London.” The Guardian. 

11 Feb 2004.Web. 2 Apr 2016. 

Ellis-Petersen, Hannah. “Five people faint due to violence in National 

Theatre’s Cleansed.” The Guardian. 24 Feb 2016. Web. 26 Mar 

2016. 

Esslin, Martin, Antonin Artaud: The Man and His Work. London: John 



- 186 -

Calder, 1999. 

___. “Introduction” in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By Jan Kott,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4. 

Fanning, Leesa. “Willem De Kooning’s Women: The Body of the 

Grotesque.” Modern Art and the Grotesque. Ed. Frances S. 

Conelly.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Featherstone, Mike. Body modifiation. ed. Mike Featherstone.  London; 

Thousand Oaks, Calif.: SAGE, 2000. 

Feral, Josette. “Building up the Muscle: An interview with Ariane 

Mnouchkine.” TDR. 33:4 (Winter 1989): 88-97.

Fischer-Lichte, Erika. The transformative power of performance: a new 

aesthetics. Trans. Saskya Iris Jain. New York: Routledge,  2008.  

___. “Reality and Fiction in Contemporary Theatre.”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 33, no. 1 (2008): 84-96. 

Foucault, Michel. Abnormal: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4-1975. ed. ValerioMarchetti and Antonella  Salomoni. 

NewYork: Picador, 2003. 

___.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1995. 

___. “Of Other Spaces.” Heterotopia and the City. Ed. Michiel Dehaene 

& Livien De Caut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Ford, John. ‘Tis a Pity She’s a Whore. London: Nick Hern Books, 2002. 

Gillespie, Nat. “Pushing the Body-In Search of the ‘Real’.” 

Natgillespie.co.uk. n.d. Web. 5 Jan 2015. 

Gottlieb, Vera. Theatre in a cool climate. ed. Vera Gottlieb and Colin 

Chambers. Oxford: Amber Lane, 1999.  

Greig, D. “Introduction.” Complete Plays. London: Bloomsbury, 2006. 

Print. - .ⅸ ⅹⅷ

Gritzner, Karoline. “(Post)Modern Subjectivity and the New Expressionism:

 Howard Barker, Sarah Kane, and Forced  Entertainment.” 

Contemporary Theatre Review 18.3 (2008): 328-340. 

___. Eroticism and Death in Theatr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 187 -

Hertfordshire Press, 2010. 

Gross, Elizabeth. “The body of significance.” Abjection,  Melancholia, and 

Love: The Work of Julia Kristeva. Ed. Andrew Benjamin and 

John Fletcher. London: Routledge,  1990. 80-103. 
Gutscher, Lea Jasmin. Revelation or Damnation? Depictions of Violence in 

Sarah Kane's Theatre. USA: Anchor Academic Publishing, 2014. 

Halberstam, Judith. Posthuman Bodies. ed. Judith Halberstam and Ira 

Livingst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c1995. 

Halliburton, Rachel. “Arts: Nightmare of delight.” The Independent. June 16, 

1999. Accessed January 25, 2018.

Harpham, Geoffrey Galt. On the Grotesque: Strategies of Contradiction  

in Art and Literature. Aurora, Colo: Davies Group Publishers, 

2006.  

Hattenstone, Simon. “A sad hurrah.” The Guardian. 1 Jul 2000. Web. 28 

Dec 2015.

Haydon, Andrew. “Zerbombt (Blasted).” Culture Wars. 9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Hazlitt, William, Characters of Shakespeare ’s play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6. Print. 

Herrmann, Pitt. “Ges ubert.” sn-herne.de. Accessed 23 Aug, 2017.ä
Hoving Kirsten A. “Convulsive Bodies: The Grotesque Anatomies of 

Surrealist Photography.” Modern Art and the Grotesque. Ed. 

Frances S. Conelly.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Hugo, Victor. The Essential Victor Hugo. Trans. E.H. and A.M. 

Blackmore. Oxford : Oxford UP, 2004. Print. 

Hunt, Albert & Geoffrey Reeves. “Climbing the mountain: King Lear.” 

Peter Brook.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Iball, Helen. “Room service: En Suite on the Blasted Frontline.” 

Contemporary Theatre Review. 15.3 (2005): 320-329. 

Innes, Christopher. Modern British drama: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___. Avant-Garde Theatre 1892-1992, London: Routledge, 1993. 



- 188 -

Ionesco, Eugene. Notes and Counter-Notes. Trans. Donald Watson. 

London: Calder, 1964, p. 29. cited in Ralf Remshardt. Staging the 

Savage God: The Grotesque in Performanc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4. 

Isha, Pinky. “Violence and the Ontological question-fatal dynamics and 

aggression in Sarah Kan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vention. vol 2, no. 1, (2013): 14-19. 

Kane, Nina. “Ghosts, Breath and Crude Stitching: Exploring Connections 

Between the Theatres of Edward Bond and Sarah Kane.” 

Bond@50 symposium, University of Warwick, 2 Nov. 2012.  

Kane, Sarah. Complete Plays. London: Bloomsbury, 2006. 

___. “Why can’t theatre be as gripping as footie?,” Guardian Archive, 12 

January, 2015. Accessed 8 October, 2017.

Kayser, Wolfgang Johannes.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 Trans. 

Ulrich Weisstei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c1963. 

Kennedy, Dennis. “Performing Inferiority: Shakespeare’s Lesser Plays in the 

Twentieth Century.” Shakespeare and the Twentieth Century. ed. 

Jonathan Bate, Jill L. Levenson, and Dieter Mehl,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98.

Kellaway, Kate. “Throwing Out the Blasted Hatred Bag.” Observer. (22 

Jan. 1995). Web. 28 Jan. 2016.  

Kitlzer, Agnes Maria. The Influence of Absurdist Theatre on  

Contemporary In-yer-face Plays: A Comparative Analysis of 

Plays, from Samuel Beckett to Sarah Kane. Saarbruecken: VDM 

Verlag Dr. Mueller, 2011. 

King, Kimball.  Western Drama Through the Ages: Four great ears of 

western drama.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2007. 

Kim, Rina. “The Abject Body in Sarah Kane’s Mise-en-scene of desire.”  

Naked Exhibitionism: Gendered Performance and Public Exposure. 

ed. Claire Nally and Angela Smith. London: I.B Tauris, 2013. 

Kim, Solga. “Blasted’s Hysteria: Rape, Realism,  and the Threshold’s of  

the Visible.” Modern Drama. 50. 3. (2007): 346-374. 



- 189 -

Knight, G. Wilson. The wheel of fire: interpretations of Shakespearian 

tragedy.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Kott, Jan.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Trans. Boleslaw Taborski. 

London: Routledge, 1991.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Kubowitz, Hanna. Love Me or Kill Me: The Predominance of Love over 

Violence in “Cleansed and Crave” by Sarah Kane. M nchen : ü
GRIN VerlagGmbH, 2003. 

Kuryluk, Ewa. Salome and Judas in the Cave of Sex. The Grotesque: 

Origins, Iconography, Techniques. Evanston, IL: Northwestern 

UP, 1987. 

Langridge Natasha, and Heidi Stephenson. Rage and Reason: women 

playwrights on playwriting. London: Methuen, c1997. 

Lehmann, Hans-Thies & Patrick Primavesi. “Dramaturgy on Shifting 

Grounds.” Performance Research. Vol.14 No. 3 (2009): 3-6. 

Lepage, Louise. “Rethinking Sarah Kane’s Characters: A Human(ist) 

Formand Politics”. Modern Drama 57.2(2014): 252-272.

Londre, Felicia Hardison. The History of World Theater: From the English 

Restoration to the Present. New York: the Contunuum Publishing 

Company, 1991.

Longman, Stanley V. “The Theatre of the Grotesqu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eatre Association. Minneapolis: 1974. 

Makela, Maria. “Grotesque Bodies: Weimar-Era Medicine and the 

Photomontages of Hannah H ch.” ö Modern Art and the 

Grotesque.Ed. Frances S. Conelly.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Marschall, Hallie Rebecca. “Saxon Violence and Social Decay in Sarah 

Kane’s Phaedra’s Love and Tony Harrisons’s Prometheus”. 

HELIOS-TEXAS 38.2 (2011): 165-180. 

Marowitz, Charles. Recycling Shakespeare. New York: Applause,  1991. 

___. “Lear Log,” The Tulane Drama Review, Vol. 8, No. 2 (Winter, 



- 190 -

1963): 103-121. 

___. “Notes on the Theatre of Cruelty,” The Tulane Drama Review, 

vol.11 no. 2 (Winter 1966): 152-172. 

___. “Reconstructing Shakespeare or Harlotry in Bardolatry.” Shakespeare 

Survey 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Massie, Courtney Alimine , “Toward a theatre of empathy: violence in 

the plays of Timberlake Wertenbaker,  Sarah Kane, and Marina 

Carr”(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7)

Merleau-Ponty, Mauric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Donald A. 

Landes. London: Routledge, 2014.

Miglitetti, Francesca Alfano.  Extreme Bodies: the use and abuse of the 

body in art. Milan: Skira, 2003. 

Miles, Margaret. “Carnal Abominations: The Female Body as Grotesque.”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 Theological Reflections.  Ed. 

James Luther and Wilson Yates.  Michigan: William B. Eerdsman 

Publishing Company, 1997. 

Monaghan, Paul. “Bloody Roman Narratives: Gladiators, Fatal Charades 

& Senecan Theatre.” Art and Pain. 4 (2003): n.p. 

More, Thomas. The History of King Richard .Ⅲ  Ed. Gerard B. Wegemer 

and Travis Curtright. Center for Thomas More Studies, 2003. 

Print.  

Murphy, Richard.  Theorizing the avant-garde: modernism, expressionism, 

and the problem of postmodern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Murray, Simon Davis. Physical Theatres: A critical introduction. Taylor& 

Francis Routledge, 2007. 

Middeke, Martin, et al. The Methuen drama guide to contemporary 

British playwrights. ed. Martin Middeke, et al. London: Methuen 

Drama, 2011.

Opel, Anna. Sprachk rper: Zur Relation von Sprache und K rper in der ö ö
       zeitgen ssichen Dramatik-Werner Fritsch, Rainald Goetz, Sarah  ö
       Kane, Bielefeld: Aisthesis Verlag, 2002.



- 191 -

Pankrantz, Annette. “Neither here nor there: theatrical space in Kane’s work.” 

De Vos and Saunders 149-160.

Pavis, Patrice. Theater at the Crossroads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2. 

___. Languages of the Stage. New York: Performing Arts Journal Publication, 

1982. 

Peter, John. “Review of Cleansed.” Sunday Times. 10 May 1998. Web. 25 

Jan 2016. 

Ravenhill, Mark.  Shopping and Fucking. London: Methuen Drama, c1997. 

___. “Obituary: Sarah Kane.” The Independent. 23 Feb. 1999. Web. 28. 

Dec. 2015.

Rebellato, Dan. “Sarah Kane: Interview with with Dan Rebellato.” 

Modern British Playwriting: The 1990s. Ed. Aleks Sierz. London: 

Bloomsbury, 2012. 198-208. 

___. “Because it feels fucking amazing: recent british drama and bodily 

mutilation.” Cool Britannia? British Political Drama in the 1990s. 

Ed. Rebecca D’Monte and Graham Saund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___.  Interview with Sarah Kane.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November 3, 1998. 

___. “Sarah Kane before Blasted: the monologues.” De Vos and Saunders 

28-44.

Rees, Catherine. “Sarah Kane.” Modern British Playwriting the 1990s. 

London: Methuen Drama, 2012. 

Remshardt, Ralf. Staging the Savage God: The Grotesque in Performanc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2004. 

Rosen, Carol C. “The Language of Cruelty in Ford’s ‘Tis Pity She’s a 

Whore.” Comparative Drama. vol. 8 no. 4 (1974): 356-368.

Rosset, Clement. Joyful Cruelty .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Saunders, Graham. About Kane: The Playwright and the Work. London: 

Faber and Faber, 2009. 

___. “From resistance to witness: Changing spectatorship in the theatre of 



- 192 -

Sarah Kane.” ed. T. Hunkeler, Fournier C. Kiss, and A.  Luthi. 

Place au public: les spectateurs du theatre contemporain. Metis 

Presses, Geneva. 

___. “Howard Barker’s ‘monstrous assaults’: eroticism, death and the antique 

text.” Eroticism and Death in Theatre and Performance. ed. Karoline 

Gritzner, University Of Hertfordshire Press, 2010. 

___. Love me or Kill me: Sarah Kane and the Theatre of Extremes. 

Mancheste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Distributed 

exclusively in the USA by Palgrave, 2002. 

___. “The Apocalyptic Theatre of Sarah Kane”.  ANGLISTIK UND 

ENGLISCHUNTERRICHT vol. 64 (2002): 123-136. 

___. “‘Just a Word on a Page a There Is the Drama.’ Sarah Kane’s  Theatrical 

Legacy.” Contemporary Theatre Review 13.1 (2003): 97-110. 

___. “‘Out Vile Jelly’ Sarah Kane’s Blasted and Shakespeare’s King Lear.” 

New Theatre Quarterly 20.1 (2004): 69-78. 

Sch ssler, Franziska. “Wiederholung, Kollektivierung und Epik.”ö  Klassik 

und Moderne: Die Trag die der Moderne: Gattungsgeschichteö
-Kulturtheorie Epochendiagnose.–  eds. Thorsten Valk und Daniel 

Fulda. Berlin: Walter de Gruyter, 2010. 

Seidler, Ulrich. “Christian Paulhofer inszenierte Sarah Kanes Phaidras Liebe 

an der Schaub hne: N scht los hier.” ü ü Berliner Zeitung.  Mar 10, 

2003. Accessed Nov 8, 2017.

___. “Ein Sarah-Kane-St ck war noch briü ü g: “Ges ubert” an der ä
Schaub hne: ü Korrekter geht es nicht.” Berliner Zeitung. 1 Jun, 

2004. Accessed, 23 Aug,  2017.

Seidler, Ulrich & Dirk Pilz. “Depression, Verzweiflung, Selbstmord: 

Thomas Ostermeier ber Sarah Kane und die Schaub hne: Wo ü ü
soll das hinf hren?.” ü Berliner Zeitung. 20 Feb, 2009. Accessed 1 

Nov, 2017. 

Seneca, Lucius Annaeusca. Letters from a Stoic: Epistulae morales ad 

Lucilium. Trans. Robin Campbell.  Harmondsworth: Penguin, 

1969. 



- 193 -

___. “Phaedra and Other Plays,” Trans. R. Scott Smith, London: Penguin 

Classics, 2011. 

Shabot, Sarah Cohen. “The Grotesque and Merleau-Ponty on “flesh out”  

the subject.” Philosophy Today. Fall 2006: 284-295.

Shakespeare, William. Macbeth. London: Macmillan and Co., 1957. 

___. King Lear. London: Macmillan,  1956. 

___. Richard II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___. Twelfth Ni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Schaub, Mirjam. Grausamkeit und Metaphysik: Figuren der  

berschreitungen der abendl ndischen Kultur. Ü ä Bielefeld: 

Transcript, c2009. 

Shellard, Dominic.  British theatre since the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1999. 

Shildrick, Margrit.  Embodying the monster: encounters with the vulnerable 

self. London;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2002. 

Sierz, Aleks. In-yer-face theatre : British drama today. London: Faber 

and Faber, 2001. 

___. Modern British Playwriting; The 1990s: Voices, Documents, New 

Interpretations. London: Bloomsbury, 2012. 

___. Rewriting the Nation : British theatre Tooday. London: Methuen 

Drama, 2011. 

___. “Still In-Yer-Face? Towards a Critic and a Summation.” NTQ 18.69 

(2002): 17-24. 

___. “‘The element that most outrages’: morality, censorship and Sarah 

Kane’s Blasted.” European Studies: A Journal of European 

Culture,  History and Politics. 17.1 (2001): 25-239. 

___. “To Recommend a Cure: Beyond Social Realism and In-Yer-Face 

Theatre.” Extending the Code: New Forms of Dramatic and 

Theatrical Expression, ed. Hans-Ulrich M chler and Kersitn ä
Mohr,  Wissenschaftlicher Verlag Trier, 2004. 

___. “‘We All Need Stories’: The Politics of In-Yer-Face Theater.” Cool 

Britannia? British Political Drama in the 1990s. ed. Rebecca 



- 194 -

D’Monte and Graham Saunders. Basingstoke: Pargrave, 2008. 

Singer, Annabelle. “Don’t want to be this: The Elusive Sarah Kane.” 

Drama Review 48, no.2 (2004): 139-167. 

Smith, Paul, et al. A companion to art theory. ed. Paul Smith and 

Carolyn Wilde.  Oxford: Blackwell, 2002. 

Soncini, Sara. “A horror so deep only ritual can contain it: The art of 

dying in the theatre of Sarah Kane.” Other Modernities. 4 

(2010): 116-131. 

Spencer, Charles. “Awful Shock.” Daily Telegraph. (5 Mar. 1995). Web. 

28 Jan. 2016. 

Spinoza, de Benedictus.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trans. Edwin 

Curle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c1985.

States, Bert O. Great Reckonings in Little Rooms: On the Phenomenology 

of Thea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Steig, Michael.  “Defining the Grotesque: An Attempt at Synthesi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29.2 (1970):253-260. 

Stephenson, Heidi and Natasha Langridge. Rage and Reason.  Women  

Playwrights on Playwriting. London: Methuen,  1997. 

Sterling, Grant. “Ortonesque/ Carnivalesque: The Grotesque Realism of 

Joe Orton.” Journal of Dramatic Theory and Criticism. Vol.  XI, 

No. 2 (Spring 1997): 41-63.

Stryker, Susan.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3 (1994): 237-254. 

Tabert, Nils. “Gepsr ch mit Sarah Kane.” ä Playspotting: Die Londoner 

Theaterszene der 90er.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2001. 

Taylor, Paul. “Courting Disaster.” Independent. (20 Jan. 1995). Web. 28 

Jan. 2016. 

___. “Zerbombt, Barbican, London<!--none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 five star>.” The Independent. 10 Nov 2006, Accessed. 1 

Nov 2017.



- 195 -

Thomson, Philip. The Grotesque. London: Methuen, 1972. 

Tinker, Jack. “This Disgusting Feast of Filth.” Daily Mail. (19 Jan. 1995). 

Accessed.  28. Jan. 2016. 

Tomlin, Liz. “English theatre in the 1990s and beyond.” Cambridge 

History of British Theatre: Since 1895. vol. 3, Ed. Baz Kersh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T nnis, Merle. “‘The Sensationalist Theater of Cruelty’ in 1990s Britain.” ö
Contemporary Drama in English. Wissenschaflticher Verlag Trier, 

2014.

Twomey, Jay. “Blasted Hope: Theology and Violence in Sarah Kane.” 

The Journal of Religion and Theatre. 6.2 (2007): 110-23. 

Urban, Ken.  “An Ethics of Catastrophe: The Theatre of Sarah Kane.” 

PAJ: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23.4 (2001): 36-46. 

___. “Cruel Britannia.” Cool Britannia? : British Political Drama in the 

1990s. ed. Rebecca D'Monte and Graham Saund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___. “The Body’s Cruel Joke: The Comic Theatre of Sarah Kane.” A 

Concise Companion to Contemporary British and Irish Drama 

Oxford: Blackwell, 2008.

___. “Toward a Theory of Cruel Britannia: Coolness, Cruelty, and the 

Nineties.” NTQ 20.4 (2004):354-372.

Waddington, Julie. “Posthumanist identities in Sarah Kane.” De Vos and 

Saunders 139-148.

Wallace, Clare. “Sarah Kane, experiential theatre.” De Vos and Saunders 

88-102.

Ward,  Ian. “Rape and Rape Mythology in the Plays of Sarah Kane.”  

Comparative Drama 47.2 (2013): 225-250. 

Weintraub, Linda, et al. Art on the edge and over: searching for art's 

meaning in contemporary society, 1970s-1990s. Litchfield, CT: 

Art Insights, Inc., c1996.

Wixson, Christopher. “‘In Better Places’: Space, Identity, and Alienation in 

Sarah Kane’s Blasted.” Comparative Drama. 39.1 (2005): 75-92. 



- 196 -

Woodworth, Christine. “‘Summon up the Blood’: The Stylized (or Sticky) 

Stuff of Violence in Three Plays by Sarah Kane”. Theatre 

Symposium vol. 18(2010): 11-22. 

Yates, Wilson.  “An Introduction to the Grotesque: Theoret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s.”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 

Theological Reflections. Ed. James Luther and Wilson Yates. 

Michigan: William B. Eerdsman Publishing Company,  1997. 

Zarhy-Levo, Yael. “The ‘Kane’ Mark: A Dual Construct.” Journal of 

Dramatic Theory and Criticism. .1 (2010): 109-127. ⅩⅩⅤ



- 197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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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s of Sarah K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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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delves into Sarah Kane’s ‘unrepresentable’ 
violence and cruelty, the very essence of her oeuvre, and thus 

argues the possibility of representing the unrepresentable. Although 

Kane has been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playwright of the 

so-called In-Yer-Face Theater that represents the authorial 

sensibility in the 1990s, this approach can be criticized in its 

limited ability that restricts not only the world of her plays but 

also the theoretical way of representing violence onstage.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first reinvestigates Kane’s 
authorial position in contemporary British theatre and then rethinks 

her theatrical mode of representing violence. Basically, the classical 

sensibility revealed in Kane’s works parallels herself with Jacobean 

Drama from the Renaissance period. Furthermore, her distin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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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ic aesthetics from the theater of provocation is reaffirmed in 

that her theatrical way is in line with the theater of cruelty 

manifested by Antonin Artaud rather than with that of provocation 

in the 1990s.

   In fact, a vantage point is shared between Kane’s violence and 

Artaud’s cruelty. In the latter, an unhealable conscious pain is 

attributed to the rejection of the disjunction between body and 

mind. The former shows the trajectory of rejection of these 

separation as the cases of Hippolytus, Grace and Graham. Different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diverging point: for Kane, its 

representation is violence while Artaud manifests it as cruelty. Their 

different perspectives on embodied subject reveal some unique 

points in the dramatic embodiment in that Artaud seeks the fullness 

of presence as much as Kane pursues experiential theater. Artaud’s 
theatrical idea, as shown in Derrida’s critique, however, 

paradoxically reveals the inability to unfetter the limitation of 

representation. In a similar vein, Kane’s plays show their practical 

restraints in expressing extreme images, such as having characters’ 
eyes gouged out and their limbs completely severed, despite her 

pursuit of intense and experiential performances. 

   However, Kane proceeds to convert her way of representing 

violence form realistic to symbolic. Such a change in writing 

suggests a new possibility that is able to represent unrepresentable 

violence. Symbolic representation here refers to being represent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reflected in 

the actor’s body, and absence signifies the theatrical devices that 

are metaphorical, figurative and symbolic. The presence and the absence 

in this manner, furthermore, provide a binocular vision in their 

reciprocal relationship; that is, the vibration between the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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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henomenon, appearing at the moment of the involvement 

of extreme violence, not only generates grotesque but also reveals a 

unique point, suggested by Kane, which links violence to grotesque.

   Due to several methodological issues on how to represent 

violence written by Kane, her plays have been recognized in Korea 

as difficult to frequently perform on stage, and the performance 

examples are uneasy to find. Three performances conducted in 

Schaub hne, Berlin, however, congruently show the attempts at ü
symbolic representation that offsets the limitation of unrepresentable 

violence. Blasted directed by Thomas Ostermeier secures a time for 

contemplation to encourage the audience to think of possible 

questions raised by violence as building the aesthetic distance 

between the stage and the audience, which is enacted using slow 

tempo and frequent change between light and dark modes. Another 

case is Phaedra’s Love, directed by Christina Paulhofer, which 

emphasizes playfulness attributed from materiality of the body while 

reducing the actual violence. Lastly, Cleansed which deals with 

body in the cruelest way, is directed by Benedict Andrews, who 

uses a stylized and symbolized device through which he captures 

emotional waves and poetic lyricism inherent in violence.

   These cases reject to be refrained within the boundary of 

realistic representation. They do not focus on violence itself or its 

visual representation but attempt to infect the emotional waves 

from violence and its representation reflected in various theatrical 

expressions. Given this, Kane’s text leads to discover the humanistic 

values beyond the point of cruelty revealed by violent. As ugliness 

highlights beauty, her violence with grotesque properties manifests 

Kane’s own unique theatrical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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