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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배우/인물과 관객이 공동 현존하는 연극 고유의 특성
에 주목하여 21세기 현대 연극의 소통 전략과 그 효과를 논증한다.
연극에 있어 관객은 언제나 필수불가결한 존재였으나 관객의 의미
와 역할이 부각된 것은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후라 할 수 있다. 레만
과 피셔-리히테가 실험적 연극, 특히 1960년대 이후 연극과 퍼포먼
스를 분석하면서 연극의 수행적 미학을 이론화하는 가운데 관객은
공연의 공동 생산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들 논의가 현대 연극
이론과 실천에 기여한 바는 분명하다.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기존
연극 이론으로는 해명하기 힘든 배우의 몸,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기호 등을 비평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언어와 시각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은 얼마간 연극
(학)계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수행적 미학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
며, 끝없는 해체를 향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오히려 공연과 관객
의 소통을 불가능한 것으로 환원한 측면이 있다. 또한 레만의 논의
가 모호할 뿐 아니라 레만 이후 실로 다양한 작품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포함되거나 스스로 포함되고자 하는 현상이 포착된다. 이 때
문에 포스트드라마 연극 개념은 거대하지만 모호한 우산 개념이 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레만과 피셔-리히테가 취한 재현과 현존, 의미
와 감각, 허구와 실재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비판적
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별되는 2000년대 현
대 연극의 소통 전략을 규명한다. 21세기 동시대 연극은 그 특성이
실로 다양하지만 특별히 본고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도입하면서도 드라마를 적극 활용하는 작품
들에 주목한다. 레만에 따르면 이러한 작품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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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없다. 본고가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실험적 요
소들을 활용함으로써 관객에게 새로운 연극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드라마를 통해 관객의 주의와 흥미를 유지한다. 이들 작품은 기존
연극 이론이나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을 단일하게 적용하여 분석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연극 이론 뿐 아니라 인지 이론
을 도입하여 각 작품의 소통 전략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한다.
본고는 관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작품과 관객의 소통을 가
능케 하는 전략들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을 첫
장면에서 발견한다. 첫 장면에서 연극에 적합한 관객의 지각 방식을
활성화하고 인지 틀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객과 소통 규약
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객을 공연으로 포섭할 수 있다.
무대와 객석의 관계를 달리하며 관객의 현존을 부각시키거나 관객
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관객의 선지식이나 이전 경험
을 활성화시키면서 관객의 지평 융합을 이루어내는 것도 첫 장면의
주요 목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첫 장면에 서술자를 등장시켜 관객
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공연에 대한 관객의 시점과 태도를 조정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첫 장면은 이후 작품의 다양한 소통 전략
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3장에서는 인지 이론을 토대로 레만과 피셔-리히테가 수행적 전략
으로 규정한 연극의 몸과 참여 전략을 분석한다. 하지만 이들과 달
리 연구자는 의미가 감각 뒤로 사라지지 않으며 관객은 재현과 현
존, 허구와 실재를 혼성하여 수용한다고 판단한다. 전경화된 신체,
또는 몸의 물질성은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신체화된 의
미를 생성한다. 인지 이론 뿐 아니라 거울 뉴런 이론은 이를 과학적
으로 증명한다.
또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언어가 고정된 의미, 추상적인 의미만
을 전달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연극 언어를 연극의 다른 제 요소로
격하시키지만 운동성을 지닌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신체화된 이해를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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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언어로부터 언어와 연극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3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텍스트 차원에
서 의도된 참여 전략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공동 주체로서 관객
참여를 가능케 함을 논증한다.
4장에서는 레만이 결별하려고 했던 텍스트, 다시 말해 드라마 전
략을 분석한다. 연구자는 인지 서사학을 근거로 드라마가 관객에게
고정된 의미만을 전달한다는 레만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중보기를 이끌어 내는 메타드라마 전략, 관객의 재구성과 통합을 유
도하는 변형된 삽화 구성과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한다. 이러한 내
러티브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은 관객의 능동적 인지 작업을 조
직하고, 작품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사
유하도록 한다. 특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는 마지막
장면은 관객의 결말을 요구하며 작품이 제기한 문제, 관객이 속한
사회 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낸다. 관객이 결말을 완성하는 가운
데 허구의 내러티브는 관객의 이야기로 전이된다. 이것을 작품의 마
지막 소통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전통적인 연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 양자의 특성과 관계를 인식
하면서 본고는 2000년대 이후 또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는 연극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특히 본고
가 도입한 방법론과 본고의 논의는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
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21세기 연극을 분석하는 데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인지 이론을 도입하여 관객의 반응과
참여 양상을 논의하는 것은 연극 이론과 실천 모두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21세기 현대 연극, 관객, 개념적 혼성 이론, 소통 전략, 인
지 이론, 포스트드라마 연극
학

번 : 2013-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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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문제 제기 및 선행 연구 검토
본 논문은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별되는 2000년대 이후 현대 연
극(contemporary theatre)의 소통 전략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1세기 동시대 연극은 그 양상이 실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본고는
전통적인 연극과는 다른 방식으로 허구의 인물과 사건을 재현하는
작품들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21세기 동시대 연극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남긴 자취 역시 포함한다. 하지만 드라마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레만Hans-T hies Lehmann 식의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별되
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정의할 필요가 있
겠다. 레만이  포스트드라마 연극 Postdrama Theatre(1999/200
6)1)을 출간한 이후,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1960년대 아방가르드 연
극부터 동시대의 다양한 연극 실천을 포함하는 거대한 우산 개념이
되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레만은 수많은 작품을 조망하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기호들을
나열하는데, 이와 같은 그의 논의 방식 덕분에

포스트드라마 연극

은 그 외연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된 것이다(“a new
paradigm of postdramatic theatre”; 24 강조-원문).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레만이 주목한 가
치들, 또는 배후에 남겨두려고 했던 요소들에 의거하여 포스트드라
마 연극을 정의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제 1 원칙은 탈드라마, 탈희곡
적 연극이다. 레만은 드라마를 ‘ 모방’과 재현, ‘텍스트의 절대 권능
1) 본고의  포스트드라마 연극 인용은 2006년 출간된 영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영역본이 발췌번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국역본(포스트드라마 연극 김기란
역, 2013)을 참조하여 레만의 원문(2011년 5판)을 인용하고 이 경우에만 독어판
제목을 별도 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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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속된 것’, ‘ 환영’, ‘ 전체성’ 등으로 정의하고 포스트드라마 연극
을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닌 연극’ 으로, 이전의 연극 전통을 드라마
연극으로 규정한다(21-22). 이렇게 레만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질서를
따르는 텍스트 연극과 결별을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브레히트
의 서사극과 부조리극 역시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55). 즉, 레만에 따르면 내러티브의 총체성이 파괴되어 있
고 실험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해도 이러한 요소들이 ‘ 고정된’ 또는
‘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의) 의미 전달에 복무한다면 이를 포스트드
라마 연극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레만은 다음과 같이 재현, 경험 전달, 결과, 의미, 정보 등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대립항에 두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핵심을
제시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재현보다 현존, 경험 전달보다 공유, 결과보
다 과정, 의미화보다 현시, 정보보다 에너지 충동이다.
it[postdramatic theatre]

becomes more presence than

representati on, m ore shared than communicated experience,
more process than product, more manifestation than
signification, more energe tic impulse than in formati on.
(85 강조 – 인용자)

레만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주요 대립항으로 삼은 것은 바로 재현
이다. 텍스트에 따라 배우가 연기함으로써 허구적 행위, 인물 사이
의 갈등, 사건 등을 재현하는 것은 드라마 연극의 오랜 의지이다
(Pavis, “고찰들” 288). ‘ 드라마가 아닌 연극’을 설파한 레만은 재현
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었고, 재현을 현존의 대립항으로 설정한 것이
다.2) 이와 같은 그의 논의를 종합할 때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텍스
2) 재현과 현존은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별을 시도하고, 관객이 재현과 현존을 혼
성하여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본고의 논의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용어이다. 이
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재현과 현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미리 밝혀
둔다.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현은 의미를 전달하는 배우의 기호적인 몸, 허

2

트에 종속되지 않은 공연,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공연, 현존
의 에너지를 현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공연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역으로 배우가 허구의 인물로 분해 대화 등으로 허구의 극행동을
재현하는 작품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라 할 수 없다.3)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레만의 논의 방식 덕분에 포스트드라
마 연극은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개념이 되었다. 또한 레만
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서양 연극의 전통, 즉 ‘드라마’ 연극과의 단
절을 선언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 새로운 연극’ 으로 규정한 후,
이 ‘새로운 연극’ 은 20세기 후반 연극 실천과 이론이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이후에도 실로 다양한 연극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우산
개념 안에 흡수되고, 스스로 포함되려고 한다. 독일의 연극 이론가
슈테게만Bernd Stegemann 이 지적한 것처럼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표방하는 것이 동시대 연극의 생존 전략처럼 보일 정도이다(15-16).
하지만 다양한 연극 실천들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포함되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의미가 점점 더 모호해지며 그 실체가 무엇인
지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레만의 포스트드라마 연극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이라 해도, 전통적인 연극에서 벗어난 모든
연극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포함시키는 연구 경향과 실천은 각기
구, 드라마와 관련된 것이다. 현존은 배우의 몸 자체, 이러한 몸이 전달하는 실제
의 에너지를 가리킨다.
현존을 그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서술하는 피셔-리히테의 설명에
주목할 만하다. ① 약한 현존: 배우의 현상적인 몸(phenom enal body), ② 강한
현존: 배우가 공연 공간을 지배하고 관객의 주의를 끄는 힘, ③ 급진적인 현존:
배우의 몸과 에너지가 전경화되면서 배우와 관객 사이에 일어나는 에너지 교환
과 그 힘. 이러한 현존의 에너지는 실재이며, 관객의 공동 현존(co-presence) 과도
관련된다(Introduction 34).
3) 혹자는 본고가 좁은 의미로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정의한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레만은 “~ 가 아닌” 이 아니라 “~보다” 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만은 수백 년의 연극 전
통과 결별을 선언하면서도 위와 같은 인용문에서는 완전한 단절이 아닌 것처럼
서술한다. 그러나 레만은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논할
때에는 재현이 아닌 현존, 드라마가 아닌 탈 드라마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레만
의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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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품의 특성을 제대로 포착하여 규명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레만이 배후에 남겨두거나 버려두려고 했던 허구, 또는 텍스트의 재
현을 주된 소통 전략으로 사용되는 작품을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
으로 재단할 경우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모두 밝힐 수 없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2000년대 이후 연극 실천
을 탐구할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포
스트드라마 연극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
별되는 21세기 연극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공연과 관객(audience)4)의 소통에 주목하여 동시대
연극을 분석함으로써 작품 미학에 초점을 맞추어 온 연극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관객의 미적 경험, 또는 작품의 영향 미학
(aesthetics of effect)5)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4)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에 “ 관객”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구자에 따라 개별 관객(spectator) 과 집단으
로서 관중(audience)을 구분하거나(Balme 36) 라틴어 어원을 근거로 하여 보는
자-관중(s pectator) 과 듣는 자-청중(audience)을 구분하기도 한다(Kennedy 5;
Freshwater, Theatre& 5). 연극에 인지 과학 이론을 도입한 맥카나키Bruce
McConachie는 관객이 극장에서 하는 모든 일을 아우르는 적절한 용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중(spectator)과 청중(audience) 의 구별을 거부한다(Engaging 3 ).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고는 “관객” 이라는 용어에 다음의 3가지 의미를
담는다. 먼저 본고는 맥카나키의 지적에 동의하며 시각 중심의 수용자와 청각 중
심의 수용자의 구분 없이 연극의 수용자 모두를 관객(audienc e)으로 지칭한다.
둘째, 본고는 개별 관객과 집단으로서의 관객, 즉 관중을 구분하지 않는다. 관객
과 관중을 동일하게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Pavis, Analyzing 228 참
고), 개별 관객의 인간적인 자원, 예를 들면 기억, 예상, 두려움, 욕구 등은 공통
적이며 이런 관객들이 모인 공연에서 관객들은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Simon 16). 이는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본
고는 작품이 의도하는 관객과 실제 관객 모두를 지시한다. 관객과 관중의 차이가
지적되는 것처럼 의도된 관객과 실제 관객을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
이다. 그리고 실제 관객은 “ 이상적인 관객”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관객
이 공연의 모든 요소를 지각하거나 완전한 의미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
제 관객이 제시된 관극의 틀, 규약에 따라 공연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연구자는 “ 관객”이라는 용어를 작품의 소통 전략을 파악
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가설적 전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보드웰,  Ⅰ 86 참
고).
5) 영향 미학이란 “수용과 관련한 영향 잠재력” 으로 관객에게 특별한 미적 경험을
가능케 하거나 관객의 변형(transformation) 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작품에 포함
된 미학적 전략을 지칭한다( 김형기, ｢개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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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를테면 레만은 일관된 의미로 종합할 수 없는 기호를 방출
하는 새로운 연극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면서 관객
경험을 함께 언급하였다(82-83). 독일의 연극 이론가 피셔-리히테
Erika Fischer-Lichte도 수행성의 미학(2004/2017)에서 퍼포먼스와
관객의 영향 관계를 탐구하며 수행적인 것의 미학을 논한 바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관객의 공동 현존(co-presence)6)과 이러한 조건
에서 발생하는 사건성, 관객의 창조적 능동성을 자극하는 공연의 수
행성을 강조하면서 퍼포먼스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차별화된 전략
과 효과를 서술한다.7)
하지만 이들 논의를 면밀히 살피다보면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차
별화된 전략에 의문을 갖게 되고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작품과 관
객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들 논의에 따르면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관객에게 “충돌하고 서로 비껴가는” 기호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관객은 “일회적이고 찰나적인 경험” 을 하게 된
6) 공동현존이란 배우와 관객이 지금-여기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만과 피
셔-리히테가 주목하는 관객의 공동 현존은 주로 몸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레만은
서로에게 도전하는 공동 현존을 연극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하고, “살아있는 배
우의 공동 현존”을 명백하게 느끼게 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주요 전략에 주
목한다(141, “co-presence of living actor”; 148, 강조- 원문). 피셔-리히테는 배우
의 행위가 관객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관객은 이에 반응하며 다시 배우에게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객의 공동 현존을 중요하게 다룬다(Introduction 19-20).
하지만 주지하듯이 모든 연극은 관객과 배우/인물이 공동 현존하는 가운데 수행
된다. 레만과 피셔-리히테가 지적한 것처럼 무대 위의 배우/인물이 관객의 몸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객으로 하여금 전율 그 자체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배우/인
물과 관객의 상호 작용은 몸의 차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텍스트를 토대로
공동 현존하는 관객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수한 행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론에서 이어갈 것이다.
7) 레만의 이론이 소개된 후 국내에서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특성을 기술하고 변
화된 관객의 위상과 역할을 논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국내 논
저는 다음과 같다. 이경미, ｢현대연극에 나타난 포스트 아방가르드적 전환 및 관
객의 미적 경험｣ (2009), 이진아, ｢포스트드라마연극에서 관객의 위치｣ (2010), 김
형기,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지각 방식과 관객의 역할: 수행적인 것의 미학의 성
과와 한계 (2014), 전새미,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의 역할 고찰｣ (2017).
이러한 논의들도 관객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개입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러
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과 실천이 관객을 공연의 공동생
산자로 격상시켰고, 관객의 새로운 미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도전과 실천들을 부
각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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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객의 경험은 “ 절대로 생산자의 의도나 개념, 그리고 일정한
틀 속에 가둬진다”고 말할 수 없으며 관객의 경험에 대해 언어로
서술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Fischer-Lichte, Introduction 22-44).
피셔-리히테에 따르면 공연은 관객에게 여러 자극을 제시할 뿐, 관
객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이로부터 어떠한 해석에 이를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포스트드라마 연
극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의도가 없다(이진아, ｢
관객｣ 210; 김형기,  지각방식 342-43). 뿐만 아니라 피셔-리히테는
관객의 미적 경험은 오직 공연 중에만 가능하며, 공연이 끝난 뒤 후
차적으로 이를 이해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 미학적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수행성 344).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할 때,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강렬
하지만 순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뿐, 공연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레만은 연극
의 이해불가능성이 마비상태가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고 이로써 관객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서술하지만(21), 과연
그러한가? 관객의 공동 현존을 강조하고 공동 생산자로서 관객의
의미에 주목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역설적으로 관객과 작품의 소
통을 불가능한 것으로 환원한 것은 아닐까?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제공하는 의미에서 탈피한 감각은 관객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
기도 했지만, 공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환멸의 감
정을 자극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Pavis, ｢ 관객｣ 119). 끝
이 보이지 않는 해체를 향해 가면서 무의미로 치닫는 공연이 관객
의 순간적인 감각을 자극할 뿐 어떠한 의미도 만들어 낼 필요가 없
다면(이경미 228), 객석에 앉아 감각하는 것 외에 관객이 공동생산
자의 역할을 수행할 방법은 무엇인가? 관객의 의미작용에는 관심이
없는 공연이 관객과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포스트드라마 연
극이 공동 현존하는 관객의 몸을 호명한다고 해도 이러한 작품에서
관객이 공연의 주체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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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파비스가 지적한 것처럼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점점 더 고립된 소비자”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관객｣ 119)?
이와 같은 본고의 문제의식에 답을 찾기 위해 먼저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과 실천의 세 가지 한계를 지적해야겠다. 첫째, 20세기 후
반 다양한 연극 실천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으로 규정하는 레만의 논
의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김형기, 지각방식 343). 레만 자신
도 인정한 것처럼 그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선언한 후에도 ‘ 드라
마’ 연극은 지속되었다. 특히 언어를 적극 활용하고 허구의 인물이
극행동을 재현하는 영미권 작품들은 단순히 “모방하는 드라마”나
“무대 위의 말과 행동을 현재화”하는 데 몰두하는 전통적인 연극과
분명한

차별점을

지닌다(“mimetic

drama

play”,

“the making

present of speeches and deeds on stage”; Lehmann 21). 다시 말해
독일 연극 중심으로 개진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은 동시대 영미
권 공연 분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8) 예를 들면 영국
도발극(In-Yer-Face)의 대표 작가 케인의 작품이나 미국 극단 마부
마인Mabou Mines의 < 인형집 Doll House> 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으
로 범주화하는 비평이나 분석도 존재하지만,9) 다양한 실험적 요소
8) 독일의 연극 이론가 엥글하르트A ndreas Englhart는 케인Sara Kane과 같은 젊은
극작가들의 작품이 독일어권에서 유행하면서 다시 독일 연극이 드라마적 요소를
받아들이게 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172). 이러한 논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90 년대 영국 연극의 상호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 그 해석과 시각이 다양하다. 따라서 영미 작품들을 일방적으로 포
스트드라마 연극에 포함시키는 시각은 부적절한 것이다.
9) 바넷David Barnett은 크림프Martin Crimp의 <그녀의 삶에 대한 시도들
Attem pts on her life> 과 케인의 <4:48 싸이코시스 4:48 Psychosis>를 영미권
의 대표적인 포스트드라마 연극텍스트로 제시한다. 하지만 그가 포스트드라마 연
극을 이해하는 방식은 레만과는 다르다. 바넷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드라마와의
단절로 보지 않고 드라마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드라마로
규정한다. 김형기는 포스트드라마 연극 미학을 논하는 가운데 마부마인의 <인형
집>을 몸연극으로 규정하고, 작품의 수행적 미학을 분석하였다(지각방식
136-43 ). 하지만 본고는 <인형집>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포스트드라마 연극으로 규정할 경우 <인형집>의
재현 방식이나 드라마 전략을 소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레만의
논의에 맞추어 <인형집>이 전경화한 ‘몸’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3.1 .1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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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고 해도 이러한 작품을 ‘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닌 연극’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런 작품을 “텍스트에 종속된” 연
극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subordinated to the primacy of the
text”; Lehmann 21). 상술했듯이 이러한 공연은 레만과 다른 관점에
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레만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 드
라마’ 연극의 모형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도 발견되며 배치 방법에 따
라 이를 ‘ 드라마’ 연극의 맥락에서 독해할지, 포스드라마의 미학으로
독해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지만(24-25),10) 그렇다면 다
시 ‘드라마’ 연극과 결별을 선언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관객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본고
의 문제제기에 대해 극단적인 해체를 보이는 것은 포스트드라마 연
극의 일부일 뿐이며,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관객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론 역시
레만의 논의가 도식적이고 모호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둘째, 수백 년의 연극 전통과 단절을 선언하면서 레만은 포스트드
라마 연극이 제공하는 관객의 경험 역시 새로운 것으로 규정하지만,
이 역시 단순화된 논리라 하겠다. 작품이 완결된 의미를 제공하지
않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기표와 자극들을 결합하여 자유롭
게 이를 해석하고 의미 작용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만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없다. 이미 데 마리니스Marco De

10) 레만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예를 들어, 파편화된 서사, 이질성을 지닌 양
식, 초현실적인 것, 그로테스크, 신표현주의적 요소들은 모두 포스트드라마 연극
에 전형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은 드라마 연극의 모형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도 발
견된다. 결국, 양식이 드러나는 순간을 드라마적 미학에서 읽을지, 포스트드라마
적 미학에서 읽을지 결정하는 것은 요소들의 배치에 달려 있다. For instance,
narrative fragmentation, heterogeneity of style, hypernaturalist, grotesque and
neo -expressionist elements , which ar e all typical of postdramatic theatre, can
also be found in productions which nevertheless b elong to the model of
dramatic theatre. In the end, it is only the constellation of elements that
decides whether a stylistic moment is to be read in the context of a dramatic
or a postdramatic aesthetics(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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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is가 지적한 것처럼 열린 가능성을 제공하는 공연들, 예를 들
면 아방가르드 연극 역시 관객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석을 요구한다
(“Dramaturgy” 103-4). 또한 제한된 기표들과 완결된 내러티브를 제
공하는 공연들에서도 관객은 반드시 작가나 연출의 의도대로 그 의
미를 파악하고 ‘고정된’ 결론에 이른다고 말할 수 없다( 덤 251).
아울러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강조한 물질적 현존과 감각이 의미
를 전달하지 않거나 관객의 의미 작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결론
도 재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레만은 이해 가능한 이야기, 일관
된 의미 등을 찾으려는 관객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19), 이러한 주장 역시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관객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제공받
더라도 유난히 두드러지는 기표에 주목하고 다른 기표들과 이를 연
결하여 그 의미를 탐색한다(김형기,  지각방식 327). 다시 말해 작
품이 아무리 언어와 드라마를 배제하고 부분적이거나 조각난 자극
들을 제공한다고 해도 관객은 이런 자극들을 통일성을 지닌 조화로
운 전체로 엮어낼 수 있다. 관객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자극들
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성하려는 욕구를 지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극 이론가 맥카나키가 지적한 것처럼 포스트드라마 연극 역시 내
러티브 없이 수용되기 어렵다(Engaging 167).
마지막으로 레만과 피셔-리히테가 주장하는 수행적 미학에 대한
의문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공연이 관객에
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뿐 어떠한 의미도 중개하지 않는다면 연
극은 어떻게 공동생산자인 관객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
게 관객이 변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무대 위에 격렬한 신체를
전시하거나 언어와 ‘드라마’ 를 폐기하여 하나의 의미에 정박하지 못
하게 만드는 것이 곧 수행적인 것인가? 관객의 경험과 해석이 관객
에게 맡겨져 있다는 생각은 관객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오히려 예술가의 자율성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닌
지 묻고 싶다. 이미 김형기가 지적한 것처럼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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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엘리트 관객에게 도달할 뿐이며 각 작품이 강조하는 해체와
불안정한 경험은 동시대 관객에게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는 점도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지각방식 343-45). 아울
러 이와 같은 태도는 작품의 미학적인 특성을 기술할 수 있으나 총
제적인 분석이나 전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 이전과는 다른 자극을 제공하
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도나 목표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욱 그렇다. 따라서 수행성의 미학을 논함에 있어 각 작품이 설정한
관객의 위치와 관객의 의미 작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레만과 피셔-리히테를 위시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이 20
세기 이후 포착되는 새로운 연극 실천을 분석하고 규명할 수 있는
언어와 시각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관객을 의미의 최종 생산자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앞서 지적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한계를 인식
하고, 레만의 이론이 동시대 연극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 따라서 포스트드라마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본고의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고의 목적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끝났
다거나 포스트드라마 연극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
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남긴 자취는 이후 다양한 연극 실천에 영
향을 미쳤고, 이는 또 다른 연극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변화 양상을 규명하
려는 것이다.
아울러 본고는 작품이 관객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
니라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미적 경험을 위한 틀, 일종의 한계를 제
공한다고 판단한다. 각자의 자율성에 따라 관객이 공연의 다양한 기
표들을 지각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관객의 수용과 의미 작용이 작품
과 관계없이 무한하게 발산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제공하는 자유
와 제약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미적 경험의 핵심이며 각
작품의 소통 전략이 지니는 목표이다. 이러한 본고의 시각은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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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에 대해 논한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한 것이다.11) 하
지만 본고가 ‘ 관객은 누구인가’ 혹은 ‘ 공연 중 관객은 무엇을 하는
가’ 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11) 서양 연극사와 연극 이론 가운데 수용자인 관객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⓵ 공연 이론에서 포착되는 관객에 대한 관심: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6장에서
언급한 카타르시스와 여기에 도덕성을 부여한 레싱의  함부르크 연극론이 대표
적이다. 특히 시학은 연극이 관객에게 미치는 정서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를 다
룬 첫 번째 논의이다(Balme 72 참고). 또한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 역시 관객
의 비판적 사유를 목표로 기존 연극과는 다른 생산– 수용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⓶ 연극 기호학: 위베르스펠드Anne Ubersfeld(1998, 2012 )와 엘람Keir Elam(1998),
피셔-리히테(19 92) 등은 연극을 의사소통 모델로 상정하고 공연과 관객을 발신과
수신인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주로 기호의 방출( 생산)에 주목하면서 무대 위의
기호를 읽어내고, 의미 작용에 동참하는 수신자로서의 관객과 해석( 수용) 과정을
일부 다룬다. 이러한 논의는 파비스Patrice Pavis와 데 마리니스로 이어진다.
파비스는 이전 연극 기호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호학과 연극 이론의 상호 통
합을 시도한다(19 82). 데 마리니스는 관객의 드라마투르기라는 개념을 제시하면
서 관객을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존재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1987).
파비스와 데 마리니스는 작품과 관객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밝히고자 했고, 관
객의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소통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본고가 파비스
와 데 마리니스의 논의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⓷ 관객 이론: 대표적이고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관객이론은 베넷Susan Bennett
의 연극 관객: 생산과 수용 이론 Th eatre Audience: A Theory of Production
and Reception (1997)이다. 베넷은 적극적으로 관객을 연극의 주체로 명명하며
수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문제와 이론, 분석적 시각을 제공하여 이후 관객에
대한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베넷이 문학 이론을 기반으로 관객론을 개진
했기 때문에 독서와 연극 감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
되지만(Freshwater, Theatre& 14-15), 작품과 관객의 역동적인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 베넷의 논의는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또한 공연 시작 전부터 공연이 끝
난 후까지 관객의 수용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 베넷의 분석은 본고의 논의 전
개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⓸ 2000 년대 이후 관객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맥카나키(2008), 프레시워터Helen
Freshwater(2009),
케네디Dennis
Kennedy(2009 ),
카트윈켈Susan
Kattwink el(2009), 화이트Gareth White(2013)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연극의 다양한 변화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관객의 역
할과 새로운 의미를 논한다. 이 가운데 본고는 맥카나키의 논의와 케네디의 관객
개념, 화이트의 관객 참여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연극 이론에 인지 과학을
적용한 맥카나키의 저작은 공연과 관객의 상호 작용을 논하는데 있어 새롭고 유
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⓹ 이 외에 다음의 저작들은 개괄적인 연극 이론을 논하는 가운데 관객 또는 관객
의 수용 문제를 언급하는 데 이러한 논의들은 관객이 연극의 필수 존재라는 당
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폴 덤(1993 ), 시몬(2003), 칼슨Marvin
Carlso n(2003), 밤Christopher Balme(2008), 데이비스David Davies(2011), 리치
Robert Leach(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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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연극과 관객의 소통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현대
연극의 미학적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먼저 본고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동 현존하며 생산과 수용이 동
시에 일어나는 연극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연과 관객의 관계를 양방
향 소통 모델로 상정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연극 기호학에서
배태된 것이다(엘람 28-43; Fischer-Lichte, Semiotics 136-39). 하지
만 연극 기호학의 모델을 확장, 변형할 필요가 있다. 연극 기호학은
무대와 객석의 소통을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기술할 뿐 아니라 관
객에게 제시된 기호를 올바르게 풀어내는 ‘암호학자’ 의 역할만을 부
여한다.12)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현대 연극은 기존의 연극 기호학
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기호들을 포함한다. 감각적 환기를
위한 기호, 현시 자체에 의미를 둔 기호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레만이 지적한 것처럼 종래의 연극 이론으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어
렵다(19). 아울러 인지 과학은 관객이 기호를 수신하고 해독하여 의
미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기호는 몸을 통해서, 또는 거울 뉴런을 통해서 기호 그 자체
로 전달되고 즉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McConachie, Engaging
27).
본고의 소통 모델을 도식화하기 전에 먼저 위베르스펠드의 도식
을 언급해야겠다. 그녀는 작가의 텍스트(T)와 연출가의 텍스트(T′)가
결합할 때 공연(P)이 성립한다고 서술한 바 있으며(연극 기호학
27), 그녀의 도식은 연출가가 작가의 텍스트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
고, 필요에 따라 일부를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
다.
12) 파비스가 제시한 소통 모델은 Analyzing Performanc e, p.2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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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 = P
이에 더해 배우의 텍스트(T˝)를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텍스트들이
극장 내 현존하는 관객에게 도달하기 위해 기획된다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아울러 작가, 연출, 배우의 텍스트로 구성된 공연 텍스트
(P-T)는 예술가가 창작한, 또는 구성한 대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
이 아니라 관객의 개입(engagement)13) 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작
가의 텍스트와 연출의 텍스트 간의 차이만큼이나 공연 텍스트와 공
연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공연(P)은 작가의 텍
스트(T)와 연출가의 텍스트(T′), 배우의 텍스트(T˝)로 구성된 공연
텍스트(P-T)가 관객(A)과 만나 최종 완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작가와 연출, 배우는 무대 위 세계가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
대의 세계와 관객의 세계가 연결되기를 소망한다. 관객 역시 자신이
무대 위 세계를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인물의 행위나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이렇
게 예술가와 관객은 암묵적인 계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한다. 이
러한 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연극은 생산과 수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또는 다른 장르보다 효과적으로 관객과 소통할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13) 본고는 관객이 공연 안에서 수행하는 모든 역할을 관객의 개입(engagem ent) 으
로 본다. 다시 말해 개입은 ① 관객이 기호를 수신하고 해석하는 것, ② 지각한
기호와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재조합하는 것, ③ 역동적으로 내러티브를 재
구성하거나 이해하는 것과 ④ 물리적이며 직접적으로 무대 상황에 참여
(particip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대와 관계함(engagement) 가운데 관객은 수용(receptio n)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산(production)한다(McCo nachie, Engaging 1 -3 참고). 작품
은 관객이 공연에 개입하도록 기호를 발신하고 내러티브를 제공하며 관객을 정
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무대로 소환하여 극행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engagement”를 “ 참여”로 번역하는 용례도 확인되지만 이 번역어는 관객
이 공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고는 “ 개
입”이라는 역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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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 + T″ = P-T14)

P-T + A = P

작가
↓↑
연출가

→

배우/인물

→

관객

←

Actor/Character15)

←
P-T

Audience

T+T′
무대

객석

표 1. 공연과 관객의 소통 모델

상술한 것처럼 공연 텍스트는 관객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고
관객을 통해 완성된다. 관객의 개입을 많이 요구하는 작품일수록 공
연 텍스트(P-T)와 공연(P)의 차이가 클 것이다. 예를 들어 관객의
물리적인 개입이나 실제 참여를 요청하는 이머시브 연극(Immersive
Theatre)이나 장소 특정적 연극(Site-Specific T heatre)의 공연 텍스
트는 느슨하게 구성될 것이고 참여하는 관객 수만큼이나 다양한 공
14) 이와 같은 수식에서 연출가의 텍스트, 배우의 텍스트가 작가의 텍스트에 양의
값을 더한 더 커다란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작
가의 텍스트를 연출이 덜어내기도 한다. 배우 역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 따라서 + 로 연결된 텍스트들은 연출의 작업, 배우의 작업이 결합된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관객의 개입도 마찬가지이다. 관객은 공연 텍스트를 모두 수용하
여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호, 감각들은 흘려보내고 어떤
기호들은 주목하면서 공연을 완성한다.
15) 개념적 혼성이론에 따르면 관객은 배우/인물의 이중성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 배우에 집중하는 동안 관객은 인물을 인식할 수 없다거나 그 반대의 주장
도 참이 아니다. 유명한 배우가 연기할 경우 관객은 인물보다는 배우에 집중할
수 있고, 반대로 배우보다 인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가능하다
(McConachie, Engaging 41-47 참고). 따라서 본고는 배우와 인물을 동시에 표기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3.1 .1에서 구체적으로 다
룰 것이다.
참고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배우는 허구의 인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
위하고 현존하는 주체로서 배우 그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하여 포스트드
라마 연극 이론은 전통적인 연극의 배우와 구분하여 이들을 행위자 혹은 실천가
로 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대상에서 배우는 허구의 등장인물을 재
현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니라 배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앞서 지적한 관객의
이중적 지각을 고려하여 배우/인물로 표기한다. 다만 작품의 내러티브 분석 중
등장인물을 언급할 경우 인물명만 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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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종 생산된 공연
은 공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연극이라는 장르적 규
범, 특정 시대와 사조에 따른 작품의 특성은 부분적으로 관객의 관
극 방식을 통제한다. 따라서 공연 분석을 통해 관객의 특성을 규명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극의 내적 논리와 규칙이 이머시브 연극이나
장소 특정적 연극,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같은 공연을 보러오는 집단
을 규정하기 때문이다(Bennett 115 참고). 정리하면 공연은 관객의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관객을 향해 기호, 감각 등을 발신하고,
관객은 공연 텍스트가 제공하는 틀 안에서 공연을 수용하고 이해한
다. 또한 무대를 매개로 배우/인물과 관객, 관객과 관객은 서로 자
극과 감정, 의미를 교환하며 관계를 맺는다.
위 도식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배우/인물과 관객의 관계,
무대와 객석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넷은 관객이 무대
를 대우주로 읽기 위해 공연 밖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서술했
으나(140), 이는 전통적인 연극에서 포착되는 작품과 관객의 관계이
다. 20세기 이후에는 무대와 객석의 역동적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관객은 공연 내부에 포함
되거나 적어도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생했다. 21세기 동시대 연극에서도 이와 같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에서
는 배우/인물이 객석을 침범하거나 관객이 무대로 소환되기도 한다.
어떤 작품은 관객을 내러티브 진행의 필수적인 존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연에서 무대와 객석은 상호 침투하는 공간이다.
본고는 이제까지 서술한 작품과 관객의 소통 모델을 전제로 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대 연극의 소통 전략을 분석한다. 첫째, 본고
는 작품 분석을 통해 관객의 개입을 요청하는 전략들을 찾아 그 의
미와 효과를 규명한다. 이는 베넷의 연구 방법을 확장 발전시킨 것
이다. 베넷은  연극 관객에서 연극에 있어 생산과 수용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 무대 위 세계를 읽고/구성하는 전략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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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논”하며 공연에 대한 관객의 다양한 수용 양태를 분석
한 바 있다(“to illustrate possible strategies of reading/constructing
the on-stage world”; 143). 또한 베넷은 관객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연극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다고 확언하는데(213), 본고 역시 그녀
의 견해에 동의한다. 본고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21세기 현
대 연극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
석은 작품의 미학적 의미를 밝히는 기존 연극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첫 번째 연구 방법은 작품 자체의 의미와 가치
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에 주목하며 공연을 분석하는 것이다(Chaudhuri 286 참
고).
둘째, 작품의 소통 전략이 지니는 의미와 효과를 논하기 위해 본
고는 인지 과학 이론을 도입한다.16) 인지 과학을 활용함으로써 본고
가 직면할 수 있는 비판을 해결할 수 있다. 내포 독자/ 내포 관객과
실제 독자/실제 관객의 간극이 존재하고 작품의 소통 전략이 문자
그대로 전략일 뿐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나, 개별 관객
에게 포착되는 반응을 전체 관객의 반응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는 비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진화 인지론은 의식
16) 상술한 것처럼 연극 이론에 인지 과학을 적용한 독보적인 저작은 맥카나키의 
관객 개입시키기: 연극에 있어 관극에 대한 인지적 접근 Engaging Audience: A
cognitive A pproach to Spectating in the Theatre (2008)이다. 아래 저서들은
연극 이론에 인지 과학적 논의가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동시대 연극 연구의 경
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 일관된 논의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
하고 연극 분석에 이를 적용하는 수준이다.
① McConachie and Elizabeth Hart, eds. Performanc e and Cognition (2006),
② Nicola S haughnessy, ed. Aff ective Performance and Cognitive Science:
Body, Brain and Being (2013), ③ Clelia Falletti, Gabriele Sofia, and Victor
Jacono, eds. Theatre and Cognitive Neuroscience (2016), ④ Rhonda Blair and
Amy Cook, eds. Theatre, Performance and Cognition: Languages, Bodies and
Ecologies (2016 ).
연극에 인지 과학의 관점을 도입한 국내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용수, ｢ 인
지과학의 관점에서 본 연극대사: <아가멤논>의 사례를 중심으로｣(2011), 이강임,
｢연출가의 파트너: 관극 체험의 주체로서의 관객 – 공연 연출과 인지적 관객 행
동론｣(2011), 김용수, ｢인지 과학의 관점에서 본 서사극 이론｣(2013), 오정은 ｢ 체
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한 관객의 공감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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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주의(attention), 기억(memory)과 같은 보편적인 수
용의 작동 기제를 설명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수의 관객이 하나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McConachie, Engaging 97). 아울
러 인지 과학은 관객이 작품에 개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념적

혼성

이론

(conceptual blending theory)으로 관객이 배우/인물의 재현과 현존
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음을 논증할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 분석에
인지 이론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관습과 규범에서 멀리 떨어져 있
는 작품이 관객의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17)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관객의 관심을 끌고 관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키마(schema)18)와 작품 내에서 획득한 단서들을 토대로 종
합적인 이해에 도달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공연 내 관
객의 수용은 무수히 많은 인지적 작동(cognitive operation)에서 비
롯된 것이다(McConachie, Engaging 23). 예술가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관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론가 역시 작품의 의미 작용을 파악하고 미적 특성을 규명
하는 데 있어 인지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고는 연극 이론에 인지 과학을 접목한 맥카나키의 논의를 기본
틀로 하면서 포코니에Gilles Fauconnier 와 터너Mark Turner 의 개념
적 혼성이론,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존슨Mark Johnson으로 대표
되는 인지 언어학(cognitive linguistic) 을 활용한다. 포코니에와 터너
는 인간이 개념적 혼성의 숨겨진 복잡성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거대
한 연결망을 형성하여 복잡한 인지적 산물을 생산한다고 지적한다
17) 미국의 심리학자 페스팅거Leon Festinger 에 따르면 논리적 모순, 문화적 관습,
일반적인 의견과 구체적인 의견 사이의 충돌, 과거의 경험에 따라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부조화가 생기면 이 부조화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압
력이 발생한다(35-36, 41).”
18) 미국의 영화 이론가 브래니건Edward Branigan은 다음과 같이 스키마를 정의한
다. “스키마는 지각하는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식 배열로 새로운 감
각 데이터를 예측하고 분류하는 데 이용된다. A schema is an arrangement of
knowledge already possess ed by a perceiver that is used to predict and
classif y new sensory data.” (13 강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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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이들이 제안한 혼성 모형을 토대로 배우/인물의 이중성을
이해할 수 있고 허구와 실재에 대한 레만의 이분법적 도식에서 탈
피할 수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마음이 본유적으로 신체화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들은 대체로 은유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어
와 이성에 신체성을 부여하는데, 이들 논의는 연극 언어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관점이다(몸의 철학 25). 또한 신체와 정신을 이
분법적으로 구별해 온 서구의 전통적 인식에 도전하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논리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언어관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본고는 내러티브 분석에 인지 이론을 적용한 보드웰David
Bordwell과 브래니건의 저작을 참고하여 이를 작품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20) 보드웰과 브래니건은 공통적으로 관객이 내러티브 퍼즐을
풀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고 지적한다.21) 본고는 이들의 논의에 동의하
며 특히 브래니건이 지적한 것처럼 내러티브가 일방적으로 전달되
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인지 작업을 활성화한다고 판단한다.22) 다만
19) 인지 철학자 포코니에와 터너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인식하는 소꿉놀이를 사례로 들며, 인간은 유아기부터 개념적 혼성을 습득하고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개념적 혼성 이론에 대한 자세
한 논의는 포코니에와 터너, 『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
20) 영화이론은 연극보다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지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
다. 본고가 참고한 보드웰과 브래니건의 저작 외에도 커리Gregory Currie,  이미
지와 마음(2007), 벅랜드Warren Buckland, 영화인지기호학(2007)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영화와 연극은 매체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지만 인지 과학 이론을 내
러티브 분석에 적용하는 방식, 시각이나 청각적 자극 등을 분석하는 논의 등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21) 보드웰과 브래니건은 모두 스키마를 이용하여 관객이 내러티브를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보드웰은 관객의 능동성을 더욱 신뢰한다. 보드웰은 관객이 “ 무장된
능동적 상태로 과제 앞에 온다( Ⅰ 110)”고 판단한다. 이와 달리 브래니건은 관
객의 지각과 이해를 제한하는 내레이션 방법에 보다 주목한다.
22) 관객의 능동적 인지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할리우드 영화, 기승전결이 명확한 사
실주의 영화에만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이 있다. 이들은 관객을 의식적이
고 합리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인지 이론으로 규칙에서 탈피하거나 비합리적인
아방가르드 영화에서의 관객 활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페터슨James Peterso n이 지적한 것처럼 아방가르드 영화 감상 역시 의식적 활동
이다. 아방가르드 영화의 관객 역시 관객 앞에 놓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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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과학 이론을 연극에 도입할 때, 과학은 언제나 반증가능성
(falsifiabilit y)을 지니고 인지 과학의 몇몇 이론은 상충되기도 한다
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McConachie, Engaging 7). 이러한
점에서 본고가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인지 이론들은 본고의 논의 전
개에 도움을 주지만 인지 과학 이론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여러 이론 가운데 언어 및 내러티브 분석과 관련된 인지 이론을
도입한 것은 본고의 시각 및 분석 대상과 관련 있다. 이미 밝힌 것
처럼 본고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 서 있다.
레만의 이론은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연극 실험을 설명해주고 공연
과 관객의 새로운 관계를 논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임을 부인할 수
는 없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현대 연극을 모두 포스트드라마 연극
에 모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작품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으로
규정하면 작품의 주요 소통 전략인 허구의 드라마에 대해 충분히
논할 수 없거나 레만의 핵심 주장을 빗겨 나가며 포스트드라마에
해당 작품을 욱여넣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
이 발견한 연극의 몸과 감각, 공동 생산자로서 관객의 의미에 일부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레만과 피셔-리히테의 논의를 비판적인 시각
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또한 레만이 배후에 남겨두거나 버려두려고
했던 연극 언어와 허구의 내러티브에 주목하면서 동시대 연극을 분
석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 하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작품들 가운데 실험적
요소를 포함하면서 언어와 재현, 드라마를 적극 활용하는 작품을 주
요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23) 아래의 다섯 작품은 신체의 물질
성, 하나의 의미에 정박할 수 없는 기호를 활용하거나 관객의 적극
의식적으로 사고하며 추상적이고 파편화된 정보들을 토대로 의미를 추론한다. 이
러한 논리를 토대로 본고는 인지 서사이론을 적용하여 본고의 분석 대상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한다. 페터슨의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Is Cognitive
Approac h to the Avant-garde Cinema Perverse?”
23) 주요 분석 대상 외에 필요에 따라 2000 년 이후 국내 공연된 작품을 다수 언급
하고 인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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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연극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들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험적 요소들은 포스트드라마 연극
의 영향, 또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남긴 자취와 관련된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혹자는 아래 작품을 전형적인 포스트드라마 연극, 또는
포스트드라마‘ 적’ 연극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대
상은 ‘ 드라마’ 차원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분명하게 변별된다.
1. 미국 극단 마부마인의 <인형집 Doll House>(2003/2008)24)
2.

영국

작가

크라우치Tim

Crouch의

<디

오써

The

Author>(2009/2011)25)
3. 크라우치의 <나, 말볼리오 I, Malvolio>(2010/2016)26)
4. 독일 작가 쉼멜페니히Roland Schimmelpfennig의 <황금용 Der
goldene drache>(2009/2013)27)
24) 입센의 <인형의 집>을 각색한 마부마인의 <인형집>은 2003년 뉴욕 초연 후
2008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초청되었다(브루어Lee Breuer와 미첼Maude
Mitchell 각색, 브루어 연출). 한국에서도 마부마인 극단의 내한으로 2008년 LG 아
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2008 년 4월 3일-6일). 본고는 입센의 작품은 <인형의
집>으로 마부마인 공연은 <인형집>으로 표기할 것이다. <인형집>이 입센 원작
을 거의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텍스트는 안미란이 번역한  인형의 집을 참고하
고, 2008년 출시된 <인형집> DVD 영상을 분석의 1차 자료로 삼는다.
25) <디 오써>는 2009년 영국에서 초연되었다. 한국에서는 김은성 번역, 각색, 김
동현 연출로 2011년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2011년 4월 26일-5월 28일,
서상원, 김영필, 김주완, 전미도 출연). 본 작품의 제목을 저자로 번역하여 언
급한 사례들이 있으나 국내 공연의 제목을 따라 <디 오써>로 표기한다. 2012년
출판된 영문 대본을 1차 자료로 삼고 팀 크라우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연 영상, 국내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분석에 포함한다.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연구자의 번역과 영문 대본을 병기한다.
26) <나, 말볼리오>는 2010 년 영국에서 초연되었고 한국에서는 2016년 크라우치가
방한하여 영어로 공연되었다(2016년 9월 21일-24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
장). 2011년 출판된 영문 대본을 1차 자료로 삼으며 유튜브(www.youtube.com) 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짧은 공연 영상과 퍼셀Stepehen Purcell(2013)이 보고한 상세
한 개별 공연의 상황, 연구자의 관극 경험 역시 논의에 포함한다. <디 오써>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연구자의 번역과 영문 대본을 병기할 것이며
이후 <말볼리오>로 표기한다.
27) <황금용>은 2009 년 비엔나에서 초연되었다. 한국에서는 이원양 번역, 윤광진
연출로 2013년 초연되었다(2013년 4월 6일-14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이호
성, 남미정, 이동근, 한덕호 출연). 2013년 한국 공연은 대한민국연극대상 최우수
작품상과 연출상, 김상렬 연극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베스트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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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작가 스토크만Nis-Momme Stockmann의 <더 파워 The
Power>(2015)28)
미국의 연출가 브루어는 고전을 해체하거나 재해석하는 작업을 오
랫동안 지속해 왔는데, 소인 남성을 캐스팅한 <인형집>으로 특별한
주목을 끌었다. 남녀 배우의 신체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인형극, 오
페라 등을 활용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을 첨가한 브루어의 <인형집>
은 입센 원작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동시대에 걸맞게 강화한 포스
트모던 연극으로 평가된다.29) <인형집>에서 고전 또는 텍스트의 새
로운 활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크라우치는 2000년 이후 영국 연극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나의

팔

My Arm >(2003),

<참나무

An

Oak

Tree>(2005), <잉글랜드 England >(2007), <디 오써>로 이어지는
그의 작품들은 연극의 재현 방식과 관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특히 관객을 공연 내부에 위치시키며 관객성을 실험한다. 그
중 <디 오써>는 그의 여러 실험들이 망라된 작품이다. 아울러 <디
오써>는 초연 당시 여러 문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2010년 크
선정되는 등 평단의 인정을 받았다. 2014년과 2015년에 재공연되기도 했다(2014
년 5월 9일-1 8일,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 2015년 2월 21일-3월 8 일, 대학로 게릴
라 극장). 이원양이 번역한 황금용/과거의 여인(2012) 과 2013년 공연 영상을 1
차 자료로 삼고 연구자의 관극 경험도 논의에 포함할 것이다. <황금용>은 독일
작품이지만 현재 영문 대본만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참조하였고, 필요에 따
라 영문 대본을 인용할 것이다.
28) <더 파워>는 독일 연출가 알렉시스 부흐Alexis Bug 연출로 2015년 한국에서
세계 초연되었다(2015년 6월5일-21일, 명동예술극장, 박윤희, 하성광, 유정민, 김
승환, 김신록, 금정원 출연). 그리고 바로 다음해 역시 명동예술극장에서 재공연
되었다(2016년 10 월 26일-11월 13일, 정승길, 김승환, 이철희, 이기돈, 김신록, 김
선아, 유승락, 정현철, 박찬희, 박시영 출연). 본고는 명동예술극장이 제공한
2016 년 공연 영상을 1차 자료로 삼고 이를 토대로 장면을 인용한다. 별도의 대
본은 출간되지 않았다. 이후 <파워>로 표기할 것이다.
29) 미국의 평론가 랩킨Gerald Rabskin은 <인형집>에 활용된 다수의 표현 전략을
“포스트모던적 융합(postmodern conflation)”으로(46), 미국의 연극 이론가 그린
Amy Green은 “ 포스트모던적 개입(postmodern interjection)”으로 지칭한다(258).
영국의 평론가 가드너Lyn Gardner는 <인형집>이 입센의 원작을 알고 있는 관객
들에게도 처음 본 것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n.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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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치 관련 심포지움이 열릴 정도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30) <말
볼리오>는 <디 오써>에 비견될 만한 관심을 얻지는 못했지만 관객
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아울러 <인형
집>과 마찬가지로 <말볼리오>에서도 고전에 대한 실험적 글쓰기를
확인할 수 있다.31)
쉼멜페니히와 스토크만은 허구의 인물을 되살려내고 “희곡적으로
귀환”한 작가들로 평가된다(Stegemann; 엥글하르트 175; 장은수; 김
형기, 지각방식 344).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후, 또 다른 연극 실천
을 논하는 가운데 이들 작품이 언급되고, 사회 경제적 현실과 문제
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작품으로 다뤄진다. <황금용>은 쉼멜페니히
의 대표작으로 2009년 초연 후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었고, 스토크
만의 <파워>는 독특하게 한국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두 작품 모두
자본주의와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룬다. 이들 작품에서 새로운 내러티
브 전략과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이상
다섯 작품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후의 변화, 21세기의 동시대성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작품들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공연되었는데, 이는 한국 연극(학)계가 세계 연극과 그 흐름을 공유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연의 변
화 양상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대본과 상연된 공연을 모두 분석의 1차 자료로 삼는다. 앞
서 도식화한 소통 모형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가의 텍스트에 연출,
배우의 텍스트가 결합하여 공연 텍스트를 이룬다. 대본에서는 작가
가 기획한 소통 전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실제 상연에서만 포착되

30) 2010 년 11월에 ‘저자와 관객 The Author and the Audienc e’라는 제목으로 열
린 심포지움 내용과 이와 관련된 학술논문은 Contemporary Theatre Review
21.4 (2011 )에 실려 있다.
31) 크라우치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셰익스피어의 주
변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다음의 네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했다. 특히 다음 세
작품, <나, 칼리반 I, Caliban>(2003), <나, 피스블로썸 I, Peaseblossom >(2004),
<나, 뱅코우 I, Banquo>(2005)은 8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말
볼리오>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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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도 존재한다. 후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연 영상 자료를 적극
이용할 것이다. 영상 자료가 실제 상연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이것
은 작가, 연출, 배우 등 예술가의 텍스트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실제

상연의

“최선의

근사치”이다(“the

best

approximate”; Balme 135). 또한 소통 전략의 효과를 논하기 위해
공연 중 관객의 반응과 참여 양상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연극은 관객의 공동 현존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공연 텍스
트는 관객의 개입을 통해 공연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에 따라 본고는 다른 연구자들이 남긴 기록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관객의 반응과 연구자의 관극 경험을 논의에 포함할 것이다. 연구자
의 관극은 다른 연구자들의 기록을 검증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
는 데 유용하고 영상 자료가 담아 내지 못하는 관객의 반응이나 커
튼콜 등의 공연 후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고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공연
의 첫 장면을 분석한다. 첫 장면은 공연과 관객의 소통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작품 특유의 논리를 제시하거나 공연과 관객의 지평 융합
을 이루어내는 주요 소통 전략 중 하나이다. 특히 현대 연극은 전통
적인 연극과 다른 관극 규칙을 제시하거나 관객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의 특성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그 의도가 성취되기 위해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의 규칙과
틀을 이해하고 공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각 작품의 소통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상
술했듯이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신체, 의미 없는 소리와 강렬하게
환기되는 감각 등 기존 연극 이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분
석할 수 있는 시각과 언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수행성의 미
학을 공연의 핵심적 가치로 부각시켰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다양
한 시도와 레만과 피셔-리히테의 논의가 현대 연극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본고는 포스트드
라마 연극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시대 연극의 실험적 실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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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스트드라마 연극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현
존과 재현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면서 의미가 사라질 때 감각이, 감각
이 사라질 때 의미가 부각된다는 레만과 피셔-리히테의 이분법적 논
의에 본고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문제의식
하에 3장은 인지 철학과 인지 언어학, 뇌과학을 포함한 인지 과학을
근거로 연극의 신체성과 언어, 관객 참여 문제를 논한다.
4장은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가장 변별되는 특징인 드라마에 주목
한 논의로, 관객의 역동적인 인지 작업을 이끌어내는 내러티브 전략
을 분석한다.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드라마가 고정된, 혹은 만들어진
의미를 전달한다고 판단했으나 드라마는 일방적으로 관객에게 의미
를 주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레만은 허구의 드라마에서 관객이 실재
를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객은 허구의 드라마를 감상하면
서도 자신이 속한 실제 세계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4 장은 메타 드라마, 삽화 구성, 스토리텔링과 같은 내러티브
전략을 분석하면서 소통 전략으로서 그 효과를 타진한다. 하지만 이
장의 논의가 전통적인 연극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허
구의 인물이 허구의 내러티브를 재현하지만, 현대 연극의 내러티브
전략은 전통적인 연극의 그것과 다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본고는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별되는 2000년대
이후 현대 연극의 미학적 특성을 규명한다. 특히 본고는 공연을 무
대와 객석의 소통으로 상정함으로써 공연이 이끌어 내는 관객의 인
지적 활동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인지 이론은 앞으로
의 연극 연구에도 유용한 시각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인지 과학을 활용하여 관객의 수용 문제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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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객의 인지 틀을 설정하는 첫 장면32)33)
공연은 배우/인물과 관객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극장을
찾아 온 관객이라면 응당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주의를 기
울이고, 관객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단언
하기는 어렵다. 연극의 고유한 특성은 관객의 특별한 지각 방식과
인지 작업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무대
는 필연적으로 공백과 틈을 남길 수밖에 없고, 관객에게 이를 채울
것을 요청한다. 또한 영상매체와 달리 연극은 관객의 시점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관객의 지향적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안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카메라의 줌인(Zoom In)이나 클로즈 업
(Close Up) 등은 주목할 대상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관객의 시점을
통제한다. 이에 반해 연극에서는 배우/인물의 시선처리나 조명 등으
로 중요한 대상이 전경화된다고 해도 관객은 무대 위의 다른 대상
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극 관객은 동일한 시공간
에 현존하는 배우/ 인물의 동일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다른 차원에
서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양승
국 66). 특히 배우/인물과 관객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관객은 공연의 참여자로서 자신을 인식해야 하고 공연의 맥락 안에
서 배우/인물과 관객의 대화를 ‘특수한’ 소통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극은 연극에 적합한 관객의 지각 방식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동시대 연극은 문학이나 영상 매체와 변별되는 고유한 연극성을
32) 작품에 따라 “ 첫 장면”의 길이와 양상은 모두 다르다. 막과 장을 구분하지 않
고 인물의 등퇴장이나 암전 없이 진행되는 공연은 더욱 그렇다. 이에 본고는 관
객을 의식하고 공연 전 관객에게 제시하는 상황부터 공연 시작 후 이루어지는
첫 번째 극행동 또는 첫 번째 사건을 기준으로 “첫 장면”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장면을 인용하고 분석한다.
33) 2장 서두와 2.1의 내용은 졸고, ｢ <디 오써>와 <나, 말볼리오>의 관객 참여 전
략 연구｣ (2019)를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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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야 할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연극과 다른 관극의 틀을 제시해
야 한다. 드라마를 주요 소통 전략으로 활용하더라도 동시대 연극은
프로시니엄 무대 안으로 유폐된 전통적인 연극과 달리 관객에게 보
는 자 이상의 역할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연과 관객이 처음
대면하는 순간인 첫 장면부터 관객을 연극적 상황으로 끌어 들이고
관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첫 장면은 관객을 공연으로 포섭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 내 관객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적절한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
이 가설은 공연 전체의 이해와 관객의 개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관객은 첫 장면에서 구성된 가설을 스키마로 삼아 공연
이 관객에게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거나 내러티브 전개를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공연의 첫 장면을 분석하면서 첫 번째 소통 전
략으로서 첫 장면이 지닌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2.1. 재정의되는 무대와 객석의 관계
전통적인 연극은 관객에게 어두운 객석에서 조용히 무대 위 세계
를 관망하는 역할을 부여한다(Kattwinkel ⅸ). 기승전결을 따르는 완
결된 내러티브, 사실적인 인물 재현은 관객의 공감적 동일시를 허용
하지만 전통적인 연극은 의식적 차원 이상으로 관객이 공연에 개입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을 실재로 오인하고 관객이 무대로 뛰어드는 행위는 무지의 소치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극 관습에 따라 관객은 무대 위에서 폭
력이나 살인이 자행된다고 해도 극행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즉, 연
극의 소통 규칙을 수용한 관객은 무대 위 폭력을 현실의 그것과 다
른 차원에서 지각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연극의 내적 논리는 공연의 첫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 일반적인 내러티브(narrative)34) 규칙을 따르는 연극은 첫 장면
에서 인물과 배경을 제시하고 작품의 내적 논리와 틀(frame)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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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에 더해 연극의 첫 장면은 무대와 객석의 관계를 분명히 함
으로써 공연 내 관객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실주
의 연극의 대표작인 <인형의 집> 첫 장면35)은 내러티브의 배경과
노라의 특성을 내보이며 허구의 인물과 세계를 충실히 재현하는 사
실주의 연극에 대한 관객의 기대를 충족시킨다(Bennett 142-44). 구
체적으로 재현된 거실 풍경과 노라의 외양은 시간적 배경과 헬메르
가족의 생활상을 짐작케 하고, 내러티브에 대한 첫 번째 가정을 이
끌어 낸다. 관객의 예상과 가정은 관극의 틀이 되어 이어지는 장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 인형의 집>은 본격적인 내러티브가 시작되기 전 관객에
게 무대와 노라를 충분히 관찰할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이 “고
정되고 완결된 세계를 훔쳐보는 시선을 경험”하고 무대와 객석의
분명한 경계를 확인하게 한다(“a privileged look into a fixed and
finished world”; Bennett 143).36) 이로써 관객은 공연 중 어떤 일이
34) 내러티브(narrative)의 정의와 ‘서사’라는 역어 사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전통적인 서사학은 ‘서술자에 의해 전달되는 재진술’을 서사, 즉 내러티브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건을 재현하는 연극이나 영화는 서사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물론 이들과 달리 서사의 개념을 확장하여 느슨한
의미에서 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본
고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고의 논의 전개에도 불필요한 작업일 것
이다. 그 가운데 본고는 광의의 정의를 채택하여 ‘사건의 재현 혹은 사건의 연
속’이라는 의미로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내러티브와 이야기(story)를 구
분한다. 관객은 무대에서 재현되지 않은 그 너머의 사건, 감추어진 인과관계나
일관성을 추론하여 이를 토대로 이야기를 완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내러티브와
이야기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애벗 35-40 참고). 따라서 본고는 내
러티브를 토대로 관객이 재구성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아울러 서사극(epic theatre)을 언급할 때 용어상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에 내러티브를 서사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35) <인형의 집> 첫 장면은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잠시 후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노라는 즐겁게 흥얼
거리며 거실로 들어온다, 노라는 외투를 입은 채 상자를 잔뜩 들고 들어와 상자
들을 오른쪽 탁자 위에 놓는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그냥 열어 두었는데, 문밖
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심부름꾼이 보인다. 심부름꾼은 문을
열어 하녀에게 바구니를 건넨다.) (1막, 9-10)
36) 이와 관련하여 관객이 한 번에 총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극의 수가 제한되
어 있다는 인지 심리학의 주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지 심리학은 단일 형태
의 자극은 7 조각(pieces), 움직이는 자극은 4조각이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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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더라도 극에 개입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보는 자로서
이야기(story)를 재구성하는 것이 관객의 역할임을 파악할 수 있
다.37)
20세기 이후 현대 연극에서 무대와 객석의 역동적 관계를 모색하
기 위한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관객의 비판적인 인식을 이끌어
내고자 하거나( 브레히트) 감정적 참여를 극대화하려는(아르토) 전략
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각각의 실천이 실제 유의미한 효과를 산
출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러한 시도들은 무대와 관객의 관계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관객의 새로운 지각 방식을 자극
하거나 실천적이고 물리적인 관객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더욱 적극
적인 시도가 감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관객을 공연의 공동 생산
자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 피셔-리히테가 논증의 주요 사례로 인용
한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의 <토마스의

입술 Lips of

Thomas>(1975)을 통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지향하는 행위자와 관
객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토마스의 입술>에서 아브라모비
치는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고 공연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객에게
불안정한 상태를 제공했다. 피셔-리히테에 따르면 관객은 무대 위에
보고한다(Edelman and Tononi 26 ). 너무 많은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되면
관객은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고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형의 집>의 첫 장면은 관객이 각각의 정보들을
충분히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라 하겠다.
37) 셰퍼Peter Shaffer의 <아마데우스 Amadeus> (1979) 의 첫 장면과 <인형의 집>
첫 장면을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아마데우스>는 18세기
를 충실히 재현한 소품과 무대를 공연 전 관객에게 미리 노출하면서 관객에게
무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이로부터 관객은 믿음직스러운 극중
세계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다(Bost 523 참고). 또한 관객은 전통적인 드라마 연
극이 관습에 따라 무대와 객석의 분리된 공간을 기대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아마데우스>와 <인형의 집>의 첫 장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
지만 <아마데우스> 1막 2장에서 객석 조명이 켜지고 살리에리가 관객을 미래의
혼령으로 호명하면서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순간, 사실적인 무대
장치로부터 설정된 관객의 이전 틀과 가설은 수정되어야 한다. 사실적으로 재현
된 무대를 토대로 관객은 기존의 연극 관습에 따른 공연을 기대하게 되지만, 이
러한 기대를 벗어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아마데우스>는 전통적인 드라마 연
극과는 다른 관객의 지각 방식을 활성화하고 보는 자 이상의 관객 역할을 요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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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듬으로써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 주체가 되고, 이때 퍼
포먼스는 사건(event)38)으로 변환된다( 수행성 28). 레만 역시 관객
이 지각된 것을 단순히 ‘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고 수
용하도록 이끄는 도전적인 환경에 주목한다(106). 피셔- 리히테와 레
만 모두 기호를 앞서는 현존, 결과를 알 수 없는 행위 그 자체가 강
조될

때,

관객의

주체적인

경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Fisher-Lichte, Introduction 42; Lehmann 105-6).
하지만 피셔-리히테도 인정하듯이 <토마스의 입술>과 같은 극단
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연극은 관객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Introduction 20). <말볼리오>와 <디 오써>는 텍스트를 충실히 재
현하지만 관객에게 보는 자 이상의 역할을 부여한다. 전통적인 연극
의 규칙을 파기하고 배우/ 인물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규
칙을 제시함으로써 관객의 주의를 끌고 관객을 공동 주체로 불러들
이는 것이다(앞의 책 22 참고). 특히 이 두 작품은 관객이 가장 먼
저 대면하는 연극적 환경, 극장 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무대와 객
석의 관계를 재(再)정의한다.
<말볼리오>에서 배우/인물은 공연 전부터 등장하여 그와 관객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다. 이는 공연에 대한 관객의 태도를 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듯이 전통적인 드라마 연극에서 무대
와 객석은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다. 각 공간에 속한 주체들은 존재
양식과 적합한 행위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증명한다(위베르스펠드
, 관객 82). 이를테면 무대의 배우/인물은 보여지는 대상으로 존
재하고, 객석의 관객은 그를 본다. 하지만 배우/ 말볼리오는 이 규칙
38) 피셔-리히테는 배우와 관객의 일시적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호 작용
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건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공연의 사건
성(event-ness)이 관객에게 중간 상태의 경험(in-betweenness)을 가능케 한다고
판단한다(Introduction 41-42). 레만은 사건과 상황(situation) 을 거의 같은 의미
로 사용한다. 레만에 따르면 사건은 확실성을 제거하고 모종의 ‘불가능성
(indisponibility)’ 경험을 허용하는 것이다(105-6). 다시 말해 공연 사건
(performance event)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지만 규정할 수 없는 무엇이고( 리오
타드 204; 김형기,  지각방식 317), 공연은 “관객과 배우가 만나 이루어내는 하
나의 ‘사건’이자 ‘행위’자체” 이다(김형기, 지각방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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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기한다. 그는 공연 시작 전부터 무대 위에서 편지를 읽으면서
입장하는 관객을 쳐다본다. 관객이 객석에서 배우/인물의 등장을 기
다리듯이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의 입장을 기다리고 관객을 응시하
는 것이다.
이러한 배우/ 말볼리오의 행동은 배우/인물과 관객의 상호 응시 뿐
아니라 관객 간의 시선 교환까지 유도하여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극장에 입장한 관객은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
면서 노출된 무대나 무대 위의 배우/인물에 주목하기 쉽다. 배우/말
볼리오가 무대 위에서 편지를 읽는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관객의 주의를 끈다. 그런데 배우/말볼리오의 시선이 지금 막 극장
에 들어오고 있는 관객을 향한다면, 관객 역시 그의 시선을 따라 다
른 관객을 쳐다보게 된다.39) 이렇게 서로의 시선이 오가는 가운데
보이는 자와 보는 자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극장 내 현존하는 관객
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공연 전부터 시작된 배우/말볼리오의 편지 읽기도 청각 차원에서
무대와 객석을 중첩시키는 데 기여한다.40) 극장에 입장하는 관객은
여러 소음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동행인과 나누는 대화, 움직이는
소리 등과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면, 관객은 침묵하고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도록 주의
한다. 공식적으로 소리는 무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관객에게는 듣
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극에서 무대와 객석의 소리

39) 관객이 배우/ 인물이 응시하는 사람이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주장
은 경험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맥카나키는 연출과 연기가 이와 같
은 주장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지 연구자들의 “공간- 단서주기
(spatial-cuing)” 이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한 바 있다(Engaging 24). 또한 인지과
학은 타인이 응시하는 방향을 바꿀 때 이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공유된
주의집중(Shared Attention Mechanism, SAM)으로 지칭하고 이것이 인간만의 고
유한 능력임을 설명한다(바스 · 게이지 389).
40) 이와 관련된 <말볼리오>의 지문은 다음과 같다.
( 관객이 입장할 때, 그는 숨이 찰 때까지 읽고 또 읽는다.)
Reading, over and over, almost under his breath. He reads as the audienc e
enter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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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뒤섞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크라우치는 공연 전 배우/인
물의 소리와 관객의 소리가 혼재되는 순간을 의도함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세계가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인물과 관객의 시선
교환과 더불어 중첩되는 소리로 무대와 객석이 서로 넘나들 수 있
는 공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사한 전략을 활용한 다른 공연과 비교해보면 <말볼리오>의 공
연 전 장면이 산출하는 효과가 보다 명료하게 부각될 것이다. 2016
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 빛의 제국>41)에서도 공연 시작 전부
터 배우/인물들이 등장하여 대본 또는 원작 소설을 읽거나 서로 대
화를 나누면서 입장하는 관객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무대 위 배
우/인물들은 입장하는 관객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
는 관객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거되었다. 다시 말해 <빛의 제국>에
서는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이 연극의 이중성을 강력하게 드러
냈으나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분명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달리 <말
볼리오>에서 무대와 객석은 상호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배우/인
물과의 시선 교환, 무대와 객석의 소리 중첩을 경험한 관객을 <말볼
리오>의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첫 장면은 관객의 적극
적인 참여와 개입을 이끌어 내는 소통의 토대가 된다.
<말볼리오>는 배우/말볼리오와 관객의 대화를 시도할 뿐 아니라
관객을 무대로 소환하는 직접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구가
관객에게 수용되기 위해서 <말볼리오>는 관객이 배우/말볼리오의
상대역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무대와 객석이 완전히 분리된 세
계일 때, 배우/인물이 관객을 향해 발화하더라도 관객은 이를 자신
을 향한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무대 밖 보이지 않는 수신자를 상
정하기 쉽다. 이러한 관객의 기대 또는 지각 방식을 배반하기 위해
배우/말볼리오는 다음과 같이 관객을 2인칭 대명사 “ 당신(you)”으로

41) 김영하 원작. 발레리 므레장Valérie Mréjen · 아르튀르 노지시엘 Arthur
Nauzyciel 각색. 아르튀르 노지시엘 연출. 2016년 3월 4일 – 27 일, 명동예술극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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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고, 관객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던져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 이런 게 당신들이 하던 일이죠, 그렇죠?? 당신들이 벌일 만
한 일이잖아요? 좋아하던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말볼리오는 관객에게 ‘예’라는 대답을 끌어낸다.)
(...) Is that what you’d do, is i t? That the kind of thing you’d
get up to? The kind of thing you’d like? Is it?
He elicits a ‘yes’ from the audience. (14)

첫 장면에서 배우/말볼리오는 그의 발화와 질문이 관객을 향한 것
임을 분명히 한다. 간단한 대화로 배우/말볼리오는 그와 관객의 관
계를 설정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이를 공연의 규칙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이후 관객이 극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된
다.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디 오써>의 공간 전략도 주목
할 만하다. 별도의 무대 없이 마주보는 객석만 배치된 <디 오써>의
공간은 공연 시작 전부터 관객을 서로 의식하게 만든다. 아래 사진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주보는 객석은 좁은 공간만 남기고 매우
가까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무대가 없기 때문에 공연 시작 전
관객이 볼 수 있는 것은 반대편 객석에 앉은 다른 관객뿐이다. 반대
로 말하면 관객은 다른 관객의 응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관객과 같은
객석에 앉아 있는 배우/ 인물을 보기 위해 관객은 필연적으로 다른
관객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관객은 끊임없이
다른 관객의 반응과 태도를 목격하고, 다른 관객에 의해 자신 역시
응시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연은 관객의 예상
치 못한 행동들, 예를 들면 옆자리 관객의 어수선한 움직임이나 소
음, 눈물 등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주
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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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디 오써>, 두산아트센터 공연
이와 다르게 <디 오써>는 다른 관객의 반응을 관찰하는 상황, 이로
부터 유도되는 메타 반응(meta response)42)까지 공연의 일부로 끌
어 들이고자 한다. 또한 관객이 공연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이 끊임없이 강조된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작품 특유의 내러티브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디 오써>는 관객을 물리적으로 공연 공간 안에 위치시킬 뿐 아니
라 내러티브 진행에도 포함시킨다.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첫 장면43)
은 관객에게 지켜보는 자이면서 ‘관객’ 역을 수행하는 자, 이중의 정
체성을 부여한다. 전통적인 연극에서 관객은 극장 안에 존재하지만
감추어진 존재이고 공연을 보는 자로서 하나의 정체성만 갖는다. 하
지만 <디 오써>에서 관객은 빈번하게 언급되면서 그 존재가 환기될
뿐 아니라 공연에 연루된 ‘관객’ 으로 포섭된다. 이러한 관객의 이중
성은 관객을 연기하는 배우/애드리안44)과 실제 관객의 대화에서 분
42) 라도사빌리예비치Duška Radosavljević는 피긴Susan Feagin을 인용하며 <디 오
써>가 관객을 작품에 개입시킴으로써 유도된 관객의 비판적 성찰을 메타 반응으
로 설명한다(154). 피긴은 비극의 고통이 산출하는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인 반응
(direct response)로, 공감이나 도덕적 감정에 따른 즐거운 감정을 메타 반응
(meta response)로 구별한 바 있다(98-99).
43) <디 오써>는 다층의 극중극으로 구성되는데, 첫 장면인 애드리안 장면은 가장
외부에 위치한다. <디 오써>의 극중극 전략은 4.1 .2에서 다룰 것이다.
44) <디 오써>는 작가 팀을 제외한 인물의 이름을 배우 이름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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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확인된다.
(사이)
애드리안

전 애드리안이에요. 애드리안. 당신은요? 안녕하세요! 당
신 이름이? 이런 작품 좋아하시나 봐요. 오, 우리 무릎이
닿았어요. 아닌가요? 당신 옆자리가 누구게요! 저예요! 성
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쁜 이름이네요. 당신도 아름답고
요! 이분 괜찮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

Space
Adrian

I’m Adrian. I’m Adrian and y ou are? Hello! What’s
your name? Do you love this,

? Our

knees touching! Don’t you? Who’ll you be next to. I’m
next to you! What’s your name? That’s beautiful.
You’re beautiful! Isn ’t
(...)

beautiful? Everyone?

(107)45)

2012년 출판된 <디 오써>의 대본은 초연 배우의 이름을 따라 관객 역의 이름을
애드리안(Adrian ; Adrian Howells분)으로 표기한다. 국내 공연의 관객 이름은
영필(김영필 분)이다.
45) 배우/애드리안 대사 가운데 빈칸은 실제 관객의 이름을 호명하기 위해 비워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배우/인물이 호명할 관객의 이름을 공연
전 미리 파악한다는 것이다. 배우가 관객의 이름을 적어갈 때 관객은 공연의 인
물로 캐스팅된 것이다. 위와 같이 시작된 애드리안 장면은 극장 공간과 예술가에
대해 논평하는 대사를 포함하며 꽤 길게 이어진다.
(사이)
애드리안
맘에 들어요. 멋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맘에 들어요. 이
거 말이에요! 전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걸 봤을 때,
그래요 이거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생각했죠, 이럴 수가! 당신
은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어쩌면 세상에! 라
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죠. 오, 맙소사, 어쩌면요!
(사이)
공간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든지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Spac e
Adrian
I love this. This is great, isn’t this great? I lo ve this . This!
All this! When I came in- When I came in and saw this, just
this, and I thought, Oh Wow! Didn’t you? Did you? Maybe
you didn't. Maybe you thought Oh Jesus! Did you? Oh Jesus
Christ, maybe!
Spac e
This is such a versatile space. Is n’t it versatile? It’s amazing

34

위 장면에서 관객인 척 연기하는 배우/애드리안을 실제 관객으로
오인할 관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장면은 배우/인물의 이중성을
노출하기보다는 관객에게 부여된 이중의 정체성을 환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배우/인물과 대화하면서 관객은 내러티브가 요청하는
허구의 ‘관객’ 으로 분해 그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 배우/애드리안의
다음 대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작품에서 “관객이 엉망으로 다
뤄진다The Audience has been badly written (109)”거나 “ 우리[관
객]가 우리 자신인척 해야 한다 We[Audience] are going to have to
pretend ourselves (109).”고 불평하는데, 이는 공연 내 관객의 존재
와 역할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디 오써>에서 관객은 허구
의 ‘ 관객’만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배우/애드리안이 관객의 이름과
직업 등을 물으면서 관객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개인적인 정체성
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Freshwat er, “You” 407). 다시 말해 <디
오써>는 관객에게 허구의 역할을 연기할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실
제(實際) 삶, 또 관객의 실제 반응을 요청하면서 허구와 실재(實在)
를 겹쳐 둔다.
애드리안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배우/애드리안이 두
서없이 말하는 중 극장을 나가버리도록 설정된 ‘ 관객’ 이다.46) 관객
은 극장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실제 관객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이
것이 작품의 설정임을 짐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객은 자신의 판
단이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관객이 이들을 실제 관객으
로 인식하든 연극적 장치로 이해하든, 공연 중 극장을 떠나는 선택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특히 이 장면을 작품의 의도
로 받아들일 경우 관객은 공연 중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만
을 표출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White 191). 공연 중 극장을
what they can do. They can do anything. Can’t they? (107)
46) 이와 관련된 대본 상 지문은 아래와 같다.
(객석 중간에 앉아 있던 관객이 일어서서 나간다. 그들은 안내원의 도움을 받
아 극장을 떠난다)
An audience member in the middle of a block gets up and leaves. They
are helped to leave by an ush er.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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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다는 것은 관객이 불만을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
인데 작품이 이를 미리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히 관객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
택에 대한 책임을 시사한다. 공연 중 관객이 느끼게 될 불쾌함은 그
가 자리를 지킨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관객의 반
응과 그에 대한 메타 반응까지 공연의 재료로 삼는 작품 전체의 논
리와 맞닿아 있다.
술리만푸어Nassim Soliemanpour 의 <하얀 토끼 빨간 토끼 White
Rabbit Red Rabbit>(2011)47)의 첫 장면도 주목할 만하다. <하얀 토
끼>는 공연마다 각기 다른 배우가 출연하고 공연 당일 대본이 개봉
되는 독특한 작품이다. 배우는 텍스트를 재현하기 위한 사전 연습을
할 수 없고, 별다른 연출 없이 당일 전달받는 대본에 따라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 공연 시작 전, 대본이 공연 당일 개봉되고, 배우가
어떠한 연습이나 사전 정보 없이 무대에 선다는 사실이 관객에게
고지된다. 이어 등장한 해당일의 배우는 관객 앞에서 밀봉된 대본을
전달받고 이러한 공연에 출연하게 된 심정을 밝힌다. 이렇게 시작되
는 <하얀 토끼>는 작품의 독특한 설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배
우와 관객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간다는 인식을 부여하면서 관객의

47) 이란 작가 낫심의 <하얀 토끼 빨간 토끼>는 2011년 에딘버러 페스티벌, 서머
워크 페스티벌에서 영어로 초연된 후 25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1000회 이상 공연되었다. 국내에서는 2017 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해외
초청작으로 선정되어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4일간 6회 공연된 바 있다. 손
숙, 하성광, 예수정, 손상규, 이호재, 김소희 출연. 2017.9.21.-9.24. 이후 <하얀
토끼>로 표기한다.
<하얀 토끼>에서 연극에 대한 극단적인 실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자는
이를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전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스트드라마 연
극의 중요한 특징을 기준으로 <하얀 토끼>를 판단할 때, 이를 포스트드라마 연
극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얀 토끼>는 연극의 허구성을
의도적으로 교란하지만 끝까지 이를 유지한다. 또한 본 공연의 허구는 ‘실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연습을 거치지 않고, 공
연 당일 대본을 받기 때문에 배우 자신의 특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나 이것은
레만이 주목한 ‘현존’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하얀 토
끼>는 텍스트의 요구대로 상황을 재현하고 작가의 텍스트를 전달하는 매체로 배
우를 활용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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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준비시킨다.
공연이 시작된 후 바로 진행되는 출석확인은 관객을 공연의 적극
적인 참여자로 소환한다. 배우와 관객 모두 순서대로 번호를 외치는
가운데 극장 내 현존하는 관객의 존재가 강조되고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환기된다. 특히 <하얀 토끼>
의 배우는 사전 준비 없이 무대에 섰기 때문에 공연을 처음 보는
관객과 유사한 상태로 텍스트를 대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 덕분
에 배우와 관객은 거의 동등한 위치를 점하기 쉽고 하나의 공동체
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는 모두를 대표하여 작가의 말, 또는 대본
을 들려주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대본이 시키는 대로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관객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 <하얀 토끼>에서 배우와 관객은 ‘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는 대본의 지시에 따라 객석에서 소품을
빌리거나 번호를 호명하여 관객을 무대로 불러 들여 특정한 행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관객이 기존 연극의 관극 방식을
고수한다면 <하얀 토끼>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배우와 관객
의 상호 작용 가운데 발생하는 작품 고유의 의미도 성취되기 어렵
다. 이를 위해 <하얀 토끼>는 첫 장면에서 배우와 함께 극을 만들
어 가는 공동 생산자인 관객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공연 내 관객의 존재와 역할이 요청되는 경
우 첫 장면에서 무대와 객석의 관계를 재정의하면서 관객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통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말볼리
오>와 <디 오써>, <하얀 토끼>는 모두 관객과 배우/인물의 상호 작
용 가운데 공연 고유의 의미가 발생한다. <말볼리오>는 1인극이지
만 실제 등장인물은 말볼리오와 관객이라고 할 정도로 공연 진행에
관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Biçer and Günenç 124).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의 대답을 요구하거나 무대 위로 관객을 소환하여 특정한 행동
을 하도록 요청한다. <디 오써>는 관객을 향해 직접적으로 발화하
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48) 실제 관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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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배우/인물의 발화나 질문이 관객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상술한 것처럼 <디 오써>에서 관객의 반응은 작품의 일부이
기 때문이다. 관객이 작품 내 자신의 역할과 배우/인물과 관객의 관
계, 또 공연과 관객의 일종의 공모 관계를 인식할 때 관객은 공연의
공동 주체가 될 수 있고 작품의 의미도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관객에게 공동 생산자의 의식을 부여하는 첫 장면은 관객의 개입을
촉구하는 소통 전략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첫 장면에서 구축
된 무대와 객석의 관계는 공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작품과 관객의 지평 융합
앞 절에서 논증했듯이 극장 공간과 작품의 내적 논리를 드러내는
첫 장면은 관객에게 관극의 틀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관객은 다양
한 기대와 선지식(prior knowledge)을 가지고 작품을 선택하며 극장
을 찾는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작품의 내용, 극작가나 연출, 배
우 등 예술가에 대한 사전 정보는 관객의 작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극 경험과 공연 내 의미 작용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인형의 집>에 대해 알고 있는 관객은 <인형의 집> 공연에서 충실
히 재현되는 극적 세계를 기대할 것이며, 이러한 기대를 토대로 작
품에

몰입할

수

있다.

독일

연출가

오스터마이어Thomas

Ostermeieres49)를 알고 있는 관객이라면, 그의 공연이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품이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관객은 사전 정
보를 토대로 구성된 스키마를 가지고 극장에 온다. 작품의 규칙과
틀을 드러내는 첫 장면은 관객의 기대 지평(horizon of expectatio
n) 50)과 만나 지평 융합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
48)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4.2 .3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49) 토마스 오스터마이어는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연출가 중 한 명으로 현재
샤우뷔네 베를린 극장의 예술 감독이다. 그는 고전을 파격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불쾌한 현실을 폭로하는 도발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보여주며 독일 뿐 아니라
세계 연극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Carlson, Theatre 16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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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요구된다.51) 첫 장면은 관객의 기대 지평을 확인하고 이를 고
정시키거나 관객의 기대 지평이 변화,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
다. 첫 장면은 공연과 관객의 지평 융합을 요청하고 나아가 관객을
극에 개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널리 알려진 고전을 재창작한 작품은 관객과 공연의 적극적
인 지평 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관객이 작품에 대한 선지식이나
이전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기대 지평을 가지고 극장을 찾을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객의 기대에 부합하면서도 이를 배반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관객의 지평을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
첫 장면은 “중간 수준의 새로움” 을 제시해야 한다 (“intermediate
novelty”;

Ellis 92). 새로운 자극이 너무 많으면 관객의 혼란을 일

으키고, 자극이 너무 적으면 지루함을 야기해 관객과 작품의 소통이
실패할 수 있다.52) 다시 말해 첫 장면에서 관객의 기대 지평을 활성
화하고 작품과 역동적인 지평 융합을 이루어 낼 때, 관객의 역동적
인 개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53) 입센의 <인형의 집>과 셰
50) ‘기대지평’은 만하임Karl Mannheim과 가다머Hans Georg Gadam er의 용어이
다. 야우스Hans Robert Jauss가 이 개념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수용 미학에 적용
한 바 있다. 야우스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가 지니고 있는 선지식을 기
대지평으로 파악하며, 기대 지평이 수용자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을 범주
화하고, 또 한계지우기도 한다고 설명한다(186-199 참고). 이후 야우스의 기대 지
평 개념은 연극 이론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파비스는 관객의 기대 지평이
사회적 상태, 연극 장르에 대한 지식, 그 순간의 흥미에서 만들어 진다고 보았고,
공연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관객의 기대체계를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 nalyzing 266). 엘람은 연극적 틀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기대지평을 구축한다
고 설명하며, 연극 이론에서 수용 미학적 관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관객
에 주목하는 것은 연극 시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장한다(114 ).
51) 작품의 첫 장면이 관객의 기대지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본고의 주장은 야우스
의 이론을 그 배경으로 한다. 야우스는 독자들의 기대 지평에 의해 텍스트가 매
개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새로운 텍스트는 독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친숙한 기
대와 유희 규칙의 지평을 일깨운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평은 변조되
고, 수정될 수 있으며 또 단순하게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다(1 84).
52) 데 마리니스 역시 벌리너 D.E . B erlyne와 디코프스키Joyce Ditkorsky의 실험을
언급하며 관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너무 새롭고 복잡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효
과적인 전략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Dramaturgy” 108). 벌리너와 디코
프스키의 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ffec t of Novelty and Oddity on Visual
Selective A ttention.” 참고.
53) 물론 첫 장면 뿐 아니라 공연 내내 관객은 자신의 지평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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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어의 <십이야>를 원본 텍스트로 삼는 <인형집>과 <말볼리
오>의 첫 장면을 분석하면서 이를 확인해보겠다.
<인형의 집>을 잘 알고 있는 관객은 마부마인의 <인형집>에서도
원작과 같은 사실적 재현을 기대하기 쉽다. 하지만 <인형집>은 첫
장면에서 관객을 향해 인사하는 피아니스트를 등장시켜 제 4의 벽
을 무화하고 본 공연이 사실주의와 결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한
다. 주지하듯이 사실주의 연극은 무대와 객석을 분명히 구분한다.
이러한 경계 덕분에 관객은 안전한 거리에게 무대 위 사건을 감상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객을 향해 인사하는 피아니스트는 관객의 존
재를 부각시키고,54) <인형집>은 이로써 사실주의 연극에 대한 관객
의 기대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첫 장면에서 관
객의 기대 지평과 공연의 지평 사이에 융합이 시작된다. 피아니스트
가 무대와 객석 사이에 위치한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시작하면 본
격적인 공연이 시작되는데, 이 첫 장면도 사실주의 연극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
또한 < 인형집>은 관객에게 완성된 허구의 세계를 제시하지 않고
지금-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노라의 집을 보여준다. 종이로 된 무대
세트를 펼치고, 배우/노라와 배우/하녀, 검은 작업복을 입은 무대
스태프가 각종 가구와 소품을 옮기는 행위를 관객에게 노출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첫 장면으로 <인형집>은 관객이 보고 있는 것이
연극일 뿐이라는 연극의 허구성을 강렬하게 환기하면서 관객의 지
평 융합을 유도한다.55)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54) 관객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작품의 의도는 <인형집> 공연 영상에서 반복적으
로 확인된다. <인형집> DVD는 공연 실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촬영된
것인데, 연출 브루어는 마치 공연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것처럼 객석에 관객 인
형을 배치하여 객석 풍경을 함께 담는다. 또한 브루어는 인형 관객의 반응을 묘
사하며 무대와 객석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고자 한다. 실제 공연에서 실제 관객이
영상 속 인형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 <인형
집>이 지닌 관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55) 이는 <인형집>의 메타드라마 전략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4.1 .1에
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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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 <인형집> 첫 장면, “인형의 집” 세우기
아울러 이러한 첫 장면은 극 내부의 논리도 시사한다. 종이로 된
접이식 세트는 노라와 헬메르의 집이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위태
로운 공간임을 암시하고, 배우/노라에 비해 확연히 작은 가구들은
노라와 그녀를 둘러싼 세계 사이의 불균형을 지시한다. 원작에 대한
선지식을 가진 관객은 <인형집>의 무대 구성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관객은 기존 지평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형
집>이 제시하는 새로운 지평을 수용하게 된다. 또한 관객의 눈앞에
서 노라의 집을 짓는 첫 장면은 가정생활과 연극의 유비 관계를 분
명히 하고 노라와 헬메르가 배우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지혜 177). 일련의 표현들로 <인형집>은
익히 알려진 원작의 주제와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상하면서 관
객의 주의를 끌고 관객으로 하여금 가정 내 노라의 입지와 그의 가
정이 처한 불안한 상황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첫 장면에서 노출되는 배우/노라의 과장된 움직임과
콧소리는 관객에게 노라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더욱이 헬메르와 노라의 대화로 시작되는 원작과 달리 <인형집>은
노라와 크리스티네 장면을 앞에 배치하여 원작 텍스트와 <인형집>
내러티브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 낸다. 이런 식으로 <인형집>은 첫
장면에서 원작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공연과 관객
의 지평 융합을 요구한다. 이는 관객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인물
이나 내러티브를 재검토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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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 볼 <말볼리오>는 < 십이야>의 인물 중 말볼리오를
주인공으로 삼는 일종의 후일담이자 스핀오프(Spin Off) 작이다. <십
이야>의 말볼리오는 고집 센 청교도 인으로 토비 일당의 미움을 받
았고 가짜 편지에 속아 올리비아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미친 사람
으로 오인되는 인물이다. <십이야>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사라진다. 이런 말볼리오가 < 말볼리오>에 등장하여 여전
히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십이야>에서 예고한 복수를
실현하고자 한다.
<말볼리오>의 첫 장면은 <십이야> 와 본 작품의 관계를 드러내면
서 관객의 지평 융합을 시도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연 전 등장
한 배우/ 말볼리오가 편지 하나를 반복하여 읽는데, 이 편지는 다름
아닌 올리비아 이름으로 말볼리오에게 전달된 <십이야>의 가짜 편
지이다.56)
말볼리오

밝힐 수 없는 사랑에게, 편지와 나의 진심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신도 아신다; 그러나 누굴까? 입술아, 움직이지 마
라; 누구도 알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을 부리는 나지만;
루크리스 칼 같은 침묵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일격으로 내
가슴을 찌르는구나. 엠. 오. 에이. 아이가 내 목숨을 지배
한다. (...)
To the unknown beloved, this, and my good wishes.
Jove knows I love; Bu t who? Lips, do not move; No
man must know. I may command where I adore; But
silence, like a Lucrece knife, With bloodless stroke my
heart doth gore: M, O, A, I, doth sway my life.(...) (13)

56) <십이야>의 2막 5장의 한 장면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말볼리오
“내 사랑을 신도 아신다. / 그렇지만 누굴까? / 입술아 움직이
면 안 된다./ 누구도 알면 안 돼” “ 누구도 알면 안 돼” 그 다음
이 뭘까? 운율을/ 바꿨군. “ 누구도 알면 안 돼.” 말볼리오, 만일
그게/ 너라면? (...) “사랑하는 사람을 부리는 나지만 루크리스
칼 같은 침묵이/ 핏기 없이 내 심장을 찔러대누나./ 엠. 오. 에
이. 아이가 내 목숨을 지배한다.”
(<십이야> 2.5.93-99, 2.5.1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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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말볼리오는 가짜 편지가 주문한 대로 노란 양말을 신고
있다. <십이야>에 대한 선지식을 가진 관객은 편지와 노란 양말로
부터 무대 위 인물이 말볼리오라는 사실과 그가 읽고 있는 편지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말볼리오>가 형상화한 말볼리오는 <십이야> 의 말볼리오
과 쉽게 조응되지 않는다. <십이야>의 말볼리오는 일종의 광대이다.
<십이야>에서 말볼리오는 가짜 편지가 시키는 대로 노란색 스타킹
을 신고 히죽거리며 우스꽝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는 독실한 청교도
신자이지 광인이 아니다. <십이야> 는 이를 충분히 해명한다.

사진 3. <말볼리오>
Latitude Festival, 2012.
©Bruce Dalzell Atherton 2011.
그러나 <말볼리오>에서 배우/말볼리오는 머리에는 뿔을, 턱에는 칠
면조 육수(肉羞)를 달고 있으며 더럽고 해진 속옷을 입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는 과장되고 새된 목소리로 말을 쏟아낸다. 말볼리오는
광인, 혹은 광신도의 모습으로 관객 앞에 나타나 <십이야>가 이미
구축한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즉, < 말볼리오>의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으로 하여금 <십이야>에
대한 선지식을 재검토하게 하고 <십이야>와 <말볼리오>의 관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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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리를 포착하도록 이끈다. 또한 그의 기이한 모습과 과장된 태
도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반복하여 주장하는 배우/말볼리오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주인공이자 서술자로서 말볼리오는
신뢰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형상과 목소리 때문에 그는 관객에게 의
심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크라우치는 말볼리오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로 형상화함으로써 <말볼리오>에 대한 관객의 의문을
유도하고, <십이야>와 <말볼리오>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 냄으로써
관객의 지평 융합을 시도한다(부스 25 참고). 이와 같은 첫 장면에
서 관객은 < 십이야>의 지평과 <말볼리오>의 지평, 주인공에 대한
신뢰와 의심을 오가면서 작품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인형집>과 <말볼리오>에서 원작에 대한 관객의 선지식이나 이
전 경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객의 지평 융합을 요구하는 전략을
확인하였다. 널리 알려진 고전을 기본 텍스트로 하며 메타드라마를
주요 드라마 전략으로 삼는 경우 관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이
를 배반하는 첫 장면을 활용할 때, 공연과 관객의 역동적인 관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첫 장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대하는 관
객의 의식적 주의를 끌면서 관객을 극에 개입시킬 뿐 아니라 작품
의 의도와 방향을 분명히 피력하면서 공연 전체의 의미 작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2.3. 공연과 관객의 관계를 설정하는 서술자
첫 장면에 서술자(narrator)57)를 등장시킴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57) 본고가 사용하는 서술자(narrator) 라는 용어는 브레히트식 서사적 화자(epic
narrator) 와 스토리텔링의 화자(storyteller),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브레히트
식 서사적 화자는 무대 사건 외부에 위치하며 무대와 객석을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 현대 연극에서 확인되는 스토리텔러는 서사적 화자처럼 극행동 외부에 위
치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면을 고백하는 스토리텔러는
내러티브의 핵심에 위치하며, 관객과 거리를 좁히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몰두
하기도 한다. 본고는 이를 포괄하여 서술자로 통칭하지만 효과에 따라 용어 구분
이 필요한 경우 서사적 화자와 화자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스토리텔링과 화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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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특성을 드러내고 관객의 시점을 구성할 수 있다. 시공간을
명시하거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러티브
에 대한 관객의 가설 설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소통
규약과 관련된 작품의 내적 논리를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서술자를 이용하여 공연에 대한
관객의 시점과 태도를 조정하거나 관객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
면서 공연과 관객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연극의

서술자는

즉각적으로

브레히트의

서사적

화자(epic

narrator)를 떠 올리게 한다. 하지만 현대 연극에 도입된 서술자를
서사극의 논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지하듯이 브레히트는 연
극의 허구성을 환기하고 관객이 등장인물의 시점이나 태도를 내면
화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사적 화자를 도입했다.58) 그러나 브
레히트식 서사적 화자가 여전히 낯설게 여겨지거나 연극의 허구성
을 환기하여 관객의 현실 인식을 이끌어 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관
객을 향해 발화하는 서사적 화자는 관객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연
극임을 드러내며 극장 내 관객의 존재를 환기할 수 있지만 그 서술
마저도 연극 내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사적 화자의 존
재가 극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역시 허구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적 화자를 도입하는 것이 곧 관객의 거리
두기나 비판적 사유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식화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현대 연극에는 내밀하고 주관적인 경
험을 고백하는 서술자나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서술자, 내러티브 진행을 방해하는 서술자 등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제는 4 .2.2 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58) 브레히트식 서사적 화자는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나아가 관객의 비판적 사
유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와 달리 소설이나 영상 매체의 서술자는
내러티브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몰입을 이끈다. 소설의 서술자는 독자
의 시점을 서술자의 시점으로 유인하고, 독자가 사건을 보고 있다는 환상을 불어
넣는다(애벗 235 ). 등장인물의 시점을 대신하는 카메라는 사건을 전달하는 일종
의 서술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술자를 통해 수용자는 등장인물의 감정,
또는 시점을 내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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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서사극의 논리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황금용>에서 브레히트식 서사적 화자와 21세기 동시대 연극에
도입된 서술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황금용>은 내러티브가
분절된 삽화 구성을 취하며, 각 장면이 시작될 때 서술자는 아래와
같이 장면의 시공간을 밝히고 주요 인물을 소개한다. 또한 서술자와
인물의 역할 전환을 보여주며 배우의 이중성을 노출한다.
남자59)

여긴 “황금용”식당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이죠. 희미한 햇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에 떨어지고 있군요. 타
이-차이나-베트남 간이식당의 비좁은 주방에서 아시아인
다섯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

중국인 청년이 이가 아파서 쩔쩔맵니다.
(공포에 질려서) 아파요, 아파요. 진짜 아파요.
(젊은 여인이 통증 때문에 소리 지른다.)
(장면 1, 4; 강조 - 인용자)60)

위에서 인용한 <황금용> 의 첫 장면에서 남자는 서술자로서 첫 장
면의 시간과 공간을 밝히면서 관객이 보고 있는 것이 ‘연극’ 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브레히트식 서사적 화자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황금용>의 서술자는 보다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남자의
서술에 이어 젊은 여인은 서술자의 층위에서 중국 청년이 치통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바꿔 “ 아파요, 아파”라
고 말하며 중국 청년의 고통을 재현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황금
용>은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역할 전환을 노출하며 무대 위의 인물
59) <황금용>은 5명의 인물, 남자, 젊은 여인, 젊은 남자, 60세가 넘은 남자, 60 세
가 넘은 여자가 서로 다른 17 개 배역을 수행하는 일인 다역 기법을 취한다. 이
작품에서 인물 표기는 배우의 특성을 지시한다. 예를 들어 “남자” 는 남자 배우가
수행하는 인물들로, 장면마다 남자 배우가 분하는 인물이 달라진다. 배우가 해당
장면에서, 또는 해당 대사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장면이나 문장 서두에서 밝혀진
다.
60) 인용 장면의 강조 또는 밑줄은 모두 연구자의 것이다. 이후 이를 별도 표기하
지 않고 원문에 따른 강조를 표기할 경우에만 이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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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우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61)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무대 위에서 중국 청년의 고통을 재현함에도 불구하고 <황금
용>의 서술자가 “중국 청년이 이가 아파서 쩔쩔 맵니다”와 같은 불
필요한 서술을 덧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잉 서술은 지속적
으로 사건 진행을 방해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아래와 같이 다수
의 서술자가 등장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 서술한다. 인용 장면에서
강조 표기한 대사들은 내러티브 전개상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재현된 행위를 반복하여 서술하는 일종의 과잉 서술이 정보
제공 이상의 의미를 산출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
60세가 넘은 여자

저 사람이 아파요.

60세가 넘은 남자

꼬마가 아파요.

젊은 남자

울지 마, 울지 마.

남자

소리치지 마. 그러나 남자는 소리칩니다. 소리치고 또 소
리칩니다.

(...)
60세가 넘은 남자

우리는 타이-차이나-베트남 식당의 비좁은 주방

에서 꼬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소리치지 마. 그는 계속 소리칩니다.
60세가 넘은 여자

83번, 팟 타이 가이. 달걀, 야채, 닭고기와 매콤

한 피넛 소스를 곁들인 볶음 쌀국수, 약간 매운 맛
남자

치통이라

60세가 넘은 남자

꼬마는 이가 아파요.

(...)

(장면 1, 4)

이와 같은 서술은 관객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일정 거
리 이상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한다. 관객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61) <황금용>의 모든 배우는 서술자와 인물을 겸하기 때문에 배우의
는 보다 복잡하다. 무대 위의 배우는 실제 배우, 서술자, 등장인물의
포함하며,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빠르게 오가는 역할 전환과 성별이
다역은 배우의 실제 몸과 재현 사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는 3 .1.1에서 다룰 것이다.

47

이중성
성격을
전환된
관련된

문제
모두
일인
문제

행동도 한 번 더 언어로 매개함으로써 재현된 행위와 사건에 거리
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황금용>의 서술자는 모두 사건 외
부에 위치한 3인칭 서술자로,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에 대해 논평하
지 않고 상황, 또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만 몰두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각 장면에

객관적인 인상을 부가한다

(Pfister 204 참고).
아울러 첫 장면에서 반복되는 과잉 서술은 재현을 압도하는 <황
금용>의 서술 규칙을 강력히 피력하고 서술자, 또는 내러티브의 재
구성에 있어 관객의 선택과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술자가 불
필요한 정보들을 쏟아 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서술은 관객에게 불필요한 것을 거르거나 서술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덧붙여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부여한다(애벗

170

참고).

관객은

필요에

따라

“덜읽기

(underread)”62) 와 “더읽기(overread)”63)를 수행하며 서술 이면의 것
을 파악하여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64) 다시 말해 <황금용>은 첫
장면에서 관객에게 여러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가운데 관객의 선
택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이를 관극의 규칙으로 제시한다.
이 같은 과잉 서술을 <말볼리오>의 첫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본격적으로 내러티브가 시작되면 배우/말볼리오는 그가 읽고 있
던 편지를 구겨서 바닥에 버리겠다고 선언한다. 이어 그는 바닥에
버리겠다는 품목을 점차 늘려가고, 점점 더 큰 물품을 언급한다. 그
런데 문제는 배우/ 말볼리오가 관객에게 그가 열거하고 있는 물품을
62) “ 덜읽기”는 영국의 문학 평론가 프랭크 커모드Frank Kermode의 용어이다. 그
는 소설의 독자가 텍스트상의 많은 것들을 제대로 읽지 않고 건너뛰는 일이 매
우 흔하며 텍스트 역시 독자의 덜읽기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너무 자세히 읽는 것은 소설의 본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에 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13 8).
63) “더읽기”는 애벗이 제안한 용어이다. 독자 또는 관객이 텍스트가 제공한 내러
티브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할 때, 관객의 “더읽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덜읽기” 와 “더읽기” 에 대한 애벗의 추가적인 논의는  서사학강의 169 -77 참고.
64) 서사학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읽기” 로 표기하지만 공연보기를 “읽기” 라는
행위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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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현을 동반하지 않는 과잉서술이 지속
되는 가운데 관객은 서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말볼리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편지를 구긴다.)
(침묵. 그가 주위를 둘러본다.)
여기다 이걸 버릴 겁니다. 어때요? 당신이 할 법한 거죠? 쓰레기
통이 없잖아요. 이건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냥 여기다 둬요. 여
기 버려요. 그냥 둬요. 그러면 날아가요. 다른 사람이 줍도록
해요, 어때요? 다른 사람 말이에요, 네?
(...)
(그는 관객에게 “예”라는 대답을 끌어낸다. 편지를 버린다.)
이 껌 여기 그냥 버릴 겁니다, 어때요? 네? 여기요? 작은 껌일 뿐
이에요. 껍질이죠. 여기다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줍도록 하죠,
어때요? 이 포장지도. 작은 병따개. 먹다 만 플랩잭. 소포 쪼가리.
무뎌진 면도칼. 일회용 컵. 곰팡이 핀 잡지들. 생선대가리. 망가진
신발. 비닐봉지. 썩은 빵조각들. 빈 깡통. 치즈 조각도. 치킨 뼈.
담배꽁초. 쓰던 휴지. 더러운 속옷. 얼룩덜룩한 팬티.
여기다 다 남기고 갈 겁니다, 어때요, 그냥 여기다 버려요? 누군가
와서 치우겠죠, 그렇죠? 이런 게 당신들이 하던 일 아닙니까? (...)
He crumples the letter.
A silence. He looks around.
I’ll drop this here, shall I? Is that what you’d do? In the
absence of a bin. This thing here. Yes? Just leave i t here.
Dump it here. Let it rest and blow about. Let someone else
pick it up, shall I? Someone else, Shall I?
(...)
He elicits a ‘yes’ from the audience. He drops the letter.
I’ll just throw this piece of gum here, shall I? Yes? Here? Thi s
little bit of gum. This piece of peel. Here. Let someone else
pick it up, shall I? This wrapper. This tiny little ring pull. Th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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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inished flapjack. This scarp of parcel. This blunt razor. Thi s
polystyrene cup. These mouldy magazines. This fish head. Thi s
broken shoe. This plastic bag. These stale crusts. This empty
can. This piece of chee se. These chicken bones. This cigare tte
butt. Thi s used tissue. These stained underpants. These soiled
panties.
I’ll just leave this all here, shall I, just dump it here?
Someone el se pick it up, shall they? Let someone else? That
what you’d do, is i t? (...) (14)

관객이 <말볼리오>의 서술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관객에게는 배우/말볼리오의 서술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황금용>의 과잉 서술은 불필요하지만 거짓은 아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과장하여 열거하는 <말볼리오>의 서술은 말볼리
오의 외양과 더불어 관객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관객은 주인공인 배우/말볼리오를 신뢰하고, 연극적 관습에 따라 눈
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려고 애쓸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그를
신뢰하지 않는 관객은 그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말
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덜읽기” 하는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말볼리오>가 배우/인물과 관객
의 상호 작용을 핵심 동인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용 장면에서도 관
객의 태도에 따라 배우/말볼리오가 호명하는 “당신들(you)”의 의미
가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서술자의 말을 수용하는 관객
의 태도에 따라 배우/인물과 관객의 거리,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달
라질 수 있고 이는 공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관객이 배우/
말볼리오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관
객을 비난하는 그의 서술은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는
광대의 허풍이나 허구의 일부로 처리될 것이다. 반대로 서술자의 말
을 모두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객은 속사포처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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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배우/말볼리오의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관객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객은 보다 즉각적으로 배우
/말볼리오의 비난에 반응할 수 있고 관객을 향한 질문에 응답하기
쉽다.
<파워>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서술자는 <황금용>과 <말볼리오>
의 서술자가 지닌 특징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파워>의 서술자
인 극중 작가는 ‘ 작가’와 ‘ 작가를 연기하는 배우’ 의 층위를 오가며
다층적인 허구의 겹을 노출하지만 동시에 실제 사실을 언급하여 허
구와 실재가 뒤섞인 중간 상태를 생성한다. 아래 인용 장면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배우/작가는 실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작가’
역으로서 투명하게 인물을 재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A), 곧
지금 자신이 관객들 앞에서 작가 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B)
배우와 역할 사이의 격차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로부터 연극의 허구
성이 말끔히 폭로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배우임을 고백하는 대사
역시 배우 자신의 말이 아니라 “ 대본에 다 나와 있는”것이기 때문
이다. 대본이 존재하고 배우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실제 사
실이지만 이 역시 허구 안에 존재하고 허구의 틀 안에서 승인된다.
<파워>는 허구에 실재처럼 보이는 또 다른 허구를 중첩하는 것이
다.
작가

안녕하세요! (관객과 인사를 나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
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오늘 공
연, 보시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실 작품의 작가입니다. (A)
(관객의 박수를 유도한다) 눈치들이 진짜 없으시네요. 대
단하시네요. 당연히 전 작가가 아니라 작가가 써 준대로
말하는 배우입니다. 작가가 써준 것은 무조건 다 말해야
해요. 이렇게요. (...) 보셨죠. (B)
저한텐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전 작가니까요. (A)
자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것도 작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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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가 팔을 벌린다. 이렇게 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대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B) 연극의 낡은 관행이죠.
포스트모던 방식. 제 4 의 벽을 허물고 작가가 나선다. 이
겁니다. (...)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아주 뒤집어 놓을 겁니다. 남
녀노소 막론하고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딴 사
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주 멋있고 위대한
작가니까요. 글도 잘 쓰고, 외모도 출중하고. (A)
(프롤로그, 1:20-2:05)65)

(...)

위 장면에서 대본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배우/인물은 겹
겹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허구의 층위 내에 있으나 실제 관객과 대
화하고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또한 그는 현실 공간인 “명동예
술극장”과 2015년 초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메르스” 바이러스를
언급하며 허구에 실제 사실을 틈입한다. 이러한 배우/인물과 관객의
소통은 무대와 객석이 서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임을 드러낼 뿐 아
니라 허구 세계(무대)와 실제 세계(객석)를 연결한다.
이렇게 허구와 실재가 거듭 포개어지고 서로 경합하는 상황 때문
에 서술자의 발화는 작품 외부의 소통, 즉 작품과 관객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작품으로 관객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는
배우/작가의 포부는 극행동 내부에서만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파
워> 전체의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작품의 주제를 명시
하는 서술 역시 <파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관객이 서술자를 신뢰하지 않거나 그의 존재를 허구의 층위 안에서
만 수용한다면 실제 관객을 향한 서술자의 말에 저항하면서 아래
장면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볼리오> 분석에서 논증한 것처
럼 극중 작가에 대한 관객의 신뢰도에 따라 아래 장면의 의미가 다
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65) <파워>는 별도의 대본이 없기 때문에 장면을 인용 시 공연 영상의 시간을 표
기한다. 또한 괄호 안에 기술한 지문은 영상을 토대로 연구자가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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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제 작품이 여기 명동에서 처음 공연됐을 때 관객들 얼굴
을 보셨어야 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 자본주
의에 기초한 끔찍한 세상에 고통, 공포, 격렬함을 눈앞에
들이밀었거든요. 어떤 비평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파
워>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이다. 연극적 위트로 충만
했으며, 무대는 에너지로 넘쳐났다. 국립극단 기획으로 명
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파워>는 연극의 신기원을 연 작
품으로 중대한 예술적 전환점으로 간주될 것이다.” 잘 들
으셨나요? (관객의 대답을 요구한다) 연극의 신기원. 근데
그 놈의 메르스 때문에. 자, 여러분은 오늘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우리 삶을 감염시키고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신
자유주의의 권력구조에 관한 작품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프롤로그, 2:23-3:20)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파워>는 관객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
면서도 관객의 판단과 해석이 무한히 발산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틀을 제시한다. 배우/작가가 인용하는 <파워>의 비평이 작품의 주
제를 명시하고, 관객의 시점을 초점화(focalization)66)하기 때문이다.
“연극의 신기원” 혹은 “중대한 예술적 전환점”과 같은 긍정적인 평
가를 인용하며 작품에 대한 관객의 태도를 조절하고, 비평에서 언급
한 “연극적 위트” 나 “무대의 에너지” 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관객의
시점을 유도하는 것이다. 관객에게 공연 전 연극 평론을 사전 제시
하면 관객은 이를 토대로 공연 중 보일 반응을 미리 정할 수 있다
(Schechner 162; 엘람 114에서 재인용). 또한 이렇게 인용되는 비평
은 관객에게 공유된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관객을 하나의 해석 공
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디 오써>의 첫 장면도 작품에 대한 비평을 인용한다. 그런데
66) 본고는 애벗과 발Mieke Bal 의 논의를 토대로 내러티브 내의 인물과 사건을 일
종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로 초첨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애벗은
‘초점화’가 미숙한 신조어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시점보다는 덜 모호하고 덜
논쟁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이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146). 발은 ‘보는 주
체와 보여지는 대상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초점화’ 개념을 제
안한다(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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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의 극중 작가가 인용하는 평론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으며 서
술자의 신뢰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워>가 공연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를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저항을 불러일으
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디 오써>는 실제 신문에
실린 비평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관객에게 믿을만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애드리안

제가 뭘 좀 가져 왔어요. 메트로에 실린 프리뷰요!/ 스탠다
드에 실린 후기요! (...) 읽어드릴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
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놓치는 것도 없을 거예
요. 자 들어보세요.

(애드리안은 신문에서 본 공연에 대한 리뷰 또는 프리뷰를 읽는다.)
네, 어쩌고, 저쩌고. 네, 뭐! 별거 없네요. 그렇죠?
Adrian

I have some cutting in my bag. I have a preview in
the Metro/a review in the Standard! (...) Shall I read
you it? Here, let me read i t. I t’s not as though
anything’s happening, is it! It’s not as though we’re
going to miss anything! Here.

ADRIAN reads from a newspaper – a review or a preview of this
play.
Yes, blah. Yes, well! Doesn’t say anything really ! Does
it? (108)

인용 장면에서 배우/ 애드리안은 비평 또는 비평이 제공하는 정보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지만 그의 태도와 관계없이 실제 평론
가의 평가는 관객의 공연 이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우
/애드리안은 허구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그가 인용하는 비평은 사실
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크라우치가 평론의 내용을 비어두었기
때문에 공연 상황, 또는 연출의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평론이 선택
될 수 있고, 이 가능성 안에서 공연마다 초점화되는 관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 내 관객의 역할과 의미를 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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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하는 비평을 인용할 경우, 관객의 놀라움과 작품의 충격 효과는
반감되겠지만 제한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객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까지 분석한 대로 작품과 관객의 소통이 시작되는 첫 장면은
관객을 포섭하기 위한 주요 소통 전략으로, 공연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구성될 때 공연 전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허구의 내
러티브를 재현하는 동시대 연극의 경우 전통적인 연극과도 변별되
는 작품의 특성을 드러내고 이에 적합한 관객의 지각 방식과 태도
를 유도하는 첫 장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연이 작품이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면, 관객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공
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첫 장면에 등장한 서
술자는 관객과 작품의 거리를 설정하고 관객의 시점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서술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관객의 개입과 소통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활용될 수
있다. 첫 장면에서 포착되는 첫 번째 소통 전략은 작품과 관객의 소
통에 토대가 되고 관객에게 공동 생산자로서의 의식을 부여한다. 이
는 공연의 다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한다. 3장과 4
장에서 구체적인 소통 전략을 분석하는 가운데 첫 장면이 공연에
기여하는 효과가 보다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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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분법적 경계를 흔드는 수행적 전략
텍스트의 상연인 연극은 본래 수행적(performative)이다. 사조 또
는 작품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지만 연극은 지시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을 모두 충족한다(김형기, “개념” 38). 다시 말해 공연 내 모든
행위는 자기 지시적이면서 현실 구성적이다(Fischer-Lichte,  수행성
 377). 그럼에도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있어 ‘수행성’, 또는 ‘ 수행적
인 것’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만의 특유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레만은 역사적 아방가르드 연극과 네오 아방가르드 연극에서 관
객을 활성화시키는 ‘수행적인 것’ 을 발견하고(61), 포스트드라마 연
극의 전사로 이들을 언급하면 이들과의 연관 관계 안에서, 또 이들
을 극복하면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수행성을 논한다. 20세기 전환
기의 연극과 1960년대 연극, 퍼포먼스의 경향은 실로 다양하여 그
실천을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실천에서 공통적으
로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시도로부터 관객은 공연의 공동 생산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러한 점에 주목하여 레만은 관객을 지각의 주체이자 공동 생산자로
호출할 수 있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전략들을 규명하는 데 몰두한
다. 특히 그는 몸의 현존, 배우와 관객이 공유하는 에너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아 관객의 자유로운 경험과 끝없는 의미 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호들을 중요하게 다룬다.
레만이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수행성 개념을 도출했다면, 피
셔-리히테는 오스틴John Austin을 인용하면서 공연의 수행성 개념
을 명료하게 정의한 뒤 퍼포먼스 분석에 이를 적용한다. 수행문은
말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 오스틴 34), 관습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수행문은 행위에 다름 아니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오스틴의 논의는 발화행위에 한정된 것이지
만 피셔-리히테는 공연 분석에 적합하도록 그의 수행 개념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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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였다. 특히 피셔-리히테는 공연 중 예술가와 관객이 상호 작
용하는 가운데 이들의 변환(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함 점에서

공연을 ‘수행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Introduction 20;  수행성 47).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피셔-리히테
는 행위자와 관객의 공동 현존, 물질성, 의미의 창발, 사건성 등 네
가지 양상에서 공연을 분석하면서 수행적 미학을 논구한다.67) 그녀
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 이분법적 개념 형성을 불안정하게 하고 충
돌하게 하는 힘과 가능성”이다(수행성 46). 공연은 관객에게 “이
도 저도 아닌 경계”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며 이로부터 관객의 변환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녀의 핵심 주장이라 하겠다.
레만과 피셔-리히테의 수행성 개념의 핵심은 바로 공동 현존하는
관객에 있다. 수행적 미학은 언어의 폐기, 또는 현존으로서 몸의 강
조 등에 달린 것이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에 개입하게 하고,
이로부터 관객의 변환을 이루어 낼 때 성취된다. 따라서 탈희곡적
연극, 현존의 감각이 의미를 압도하는 연극에서만 수행성을 발견한
레만의 시각을 재검토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피셔-리히테는 다양
한 연극 공연, 퍼포먼스에서 수행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관객이 극
적인 인물, 허구 세계와 관련된 공연의 요소만을 지각한다면, 불안
정한 사이 경험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Introduction 40). 이것은
재현과 현존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68) 하지만 이미 밝힌
것처럼 관객은 현존과 재현, 허구와 실재를 동시에 지각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물질성은 감각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 관객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힘’ 이 수행적인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주
장한 수행적 전략의 작동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
67) 자세한 내용은 피셔- 리히테, 수행성의 미학 57-75 참고.
68) 물론 피셔- 리히테는 개별 관객의 지각과 경험,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변환의 결
과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논의는 다시 이분법으로 회귀한다. 이를테면 그녀는 관객이 배우의 현상
학적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그만 둘 때, 그것을 기표로 지각하기 시작한
다고 서술하는 것이다(Introductio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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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3장은 인지 이론을 근거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연극의 몸과 언어, 참여 전략을 분석한다. 이 가운데 전통
적인 연극과 2000년 이후 현대 연극의 차이도 드러날 것이다.

3.1. 관객의 공동 현존을 상기시키는 신체의 물질성
3.1.1. 현존과 재현 사이에 충돌하는 몸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과 실천은 현존하는 몸 그 자체, 하나의
의미에 정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물질성의 감각
에 주목한다. 이러한 몸은 문학과 결별하고 이성중심주의적 사고에
서 벗어나려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지향하는 바를 명백하게 드러
낸다. 배우 또는 행위자의 몸이 발산하는 신체성은 포스트드라마 연
극을 규정하는 레만의 출발점이며(Postdramatisches 366), 피셔-리
히테가 논구하는 수행적 미학의 핵심이다. 이들에 따르면 기의에 종
속되지 않는 몸은 그 자체의 자기 지시성을 현시하고, 관객의 몸에
다양한 흥분을 야기한다. 또 관객은 자신의 몸으로 행위자의 몸이
발산하는 감각을 지각하면서 행위자와 직접적인 교감을 이루어내며,
공연의 공동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다(Fischer-Lichte,  수행성
129).
이와 같은 논의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몸의 현
상학을 이론적 토대로 한다. 메를로-퐁티는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세계의 살(la chair du monde)’이 몸을 통한 소통
을 가능케 하며, 정신과 몸, 의식과 세계의 일치를 이룬다고 주장한
다(19). 피셔-리히테는 메를로-퐁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 시선을 통해 사물을 더듬어 찾고, 어루만”
지며 “지각된 것으로부터 신체적 자극을 받는다” 고 지적한다(수행
성 345). 이러한 논의는 전통적인 연극과 근본적으로 다른 수용 방
식을 전제하고, 연극 고유의 라이브니스(liveness)를 증명하려는 것
이다. 레만과 피셔-리히테의 논의는 그간 주목받지 못한 몸, 또는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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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냈고 영상 매체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연극성을 논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몸의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미를 포기해야 하고 실재
를 강조하기 위해 허구를 폐기해야 한다는 이들의 시각은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따르는 것이다. 이를테면 레만은 포스트드라마 연
극의 몸이 발산하는 감각성이 의미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
만(Postdramatisches 365), 과연 그러한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속
한 다양한 공연이 ‘의미’ 에서 멀어지고자 해도 이를 수용하는 관객
은 작품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몸의 의도, 공연의 의미를 추적할 가
능성이 크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
자 하이더Fritz Heider 와 짐멜Marianne Simmel의 실험이 이를 증명
한다. 큰 세모, 작은 세모, 작은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짧은 영상을
본 피실험자들은 단순한 도형에 인간성을 부여하고, 이들 사이의 관
계를 상상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면서 내러티브를 구성해 냈다.69) 다
시 말해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아무리 궁극적인 무의미를 주장한다
고 해도, 공연이 안정적인 내러티브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를 안정적
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려는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
생한다(McConachie, Engaging 167; 최성희 19). 이러한 위험을 피
하기 위해 작품이 끝없이 의미에서 미끄러지고자 한다면 공연은 관
객에게 찰나의 감각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의미의
최종 생산자인 관객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몸, 또는 고통을 전시
하는 전략과 이에 대한 레만의 해석 역시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
다. 행위자가 허구의 인물을 재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의 현존은
재현과 짝을 이룬다. 무대 위의 행위는 제 아무리 실재처럼 보여도

69)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Fritz Heider, and Marianne Simmel, “An
Experiment Study of Apparent Behavior” 참고. 하이더와 짐멜의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다음 링크 참고. https://youtu.be/VTNmLt7QX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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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것이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설령 관객의 예
상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는 작가, 연출, 배우
등 예술가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 것이다. 관객은 이를 잘 알고 있
다. 따라서 과도하게 강조된 신체나 폭력은 오히려 연극의 허구성을
강렬히 환기할 가능성을 지닌다.
레만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있어 “신체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슐레프Einar Schleef 의 연극을 예로 들어 육
체적으로 위험한 배우의 행위를 제시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이를 정
면에서 직시하도록 하여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
한다(97).70) 이와 같은 레만의 시각을 극단 성북동비둘기의 <세일즈
맨의 죽음>(2017)71)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공연 내내(60분) 러닝
머신 위를 달리는 배우/윌리의 몸은 온통 땀으로 젖어 들며 점차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노출한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소극장의 관객
은 슐레프의 관객처럼 물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그의 육체를 지
각하고 그의 몸이 발산하는 신체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관객은 윌리 역을 수행하는 배우가 이 공연을 위해 충분
히 훈련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의 고통스러운 달리기가
공연과 함께 끝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관객은 배우/윌리의
몸을 통해 고통스러운 윌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배우/윌리의 몸
은 의미를 만들어 내는 재현 이미지와 몸 자체의 물질성을 모두 지
니고 관객은 이것들을 함께 감각하고 해석에 이른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 관객은 무대 위의 배우/인물을 지각할 때, 배
우 또는 인물 중 어느 한 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은 하나를 선택
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객은 재현된 이미지와 배우의 몸을
70) “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여 강렬한 신체성을
전시하는 방향, 즉 신체가 절대적인 것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As
postdrama theatre moves away from a mental, intelligible structure towards
the exposition of intense physicality, the body is absolutiz ed”(96 강조– 원문).
71) 극단 성북동비둘기의 <세일즈 맨의 죽음>은 아서 밀러의 원작을 김현탁이 창
안, 연출하여 재창작된 공연이다. 이진성, 성석주, 김미옥, 김명섭, 이헌일, 김민
성, 아누팜, 이송희, 허솔, 권숙영 출연. 2017.5.12-21.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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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각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혼성 이미지를 산출한다.
전통적인 연극의 배우/인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관객은
허구 상황에 몰입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배우
의 연기술을 감상한다(Walker 37).72) 달리 말해 관객은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말하는 배우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배우가 재현하는 허구
세계의 인물도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포코니에 · 터너 385). 특히
연극에서는 배우/인물과 관객이 같은 시공간에 공동 현존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이중적 인식이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을 “ 개념적 혼성이론” 73)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객은 배우의 이미지, 인물의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사상(mapping)
하여 배우/ 인물의 혼성 이미지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혼성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또 빠르게 구성된다(앞의 책 5-6). 다시 말해 관객은
배우 또는 인물의 단일 이미지와 배우/인물의 혼성 이미지를 유연
하게 오가고 선택적 사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때로는 배우에, 때로는
인물에 주목할 수 있다. 레만과 피셔-리히테가 주장한 것처럼 관객
이 배우에 주목한다고 해서 인물의 이미지가 사라지거나 인물의 이
미지에 몰두한다고 해고 배우의 몸이 발산하는 물질적 에너지를 지
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배우의 이미지는 입력 공간
1에, 그가 재현하는 허구 인물의 이미지는 입력 공간 2에 해당된
다.74) 또한 총칭 공간을 이루는 연극의 규칙이나 관객의 예상과 스
72) 워커는 이를 “연극적 사건의 이중적 인식(double consciousness of the
theatrical event)” 으로 규정하며 이와 같은 관객의 인식을 일컬어 “진동하는 역
동(oscillating dynamic)”으로 설명한다(37).
73) 인지 철학자 포코니에와 터너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인식하는 소꿉놀이를 사례로 들며, 인간은 유아기부터 개념적 혼성을 습득하고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인간이 개
념적 혼성의 숨겨진 복잡성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거대한 연결망을 형성하여 간
단해보이지만 실상 복잡한 인지적 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적
혼성이론은 하나의 통합된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것이다(5-7). 개
념적 혼성 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
74) 피셔-리히테는 공연의 몸성을 논하는 가운데 배우의 신체 그 자체를 “현상적인
몸(phenomenal body)”으로, 그가 연기하는 인물을 “ 기호적인 몸(semioti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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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마 등이 각각의 입력 공간에 투사된다.75) 관객의 선택적 사상에
따라 하나의 입력 공간에 사상되는 이미지가 다른 하나보다 강력하
게 혼성 공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 관객은 인물보다 배우의 특성에 더 주목할 수 있다. 반대로 아
마추어 배우의 연기를 보아야 할 경우 관객은 배우보다 인물의 이
미지를 혼성 공간에 더 많이 투사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총칭
공간을 이루는 요소, 각 입력 공간에 투사되는 배우와 인물의 이미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성되어 개별 입력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혼성 이미지가 발현된다. 다시 말해 관객은
“인지적 조정”을 통해 배우와 인물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혼성 이미
지를 만들어 낸다(“cognitive adjustment”; McConachie, Engaging
44).

그림 1. 배우/인물의 혼성 이미지

으로 규정하고 둘 사이의 긴장을 다룬 바 있다(Introduction 26 ). 피셔-리히테 식
으로 말하면 입력 공간 1에는 현상적인 몸이, 입력 공간 2에는 기호적인 몸이 투
사(project) 되는 것이다.
75) 포코니에와 터너의 용어를 따라 이를 총칭공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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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연극은 배우와 인물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 배우와
인물이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사실주
의 연극의 연기술과 연출은 입력 공간 1에 투사되는 배우의 이미지
가 입력 공간 2에 투사되는 인물의 이미지에 종속되는 방향을 추구
해왔다. 중년 여성이 중년 여성을 연기하거나, 동양인이 동양인을
연기하는 것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배우와 인물 사이
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포스트드라마 연극
은 입력 공간 2에 해당되는 인물의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최소화하
여 입력 공간 1에 투사되는 배우의 이미지, 즉 현상적인 몸을 훨씬
더 강조한다. 개념적 혼성 이론의 시각으로 볼 때, 전자와 후자는
그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 즉 배우와 인물의 일치
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배우가 허구 인물을 재현하지 않을
때에도 무대 위 배우의 몸은 의도된 것이다. 완전히 “순수하게” 현
상적인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76)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현존 또는 실
재를 강조하여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다. 그러나 관객은 배
우의 몸만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는 “무엇”을 함께
지각하고 이로부터 혼성 이미지를 구성한다. 또한 관객이 혼성공간
을 만들어 낸 후에도 혼성 공간과 입력공간의 연결은 계속 유지된
다(포코니에 · 터너 77 참고). 피셔-리히테가 우려한 것처럼 관객이
배우의 현상적인 몸이나 기호적인 몸 가운데 하나에 더 주목할 때,
나머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Introduction 40). 관객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요소가 혼성 공간에 더 많이 투사될 뿐이다.
배우와 인물의 이미지가 일치할수록 관객은 이를 자연스럽게, 또
무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관객의 자동적
인 혼성 이미지 구성을 방해하고, 관객의 의식적인 주의를 유도할
76) 피셔-리히테는 몸이 “순수한” 기호적 몸으로 남아 있을 때,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 순수한” 기호적 몸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Fischer-Lic hte, Introduction 33). 무대 위에 제시되는 모든 기호는
연극의 틀 안에서 지각되고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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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몸의 활용 방안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의도적인 혼성
회피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연극이나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달리 각 입력 공간에 투사되는 요소들, 배우와
인물의 이미지를 충돌하게 함으로써 배우와 인물 각각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의도적인 혼성 회피 전략은 관객으로 하여금 배우와
인물 각각에 주목하게 만들고 이를

역동적으로 지각하게 한다

(McConachie, “Falsifiable” 557). 이와 같은 전략을 앞의 개념적 혼
성 이미지 도식을 변형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배우/ 인물의 역전된 혼성 이미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위 주장이 유효함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인형집>에서는 소인 남자배우들이 가부장적인 남성인물을 평균보
다 큰 여자배우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여성인물을 연기한다. 이러
한 전략으로 <인형집>은 배우와 그가 재현하는 인물 사이의 부조
화,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 사이의 부조화를 만들어 낸다. 특히 배
우가 재현하는 인물(의미)과 현상적인 몸 사이의 강력한 충돌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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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서 몸의 물질성이 전경화되지만 레만이 주장한 것처럼 <인형
집>의 몸은 관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현과 현존
사이의 불균형은 관객의 역동적인 혼성을 자극하고, 이 혼성은 다시
입력공간으로 역(逆) 사상되어 재현과 현존 각각을 강조한다(포코니
에 · 터너 77참고). 다시 말해 의미와 물질성 각각이 부각되는 것이
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인형집>의 배우/헬메르는 가부장적인 태도로
노라를 지배한다. 그런데 그가 배우/ 노라를 “사랑스러운 작은 노라”
또는 “작은 낭비꾼” 으로 부르는 경우 배우/노라의 커다란 몸과 부합
하지 않는 “작은”이라는 언어(의미) 가 긴장을 야기한다. 또한 배우/
노라가 “작은 노라” 에 합당한 인물을 재현할 때에도 그녀의 몸은
부각된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의미에 종속되어 지워진다고 말할 수
없다. 그녀의 몸과 그녀가 재현하는 의미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혼성
은 다시 각각의 요소를 강조한다. 이러한 몸은 관객이 개입할 수 없
는 고정된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능동적인 지각과
해석을 요청한다. 배우/인물의 몸은 그들이 발화하는 언어가 문자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을 저지하며 관객의 사유를 이끌어 낸다. 이렇
게 배우의 현상적인 몸과 그가 전달하는 의미가 충돌할 때, 이는 관
객의 의식적인 주의를 끈다.
배우/헬메르와 배우/노라의 부조화, 환경과 배우/노라 사이의 불
균형 역시 관객의 역동적인 혼성을 자극한다. 남편에게 맞춰진 작은
집과 배우/ 헬메르의 몸은 배우/ 노라에게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몸을
강요한다. 그녀는 기어서 움직이거나 무릎을 꿇고 남편과 대화하고
그녀의 몸에 비해 너무나 작은 의자에 앉거나 장난감처럼 작은 잔
에 차를 마시기도 한다. 배우/토르발이 신체적 힘, 또는 크기와 관
계없이 권력을 지니고 아내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배우/ 노라의 몸은
남편에게 억압되고 종속된 아내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은
유한다. 이러한 순간마다 배우/ 노라의 몸은 전경화되고 동시에 가부
장제의 억압과 종속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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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도 가부장제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불균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여전히 <인형집>은 비극적이다. 그런데 배우
/노라와 배우/헬메르의 대조, 그녀와 그녀를 둘러싼 환경의 부조화
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와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것은 비
극적 상황과 충돌한다. 이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입센의
주제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관객의 사유가 유도된다. 배우
/인물의 몸은 이러한 의미 작용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인형집>은
배우/인물의 몸을 강렬하게 부각시키지만 레만의 주장처럼 몸이 환
기한 감각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의미가 생성되거나, 반대로 의미
없이 몸의 감각만 남는 것은 아니다. 몸의 감각이 강조되는 동시에
의미작용이 함께 일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진 4. <인형집> 노라와 헬메르
공연 말미에 강조되는 배우/노라의 몸도 <인형집>의 의미를 강화
하는 데 기여한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3막에서 배우/노라는 자신
이 허위의 삶을 살아 왔음을 인식하고 남편에게 이별을 고한다. 그
녀는 이제까지 감추어두었던 진짜 몸과 목소리를 드러내며 “온전히
자유로운(123)” 상태가 된다. 옷과 가발, 틀니까지 모두 벗어던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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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나신과 과장되고 새된 목소리가 아닌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아무 데에도 매이지 않은(123)”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 비로소 드러나는 배우/ 노라의 진짜 몸과 실제 목소리는 이제까
지 배우/노라가 사회와 가정이 요구한 역할을 연기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122)” 라는 그녀의 선언을 극
단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그녀의 몸은 몸 자체의 자기 지시성을
드러내면서 관객의 주의를 끌고 그녀의 에너지를 관객의 몸으로 전
염시킨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감각적 환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녀의 몸은 언어보다 강력하게 노라의 변화를 의미한다(최영주 325
참고).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인형집>의 몸은 부각되고 그 물질성이
강조되지만 레만의 논리로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 레만은 기의로
돌아갈 수 없는 몸, 순간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곧 사라지며 흔적만을 남기는 몸에 천착했다. 다시 말해 레만은 기
표가 기의로 복귀되는 기호학적 의미 형성을 거부한다(심재민). 이
와 달리 <인형집>의 몸은 물질적 지각을 통해 관객의 사유를 자극
하고 동시에 관객의 새로운 인식을 촉발한다고 해석하는 편이 적절
하다(김형기, 지각방식 140).
상술한 것처럼 무대 위 배우/인물은 현존과 재현의 이중성을 지
니고, 개념적 혼성 이미지를 구성한 관객은 이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 브레히트는 이러한 관객의 지각을 무비판적인 몰입으로 간
주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배우와 인물의 격차를 드러내는 연기술
을 발전시켰다. 그 일환으로 그는 일인 다역 기법도 빈번하게 활용
했다. 그러나 개념적 혼성 이론에 따르면, 배우와 인물의 격차가 강
조될 때에도 관객은 이를 혼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77) 이
러한 관점에서 <황금용>의 일인 다역 기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

77) 김용수는 개념적 혼성이론을 토대로 제 4의 벽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브레히
트가 제안한 이중역할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수, ｢ 인지과
학의 관점에서 본 서사극 이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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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술한 것처럼 <황금용>은 다섯 명이 열일곱 개의 배역을 소화
하는 작품으로, 배우는 성과 나이가 전도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인 다역은 의도적인 혼성 회피 전략으로 배우의 몸과 그
가 연기하는 인물 각각을 강조하여 새로운 혼성을 만들어 낸다. 특
히 2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금용>의 모든 배우는 서술자를
겸하기 때문에 일인 다역의 형태가 더욱 복잡하다. 이를테면 남자
배우는 서술자로서 상황을 서술할 때는 배우 자신의 특성을 감추지
않으나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재현하기 위해 이내 목소리와
태도를 바꾸어 여성을 연기한다. 이때 배우의 몸과 인물(재현) 사이
의 갈등은 여과 없이 노출되고 남성의 몸과 그가 재현하는 여성 인
물의 이미지 각각이 강조된다. 배우는 언어의 의미를 구현하고 허구
의 인물을 재현하지만 그 격차 때문에 배우의 몸은 기의를 드러내
는 수단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아래 인용 장면은 이보다 더 복잡한 일인 다역으로 수행된다. 장
면 4에서 젊은 여자(D)는 서술자(A) 와 줄무늬셔츠를 입은 남자(B )의
역할만 수행한다. 그런데 장면 8 에서는 젊은 여자 배우(D)가 하나의
역할을 더 수행하는데, 이때 배우와 인물의 격차가 보다 강조된다.
젊은 여자(D)

(...)
줄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 바지에 맥주를 흘렸지요. 그리
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 여기 있는
세간은 대부분 공동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A) (...)

병따개가 있어야겠지요. 후추 분쇄기도 있어야 하고, 새
프라이팬도 필요해요. (B)
그건 무엇 하려고? (C)

헌 프라이팬도 있는데, 망가졌어요. (B) (...)
(장면 8, 22)

상술한 것처럼 이 장면에서도 배우는 여성이라는 특성을 감추지
않고 서술자(A) 역을 수행하고, 이 때문에 그녀가 빨간 원피스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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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B)을 재현하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배우(D)와
인물(B)의 신체적 일치 때문에 그녀가 줄무늬셔츠 남자(C) 와 여인
(B)을 오갈 때 배우와 인물의 격차, 인물 간 격차가 더욱 부각된다.
여자 배우는 남성을 충실히 재현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여인을 연기
할 때 배우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할수록 배우의 몸이 부각되고 배우와 인
물 사이의 격차가 강조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은 계속적인 혼성을 요구하면서 관객의 자연
스러운 혼성 이미지 구성을 방해한다. 연극적 관습에 따라 관객이
여자 배우(D)와 남성 인물(C) 의 혼성 이미지를 구성하려고 해도 배
우가 여성 인물(B) 를 연기할 때 포착되는 자연스러움은 배우가 연기
하는 배역 사이의 복잡한 불일치를 환기하고 관객의 자연스러운 혼
성을 방해한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의 몸(여성) 과 그가 재현하는 인
물(남성)의 이미지를 각기 탐색하도록 이끈다.
배우가 나이가 뒤바뀐 역할을 수행할 때에도 이와 같은 효과가
산출된다. 아래 장면에서 60세가 넘은 여자(C)는 서술자(A)와 소녀
(B)의 역할을 수행한다.
60세가 넘은 여자(C)

발코니에 서 있는 노인 옆에 새파랗게 젊은 여인

이 있습니다. 아마 열아홉 살도 채 안 되었겠지요. 굉장히
젊고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A)

할아버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B)
(장면 2, 8)

60세가 넘은 여자 배우가 재현하는 인물은 “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다. 그녀가 자신의 역을 서술할 때, 언어와 불일치하는 배우의 몸은
긴장을 야기한다. 이어 배우가 소녀를 충실히 재현하려고 할수록 배
우의 몸과 인물 사이의 격차가 강조된다. 상술한 것처럼 배우와 그
가 재현하는 인물 사이의 충돌은 관객의 자연스러운 혼성을 방해하
고, 관객으로 하여금 배우와 허구 각각을 주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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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황금용>의 일인 다역은 혼성 실패, 혼성 회피를 전략
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배우의 몸이 재현하고 전달하는 인물과
언어를 낯설게 만든다. 다시 말해 배우의 몸과 재현된 역할 사이의
불일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 혹은 젊은이다움과 같은 고정 관념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생성한다. <인형
집> 분석에서 논한 것처럼 <황금용>의 몸 역시 의미 전달의 도구로
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황금용>의 몸은 물질적 감각을 발산하
여 관객의 지각을 자극하면서 그 너머의 의미를 사유하도록 관객을
이끈다.

3.1.2. 배우/ 인물과 관객을 연결하는 소리

전통적인 연극에서 배우/인물의 목소리는 언어, 즉 의미와 긴밀하
게 연결된다. 높낮이나 속도 등 목소리 변화는 효과적인 의미 전달
을 위해 기획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와서 목소리를 비롯한 소리의 물질성은 비평과 분석의 대상
이 되었다.78) 특히 피셔-리히테의 소리성(tonality)에 대한 논의를 주
목할 만하다. 그녀는 목소리가 공명하면서 공간을 드러내고, 발화자
의

몸을

부각시키며

청자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Introduction 35). 또한 그녀는 목소리의 물질성이 강조될 때에도
이것이 언어 표현을 탈기호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레만이 의미
의 결핍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주목했다면(Postdramatisches 278),
피셔-리히테는 언어와

긴장 관계에 있는 목소리가 반드시 강압적인

의미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수행성 284-85).
다시 말해 그녀는 의미와 연결된 목소리도 발화자와 청자의 몸을

78) 목소리는 텍스트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공연 고유의 특성이다. 이러한 이
유로 연극 연구나 분석의 중심이 공연으로 이동한 뒤에야 그 의미와 효과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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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물질성을 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의 책).
본고는 목소리에 대한 피셔-리히테의 핵심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
만 본 절에서는 그녀의 논의를 재검토할 것이다. 특히 그녀가 인용
한 사례들은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이미 어느 정도 파괴된 상태의
언어이기 때문에79) 이를 그대로 텍스트를 재현하는 연극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핵심 주장이 모든 연극에 적용 가능
함을 확인하려면 문장의 요소가 유지되는 텍스트가 발화되는 가운
데, 혹은 재현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언어와 소리의 긴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인형집> 3막의 노라 각성 장면이 적절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인형집>에서 아래 장면은 오페라의 레치타
티보(recitativo)와 아리아(aria)로 이루어진다.80)
노라

나를 당신에게 어울리는 아내로 교육할 사람은 당신이 아
니에요.

헬메르

무슨 말인가?

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겠어요?

헬메르

노라!

(...)
노라

아니요, 그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나는 그 일을 책임질
수 없어요. 먼저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부터 교육해야 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일을 도와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해야 해요. 그러니까

79) 피셔-리히테는 수행성의 미학에서 언어와 목소리의 긴장 관계 안에서 소리의
물질성, 나아가 수행성이 발휘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때 발화된 소리
는 “언어적”이기는 하지만 “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오레스테이아>)이고,
“언어의 단어와 소리의 구성 요소”가 파괴된 소리이다(<시민전쟁>). 그녀가 간단
히 언급한 슐레프의 연극이나 언어적 완성품을 이용한 윌슨의 시도가 어떻게 언
어와 소리의 긴장을 일으키고, 나아가 물질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는 해명하지 않
는다( 수행성 285-87).
80) 공연 영상에서 연출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연출은 인용 장면의 배
우/노라의 마지막 대사 “ 나는 내가 우선적으로 당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믿어요.” 가 끝나면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장면을 삽입하며 이 장면의
오페라적 특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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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 나는 나 자신과 바깥일을
모두 깨우치기 위해 온전히 독립해야 해요. 그래서 더 이
상 당신 집에 있을 수 없어요 (...) 그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나는 내가 우선적으로 당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라고 믿어요. (...) (3 막, 116-18)

그런데 배우/노라가 대사를 거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음역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독립된 인간으로 자신을 인식
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노라의 대사는 < 인형집>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출은 대사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방향을 택한다. 관객이 이 장면의 내용과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출이 이러한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오페라 연구는 이미 과도하게 높은 음이 정확한 발음을 방해하며
높은 음역대의 노래가 가사 전달에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언어와 분리된 높은 음역의 목소리는 욕망과 공포 등
의

전율을

일으키며

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Poizat

42;

Fischer-Lichte,  수행성 282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인형집>의 배우/노라의 아리아를 해석할 수 있다. 소리의 물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배우/노라의 목소리는 관객의 몸을 “관통하고,
그 몸에서 울리고 흡수된다.”81) 과도하게 높은 음을 내는 배우/노라
의 목소리는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부적합하지만 변화를 앞둔
노라의 고양된 감정과 생명력을 드러내고 관객의 감각적 체험을 가
능하게 한다. 거울 뉴런 이론도 이러한 해석을 과학적으로 확증한
다. 관객은 배우/인물의 소리를 자동적으로 반영하게 되고 그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소리와 움직임이 함께 반영될 때, 이는 관객
81) 피셔- 리히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절규, 흐느낌, 또는 웃는 목소리는 청자
의 몸을 관통하고, 그들의 몸에서 울리고, 그들의 몸으로 흡수된다 The
Screaming, sobbing, or laughing voice penetrates the bodies of the listeners,
echo es in and is absorb ed by their bodies(Introduc 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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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감을 강력하게 자극한다(McConachie, Engaging 71). 다시 말
해 그녀의 목소리는 위 장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
여하는 것이다.
위 장면에 이어 배우/ 노라는 이전의 과장된 비음이 아니라 중저
음의 거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목소리 변화는 매우
극단적이며 일반적인 “여성” 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관
객의 주의를 끈다.82) 청각적 질감이 부각된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
체로 지각되지만 언어와 긴장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목
소리 변화는 이제까지 노라의 삶이 꾸며진 것임을 환기하고 노라의
변화를 드러낸다. 그녀의 진짜 자아를 표상하는 거칠지만 자연스러
운 목소리는 배우/노라가 연기해 온 “작은 종달새”의 역할이 끝났음
을 선언하는 것이다.83) 이와 같은 배우/노라의 목소리는 물질성을
전경화하면서도 대사에 내재된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인형집>의 목소리가 언어(재현)와 그것을 발화하는 목소리(현존)
가 함께 의미 전달에 기여하는 사례라면, <말볼리오>와 <황금용>에
서는 의미가 탈락하고 소리 또는 리듬으로 환원되는 언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많은 대사를 쏟아내는
배우/말볼리오의 목소리는 의미가 아니라 소리의 질감 자체로 수용
될 가능성을 지닌다.84)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의 의미만 전달되는 것
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언제나 “강압적인 의
82) 배우/노라가 소리를 낮춰 마치 남자처럼 소리를 내고 옷과 가발을 벗어던졌을
때 객석에서 그녀를 보고 “ 빌어먹을 남자였군! It’s been a man the whole
goddam n time!” 이라고 외친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배우/노라의 변화는 극단적
이다(Green 261).
83)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배우/헬메르가 배우/ 노라의 목소리 변화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가 노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노라의 변화 역시 자각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84) <말볼리오>에 있어 특히 비영어권에 속한 관객들이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할 가
능성이 크다. 일례로 <말볼리오>의 한국 공연은 영어로 진행되고 자막이 제공되
었으나 빠르게 이어지는 배우/ 말볼리오의 대사를 자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배우/말볼리오의 즉흥 대사는 자막 없이 전달되었
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배우/말볼리오의 대사는 공연 내적으로 의도된 의미 외
에 소리로만 지각될 가능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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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Fischer-Lichte, 수행성 284).
요리명과 그 재료들을 나열하는 <황금용>의 대사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60세가 넘은 여자

83번, 팟 타이 가이, 달걀, 야채, 닭고기와 매콤

한 피넛 소스를 곁들인 볶음 쌀국수, 약간 매운 맛!
(장면 1, 5)

<황금용>이 식당과 주방을 배경으로 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사는
식당의 분위기를 창출하거나 정보 전달에 기여할 수 있다. 가령 위
와 같은 대사가 삽입될 때, 관객은 식료품점 한스가 “103번 죽순,
양파, 파프리카, 야채와 마늘을 곁들인 불고기, 매운맛 (27)”을 먹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85) 이와 달리 극행동이나 사건과 관계없이
요리명과 재료를 나열하는 목소리가 끼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
래 인용 장면에서 젊은 남자의 대사는 발화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
가 없다. 이 대사는 요리를 주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삽입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요 사건 진행을 방해한다.
남자

꼬마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있고 노인이 위턱에 난 구멍
을 메우려고 합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60세가 넘은 남자
젊은 남자

대체 이게 뭐야

B3번, 해오 싸오 싸 옷, 레몬그라스 소스를 발라서 구운
돼지고기, 파인애 플, 토마토, 베트남 버섯, 죽순, 양파, 마
늘, 참깨를 곁들인 베트남 특선 요리와 향미

60세가 넘은 남자
젊은 여인

이럴 수는 없어.

뭐가요?

60세가 넘은 남자

이럴 수는 없다고. (장면 29, 68)

위와 같은 대사는 <황금용>에서 20회 발화되는데, 이때 배우/인물
85) 남자

“황금용” 식당 옆에 사는 식료품 가게 주인을 위해서, 103번 요
리, 아주 매운 맛, 언제나 그렇듯이 그가 찾으러 옵니다.
(장면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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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는 일차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머물 수도 있고 해당 장
면에 리듬과 속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반복되는 대사가
생성하는 리듬은 관객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객이 배우
/인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한, 관객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리듬을
반영하게 된다(McConachie, Engaging 71).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끼
어드는 목소리는 추가적인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위 장
면에 삽입된 젊은 남자의 대사는 꼬마가 죽어가는 중에도 일을 멈
출 수 없는 직원들의 상황이나 황금용 식당 주방의 분주한 분위기
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복되는 가운데 의미가 탈락
되고 소리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말볼리
오>와 <황금용>의 몇몇 목소리는 언어에 틈을 만들어 내며 언어와
긴장을 일으키고 관객으로 하여금 이 틈을 채우도록 한다. 목소리가
관객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조차도 배
우/인물과 관객을 연결한다. 뇌과학은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인
간이 각각의 음소를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 누구’를 알아내야 한다
고 보고한다(바스 · 게이지 202).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학적 증거
는 목소리가 발화자와 청자를 연결한다는 피셔-리히테의 주장을 확
증하는 것이다(Introduction 36). 다시 말해 관객의 의식적 주의를
끄는 목소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발화자에 주목하게 만들고 이 때문
에 소리를 통해 배우/ 인물과 관객이 연결될 수 있다.
무대 위 목소리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객의 소리를
이끌어 내는 시도도 본 절의 논의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전통적인 연극은 관객의 소리를 억제하고 소거하
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됨에 따라 객석은 침묵
의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의도적으로 관객의 소리를
이끌어 내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관객의 소리는 잠깐 나타났다 사
라지는 것이지만 이는 관객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2장 1절에
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 인물과 관객의 소리가 중첩되는 상황이 발
생할 때, 무대와 객석의 관계가 재정의될 수 있다. 관객의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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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낼 때 관객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반응하고 소
리낼 수 있는 주체가 되고 그들의 소리로 무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환기된다. 이처럼 관객의 소리를 의도하여 공동 현존
하는 관객의 존재를 환기하고 무대와 객석의 상호 작용을 강조할
수 있다.
<황금용>은 폭력적인 장면에 의도적으로 희극성을 부여하여 관객
의 웃음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취한다.86) 이러한 작품의 의도는 텍
스트 차원에서, 또 연출 차원에서 모두 확인된다. 다음 인용 장면은
<황금용> 공연 중 가장 큰 웃음이 터진 장면이다. 아래 장면에서
젊은 남자 배우는 서술자(A), 노인(B), 베짱이(C)의 역할을 수행한
다. 배우/인물은 폭력을 재현하면서(B) 그 행동을 서술하기도 하고
(A), 자신에게(C) 폭력을 가하고(B) 이것을 보고하기도 한다(A). 밑
줄 대사에서 배우는 스스로 더듬이를 뽑으며 고통스러워한다. 한 사
람의 배우가 일인 다역을 오가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재현하
는 것이다.
젊은 남자

노인이 베짱이에게 말했습니다. (A)
나를 만족시켜 봐. 자, 어서 만족시켜 달라고. 다시 젊어
지고 싶어. (B)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베짱이는 최선을 다했지요. 하지
만 베짱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가 다시 젊어질 수는 없었
습니다. (A)
내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B)
하고 노인이 말했지요. (A)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베짱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A +C)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몹

86) <황금용>에서 관객의 웃음 문제는 졸고, ｢포스트 서사극의 소통 형식과 그 효
과｣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본고가 인용한 두 장면 모두 관객의 웃음을 유발
하였다. <황금용> 공연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가 관극한 공연
(2014-05 -27) 에서도 관객의 웃음이 포착되었다.

76

시 화를 냈습니다. (...) 그리고 마침에 베짱이에게 몹시
화를 냈습니다. (A)
난 네게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 비법이 있는 줄 알았다
고. (B)
이렇게 노발대발한 노인은 부당한 짓을 했습니다. 거칠어
졌어요. (A)
폭력을 휘둘렀지요. 그는 더 이상 젊어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힘이 세고 육중했습니다. (A +B)
그래서 베짱이의 더듬이 하나를 뽑아 버렸습니다.
(A+B+C) (장면 25, 58-59)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위 장면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베짱이
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다른 장면도 이와 유사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위 장면에서는 배우/인물이 스스로 베짱이의 ‘ 가짜’ 더듬이를 뽑는
것으로 폭력을 대신했으나 다음 장면에서는 배우/소년이 실제로 배
우/베짱이에게 폭력을 가한다. 이때 그의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기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배우/베짱이도 매우 과장된 반응을 보인다. 이렇
게 희화화된 폭력과 그에 대한 반응은 아래 장면에 희극성을 부여
하고 이는 관객의 웃음을 끌어낸다. 더욱이 장면 25에 이어 반복된
이 장면은 더 강렬한 웃음을 만들어 낸다.
60세가 넘은 남자 (...)
저.... 말이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 여자 친구가 임신
중이야. (...) 이젠 내가 모두 먹여 살려야 된다고.
(...) 그래서 한 번 놀아 봐도 돼. 그러고 나서 그는 베짱
이를 베짱이처럼 다루지 않고, 무슨 물건처럼 다뤘습니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망가져도 괜찮은 그런 물건처럼 말
이죠. (장면 33, 76-77)

<황금용>은 단순히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런 장면에 희
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웃음은 특별한 감정, 사회적 맥락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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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다. 다시 말해 웃
음은 상호성과 관련된 것이다(McConachie, Engaging 105). 성매매
가 강요되고 폭력이 자행되는 순간 끼어든 관객의 웃음소리는 폭력
을 목격하고 있는 집단, 즉 관객을 부각시킨다. 관객을 향한 서술자
의 발화와 더불어 관객의 웃음은 가해자와 희생자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목격자(관객)가 포함된 삼자 관계를 증명한다. 관객이 웃기
는 사람과 웃음의 대상이 되는 표적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이 강조
되는 것이다(마틴 23 참고). 이로써 관객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베짱이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객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
해 진다.
웃음소리는 외적으로 드러나고 즉각적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관객은 자신의 웃음과 다른 관객의 웃음을 즉시 자각할 수 있다. 그
런데 관객의 웃음은 베짱이의 희생(혹은 배우/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연기)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관객이 이를 의식할 때, 자신의 웃음을
재검토하거나 함께 웃고 있는 다른 관객의 반응을 의식할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관객은 더
이상 웃지 않을 것이다. 관객이 서로 다른 관객의 반응을 대면하게
될 때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추할 가능성
이 생겨난다.87) 이렇게 <황금용>은 관객의 웃음을 의도함으로써 관
객을 성찰의 대상에 위치시킨다.
<파워>는 직접적으로 관객의 소리를 요청하여 배우/작가와 관객
의 소리를 중첩하고 이들 사이의 연결을 시도한다. 배우/작가의 말
처럼 목소리는 몸을 울리며 나오고 몸을 통해 지각된다. 또한 공명
하는 관객의 소리는 객석 공간을 다시금 드러낸다. 관객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관객은 자
신이 ‘ 우리’라는 집단에 속해 있음을 감각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확
87) 마지막 폭력 장면에서도 베짱이를 향한 폭력이 기계적인 행동으로 재현되었고
베짱이의 과장된 반응도 여전했으나, 관객의 웃음이 거의 유도되지 않았다는 사
실은 의미심장하다. 폭력적인 장면에 웃음을 유도한 <황금용>의 의도가 어느 정
도 성취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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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배우/작가는 목소리를 매개로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
으며 관객 역시 목소리를 통해 배우/작가에게 도달한다. 이 가운데
배우/작가의 말은 관객을 직접적으로 향한 것이 되고 관객의 소리
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된다. 다시 말해 이로써 무대와 객석
의 소통이 확인되는 것이다.
작가

소리를 한 톤으로 냅시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저음
으로 ‘ 음’합시다. 저는 이것을 “우주적 음” 이라고 하겠습
니다. 아니면 뭐랄까 “원초적 음” 춥고 깜깜한 우주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 이 소리는 별들의 소멸과 탄생에
서 나오는 압력차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원초적 울림소리를 ‘음’ 거려봅시다. 음.

(관객에게 소리 내도록 한다, 관객이 계속 소리 내는 가운데 작가의 말이
이어진다.)
거칠고 딱딱한 우주에 우리는 연결되고자 합니다. 좋아요.
깊은 음을 느끼실 거예요. 방광 밑에서 위, 직장, 항문, 음
경, 질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원초적 신체에서 우리는 우
주와 하나입니다. 자,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제 저와 함
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한 번 상상해보세요. 소리 내
는 것 멈추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
죠. (2 장과 3 장 사이, 59:04-1:00:34)88)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토대로 <파워>는 관객의 적극적인 의
미 생산을 요구한다. 공연은 관객을 ‘ 우리’ 안에 포함시켜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관객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관객
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파워>는 각 장의 내용과 드
라마 전략이 상이한 느슨한 삽화 구성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관객의 의미 작용을 빈번하게 미끄러뜨리며 좌절시킨다. 특히 <파

88) <파워>를 인용할 경우 행동을 지시하는 지문은 영상에서 확인된 행동과 연기
를 토대로 인용자가 삽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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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2장과 3장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89) 관객이 내러티브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대와의 소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파워>는 위와 같이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함께 여
행을 떠나”는 것처럼 관객이 작품에 연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피셔-리히테가 지적한 것처럼 연극의 목소리는 “흥미로운 물질”이
다(수행성 288). 목소리는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한다.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언어와 긴장
을 일으키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언어가 되거나 언어의 의미를 다
층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이는 관객의 의미작용을 자극한다. 또한
목소리를 비롯한 소리는 배우/ 인물의 존재, 관객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환기한다. 이 가운데 공동생산자로서 관객의 역
할이 부각될 수 있다.

3.1.3. 경계를 흐리는 촉각의 전이
몸과 소리에 이어 살펴 볼 접촉의 감각, 즉 촉각(haptic)90)은 관객
의 인지 과정이 곧 몸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
(이강임 208 참고).91) 어린 시절부터 인간은 손으로 만지고 입에 넣
어 보면서 대상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 대상과
접촉하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접촉이 끝나는 순간 확인되
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
89) <파워>의 내러티브 전략에 대해서는 4.2 .3에서 논의한다.
90) tactile 과 haptic 은 모두 촉각으로 번역되지만 이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
다. 전자는 손이나 피부가 대상과 접촉하여 느끼는 감각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
는 “잡을 수 있는haptiko”라는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삼는 개념으로 공간 지각과
운동 감각을 함께 의미한다(Gibson 97, Duncombe · 이유진 150 에서 재인용). 본
고는 후자의 의미로 촉각, 촉각적 지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후 별도의 표
기 없더라도 촉각은 움직임과 몸 전체의 감각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촉각적 지각
은 이를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91) 뇌 과학자 다마지오Anto nio Damasio는 우리의 몸이 이미지를 구성해 낸다고
지적한다(200-6, 이강임 210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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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Berker 136-39). 또한 일상에서 타인이, 혹은 무생물이 접
촉당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그 감각을 느끼고 나아가 그의 접촉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신체의 움직임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사물
의 느낌을 감각하게 하는 우리 몸의 체성감각(somatosensation)이
대리활성화되고 이것이 언어로 번역되거나 재해석되기 때문이다(케
이서스 172, 216).92) 이처럼 인지 과학과 뇌과학은 관객이 인물과
인물, 인물과 대상 사이의 접촉 감각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
을 증명한다. 이를 근거로 경험적 차원에서만 비평할 수 있었던 연
극에 활용된 접촉의 감각, 또는 촉각적 이미지의 의미와 효과를 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잉가가 중국 청년의 충치를 자신의 입에 넣어보는 <황금용>
34 장면은 강력한 물질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남자

누구의 이빨이었을까. 이 이빨 주인은 얼마나 통증이 심
했을까.
(...)
여인이 이빨을 입에 넣어 봅니다.
(남자가 이빨을 입에 넣는다)
이빨에서 약간 타이 수프 맛이 납니다. 그리고 피 맛도
조금 납니다. 그녀는 모르는 사람 이빨에 난 구멍을 혀로
느껴봅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 이빨에 난 구멍을 혀로 느껴 본다.) (장면 34, 79)

타인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위 장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저항보다는 관객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낸다. 어린 아이가 잘 모르는 대상을 입에 넣
어 보고 그 물체를 인식하듯이, 배우/잉가는 충치를 그의 입에 넣어
보며 그 충치 주인을 상상한다. 배우/잉가는 지금-여기에 부재한 대
92) 체성감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hristian Keysers, Jon H. Kaas, and
Valeria Gazzola. “Somatosensation in social perceptio 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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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고 중국 청년의 고통을 더듬어 가는 것
이다. 유사한 발달 과정을 거친 관객은 그녀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
를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잉가의 몸과 청년의 충치가 접촉할
때, 관객은 잉가와 같은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관객의 공유회로가
타인과 대상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게 하고 동일한 뇌 영
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케이서스 171). 이와 같은 촉각의 전이는
중국 청년의 고통을 가늠해보려는 잉가의 상상에 관객을 동참하게
하고 잉가의 행동과 중국 청년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다시 말해 위 장면은 촉각을 활용하여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
는 것이다.
또한 배우/인물이 접촉할 때, 관객이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미묘한 텍스트, 또는 장면을 재현하는 데 활용된다. <인형
집>에서 배우/노라가 배우/ 랑크 박사와 마카롱을 나누어 먹는 장면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작에서 노라는 랑크 박사, 크리스티네
와 마카롱을 나누어 먹는다.
노라

랑크 박사님, 마카롱 하나 드세요.

랑크

저런, 저런, 마카롱이라니요. 이 집에서 과자는 금지된 줄
알았는데요.

노라

하지만 이건 크리스티네가 저에게 준 거예요.

린데 부인

뭐라고? 내가?

노라

아, 아, 놀라지 마. 토르발이 과자를 못 먹게 한 걸 너는
(...)

몰랐을 테니까.

(의사의 입에 마카롱을 하나 넣는다.) 크리스티네 너도 먹
어. 그리고 나도 하나 먹어야지.
작은 거 하나만. 아니면 딱 두 개만. (다시 실내를 걸어
다닌다.)
아, 이제 정말 아주 아주 행복해요. (1막, 34)93)
93) 원작에서 마카롱 장면은 과자에 탐닉하는 노라의 어린 아이 같은 모습과 마카
롱이 크리스티네의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노라의 태도는 남편 몰래 과자를 먹어
야 하는 그녀의 처지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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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집>은 원작과 달리 무대 위에 배우/노라와 배우/랑크 박사만
남게 한 뒤, 서로의 몸을 접촉하며 교환하는 관능적 에너지를 강조
한다. 그들은 아래와 같이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앉아 과자를 나누
어 먹으며 자신의 입 안에 있는 과자의 감촉을 느끼는 데 몰두한다.
그들은 입속 과자의 부드러움에 대해 말하지만 그들이 과자의 달콤
함에 탐닉하는지, 상대의 몸으로부터 느껴지는 성적 에너지에 매료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혹은 입 안에서 느끼는 감촉을 서로의 몸
으로 전염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접촉
의 강렬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서로의 몸을
기대고 앉은 배우/노라와 배우/ 랑크의 경계는 흐릿해진다. 그들은
상대의 접촉을 허용하면서 만질 수 있고, 동시에 만져질 수 있는 자
신을 느낀다(Berker 140 참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관객도 배우/
노라와 배우/랑크가 경험하는 접촉을 느낄 수 있다. 배우/노라의 몸
과 배우/랑크 박사의 몸, 또한 자신의 몸의 감각을 느끼는 관객 역
시 배우/인물과 관객의 경계가 흐릿해 지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Fisher 168 참고).

사진 5.

<인형집> 노라와 랑크 박사

이 장면을 의미 차원에서 해석하면 <인형집>에서 강조된 접촉의
에너지가 원작에서 감지된 노라와 랑크 박사 사이의 감정을 은밀하
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노라는 돈 많은 노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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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사랑하고 죽을 때 자신에게 유산을 남기는 상상을 해왔다. 김
미혜는 “노라가 남성들에게 섹스어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
식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노라의 상상이 바로 랑크 박사와 노라
의 관계를 “성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350).
배우/노라와 배우/랑크 박사 사이에 어떠한 성적인 행위도 확인되지
않지만 위 장면에서 그들이 발산하는 관능적인 에너지는 이들의 관
계를 짐작케 한다. 관객은 거울 뉴런을 통해 배우/인물과 똑같은 감
각을 경험하고 이로부터 이들 사이의 신체적 관계 역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장면은 노라가 마카롱에 탐닉하는 이유를 시사한다. 배
우/노라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인형의 집, 다시 말해 허위의 공간이
다. 그녀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 둘러 싸여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면서 남편 헬메르에게 순종한다. 마카롱만이 노라에게
부인할 수 없는 실재의 감각을 남긴다. 그녀의 몸으로 느끼는 과자
의 부드러움과 달콤함만이 그녀가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실재라는 사실은 노라 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중요하다.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허구이며 관객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관객이 지각하고 인지하는 감각은 순간적이더라도 실
제 흔적을 남긴다. 관객은 배우/노라가 느끼는 마카롱의 감각을 함
께 경험하며 그녀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할 수 있다.94)
“진짜” 연극에 대해 토론하는 <파워>의 에필로그는 흥미로운 방
식으로 허구에 실재를 틈입하고 접촉의 감각을 부각시킨다. 다소 길
지만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인용 장면에서 배우/인물들은 허구의 인물을 재현하는 층위(A)와 이
를 연기하는 배우로서의 층위(B)를 경계 없이 오간다. 이들은 자신
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시인하면서 장면을 극중극으로 만

94) 뇌과학은 다른 사람의 접촉을 목격할 때 자신의 접촉 표상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감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Michael J. Banissy and
Jamie Ward, “Mirror-touch synesthesia is linked with empathy” 참고.

84

들기도 하고 아무런 표식 없이 다시 내부극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역할에서 빠져 나온 경우에도 배우는 그 자신의 현존을 드
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극의 이중성을 노출하는 배우’를 연기하는
중이다. 이들이 배우의 층위(B)에서 발화하는 대사도 모두 대본에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 장면에서 남자 배우는
남작과 남작 역을 연기하는 배우의 역할을 모두 연기한다. “배우가
배우가 아닌 척 연기하고 여기가 극장이 아닌 척 연기하” 는 것에
대해 논평하고 있지만 그의 말 역시 대본에 따른 것이다.
남작

배우가 배우가 아닌 척 연기하고 여기가 극장이 아닌 척
연기하는 건 올드한 스타일이야! (A)

(남작이 말하는 동안 남작부인은 노래를 부르며 남작의 대사를 방해한다)
남작 부인

난 반대예요. 역할 빠져나오기 안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고 진보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개념만 혼란스
러운 이 시대에 맞서는 입장이죠. 제안 하나 할게요. 봉투
하나 더 보탭니다. 아이러니 없이 진짜 진짜 매우 진지한
연극! (A)

(남작 부인은 부채를 쥐고 칼에 찔리는 연기를 과장되게 수행한다. 배우가
다시 자리로 돌아올 때는 목소리를 달리하며 연기하는 남작 부인이 아니라
남작부인을 연기하는 배우를 보여준다)
오덴키르크

아니면 오빠 대신에 진짜 남작이 와서 남작 역할을 하는
건 어때? (B)

남작

야, 그러면 사장님 나오는 연극은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
이 올라와서 하시면 되겠네. (B)

남작부인

우린 사회, 지구, 자유를 위해서 관객을 감동시켜야 해요!

남작

다시 한 번 구닥다리 신파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우리 스
스로도 감동을 못 시키는 데 누가 누구를 감동시키니!

남작부인

자기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귀엽다. 사
랑해.

남작

나도 사랑해. 근데 너 내 와이프인 척 좀 하지 마. 사랑한
다는 말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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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부인

헷갈리네.

남작

다 헷갈리네.

남작부인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니까. 뭘 하든 어떻게 하
든 아무 상관없어.
(어조와 태도를 과장되게 바꾸며) 난 이 자리에서 내 역
할을 연기할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
도.

오덴키르크

(노파의 목소리로) 하하하하하 케이크 드실 분?

남작

그 케이크 진짜예요?

오덴키르크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남작

그럼 한 조각만 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안 먹는 게 좋겠
죠? 아, 아닌가?

남작 부인

전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헷갈려서.

(오덴키르크는 가발을 벗고 케이크에 얼굴을 여러 번 묻는다)
남작

하지 마! 하지 마!

남작 부인

(남작에게) 진짜인 척 하지 마! 대본에 있는 대로 하면서!
(에필로그, 1:43:39-1:46:34)95)

하지만 남작 부인이 “진짜인 척 하지 마! 대본에 있는 대로 하면
서!”라고 말하기 전까지 관객은 배우/인물이 대본을 따르고 있는지
배우 자신이 즉흥 대사를 덧붙이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배우/인물들이 “헷갈린다”고 고백한 것처럼 관객들도 헷갈리는 상황
에 놓이게 된다. 포코니에와 터너 식으로 말하자면 혼성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관객은 입력 공간에 계속 다른 이미지를 사상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인물은 재현과 현존처럼 보이는 또 다른 재현을
오가면서 장면에 복잡성을 더하고 이 때문에 관객은 안정적인 혼성
을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장면이 무의미로 수렴되는 것은 아
95) 인용 장면에서 밑줄 대사는 배우 자신의 대사처럼 전달된다. 남작, 남작 부인,
오덴키르크 부인으로서 발화할 때 그들의 태도와 목소리가 과장되어 있다면 연
구자가 강조한 표시한 대사는 자연스러운 어조와 톤으로 전달되며 인물을 연기
하는 상황과 배우를 연기하는 상황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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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파워>는 관객을 이러한 상태에 둠으로써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진짜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낸
다.
가짜와 ‘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뒤섞인 상황에서 배우/인물들은
서로의 정체성 뿐 아니라 케이크마저 의심하는 듯 행동한다. 배우/
오덴키르크 부인이 케이크를 권하지만 배우/남작과 배우/남작 부인
은 케이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며 케이크 먹기를 주저
한다. 그런데 배우/오덴키르크가 자신의 얼굴을 케이크에 파묻는 순
간, 그녀의 얼굴과 케이크의 존재는 ‘ 진짜’로 승인된다. 모든 것이
대본대로 진행되는 허구, 즉 가짜였지만 그녀와 케이크의 접촉은 부
인할 수 없는 실재의 감각을 부각시킨다. 이와 같이 허구에 실제 감
각이 강력하게 틈입할 때, 무대 위의 실제 상황, 관객에게 지각된
접촉의 감각은 그것과 상반되는 허구를 강조하는 반작용을 낳는다.
앞서 논증한 것처럼 이 장면에 대한 혼성이 구성되는 가운데 각 입
력 공간의 요소들이 역으로 사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허구와 실재
가 계속하여 다른 비율로 혼성되는 새로운 상태가 생성된다.
<말볼리오>에서 관객이 배우/말볼리오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장면
에서도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한다.96) 관객이 무대 위로 올라가 배
우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은 그 행위를 수행하는 관객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관객 모두에게 실제 상황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대본, 즉 허구에 속한 행위이다. 이렇게 허구와 실재가 모두 부각될
때 관객은 새로운 혼성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무대 위로 소환
된 관객에게 너무 아프게 차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배우/ 말볼리오의 말은 배우의 것인지 인물의 것인
96) 배우/말볼리오는 관객 중 한 명에게 등 뒤에 붙어 있는 종이[Kick Me]에 쓰인
대로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 차 달라고 요청한다. 이 장면은 아래와 같다.
내 등 뒤에 뭐라고 쓰여 있죠?
(관객들이 그에게 답한다. 그는 지원자를 뽑고, 관객은 그를 걷어찬다.)
What’s written on my back?
The audience tell him. He asks for ‘any taker?’ An audience member kicks
him.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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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명하지 않다.97) 관객에 따라 혼성 공간에 실제 상황(입력1)을
더 많이 사상할 수도 있고 허구(입력2)를 더 많이 사상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대에 소환된 관객과 배우/말볼리오의 엉덩이
가 접촉하며 만들어낸 에너지는 실재이며 이것은 다른 관객에게도
실제 감각으로 전이된다. 뇌과학에 따르면 관객은 배우/말볼리오와
같은 감각을 경험하고 나아가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신
체적 경험으로부터 관객은 엉덩이를 걷어차인 배우/인물이 아픈 척
하는 것인지 실제로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체 경
험 역시 혼성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촉각은 허구에 실재를 틈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무대에서
강조된 접촉의 이미지는 관객으로 하여금 실재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로부터 허구와 실재가 각각 강조될 수 있고 이것은
역동적인 혼성 이미지 구성을 이끌어 낸다. 또한 관객은 무대 위에
서 강조된 감각이 의미하는 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
면 <파워> 는 ‘진짜’ 에 대한 배우/인물들의 혼란스러운 논쟁 가운데
촉각적 에너지가 전달되는 상황을 삽입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이들
의 논쟁에 연극적 놀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배우/오
덴키르크의 몸과 자신의 몸을 느낀 관객은 ‘ 진짜’에 대해 질문하고,
<파워>의 에필로그가 의미하는 바를 탐색할 수 있다. <말볼리오>에
서 교환된 촉각적 에너지는 배우/인물과 관객의 관계를 시사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와 관계 맺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
울러 배우/말볼리오의 고통을 경험한 관객은 이후 내러티브 진행
중에도 그에게 공감하기 쉽다. <인형집>에서 강조된 배우/노라와
마카롱의 접촉 이미지 역시 관객으로 하여금 마카롱에 집착하는 배
우/노라의 심정에 공감하도록 한다.
스펙타클로서 연극은 주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왔고 시각을 통
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송효숙
97) 배우/ 말볼리오는 “발 끝이 아니라 발 날을 쓰라to use the side of the foot not
the toe” 고 안내한다(Whit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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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참고). 무대와 객석의 거리 때문에 배우/인물과 관객의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촉각을 이
해한다면 연극 이론은 이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뇌과학
은 시선을 통한 접촉과 지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와 더불어
촉각의 인지적 의미를 밝히는 인지 이론은 소통 전략으로서 촉각의
의미와 효과를 재검토하게 한다.
본 절은 개념적 혼성 이론과 거울 뉴런 이론을 토대로 몸과 소리,
촉각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찰나의 감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인식과 사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모두 의미에 앞서는 감각에 주목한다. 이들은 연극의 몸,
물질성을 발견하고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의미와 감각, 또는 재현과 현존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강조된 몸과 소리, 촉각은 감각 그 자체의 물질성을 발하면
서도 감각에 내재된 기호학적 의미를 동반할 수 있다. 아울러 관객
은 감각과 의미를 혼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인지

과학은

감각적

경험이

신체화된

감정과

‘ 신체화된

이해

(embodied understa nding)’ 로 이어짐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감각과
의미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어 논할 신체 감각적 언어에도 적용된다. 다음 절에서는
신체 감각적 언어를 시작으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연극 언어를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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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새롭게 정의되는 언어의 기능
3.2.1. 관객의 신체 경험에 호소하는 신체 감각적 언어98)
문자 언어가 발달하면서 연극 대사는 점차 지성주의를 드러내고,
언어 그 자체로 존립하는 ‘생각’ 으로 객관화되었다. 연극 언어가 추
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면서 철학의 경계에 가까이 가게 된 것이다
(Havelock 90; 김용수,  연극이론 461에서 재인용). 이에 대한 반동
으로서 로고스적 언어를 개방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졌다.
텍스트의 위계적 힘을 전복한 아르토나 언어에 대한 “극단적인 평
가 절하”(Esslin 39)를 시도한 부조리극 작가들을 예로 들 수 있겠
다.
레만은 이와 같은 사례로부터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언어 개념을
추출한다. 텍스트를 과소평가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언어를 연극
의 제 요소와 동등한 것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놀랍지 않다. 특별히
레만은 “의미를 향한 담화의 해체, 낯선 신체로서의 텍스트, 언어의
전시” 등을 언급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언어가 로고스를 개방하
고 흩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the deconstruction of a discours e
oriented toward meaning, text as a foreign body, an exposition of
language.”; 145-47). 레만이 사례로 들고 있는 공연들은 이전의 연
극과 분명히 구별되는 언어 사용을 보여준다. 텍스트와 연극 사이의
갈등, 추상적인 언어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나름의 설득력을 지닌
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언어에 있어서도 의미보다 감각의 표출을
우선 하는 레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의 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체적 감각을 환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미에서 벗어
98) 본고는 김용수의 “신체 감각적 언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2011, 2012). 김
용수는 언어와 신체 감각적 경험의 관계를 신체 감각적 언어, 개념적 은유의 언
어, 문자적 언어의 세 차원에서 다룬 바 있다. 그 중 신체 감각적 언어와 개념적
은유의 언어는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시한 “현상학적인 의식적 경험과 인지적 무
의식에 각각 상응한다”고 설명한다(｢연극대사｣ 160). 레이코프와 존슨의 이론은
『 몸의 철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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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려는 레만 식의 태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아울러 레만은 연극 언어가 물질성과 운동성을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하지만 그리스 비극의 언어를 분석하며 과거의 사건을 기
술하는 비극의 대사가 “ 가상적 행동(virt ual action)”을 창조한다고
분석한 엘즈Gerald Else 의 논의는 언어에 내재된 운동성을 증명한다
(73). 아울러 인지 언어학은 언어가 구체적인 신체 경험으로 구성되
었으며 이러한 언어가 신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에 호소한다
고 주장한다. 특히 은유와 비유는 언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감각적으
로 전달할 뿐 아니라 청자에게 감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을 근거로 연극 언어가 관객의 신체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
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언어가 신체적 경험에 호소한
다는 인지 언어학의 주장을 연극 언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형의 집>에서 어머니의 거짓말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을 전염병에 빗대어 설명하는 헬메르의 대사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
헬메르

그런 거짓말 덩어리는 가정생활에 먼지와 병균을 가지고
오니까 말이지.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숨을 쉴 때마다 들
이 마시는 공기는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1막, 52)

이전까지 노라는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돈을 빌린 자신의 행동
이 정당하며 용감한 것이라 생각했다. 또 노라는 크로그스타드의 협
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99) 하지만 위와 같은 헬메르의 말에 노라
는 일순간 무너진다. 자신의 거짓말이 미칠 영향을 감지한 노라는
“공포에 휩싸인 채(53)”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다. 레이코프와 존슨 식으로 말하자면 신체의 경험을 토대
로 한 헬메르의 언어가 질병 혹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노라의 신체
적 경험을 환기하고 노라로 하여금 거짓말의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
99) 노라

(...)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하다니! 하지만 나도 그렇게 쉽게 넘어
가지는 않아! (1막 47)

91

적으로 느끼게 한 것이다. 관객 역시 위와 같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과거 신체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영상 도식(Image
Schema)100)에 따라 관객은 헬메르의 언어가 지시하는 바와 그의 말
이 이끌어 낸 노라의 변화를 즉각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체적 경험을 환기하는 언어는 독자 또는 청자의 언어 경험에 영
향을 미친다.
아울러 화자와 청자가 영상 도식을 공유할 때 구체적인 행동이
재현되지 않더라도 청자는 행동 또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아
래 인용 장면은 이를 간단하게 증명한다.
헬메르

수를 놓으면 더 좋을 텐데요. (...) 아, 훨씬 더 아름다우
니까요. 보세요. 수놓는 것을 이렇게 왼손에 들고, 그리
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가볍게, 긴 곡선
을 그리며 인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 하지만 뜨개
질은...... 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팔을
모으고, 바늘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딘가 중국적인 데가
있죠..... (3막, 99)

위 장면에서 헬메르는 린데 부인에게 자수와 뜨개질의 차이를 설명
한다. 대본은 헬메르의 움직임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지만 연출은 배
우/헬메르에게 수 놓는 행동, 뜨개질하는 행동을 재현하도록 하였고
관객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지적처럼 보
일 수 있다. 하지만 독자 또는 연출이 자수나 뜨개질의 움직임을 전
혀 알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로 표현된 헬메르의
움직임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 간단한 사례로
부터 언어가 구체적인 신체 경험의 산물인 것이며 신체화된 이미지
를 환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파워>는 자본주의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그것의 속성을 효과적
100) 인지 이론에서 사용하는 도식(schema)개념은 곧 인지 구조를 지시한다. 도식
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추상화하고 구조화한 것으로 인간의 기억이나
지식은 이러한 도식의 집합체이다( 존슨 104-06). 각주 1 8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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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한다. 자본주의는 언어에서 심적 이미지(mental image)가
떠오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배우/작가의 대사는 침
투, 잠식, 살포와 같은 움직임, 격렬하게 먹어대는 이미지 등을 생성
하는 신체 감각적 언어로 관객의 신체 경험을 환기한다.
작가

여러분은 오늘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우리 삶을 감염시
키고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권력구조에 대한
작품을 보게 되실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이 세상을 통째
로 처먹고, 처먹고, 처먹고 또 처먹고 있죠. 그러면서 스
마트폰과 태블릿 PC 만을 보는 좀비들을 뿌려대고 있습니
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좀비들이 얼마나 저열하고 변태적인지.
(프롤로그, 3:09-3:38)

이를테면 “처먹고, 처먹고, 처먹고 또 처먹고”과 같은 대사는 관객
으로 하여금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이미지를 떠 올리게 하며, 불쾌하
고 구역질나는 감정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신체화된 감정을 경험한
관객은 자본주의를 ‘ 구역질나는 탐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관객은 자신의 신체적 경험을 토대로 침투, 잠식, 분사와 같은 움직
임과 사납게 먹어대는 자본주의의 행태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구
체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 대상에 빗대거나 움직임을 서술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누적되는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는 비유적 표현 역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안-밖, 위- 아래 도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리적으로 안과
밖, 위와 아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도식은 빈번하게 사용되
며 그 의미 역시 명료하게 전달된다. 다시 말해 위-아래 도식은 신
체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체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101)
이를 <파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워>는 안-밖, 위- 아래 도식을
101) 레이코프와 존슨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서술한다. “지난 해 소득이 올랐다
My income rose last year.” 또는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He’s out of sight
now.”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삶으로서의 은유 , 37-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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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차별과 위계질서를 나타낸다. 비르크와 마르셀이 속한 사무실
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위-아래로만 구분하는데,
이때 위-아래라는 표현은 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
다.
2장 “타워” 에서 위-아래의 구분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래층에
근무하는 비르크와 그의 동료들은 위층에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위층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비르크가 해고될 정도이다. 또
한 마르셀과 그의 동료들은 비르크를 “바깥 사람” 으로 부르고 아래
층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멸시한다. 그들이 비르크를 조롱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비르크의 구분이 정당하며 이러한 위-아래의 차별
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 또는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와 같은 위-아래
도식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아울러 통제하는
것은 위, 복종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위- 아래 도식 역시 위계질서,
또는 권력에 따른 차별을 지시한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으로 관객에
게 위-아래의 위계와 권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워>는
신체 감각적 언어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객의
신체화된 이해를 이끌어 낸다.
이제 언어와 사고가 신체성을 담지하고,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환
기하면서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다 명료해
졌을 것이다. 언어와 사고가 “신체화된 경험에 의해 구조화되고 신
체화된 경험을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신체
화된 실재론(embodied realism)”은 연극 언어에도 적용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로고스적인 측면에서만 연극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극 언어는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가능케 하고 신체
적 경험을 토대로 사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신체 감각적 언어는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재현 이상의 효과를 산출한다. 행동의 재
현 대신 신체 감각적 언어로 움직임을 대신함으로써 불가피한 한계
를 지니는 배우의 몸, 관객과 공유되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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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무대에서 과도한 움직임을 재현할 때는 오히려 행위의 허
구성이 강조되고 의도와 다른 효과가 산출될 수 있다. 사람의 눈을
뽑거나 혀를 자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이 가짜로, 혹은 안전하게 이
루어진다는 생각이 환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
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신체 감각적 언어는 효과적인 대안
이 될 것이다.
<황금용>의 장면 46에서 중국 청년의 시신은 강과 바다를 거쳐
중국에 다다른다. 시신이 강물과 바다를 따라 수 천 킬로미터 떨어
진 고향에 도착한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며 먼 거리와 시신의 움직
임을 재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연출 윤광진은 배우/인물의 움직
임 없이 몸의 감각과 운동성을 환기하는 언어로 청년의 움직임을
대신한다.
젊은 여인

나는 다리에서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내 육신은 차가운
강물에 빠집니다. 이가 빠진 틈으로 물이 내 몸속에 흘러
들어오고, 나는 헤엄쳐서 집으로 갑니다. 강물이 나를 포
용합니다. 나를 싣고 흘러갑니다.
(...) 바닷물과 강물에 씻겨 버린 뼈에는 살점이 붙어 있지
않겠지요. 해초만 몇 잎 붙어 있겠죠. 아마도 아름다운 모
습은 아닐 겁니다.
(...)
배가 고파요. (장면 46, 106-8)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몸, 물의 흐름, 헤엄치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언어는 모두 운동성을 지니며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환기한다. 상술
한 것처럼 이 같은 설정은 비현실적이지만 언어로 전달되는 청년의
움직임은 일상에서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은 기존의 도식
에 따라 청년의 움직임을 떠올릴 수 있다. 차가운 물, 물에 씻겨나
간 살점과 같은 표현도 촉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관객의 몸을 자
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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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뉴런(Mirror Neuron) 이론도 신체 감각적 언어가 청자의 몸
을 자극하고 감정적 자극이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과
학적 증거를 보탠다. 신경 과학자 케이서스에 따르면 인간이 ‘핥다’,
‘ 차다’, ‘줍다’ 등의 단어를 들을 때, 해당 단어가 지시하는 움직임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전운동피질의 부위가 활성화된다(117). 타인의
행동을 보거나 듣기만 하더라도 자신이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며 이 때문에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102) 위 장면에서 상기된 동작 이미지는 관
객의 거울 뉴런에 반영되고 마치 자신의 움직임처럼 그의 언어(움직
임)을 느낄 수 있다. 이 가운데 관객은 중국 청년과 긴밀한 관계에
놓인다. 또한 관객은 배우/ 인물의 감정을 추상적인 언어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그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Cook 589;
De Marinis, “Body” 66 참고). 중국 청년의 감정과 관객의 상상이
더해져 관객의 정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케이서스 151 참고).
<디 오써>는 재현을 적극 포기하고 모든 것을 언어로 전달한다.
이는 인물의 행동과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 관객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배우/팀은 계단을 내려가는
자신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현재형으로 기술한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 시제로 지금 자신의 행동을 기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현재형 문장으로 지금-여기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수행한다.
팀

저는 젊은 여성에게 이끌려 아래로 내려갑니다. 뒤로 넘
겨진 그녀의 머리카락은 커다랗고 얼룩덜룩한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 날카로운 이빨이 그녀의
머리통을 씹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Tim

I’m led down stairs by a young woman with her hair

102) 거울 뉴런과 연극에 대한 논의는 Foster, “Mo vement’s cognitio n: the
kinesthetic impact of performance”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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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ed back and held in place with a large plastic
tortoiseshell hair grip – like sharp tee th chomping
down on the back of her head. (109)

오스틴은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가 독특하고 특별한 용법
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오스틴에 따르면 “나는 내기했다” 또는 “그가
내기한다”는 수행문이 아니라 행동을 기술하는 진술문이지만 “나는
내기한다”는 일인칭 주어인 내가 내기하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89-92). 위 장면에서 배우/팀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물탱크 안에 웅크려 앉는다. 배우/팀은 말함으로써 행동하
는 것이다. 또 연극적 관습에 따라 배우/ 팀의 언어는 관객의 상상을
이끌어 낸다.
배우/인물의 행동을 재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 오써>는
어떠한 폭력도 행동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폭력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언어는 폭력의 즉물성을 극대화한다. 관객이 폭력적인 장
면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만큼 <디 오써>의 언어는 관객
의 감각을 자극하고 관객을 불편하게 만든다(White 90). 다음 장면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을 위해 사진이나 영상 등 폭력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라는 작가의 지시에 따라 에스더는 포로를
학살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고, 그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에스더

한 영상에서 갑자기 인질에게 총을 쏩니다. 화면 안에 있
는 모든 사람이 화들짝 놀라요. 웃기죠. 아마 총이 실수로
발사됐는데 한 사람의 머리통이 날아간 거죠. 어떤 사람
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처럼 칼을 차고 있어요. 한 남
자는 울고, 또 울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이탈리아 사람
이에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두 남자가 바닥에
거의 누워 있어야 해요.

Esther

One where the hostage is ju st shot unexpectedly and
everyone in the frame jumps out of their skin. It’s
almost funny. Maybe the gun went off by mistak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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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s head is blown apart. One wi th a sword like
they do in Saudi Arabia – with the man crying and
crying and begging for his life – an Italian – and two
men having to almost lie down on the floor on either
side to hold him upright. (126)

위 장면에서 배우/에스더는 영상 속 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신체적 이미지를 강력하게 환기한다. 이는 관객의 상상을 자극한다.
위와 같은 장면을 재현하거나 폭력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상을
삽입한다고 가정해보면 위 장면에 사용된 언어의 효과가 더욱 분명
해질 것이다. 대본 그대로 위 장면을 배우가 재현하려고 해도 그 행
동은 무대의 한계에 속박된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재현된 폭력
은 실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영상을 삽입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디 오써>가 폭력을 기술할 때 폭력
외에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 장면에서 배우/
에스더는 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 또 이런 영상이 유
포되는 것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행동만을 현재형으로 진술하기 때
문에 움직임 자체로 전달되고 언어가 지시하는 폭력성이 더욱 극대
화된다.
이처럼 <디 오써> 는 다양한 층위의 폭력을 관객에게 언어로 들려
준다. 상술했듯이 이러한 언어는 폭력이 관객 안에서 완성되도록 한
다. 관객은 언어를 통해 폭력을 상상하고 이를 내면화하게 된다. 아
울러 폭력적인 장면 앞뒤로 관객에게 괜찮은지 계속해도 좋은지 질
문을 던짐으로써 <디 오써>는 관객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반응을 확인하도록 자극한다. <디 오써> 의 언어는 폭력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관객마저도 폭력 안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지 언어학과 뇌과학을 근거로 새로운
시각에서 연극 언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체 감
각적 언어는 관객의 몸과 소통할 수 있으며 신체 감각적 언어를 통
해 공감이나 상상과 같은 관객의 인지 작용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

98

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연극 언어는 추상적인 의미만을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될 수 있으며 신체와 마찬가지로 관객의
신체적 경험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 감각적 언어는
무대와 배우의 한계를 뛰어 넘는 표현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3.2.2. 언어에 대한 성찰 : 모순과 과잉의 언어유희
앞서 명확한 감각을 동반하고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연극 언어
를 분석했다면 본 절은 하나의 의미에 정박하지 않는, 그래서 의미
작용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극 언어
는 일차적인 의미 작용은 방해하지만 다양한 의미가 기입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닌다. 본 절에서 언급할 예시들은 3.1.2에서 다룬 사
례들과 일면 유사하다. 두 언어 모두 의미를 전달하는 기표로서의
기능보다는 발화 상황, 발화 그 자체, 소리를 부각시킨다. 하지만 효
과 면에서 두 언어의 차이를 변별할 필요가 있다. 3.1.2에서 살펴 본
언어의 주요 효과는 리듬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물성을 환기하면서
배우/인물과 관객을 연결하는 데 있다. 이와 달리 본 절에서 다룰
언어는 제 3 의 의미를 도출하거나 무의미로 수렴되면서 언어에 대
한 성찰을 유도한다. 전자가 언어와 긴장을 일으키는 소리의 물질성
이 강조된 경우라면 후자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귀결되는 언
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언어가 효율적으로 불변의 의미를 전달한다
는 언어관을 흔든다. 다시 말해 언어로 의미에 균열을 가하고 언어
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먼저 앞뒤 대사가 상충되며 모순을 야기하는 언어를 살펴보겠다.
아래 인용 장면은 < 파워> 1장 “ 요새”의 마지막 장면이다.
초록병사들과 비르크

뜨길 원해. 망하길 원해. 이기고 싶어. 지길 바라.

기뻐하고 싶어. 슬프기 바라. 혼자이고 싶어. 사랑하길 바
라. (1장, 28:4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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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공하고 싶으면서도 망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지만 슬프기
를 바란다. 이들의 소망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각각의 문장은
서로에 의해 부정되기 때문에 일관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며 모순
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앞선 대사와 이어지는 대사가 충돌하면서
제 3의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이를테면 모순적 논리를 담은 노랫
말은 순간의 진실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노래는 삶의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부조리함을 뜻할 수 있다.
선행하는 장면과 위 장면을 연결해 보면 이와 같은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바로 앞 장면에서 배우/초록병사들은 자신들이 배우임
을 노출하면서 극중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의심을 드러낸다. 이들은
장면과 장면이 연결되지 않고 이런 장면들이 목적과 의미도 없다고
불평하지만 배우/작가는 자신은 매끄러운 연결을 의도하지 않으며
예술이 아니라 삶 자체를 보여주겠노라 선언한다. 극중 작가가 생각
하는 삶이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투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시
공간의 질서를 위배하는 비르크 사무실 장면과 초록 병사 장면 사
이의 충돌은 삶의 필연적인 모순을 담은 것이며 극중 작가는 초록
병사와 비르크의 노랫말로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파워>는 1장 “요새”뿐 아니라 전체 내러티브에 일관성을 부여하
지 않는다. 1장의 마지막 노랫말은 합리적인 설명을 포기하는 것처
럼 보이는 <파워>의 논리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1장의
노래와 <파워>의 전체 내러티브는 무의미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한다. 즉, 양립하기 어려운 진실들을 드러내는
모순적인 언어는 새로운 의미 생성을 이끌어 낸다.
앞서 언급했듯이 < 황금용>의 배우/ 인물은 서술자를 겸하며 극행
동을 둘러싼 배경, 또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은 서
술자와 인물 사이의 역할 전환을 강조하고 극의 허구성을 노출하는
데 기여한다. 그 중 휴지( 休止)를 의미하는 “잠시 사이” 를 서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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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103) “잠시 사이” 는 무대 지문이다.
일반적으로 무대 지문이 발화될 때 그 언어는 행동을 대신한다. “나
는 맥주를 바지에 흘립니다”와 같은 지문이 발화될 때 이것은 분명
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행동을 대체할 수 있다. 더욱이 <황금용>에서
는 이와 같은 서술에 이어 배우가 맥주를 바지에 흘리는 행동을 재
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때 무대 지문, 즉 언어와 그것이 의미하
는 바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시 사이” 라는 대사가 발화될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침묵이 절대로 성취될 수 없다. “잠시 사이”
가 실제 휴지를 대신하며 침묵의 시간을 언어로 채워버리기 때문이
다.
젊은 남자

노인은 어린 소녀를 봅니다. /나의 손녀 / 나는 내 손녀딸
을 봅니다.
너… . / 잠시 사이/너, 어린것아./잠시 사이/너 멋지구나.
(장면 2, 8)104)

언어는 의도에 따라 발화된다. 그런데 “잠시 사이”의 경우, 발화된
언어가 목적한 바를 그대로 성취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모
순적인 언어는 언어의 1차적인 의미 전달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언어에 주목하는 것은 모순된 언어가 제 3의 의미로
귀결되거나 관객의 언어 처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기능으로
변환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잠시 사이’는 배우/인
물이 대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연극의
103) 졸고, ｢포스트 서사극의 소통 형식과 그 효과｣에서 <황금용>에 있어 휴지의
의미와 서사극적 극작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104) 본 장면은 공연 영상을 토대로 이원양의 번역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원양
은 Pause 와 Short Paus e를 “ 잠시 쉬었다가” 로 번역하였으나 실제 공연에서는
“잠시 사이”로 발화되었다. 영문 대본은 아래와 같다.
The Young Man The old man looks at the young girl.
My granddaughter. I look at my granddaughter:
You-/Short Pause./You’re so young./Short Pause./You look
wonderfu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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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니즘을 노출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문 읽기는 대사의 자연
스러운 전달을 방해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관객의 언어 처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말볼리오>에서 배우/말볼리오는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
람들을 비난하며 이들이 핑계로 삼는 수많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아니, 오늘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오늘은 아니야. 그럴 기분이
아니야.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내일 갈 거야. 이런 게 당
신들 수법이죠? 아, 어쩌면 내일. 그래도 오늘 밤에 기도는 할 거
야, 그래, 오늘 밤, 혼자서, 아니 오늘 밤에 안할 수도 있어. 아
마 안할 거야. 아마도. 아주 바빠. 여기 누워서 싸구려 소설 이 나
읽지 뭐. 이런 식이죠? 다른 날 기도할 거야. 내가 담배 피워
도 신은 이해할거야, 그렇겠지? 내가 이런 잡지를 읽어도. 내가
내 ...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좀 즐겨도 말이야. 일요일은
매주 돌아와.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거지, 그때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아, 기도는 악마가 들어줘. 성경은 서랍 속에 넣어놔야지. 지
금 읽기는 너무 커. 일요일에도 교회 안 갈 거야. 담배피고, 친구
들과 어울리고, 이런 멋진 순간을 즐기느라 너무 바빠. 맞죠? 대신
사원에 가서 향에 불붙이고 음악 듣고 이마 물들이고 배기팬츠
입고 환각제도 실험해보고 갱단에 들어가고 나이든 사람 겁먹게
하고 코끼리 숭배하고 사회를 망치고 전화박스 부수고 벌거벗고
춤추고 처녀를 제물로 바칠 거야.
No, I won ’t go to church today. Not today. Don’t feel li ke it.
Too tired, too much on. Go tomorrow. Is that how it is wi th
you? Oh, maybe tomorrow. But I’ll pray tonight, yes, tonight,
on my own, or maybe not tonight. Maybe I won’t pray. Maybe.
Such a busy time. Might lie d own here and read thi s cheap
novella. I s that how it goes? I’ll pray another day. God will
understand if I smoke this cigarette, won’t he? If I read this
magazine. If I play with my... some rich jewel. There’s always
Sunday. Church on Sunday, that’s when we pray to God. Oh,
Devil take it. I’ll put this bible away in the drawer. Too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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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ad now. Won’t go to church on Sunday, too busy smoking
and hanging around with my friend s and making these graven
images. Is that right? Might go to temple instead, and light
these incense sticks and listen to guitars and put this dye on
my forehead and wear baggy trousers and experiment wi th
hallucinogenic drugs and go around in gangs and frighten old
people and worship elephants and undermine society and
vandalise this phone box and dance naked and sacrifice virgins.
(15-16)

위와 같은 장면에서 관객이 언어가 지시하는 바를 모두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좌절되기 쉽다. 관객이 언어의 의미를 모두
파악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장면이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기여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과장된 언어가 남기는 결핍을
강조한다. <파워>에서도 이와 같이 과장된 언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기재되지 않은 의문의 편지를 받은 비르크
는 편지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고군분투하지만 상황
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배우/비르크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한다.105)
비르크

안녕하세요. 이 편지가 오늘 아침에 제 책상위에 놓여 있
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아래층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점심시간에 우리 집 개를 동물 병원에 데려가
야 하고요. 빨리 예방 접종을 맞춰야 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스케줄이 완전 뒤죽박죽 됐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개가 좀 예민해요. 평소에는 얘
가 사랑스러운데 제가 조금만 소홀해도 엄청 예민해지거
든요. 그러면 이제 밤새 짖어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105) 이때 무대는 비어 있고, 배우/비르크는 내부극에서 빠져나와 독백하듯이 관객
에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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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은 진짜 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피. 개 이름이
해피입니다. 해피가 밤새 짖어대면 저는 다음 날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출근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밀린 일이 계
속 늘어나죠. 그러면 해피는 더 예민해지고, 저는 밤새...
일이 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 오늘 수
리업자가 오기로 했어요. 욕실 수도꼭지가 새서요. 수리하
려면 서둘러야 되거든요. 욕실 물이 가득 차면 또 해피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럼 해피가 밤새 짖어요. 그리고 이번
주엔 제가 급히 피부과에 다녀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 편
지는 제가 진짜 예상치도 못한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들
이 닥친 거거든요. 밑에 혈당 체크기까지 놓고 왔어요. 당
뇨가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화
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같으면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다
부질없는 일이니까요. (1장, 29:30-31:15)

배우/비르크는 나름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만 관객은 그의 장광설
에서 내러티브 진행에 기여하는 정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비르
크가 키우는 개, 피부과 방문, 욕실 수리에 대한 이야기는 편지 주
인을 찾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편
지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삽입되고 당초 그가 말을 시작한 목적이
실종된다. 이와 같이 무의미한 언어들이 계속 나열되면서 관객은 오
히려 판단 중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적절한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
는 것이다. 특히 연극 대사는 필요와 목적에 따라 활용된다. 그러나
비르크의 대사는 언어 사용에 대한 약속, 연극 언어에 대한 관객의
경험과 추론을 위반한다. 비르크의 안타까운 사연은 3장과 에필로그
사이에 한 번 더 반복되지만106) 이 역시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무하
106) 비르크
남자
비르크

실례합니다.
저 누구세요?
저 비르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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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장황한 언어는 언어가 남기는 결핍을 강조할 뿐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연극 언어가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특히 허구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진행
되는 작품이 이 같은 언어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언
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이 언제나 효율적이라거
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파기할 수 있다. 언어를
활용하면서도 로고스적 언어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이에 대한 성찰
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사례들과 같이 모순적이거
나 불필요한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가 지시하는 1차적 의미 너머의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더해 발화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황금용>의 서술 양
상을 확인해보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황금용> 의 배우/인물은
서술자를 겸하여 서술과 재현을 오가며 서술된 내용을 행동으로 재
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아래 인용 장면에서 서술자인 남
자는 상황을 서술하고 이어 60세가 넘은 남자가 행동을 재현하며
대사를 반복한다.
남자

정말 비위 상하네, 하고 짙은 밤색 머리 아가씨가 말합니
다.
나는 한 입도 더 안 먹어.

60세가 넘은 남자
남자
비르크
남자
비르크

사람의 앞니.

안녕하세요. 비르크씨 무슨 일이세요?
원래 이 편지.
편지요?
저 이게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편지 담당직원이 아닌데 지금, 더욱이 발신인도 없
는 편지는 더더욱 아니고. 지금, 제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게 해피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근데 집 앞에서 수리 업자가 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진
짜 미치겠는 건 제가 좀 전에 직장에서 잘려서요.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잘린 게 어느 정도 이 편지 탓이라고요. 근데 이 편지
가요. ( 사이)
들리세요? 이 정적이요. 들리세요? 늘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
까요. (3장, 1:37: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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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비위 상하네.
나는 한 입도 더 안 먹어. (장면 26, 63)

먼저 제시되는 서술자의 발화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객
은 서술자를 통해 밤색 머리 아가씨 에바가 수프 그릇에서 사람의
이를 발견하고 놀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어 60세가 넘
은 남자가 이 상황을 재현하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이러한 서
술과 재현 방식 덕분에 의미 전달이 반복되고 중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언어의 의미 전달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반복의 인상만 남는
다.
<황금용>은 느슨한 삽화 구성을 따르며 각 장면마다 다른 인물이
자신의 내러티브를 진행하는데 삽화 구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
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장면이 재개될 때 선행한 장면이 그
대로 반복되며 장면과 장면이 겹쳐진다.
60세가 넘은 남자
남자

타이-차이나-베트남 식당 “황금용”입니다.

노인이 집게를 갖다 댑니다.

60세가 넘은 남자

집게를 갖다 대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꼬마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이리저리…. (장면 18, 41)
60세가 넘은 남자
남자

타이-차이나-베트남 식당 “황금용”입니다.

노인이 집게를 갖다 댑니다.

60세가 넘은 남자

집게를 갖다 대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꼬마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조심해. 안 그러면 실수로 성한 이빨도 뽑을지
몰라.
하지만 깡마른 사람이 꼬마를 붙잡아 줘요.
꼭 잡고 있어요. 소주를 조금 더…. (장면 20, 44)

인용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면 18 의 마지막 대사가 장면 20
의 시작점에서 그대로 반복된다.107) 앞서 서술된 내용이나 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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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반복되면서 장면의 중단과 재개를 분명히 드러내고 극 전체
에 반복의 인상이 축적된다. 정보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불필요한 과잉이다.108)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서
술 양상, 구성을 활용함으로써 언어를 통해 역설적으로 언어의 권위
에 도전할 수 있다. 하나의 의미에 정박하지 못하고 의미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언어, 반복되고 과잉 축적되면서 일차적인 기의가 탈락
되는 언어는 연극 언어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언어의 기능과 작용에 대해 사유하
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한다고 하겠다.

3.2.3. 연극에 대한 재고: 자기 반영적 언어
앞서 살펴 본 <황금용>의 지문 읽기나 재현할 행동을 미리 서술
하는 것은 연극의 자기 반영성(self-reflexivity)109) 을 드러내는 전략
107) 그 사이에 위치한 장면 19는 개미와 베짱이 내러티브이다. 장면 20 과 장면
22, 장면 2 9와 장면 32 역시 위와 같이 겹쳐진 장면을 포함한다.
108) 반복되고 과잉된 언어만을 따로 분석할 경우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
나 작품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반복이 관객과의 소통 면에서 효과적
인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고할 필요도 있다. <황금용>은 서술자의 서술
과 재현을 반복하고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분절된 장면들을 반복하면서 지속적
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관객에게 지루한 인상을 주기 쉽다. 실제로 연구
자는 <황금용> 공연에서 많은 관객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였
다.
109) “ 자기 반영성(s elf-reflexivity)” 또는 “ 자기 반영적(self-reflexive)”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의 영화 이론가 스탬Rob ert S tam은 자기반
영성을 “문화 생산물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비유적인 능력” 으로 정의
한다(15). 그러나 이 용어는 유사한 개념들과 함께 다소 혼재된 상태로 사용된다.
이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자기 지시성(self-refentiality)은 해당 예술 장르가 지닌 고유한 매체의 특
성을 극단으로 밀어 붙여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색, 면이 극단으로
강조되어 이차원의 평면을 드러내는 회화를 자기 지시적 회화라 한다. 레만과 피
셔-리히테가 주목한 연극의 자기 지시성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논의된 것
이다. 연극은 배우의 현존, 관객의 공동 현존을 그 고유한 특성으로 삼기 때문에
배우와 관객의 살아 있는 몸 그 자체를 전경화할 수 있고, 이로부터 연극만의 고
유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회화에서 매체이자 기표인 면, 색이 그 자체로 기의가
된 것처럼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도 기표이자 매체였던 배우의 몸 자체는 기의
가 되었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언어는 의미 전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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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잠시 사이”를 발화함으로써 장면이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매체로서의 배우와 텍스트의 존재를 노출한다. 이와 같이
지금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연극임을 환기하는 자기 반영적
언어는 장르와 매체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다시 말해 자기 반영
적 언어는 관객의 경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며
언어와 재현, 나아가 연극에 대한 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자기 반영적 언어가 동시대 연극에만 국한된 특성은 아니다.
셰익스피어와 브레히트, 부조리극에 이르기까지, 장면이 구성되는
과정을 노출하면서 지금 관객이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자기 반영적 언어는 연극 전통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언어와 장면은 극적 재미를 부가하거나 작품에 메타성을 부여한다
(혼비 176-80).110) 하지만 자기 반영성을 스스로의 조건과 절차를
검토하려는 현대 사상에 뿌리를 둔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볼 때(스탬 15), 무엇보다 자기 반영적 언어가 이끌어 내는
비판적 성찰에 주목해야 한다. 현상은 유사하더라도 자기 반영적 언
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그 효과 역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Lehmann 18). 이와 같은 자기 지시성은 포스트모
더니즘과 관련된 것이며 재현, 혹은 모방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회의적인 시각
에 기인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한 작품에서 재현과 매체성이 갈등하는 것이 아
니라 매체성만이 극단적으로 강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반영성이 “라틴어 reflexio/refecter(되돌아보다)에서 파생( 스탬
14)”한 용어이기 때문에 성찰적 특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자는 자기 반영적 연극, 또는 자기 반영적 언어를 재현과 매체성이 충돌할 때 매
체와 작품에 대한 성찰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매체를 드러내거나
장면이 구성되는 과정을 노출하는 것 모두를 자기 반영적 전략으로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전략은 자기 지시성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연극이 연극임을
언급하더라도 이러한 자기 언급이 극적 환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
다(혼비 179 -80 참고).
정리하면 연구자는 자기 반영적 언어가 극적 환상을 파기하고 허구성을 강조
하면서 관객의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절의 논의를
전개한다.
110) 스탬 역시 르네상스 시대부터 브레히트의 연극, 영화의 자기 반영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탬, 자기 반영의 영화와 문학:
돈키호테에서 장 뤽 고다르까지 , 27-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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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했듯이 전통적인 연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형식과 매체의
힘을 활용하여 전자는 재현의 투명성을, 후자는 매체의 투명성을 강
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전통적인 연극은 배우라는 매체,
텍스트라는 매체를 감추고 허구의 인물과 드라마를 투명하게 재현
하려고 한다. 이와 달리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투명한 재현이 불가능
함을 주장하며 배우 또는 행위자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Fischer-Lichte, 수행성 313), 이와 같은 전략은 매체의 불투명성
(non-transparency)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성

(transparency)으로 귀결된다.111) 배우의 현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은 무대 위의 행위자가 매체라는 사실을 감추고 관객에게 몸에 대
한 순수한 경험을 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다시 말해 레만 식의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배우 또는 행위자의 몸을 강조하면서 무대 위
에서 벌어지는 행위나 사건이 “실재” 임을 정당화하고, 이 같은 논리
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체를 강조하면서 성찰을 이끌어 내려면 관객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체의 불투명성을 폭로해야 한다. 드라마를 재현
하는 가운데 삽입된 자기 반영적 언어는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성취한다. 예를 들어 <인형집>은 간단한 대사로 전통적인 연극의
투명한 재현을 문제 삼는다. 주지하듯이 <인형의 집>은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작으로 여러 공연은 배우와 대본 등의 매체를 감추어
두고 입센의 원작을 사실적인 드라마로 재현한다. <인형집>도 첫

111) 매체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개념과 논의는 미디어 연구자인 볼터David
Bolter와 그루신Richard Grusin의 것이다 이들은 『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에
서 미디어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전자는 미디어, 즉 매체를
감추는 기술로 수용자에게 통일된 시각 공간을 제공한다. 반면 후자는 다중적인
표상 행위를 노출함으로써 이질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이로써 수용자가 미디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20-65). 연극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는 전통적인 연
극에 해당되는 방식이다. 연극의 허구성, 배우의 매체성을 적극 노출하는 브레히
트의 서사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일부 실험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와 관련된 논의는 이진아, ｢상호 매체적 공연에서 배우의 역할 구현 문제｣,
(2014)를 참고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본고 3.1.1에서 배우의 현존을 논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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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재현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
연 후반 배우/노라는 배우/헬메르의 대사가 “ 대본에 있는 것It’s in
the text(1:20 :04)”임을 밝히며 투명한 재현을 갑자기 중단한다. 이
순간 연극의 허구성이 환기된다.
<인형집>의 자기 반영적 언어는 연극의 재현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맥락을 보다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배우/헬메르가 자수와 뜨개질을 비교하며 후자가 “어딘가
중국적인 데가 있(3막 99; 1:27:00)”다고 비아냥대는 순간, 무대와
객석 중간에 앉아 있던 중국계 피아니스트(Ning Yu)는 자리에서 벌
떡 일어나 극장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퇴장하려는 피아니스트를 붙
잡기 위해 배우/노라는 헬메르의 대사가 “대본에 있는 것”임을 고백
한 것이다. 노라의 고백에 더해 <인형집>은 원작 텍스트의 이미지
를 삽입하여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그녀의 대사와 삽입된
이미지는 중국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으나 대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인종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현대 관객들에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가?

사진 6. <인형집> “ 어딘가 중국적인 데가 있어” 밑줄 강조 – 인용자
피아니스트는 배우/헬메르가 대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손을 잡고 자리로 돌아온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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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메르가 “식사와 함께 나온 샴페인은 정말 대단했어 (3막, 99)”라
는 대사를 린데 부인이 아닌 피아니스트를 향해 발화하면서 그녀에
게 샴페인을 건네면, 피아니스트는 이것을 받아 마신 후 연주를 재
개한다. 무대 한 쪽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배우/인물들은
그녀가 연주를 시작하자 속히 중단되었던 장면을 이어간다. 장면이
재개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소동은 종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종
차별적 언어는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형집>의 자기 반영적 대사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자기 반영
적 언어는 원작 텍스트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를 노출하고 이에 대
한 관객의 재고를 요청한다. 특히 중국계 피아니스트의 존재 덕분에
헬메르 대사에 내재된 경멸적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피아니스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순간 허구는 실재를, 실재는 허구를 겨냥하고
서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재현이 이어지는 동안 관객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동일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
은 장면은 관객의 지각에 균열을 가하고 관객의 무의식적인 몰입을
방해한다. 이 가운데 인종차별적 태도를 담고 있는 텍스트는 성찰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다시 말해 <인형집>의 자기 반영적 언어는 원
작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환기할 뿐 아니라 원작의 대사를 그대로
따르는 <인형집>의 시도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의 “ 설계와 구성을 검토 (스탬 27)”하게 만드
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파워>는 스스로의 조건과 전략을 언급하는 자기
반영적 언어를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드러낸다. <파

워>의 극중 작가는 “제 4의 벽을 허물고 작가가 나서는 소위 포스
트모던 방식 (1:37)”이 이미 “연극의 낡은 관행 (1 :31)”이라고 논평
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반영적 전략을 한 번 더 전복한다. 작
가가 포스트모던 연극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
지이다. 이에 더해 작가에게 반발하는 배우들은 포스트모던 연극112)
112) 이제 포스트모던연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레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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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심화시킨다.
작가

이 장면 끝. 집에 가!

배우1113)

아니, 뭐라고요? 요점도, 교훈도, 도덕도, 아무 것도 없이?

작가

도덕은 개뿔. 야! 나도 인간의 삶을 바꾸고 싶어.
그러려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완벽하
게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삶 그 자체에 고상한 도덕 같은 건 없어!

배우1

아니, 참 말씀 쉽게 하시네. 예술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작가

예술? 누가 아직도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 하냐? 나 예술
얘기하는 거 아냐!

배우1

예술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작가

아니야.

배우1

뭐예요 그럼?

작가

넌 말해도 몰라.

배우1

아, 나 자존심 상하네 나. 얘기해요. 빨리!

전자와 후자가 같은 시기를 공유하며 방법론에 있어 일정 부분 공통점을 지니지
만 포스트모던 연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그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레만
은 전통적인 연극에서도 포스트모던 연극의 방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25). 하지만 혼란스럽게 보이는 “ 기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시”하
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전략은 “상대성, 다원성, 혼돈, 불확실성 등과 같은 가치
를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김형기,  지각방식
 331). 파비스 역시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포스트모던 연극 사이의 유사성을 언
급한 바 있다. 파비스는 포스트모던 연극이라는 용어가 너무 모호하여 명확히 구
별되지 않은 채 다양한 공연 관행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포스트모던 연극의 가장 선봉에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둘 사
이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한다(“관객” 200). 관객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포스트모
던 연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엘리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며 관객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Pavis, “관객” 200;
김형기, 지각방식 34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파워>가 드러내는 포
스트모던 연극에 대한 비판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대한 비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13) 이 장면의 등장인물인 배우들은 이전 장면까지 초록병사 역을 수행했다. 따라
서 위 장면에서 각 인물은 초록병사이자 이를 연기하는 배우, 이중의 정체성을
갖는다. 실제 배우 자신의 현존까지 고려한다면 관객은 삼중의 겹을 가진 배우/
인물을 대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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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여기 있는 누구한테도 해명할 필요 없어!

배우1

빨리 얘기하라고요. 안 그러면 연극 안하고 집에 가!

작가

난 과거의 억압적인 권력구조를 보여주려는 거야. 그 권
력이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못하도록. 더 커다란 억압
구조가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막 보수적인 성향을 만들
어 내고.

배우1

참 말도 안 돼. 이 연극에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배우 2

다 좋은데, 처음 비르크 사무실 신하고 여기 초록병사 신
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작가

아니, 연결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배우1

끼워 맞추지 마세요.

작가

아니야!

(...)
배우1

이런 글은 나도 써. 이 사기꾼아! (1장, 26:45-28:03)

배우/작가의 대사는 전통적인 연극의 환영에서 탈피한 포스트모더
니즘 연극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삶에는 더 이상 도덕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극은 “요점도, 교훈도, 도덕도 없는” 무의미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중심과 안정에서 점점 멀어지려 한다. “이야기
를 들려주려는 게 아”니며, 예술에 대해 말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배
우/작가는 의미의 불가능성을 설파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이다. 작
품, 예술가가 아무것도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객 역시 그 의
미를 발견할 필요나 의무가 없다. 이러한 연극에 배우들은 저항하고
불평한다. <파워>는 포스트모던 연극을 옹호하는 작가와 이에 저항
하고 반대하는 배우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런 연극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파워>의 자기 반영적 언어는 포스트모더니
즘을 기원으로 하지만 그 기원과 자기 반영적 전략까지도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포스트모던 연극, 또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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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제시하며 기존 연극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정전의 위치를 꿰찬 포스트모더니즘의 방식에 도전하
는 전복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21세기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는 연극 언어는 다시금 주목을
요한다. 레만 식의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언어보다는 신체, 재현보다
는 현존을 강조하며 연극 언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연극 언어를 통한 새로운 소통 전략을 모색
하는 것은 그 방향과 효과 모두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다시 연극
언어에 주목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언어관이나 전통
적인 연극의 언어 사용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신체성을
담지한 언어를 통해 관객의 몸과 소통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의미 작
용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언어가 정확한 의미를 전
달해야 한다거나 경제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극 언어의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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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대와 객석의 역동적 관계114)
3.3.1. 무대와 객석의 경계 넘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연극은 관객 참여적이다. 일반적으로 관객은
미리 작품을 선택하고 좌석을 예약한 뒤 공연에 참석한다. 또한 전
술한 것처럼 무대에서 완벽한 재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극
은 관객의 상상이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느슨한
관객 참여 개념은 어떤 공연에나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겠다. 연극에 있어 관객 참여는 어떤 의미인가? 관
객 참여는 구호뿐인 개념에 불과한가?
이미 언급했듯이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극장 내 공동 현존하는 관
객의 지위 문제를 깊이 탐구해왔고 공동 생산자로서 관객의 역할을
적극 인정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는 주로 몸, 또는 신체적 감
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관객과 행위자가 교환하는 육체적 에너
지로부터 관객의 공동 현존을 확인하고 공동 생산자인 관객의 역할
역시 에너지가 교환되는 가운데 증명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전
통적인 연극에서 관객과 배우가 교환하는 반응에서도 관객의 공동
현존이 증명되는 것 아닐까? 전통적인 연극에서도 관객이 경험하는
강렬한 동일시, 이로부터 촉발되는 반응이 무대 위 배우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115)
물론 전통적인 연극은 관객이 무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상호 관계, 에너지
교환은 사라지지 않는다. 피셔-리히테 식으로 말하자면 전통적인 연
114) 3.3.2절과 3.3.3절은 졸고, ｢<디 오써>와 <나, 말볼리오>의 관객 참여 전략 연
구｣(2019) 를 발전시킨 것이다.
115) 피셔-리히테 역시 이를 인정한다. 배우가 <오델로>를 연기할 때 관객이 보이
는 공감의 정도가 배우에게 지각되고, 이것은 배우의 연기에, 이어 다시 관객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Introduction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러한
연극에서의 관객 참여는 다루지 않고 배우와 관객의 역할 구분이 무너지거나 역
전되는 방식만을 논증의 사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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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 배우/인물과 관객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Introduction 20). 하지만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새로운 연극’ 으로
규정한 레만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관객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연극에
만 주목한다. 피셔-리히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소위 ‘몸의 연극’ 이나 배우/ 인물과 관객의 관계가 역전되는 연극에
서만 관객의 참여, 또는 개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연극에서도 관객은 필수적인 존재이다. 제 4의 벽이 존
재하고 일방적으로 의미가 전달된다고 해도 이는 관객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무대 위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기호들을 지각하고
이로부터 나름의 의미를 조성하는 관객의 역할은 전통적인 연극 역
시 지향하는 바이다. 물론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종합될 수 없는, 또
는 하나의 의미로 귀결되기 어려운 다양한 기호들을 방출하여 의미
생산에 있어 관객의 능동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 의미 생산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열어두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생성에 동참하는
것 외에 관객의 반응과 참여를 요청하는 전략은 극단적인 무대와
객석의 관계 역전, 또는 극단적으로 전경화된 배우/인물의 몸에 한
정되어 있다. 이러한 실천은 주로 몸의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재’ 의
차원에서 분석된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것처럼 행위자가 허구의 인물을 재현하지 않
고 자신의 몸 그 자체를 전시한다고 해도 이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며 훈련과 예행연습을 거친 것이다. 피셔-리히테는 배우가 공연의
중대한 기준을 설정하지만 공연 중 관객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배우가 완벽하게 공연
의 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Introduction 20). 하지만 이러
한 공연이 관객에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가? 관객이 공연을 중
단한 극단적인 행동 역시 행위자, 또는 창작자의 의도 안에 포함된
것이다. 배우/인물은 관객의 반응을 ‘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렇다고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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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저 유명한 아브라모비치의 <토마스의 입
술>은 관객이 무대에 개입하여 퍼포먼스를 중단시킨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피셔-리히테는 아브라모비치의 폭력이 강렬한 신체적 에
너지를 산출하고 이것이 관객의 몸에 전달되어 관객을 행위자로 변
환시켰다고 서술한다(수행성 29-30). 그러나 관객이 극단적인 상
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대에 개입하기 전까지, 관객은 2 시간 여 동안
그녀의 행동을 그저 지켜보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녀
가 유리잔을 깨면서 손에 상처를 입히고, 면도날로 배에 별 모양을
그린 뒤 자신의 몸에 채찍을 휘두를 때까지 관객은 객석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관객이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극의 논리를 체득해왔기 때문이다. 관객이 그녀의
행동을 예술이 아닌 폭력으로 판단했을 때, 비로소 무대에 개입하여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아브라모비치가 관객을 행위
자로 변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극에 달한 신체적 고통이 관객으로
하여금 그녀의 행동을 예술이 아닌 윤리의 영역에서 판단하도록 자
극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브라모비치는 관객이 무대에 개입할지, 개입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와 같은 관객의 행동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
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모든 관객이 무대에
개입하여 그녀의 행동을 저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모비치
는 관객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했고 이로부터 관객의 참여
를 이끌어 냈다고 판단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다시 말해 <토마스의
입술>에서 확인되는 관객 참여는 예술가가 미리 예측한 다양한 반
응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공연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극
단적인 경우만을 자발적인 관객 참여로 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
객의 행동이 곧 공연에 사건성을 부여하는 조건에 다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객의 행동은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며 공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길을

117

끌지만 이러한 관객 참여에만 주목한다면 극장 내 관객의 다양한
반응과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다.
허구의 내러티브를 재현하는 동시대 연극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공연에 참여시키고 공동 생산자로서 관객의 존재를 부각하
여 드러낼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차원에서 관객 참여를 이끌어 내더
라도 무대와 객석, 예술과 일상 같은 고정된 개념들의 대립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로써 공연에 사건성을 부여하거나 공연
의 라이브니스(liveness)를 강조할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한 <파워>의 첫 장면과 2018 년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랑베르빌드Jean Lamber-Wild의 <리차드 3세>(2015)116)의
일부 장면은 드라마의 환상성을 의도적으로 교란하며 관객 참여를
이끌어 낸다. < 파워>의 배우/작가는 등장하자마자 관객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다수의 관객은 그의 인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배우/작가
가 다시 한 번 인사하고 귀에 손을 대면서 관객의 반응을 요청하자
관객은 그에게 화답했다. <리차드 3세> 공연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
황이 발생했다. 공연 중 무대 앞 객석으로 내려온 배우/버킹엄은 관
객을 “벙어리 시민 (3.7.3)”으로 지칭하고 관객에게 “‘ 리차드 왕 만
세!”를 외치 (3.7.18)’ 도록 했으나 관객들은 배우/ 버킹엄의 요청이
실제 관객을 향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117) 배우/버킹엄이 몇몇 관객
과 눈을 맞추며 짧은 한국어를 섞어 대답을 요구한 후에야 객석에
서 희미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118) 이러한 시도는 무대와
116) 장 랑베르빌드, 제랄드 가루티Gérald Garutti 각색. 장 랑베르-빌드, 로랑조 말
라게라Lorenzo Malaguerra 연출. 장 랑베르-빌드, 로르 울프Laure Wolf 출연. 리
무쟁 국립연극센터 제작, 명동예술극장 공연 2018.06.29-2018.07.01.
117) 인용한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3세>의 막과 장을 표시한 것이다.
118) 관객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배우/ 버킹엄의 요구에 어리둥절해하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원작 텍스트에 걸맞은 상황을 만들어 냈다. 관객은 곧 버킹엄
의 요구에도 리차드 왕을 연호하지 않고 “벙어리 동상이나 숨 쉬는 돌처럼 멀거
니 서로 보며 하얗게 질 (3.7.21-22 )”린 군중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
이다. 배우/버킹엄이 다시 한 번 관객에게 “리차드 왕 만세!” 를 외치라고 했을
때에도 관객의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이 순간 역시 “ 길드홀 한쪽
에서 자기 부하 몇 사람이 모자를 던지고 십여 명이 ‘리처드 왕 만세’를 외
(3.7.29-31)” 쳤다는 버킹엄의 보고에 부합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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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의 고정된 관계에 균열을 가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공연 중 적
극적인 관객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파워>는 배우/작가가 관
객과 인사를 나누는 첫 장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대와 객석의
대화를 시도하고 공연에 개입된 관객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리차드
3세>는 앞서 언급한 장면 이후 대관식에 참여한 시민 역할을 관객
에게 부여하며 한 번 더 관객 참여를 요청한다. 두 작품 모두 허구
의 내러티브를 재현하는 가운데 관객을 소환하고 관객 참여를 이끌
어 내면서 관객을 의미 생성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관객을 향해 발화하는 서술자가 언제나 관객 참여를 이끌
어 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브레히트는 드라마의 매끄러운 진행을
방해하는 서사적 화자가 극적 환상을 파괴하고 관객의 몰입을 방해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브레히트 이후 관습적으로 사용된 서사적 화
자는 오히려 극의 허구적 경계를 확장한다. 서사적 화자마저도 허구
안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를테면 <황금용>에서도 매
장면 시공간을 설명하는 서술자가 등장하지만 그가 관객과 직접적
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할 관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극 내부
의 의사소통에서 떨어져 있거나 무대의 경계를 벗어난 배우/인물이
언제나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관객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결
론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인물이 관객을 그들의 상대역으로 소환할 때, 무대와
객석은 불안정한 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가령 <황금용> 장면 23에
서 60세가 넘은 여자(개미)는 무대 위에 존재하지 않는 “당신”과 베
짱이의 성을 거래하려고 한다. 이러한 장면은 관객에게 두 가지 가
능성을 제시한다.
60세가 넘은 여자

(...) 이 여자는 모든 걸 다 해요.(...) 당신이 원하

는 대로, 모든 걸. (장면 23, 54)

이 수동적으로 반응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적극 이용한 랑베르 빌드의 관객 참
여 전략이자 드라마 전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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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오랜 관습에 따라 무대와 객석 사이에 하나의 층위를 더 생
성하고 60세가 넘은 여자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발
화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객은 개미와 누군가 사이
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현장을 목격하는 ‘ 상상 속의 목격자’로 존재
한다. 이와 달리 배우/인물이 호명하는 “당신”은 그것을 듣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관객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관객은 그녀의 발화가 관
객을 직접적인 수신자로 삼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
객은 개미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
고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말볼리오>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빈번하게 2인칭 대명사 “당신
(you)”을 사용하며 관객을 호명한다. 앞서 2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말볼리오>에서 관객 참여는 극 진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 배우/말볼리오는 첫 장면부터 관객을 호명하고 관객과의 직접적
인 소통을 시도한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말볼리오가 호명하는 “당
신”은 언제나 실제 관객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볼리오> 에서 “당신”은 관객을 직접적으로 지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십이야>의 토비 일당을 지칭한다. 이 두 가
지 용례는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고 관객과 토비 일당을 동시에 지
칭하는 모호한 경우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당신들 모두에게 복수
할 거요. I’ll be revenged on the whole pack of you (19)” 는 관객
을 향해 발화되지만 이 문장은 < 십이야> 속 말볼리오의 마지막 대
사가 반복된 것이다. <십이야>에 대한 선지식을 가진 관객이라면
이때 “당신”이 토비 일당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어
지는 대사 속 “당신” 은 분명하게 극장에 앉아 있는 실제 관객을 가
리킨다.
말볼리오

장담하오. 이 공연이 끝날 즈음, 나는 당신들 모두에게 복
수할 거요.
I promise that, by the end of this performance, 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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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ged on the whole pack of you. (19)

<황금용>과 마찬가지로 <말볼리오>에서 호명하는 “당신”은 관객
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말볼리오>의 “당신” 은 관객에게
허구의 역할, 다시 말해 토비 일당의 정체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관
객의 실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유동하게 하며 관객에게 허구와 실재
를 혼성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관객은 허구의 인물로 분해 말볼리오
를 괴롭히고 비웃는 자, 토비 일당으로서 배우/말볼리오에게 반응하
고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말볼리오의 질문이나 비난이 실
제 관객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리를 둔 채 배우/말볼리
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수도 있다. 관객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부
여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는 위와 같은 상황은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 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게 만든다. 피셔-리히테 식으
로 말하자면 공연이 관객을 구성하는 것이다(Introduct ion 20 참고).
<파워>의 2 장 “타워”는 전통적인 연극처럼 허구의 인물이 극적
사건을 재현하는 드라마 전략을 취한다. 마르셀과 안젤라 등 배우/
인물은 관객을 의식하지도 않고 관객에게 말을 걸지도 않는다. 그러
나 돌연 배우/안젤라가 거꾸로 글씨를 쓸 때 회의실 밖, 또는 무대
밖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그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 드러난다. <파워> 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무대 밖 수신자를 호출
하며 관객을 무대 내 소통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다. 이 장면 이전
에는 무대 위 인물이 관객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 역시 무대
위 인물과 교섭할 필요가 없다. 무대 위 인물이 관객을 지각하지 않
기 때문에 관객 역시 그를 관객의 상대역으로 지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설 82-85 참고). 하지만 아래와 같이 배우/안젤라가 관객을
향해 글씨를 쓰며 관객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관객 역시 이들을
직접적인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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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 파워> “타워” 중
이렇게 배우/인물과 관객이 서로를 향할 때 이어지는 장면에서 호
명되는 “저 밖의 사람”이 관객을 포함한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마가릿

전 우리가 이걸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여자들은 왜 비싼 차를 타지 않
는지에 대해서. 또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싼 차
한 번 타보겠다고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왜 별
로 많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가릿

난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대표해요. 적어도 난 저 밖에 있
는 사람들과 연관된 이를 대표해야 해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니까요.

마르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아. 단지 좀 돈이 적을
뿐이라고.

(...)
마르셸

우리가 저 밖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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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하고 사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못
믿는데 쟤들에게 통하겠냐?
마가릿

우리가 진심을 보여준다면 통할 거예요.

(...)

(2장, 35:43-38:35)

인용 장면에서 배우/마가릿과 배우/마르셀이 반복하여 언급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가릿과 마르셀과는
다른,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배우/
안젤라의 글씨로 인해 무대에 포섭된 관객은 그들의 대화에 등장하
는 “저 밖의 사람” 이 실제 관객을 겨냥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고
“저 밖의 사람” 으로 등장하는 배우/비르크와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아울러 비르크가 마르셀과 그의 동료들에게 당하는 멸시와 조
롱은 관객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굴욕이 된다.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관객을 무대의 내적 소통으로 이끌어
들임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역동적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 허구의
내러티브가 재현되는 가운데 관객을 소환하여 허구 세계와 현실 세
계의 소통을 성취할 수 있고 이로써 허구와 실재가 혼성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객에게 다양한 선택 가
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관객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제공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극 중 자신의 역할과 반응을 선택
하며 극의 의미 작용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대와 객석의
역동적 관계는 공연 중 물리적인 관객 참여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객에게 선택에 대한 해석과 숙고를 이끌어 낸다. 다음
절에서 < 디 오써>를 분석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

3.3.2. 무대와 객석의 통합 : 예술과 일상의 경계 넘기
2장 1절에서 전술한 것처럼 <디 오써>는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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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하여 관객을 공연 내부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디 오써>의
공간은 한층 역동적인 관객의 개입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 <디 오
써>는 배우/인물과 관객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극에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의식하게 한다. 또한
앞서 논한 것처럼 배우/애드리안과 관객의 대화로 구성되는 애드리
안 장면부터 관객은 배우/인물이 발화하는 질문의 수신자이며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본적인 관극 논리로 설정된다. 본격적인
내러티브가 시작된 후에도 모든 배우/인물은 관객을 직접적인 수신
자로 삼는다. 이들은 모두 관객을 향해 발화하고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소통 과정은 사건의
공모자이자 공연에 반드시 필요한 참여자인 관객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디 오써>는 물리적인 공간과 내러티브 공간을
겹쳐둠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작품에 개입되어 있음을 인
식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디 오써>는 허구의 내러티브를 진행하는 가운데 관
객의 현실적 반응을 이끌어 내며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를 지속적
으로 연결하고 관객에게 공연의 공동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작품의 의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디 오써>의 공간은 관객을 이들이 속한 현실 세계에서 떠나지 못
하게 만든다. 무대와 객석이 구분된 일반적인 극장이라면 관객은 무
대를 향해 앞으로 보고 앉는다. 객석 조명을 완전히 끄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극장에서 관객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필요가 없다. 근래
무대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객석 배치도 빈번하게 확인되지만 무
대를 완전히 없애 버린 <디 오써>의 공간은 객석 간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게다가 배우/인물이 관객과 함께 객석
에 앉아 있기 때문에 관객은 배우/ 인물을 보기 위해 반대편에 앉은
관객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다른 관객이 자신을 응시하는 것도 피
할 수 없다. 응시하고 응시당하는 가운데 관객은 자신의 존재를 반
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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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텀이 지적한 것처럼 공연 중 낯
선 관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관객에게 촉발되는 문제는 일상적이
고 현실적인 것이다. 좁은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할지, 어색하게 웃
을지,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를 응시할지 등 관객은 일상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451). 관객은 극장에서 허구의 인물이 서술하고
재현하는 극적 세계를 보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고 관객이 속한 실재를 더 많이 투사한 혼성 상태를 만들어 내게
된다.
또한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 전략 덕분에 배우/인물과 관객 사
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구축되며 이 가운데 관객의 현실적인 판단
또는 윤리적인 판단을 자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119) 예를
들어 배우/팀은 자신의 성적 환상을 고백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기술하는 장면 앞뒤에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관객의 동의를 구
한다.
팀

리허설 중 우리는 모두 교대로 죄수를 강간하는 군인들
휴대 전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임신시키려는 것이
었지요.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이었어요. 상상되십니까?
우리가 그걸 봤다고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말입니
다? 당신들에게 그걸 털어 놓으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저는 많은 부분을
다시 썼습니다.

(...)
제가 맞을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공
포로 가득 찬 게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주위를 둘러 보시
라고요.
봐요.
보세요.
119)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4.2.2에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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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In rehearsal we all watched a mobile phone film of
some soldiers taking it in turns to rape a pri soner. To
make her pregnant. It was p osted on a website. Can
you imagine? That I can tell y ou that we watched that?
That I’m here, telling you that! Can you believe that?
I rewrote qui te a bit after that.
(...)
Am I right? Look around y ou and tell me that this
world i s not full of horrors. Look around you.
Look.
Look.
Can you see all right? (117-18)

배우/팀은 폭력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연극을 준비하면서 폭력적인 영상을 보거나 분쟁 지역을 방문
하여 현실에서의 폭력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폭력
을 위와 같이 진술하고 관객의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장면 뿐 아니라 배우/팀은 “괜찮은가요? Is it OK?”, “다들 괜찮은
겁니까? Are you all okay?”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폭력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관객의 판단을 요구한다.120) 배우/팀의
질문에 관객이 소리 내어 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복되는 질문과
답을 기다리는 휴지(休止)는 그의 질문이 관객의 대답과 판단을 요
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배우/팀의 질문은 허구의 내러티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객에게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테면 관객이 배우/팀의 질문
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말에 동의한다면 그가 생산하는 폭력
120)
을
인
이

보텀은 자신이 관극한
한 관객들이 있었다고
답을 끌어내야만 하는
질문에 반응하고 답할

공연마다 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대답
보고한 바 있다(453). 물론 그의 질문이 관객의 긍정적
것은 아니다. 관객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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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객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경우 관객은
폭력의 공모자가 된다. 이와 다르게 관객이 극중 작가의 폭력적인
연극, 또는 불쾌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도 괜찮은지
묻는 배우/팀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거나 그의 말을 중단시
키고자 할 때, 관객은 자신이 공연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허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듯 <디 오써>의 공간과 내러티브 전략은 관객에게 허
구의 내러티브를 안전하게 감상할 거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
고 관객이 윤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배우/팀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공연을 방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디 오써>의 내러티브는 분명 허
구이지만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실제 감정과 현실적 감각은 관객의
일반적인 연극의 지각 방식과 수용 태도를 역전시킨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디 오써>는 실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 3의 혼성
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배우/빅, 배우/에스더와 관객 사이에 구축되는 관계 역시 허구와
실재가 혼성된 새로운 연극 세계를 만들어 낸다. 이들도 팀처럼 폭
력적인 장면을 기술하기도 하지만 배우/빅과 배우/에스더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객과 소통하는 데 주력한다. 가령 배우/빅은
무명 배우였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 놓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초
조한 마음으로 팀의 공연에 참여했음을 고백한다. 배우/에스더는 반
전 시위에 참여했던 과거 경험을 들려주고 관객의 동의를 구한 뒤
관객에게 노래를 불러 주기도 한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근접한 공간
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으며 관객과 교감하고, 관객과 내밀하고
정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아래 인용 장면에서 배우/에
스더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들려주고 관객을 대표하는 배우/애
드리안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러한 장면은 관객과 배우/ 인물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스더

리허설 전에 미리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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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거든요. 아니, 아이를 낳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
에 최대한 오래 아기랑 있고 싶었어요.
애드리안

아기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

핀이에요. 지금 8개월이죠. 사진이 있어요. 보실래요? 보
실래요?
네?
보시겠어요?

(에스더는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 주위 사람들과 사진을 돌려 본다.)
예쁘죠, 그렇죠?
Esther

I couldn’t do any of the early preparati on before
rehearsals because I was having a baby! Or rather, I
had had a baby and I wan ted to be with him as l ong
as possible before I went back to work.

Adrian

What’s hi s name?

Esther

His name’s Finn. He‘s eight mon ths now. I have a
photograph of him. Would you like to see him? Would
you?
Yes?
Would you?

She shows a couple of photographs – passes them around.
He is beautiful, ins’t he? (118)

이와 더불어 실제 관객들이 그녀 아기 사진을 함께 돌려 보는 상황
은 극에 개입된 관객의 존재를 다시금 부각시킨다. 배우/팀과 관객
의 대화, 배우/ 에스더와 관객의 소통은 완전히 허구에 속한 것도 완
전히 실재인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의
배우/인물과 내러티브에 대한 역동적 혼성을 구성하도록 한다. 관객
의 정체성과 반응 역시 혼성된다. 관객은 허구의 인물로 분해 극 세
계 안에서 그들에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관객
에게 환기되는 감정과 감각은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반응을
표출할 수도 있다. 관객에게 수용되는 각 인물의 내러티브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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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 다시 말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처럼 관객의 일상적
인 판단, 또는 윤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작품의 의도와 효과는 배우/팀이 에스더의 갓난아이를 성
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이 장면은 당연히 허구이고
갓난아이는 무대에 등장하지 않으며 팀의 폭력이 재현되지도 않는
다. 배우/ 팀이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뿐이다.121)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실제 공연에서 이 장면은 관객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
발했다. 관객은 배우/팀에게 소리치거나 그를 위협하면서 그의 서술
을 중단시켰고 공연 진행을 방해했다. 이 장면을 견디지 못하고 극
장을 떠난 관객도 있다(Crouch, “Response” 417). 이러한 관객의 개
121) 배우/팀은 꽤 긴 시간을 할애하여 공간, 상황, 분위기를 자세히 서술하며 아기
를 학대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팀이 실제로 핀을 폭행한 것
인지, 혹은 소아성애 영상을 보면서 핀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
란이 있다. 국내 공연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연출 김동현은 작
가 크라우치의 의도를 존중하며 자신 역시 극중 작가가 아기를 폭행한 것이 아
니라고 판단하고 장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토론: 디 오써｣ 68). 하지만 텍스트
자체는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 장면을 모호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관객의
자유로운 판단을 열어 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장면을 팀이 핀을 폭행한 것
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불쾌함을 보인 관객이 작가나 연출의 의도를 오독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팀
집 안에 모두가 저랑 좀 떨어져서 자고 있어요. 아기 피부는 저녁 열기
때문인지 땀으로 축축합니다, 아마도, 낯선 집이라 그렇겠죠. 이미지가 선
명하지 않네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길에서 들리는 소리겠죠.
어딘가의 텔레비전 소리일 수도 있고요. 방은 답답하고 어수선합니다.
저는 제게 약간 놀랐어요. (...) 클릭. 클릭. 아기의 공갈 젖꼭지가 빠졌어
요. 그리고 전 아기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 아기 입
에 부드럽게 성기를 두고 천천히 밀어 넣는 것을 봅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꽤 다정합니다. 더없이 사랑스러워요. 저는
계속하기로 합니다.
Everyone in the house is asleep apart from m e. The baby’s skin is
damp with sweat from the evening heat, pr esumably, in this strange
house. The image is grainy. The sound of voic es from outside maybe,
from the street. A television on somewhere. The room is cramped and
untidy. I’m a little shocked with m yself. (...) Click . Click. The baby’s
dummy is removed and I look at the shadow cast o n it. I watch the
penis just gently being plac ed against the baby’s mouth and slowly
being pushed in. Not violently, actually. Actually quite gently. Quite
lovingly. I decide to continue.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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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반응은 이 장면이 관객에게 예술, 혹은 허구의 안전한 거리를
보장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연극에서 인물이 아내를 살
해하거나 아이의 시체를 먹는다고 해도 관객이 극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디 오써>에서 포착된 관객의 반응은 특
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3 장 2 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배우/팀의 언어는 재현
이상의 생생함을 동반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그의 행동을 상상하게
한다. 관객이 이 장면을 상상하는 동안, 또는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
쓰는 동안 자신의 현존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고 극 사건에 자신
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배우/팀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관객 자신이다. 관객은 그의
서술을 상상함으로써 배우/ 팀의 행동을 실현하고 동시에 자신이 상
상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객은 이와 같은 폭
력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배우/에
스더 장면에서 배우/인물과 관객 사이에 구축된 관계 역시 관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디 오써>는 허구의
내러티브를 재현하는 가운데 관객을 위치시키고 관객의 현실적인
감각을 자극하면서 관객에게 윤리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디 오써>는 텍스트에 따라 재현되고 서술되지만 관객이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허구의 환상성을 의도적으로 교란하여 관객
에게

“책임의

미학,

또는

응답의

미학”을

요구하는

것이다

(“aesthetics of responsibility or response-abilit y”; Lehmann 185).
결론에 이르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디
오써>의 공간 전략이나 배우/인물과 관객 사이의 대화 시도가 언제
나 동일한 효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을 따르는 것만
으로는 허구와 실재를 혼성하거나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없다. <디 오써>의 국내 공연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이다. 국내 공연도 무대 없는 객석에서 이루어졌고 배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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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관객 사이의 대화가 시도되었지만 영국 공연과 같은 효과를
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디 오써> 국내 공연에 대해 백로라는 “ 즉흥적인 관객 참여를 통
해 완성되는 형식을 선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치밀하게 기
획된 원작의 대본대로 배우들이 연기를 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한 바 있다(62). 물론 <디 오써>는 관객 참여에 따라 다음 장면이
변경될 수 있는 즉흥극이 아니다. 그러나 백로라의 평에서 “배우들
이 연기를 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
내 공연에서 배우/인물과 관객의 관계 맺기나 대화는 오로지 허구
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현실적인 관객의 반응을 이
끌어 내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증한 것처럼 < 디 오써>의
질문과 배우/ 인물과 관객의 대화는 허구와 실재가 혼성된 상태, 특
히 실재가 더 많이 투사된 상태로 수용될 때 그 효과가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공연의 배우/인물은 전형적인 무대 연기를 수행
하며 자신이 허구의 인물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
다.122)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배우/인물과 관객의 대화는 허구에 속
한 것일 뿐이었다. 배우/작가의 질문은 관객의 다양한, 또는 현실적
인 반응을 유도하기보다는 텍스트 진행을 위한 정답을 요구하는 질
문에 머물게 된 것이다.
122) 박연숙 외 ｢토론: 디오써｣에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논평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도완 연출은 다음과 같이 작가 역의 연기를 평한다. “작가로 등장하
신 분의 연기는 굉장히 많이 거슬렸어요. 더빙? 외화 더빙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예요. 정말 리얼하게 그 작가로서 턱 앉아서, 팀 크라우치는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관객이랑 농담 따먹기 하면서 중간에는 싹 들어가서 어떤 얘기 할 때는
확 뒤집어엎고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계속해서, 완급이라고 할까. 그게
아마 제일 부족했던 것 같아요(67).” 또 하형주는 다음과 같이 비평한다. “네 명
의 배우들이 이미 각본대로 짜여 진 그 틀 안에만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이 있
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죠. 마치 인형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 대본이 이미 딱 정해
져 있어서 유연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 그 상황에 보조를 맞춰줘야 하
는 상황[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연기 양상을 언어로 기술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으나 짧게나마 다음 영상 링크
에서 국내 공연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andora.tv/view/yunhap/42128830/#1608216_new (2019년 1월 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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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인물의 연기 뿐 아니라 조명이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공연에서는 배
우/인물과 관객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점유하지만 조명은 관객
과 배우/ 인물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한다. 이러한 조명은 관객과 배
우/인물의 공간이 별도의 세계임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영국 공연
은 배우/인물과 관객을 별도의 조명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배우/인물
과 관객이 같은 공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내 공연의 경우 강조
된 연극의 허구성이 물리적 현존을 압도하면서 배우/ 인물과 관객의
관계를 일방향의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 하형주의 비평처럼 “대본대
로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답”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국내 공연은 실제 관객이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연극처럼 작품의 내러티브와 인물을
허구로 수용할 가능성만을 관객에게 부여했다고 하겠다.

사진 8. 2011년 두산아트센터 공연(좌) /2009 년 로얄코트 공연(우)
<디 오써>의 공간 전략과 스토리텔링 전략은 허구와 실재의 경계
를 넘나들며 관객의 다양한 반응을 촉발하고, 나아가 관객의 반응을
다시 내러티브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디 오써>는 관객을 허구와 실재의 혼
성상태에 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디 오써>가 제
기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 관객 자신의 반응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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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다시 말해 <디 오써>는 관객에게 윤리적
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관객의 성찰을 유도한다. 크라우치가
밝힌 작품 의도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크라우치는 폭력
의 생산자 뿐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관객 역시 윤리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한다(“Response” 418). 포로를 참수하는 영상,
소아성애 영상 등이 활발히 유포되는 것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크라우치는 <디 오써>의 관객이
폭력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디 오써>는 관객을 폭력을 소비(해야)하는 상황에
놓아두고 다른 관객의 반응을 목격하게 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자
신의 태도와 반응을 반추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디 오써>의
공간과 내러티브 전략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디 오써>는 관객
에게 실재가 더 강조된 혼성을 제시하면서 관객에게 예술과 일상의
경계 넘기를 요구한다. 이는 폭력 뿐 아니라 폭력의 재현 문제, 즉
예술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작품의 의도와 긴밀하게 연
결된 것이다.

3.3.3. 관객의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는 참여 전략
이제 관객이 실제로 무대 위에 올라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보다 직접적인 의미의 관객 참여 문제를 다루어야겠다. 연극에서 관
객 참여 문제는 종종 회의적으로 다뤄진다. 공연이라는 틀, 미리 준
비된 대본은 관객 참여를 일정 수준에 한정할 수밖에 없으며 공연
중 관객이 다양한 반응을 표출한다고 해도 이를 극 내부로 끌고 들
어오는 가운데 그 의미가 퇴색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관객의 반
응과 참여가 있는 그대로 작품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자의
의도나 필요에 따라 재단되고 저지될 수 있는 것이다. 피셔-리히테
가 인용한 한트케Peter Handk e의 <관객 모독> 두 번째 공연이 위
와 같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 하겠다. <관객 모독>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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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객석의 새로운 관계를 실험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공연 중 관
객이 무대에 개입하여 배우들과 함께 연극하려고 할 때, 배우와 연
출은 이와 같은 관객의 반응을 거부하고 공연을 중단시켰다. 관객이
작품의 시도에 감응하여 적극적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무화시
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예술가가 이를 저지하고 무대와 객석의 기존
위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Fischer-Lichte,  수행성 36-37). 이와
같은 사례로부터 예상을 벗어난 관객 참여가 공연 내 자연스럽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를 통해 관객 참여를 명시하고 의도함으로써 그것
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서도 관객의 다양한 반응과 참여를 수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 전략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공동 주체로
서 관객의 지위를 보장하고 극의 의미 작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다. 본격적으로 <말볼리오>를 분석하기에 앞서 텍스트 차원에서 관
객 참여를 미리 의도하면서 그 안에서 관객의 자율성을 허용한 다
른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다.
2018 년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된 <내게 빛나는 모든 것 Every
brilliant thing>(2013)123)은 주인공(narrator)과 관련된 여러 인물의
역할을 관객이 수행하도록 한다.124) 주인공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123) 영국 극작가 맥밀란이 쓴 1인극으로 2013년 영국에서 초연되었다. 한국 초연
은 오경택 연출로 2018 년 12월 1일부터 25일, 두산아트센터 Space 111에서 공연
되었다. 김진수, 이봉련 출연.
124) 또한 본 작품은 주인공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직
접적인 수신자인 관객의 존재가 부각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위해 작가는 무대를
둘러싼 객석 배치, 그리고 무대와 객석이 조명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무대 지문에
이를 별도로 밝히고 있다. 또한 공연 중에도 배우/ 인물은 객석에 앉기도 하는 등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오간다. 무대 지문은 아래와 같다.
(극장 조명은 완전히 밝은 상태고 공연 내내 이 상태가 유지된다. 별다른 장치는
없다. 관객은 가능한 평등한 방식으로 앉는다. 둥글게 앉는 것이 이상적이다. 모
두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있다. (...) 관객이 입장할
때, 주인공(화자) 은 객석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준다.
(...))
The houselights are full on and will remain so throughout. There is no set.
The AUDIENCE are seated in th e most democratic way possible, ideally in
the round. It is vital that everyone can see and hear each other. (...) The
NARRATOR is in the auditorium as the AUDIENCE enters, talking t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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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수의사, 아버지, 어린 시절의 주인공, 상담 선생님(이자 양말
인형), 교수, 배우자 샘 등으로 분해 주인공과 함께 장면을 진행한
다. 수의사나 어린 시절의 주인공의 역을 수행하는 관객은 배우/인
물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에 따
라 각기 다른 분위기가 창출되며 공연에 라이브니스를 더한다.
특히 결혼식 축사를 맡은 아버지와 배우/인물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 선생님 역할은 관객에게 보다 큰 자율성을 요구한다. 배우/인
물은 관객에게 상황만 안내하고 이 상황에 적합한 대사는 관객의
몫으로 남긴다. 이러한 여지 덕분에 관객은 내러티브에서 획득한 정
보와 관객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배우/인물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당연히 관객에 따라 배우/ 인물의 반응이나 대사가 달라지고
공연마다 이 장면들은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어린 시절 상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 제가 예전
엔 행복했나요? Was I happy? (53)” 라고 묻을 때, 관객에 따라 다
른 대답이 가능하며 장면 진행도 달라질 것이다. 대본 역시 이를 고
려하여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주인공과 상담선생님[양말인형]이
짧은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125) 이런 식으로 텍스트 차원에서 관객
의 여러 반응을 예상하고 관객의 반응에 따라 다음 장면이 다르게
진행되도록 계획할 수 있다.126)
and giving them scraps of paper. (...) (13)
125) (다음 장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주인공은 짧은 대화로
양말 인형을 이끌어 간다. - 그는 언제나 슬펐거나 한때는 행복했다.)
The NARRATOR leads the SOCK PU PPET through a brief conversation until
a conclusion is reac hed that allows th e NARRATOR to take the next step –
either he’s always been sad or he was once happy. (53)
126) 위 전화 장면은 대본상 너무 늦게 전화했음을 사과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
다는 주인공의 대사와 상담 선생님의 인사로 끝난다.
주인공
(...) 고맙습니다. 많은 이야기해주셨어요. 너무 늦게 전화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패터슨 부인
잘 자렴.
NARRATOR
(...) Thank you. It means a lot to hear that from you. I’m
sorry I called so late. I won’t call you again. Goodnight.
MRS PATTERSON Goodnight. (54 )
주인공이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더 이상 상담 선생님이 등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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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절에서 언급한 <하얀 토끼>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관객
참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연에서 배우는 관객보다
작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지닌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하얀 토
끼>의 배우는 사전 준비 없이 무대에 서기 때문에 배우와 관객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 하루 무대에 설 수 있는
배우와 달리 관객은 같은 공연을 여러 번 관극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이 배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례로 2017 년 9월 24일 <하얀 토끼> 공연 중 배우가 대본을 여러
번 넘기는 실수를 반복하자 몇몇 관객들이 배우의 실수를 일러주었
다. 또 배우가 대본 지시에 따라 객석에 당근을 대신할 소품을 요청
하자 한 관객은 미리 준비해 온 당근 모양의 주머니를 내주었다. 이
러한 사례로부터 무대와 적극 소통하고 공연 진행을 위해 주도적으
로 개입하려는 관객의 욕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미리 쓰여
진 텍스트를 따르면서도 배우/ 인물과 관객의 관계가 역전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시사한 <하얀 토끼>는 관객 참여를 논하는 데 있어 새
로운 지평을 제공한다.127)
<내게 빛나는 것들>과 <하얀 토끼>로부터 텍스트가 의도한 관객
참여가 관객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공연의 라이브니스를 환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말볼리오>에서 다양한 반응과 참여를 유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공연에서 관객은 “언제든 전화해도 좋다” 고 응답하며
주인공을 격려했다. 이렇게 관객에 따라 공연마다 다른 분위기와 장면이 구성된
다.
https://www.standard.co.uk/go/londo n/theatre/every-brilliant-thing-jonny-donahoeand-duncan-m acmillan-o n-the-show -that-charm ed-the-world-a 3656 00 1.html
(2019년 1월 5일 접속)
127) 위에서 언급한 2017년 9월 2 4일 공연에서 배우는 자신의 실수를 수습한 뒤
대본이 요구하는 관객 참여의 정도를 배우 임의대로 축소시켰다. 예를 들어 대본
은 관객 모두가 번호를 붙여 말하며 전체 인원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지만 배우는
관객의 번호 붙이기를 중간에 중단시켰다. 또 관객을 호명하여 동물을 흉내 내도
록 요청해야 하는 장면에서도 그 역할을 그냥 배우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텍스트는 관객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해당 공연은 보다 적극적인 관객 참
여를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지녔으나 공연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배우가 관객
참여의 양상을 보다 경직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역시 이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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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기 위해 의도된 참여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전략이 극의 의
미작용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겠다. <말볼리오>는 배우/ 인물과 관
객의 대화를 시도할 뿐 아니라 4번에 걸쳐 관객을 무대로 소환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본은 관객에게 요구되는 역할
을 명시하지만 관객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즉흥적인 장면 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고려한다. 이를테면 배우/말볼리오가 관객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 차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아래와 같이 간
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공연에서 배우/ 말볼리오는 주의사항
을 안내하는 즉흥대사를 덧붙인다.128)
(그는 관객에게 등 뒤의 종이 한 장을 떼 달라고 한다. - 그러면 “발로 차”
라는 문구가 보인다.)
뭐라고 쓰여 있죠?
(관객이 대답한다. 그는 관객 중 자원자가 있는지 묻는다. 한 관객이 그를
걷어찬다.)
He gets an audience member to rem ove the sign on his back – only to
reveal the words “Kick Me” underneath.
What’s written on my back?
The audience tell him. He asks for ‘any taker?’ An audience member
kicks him. (19)

관객에게 걷어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배우/말볼리오의
대사는 오히려 그가 관객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
하게 환기한다. 퍼셀은 배우/ 말볼리오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를 심하
게 걷어 찬 관객이 있었고 이 때문에 극장 내 희극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7). 관객의 이러한 행동은 텍스트, 또
128) 지원자를 선택하는 즉흥 장면과 관객에게 발로 차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 1-2분 정도 추가된다(White 193 ). 주의 사항은 주로 차는 방법에 대한 것
인데 배우/말볼리오는 “ 발끝이 아니라 발 날로 차는 것이 좋다 to use the side
of the foot not the toe” 고 안내한다. 연구자가 관극한 공연(2018-09-24) 에서도
배우/말볼리오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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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우/말볼리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드라마로 이끌어 들
인다. 배우/말볼리오가 박장대소하는 관객을 향해 거듭 “이런 것 좋
아한단 말이지? 당신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지? Find that funny
do you? The the k ind of t hing you find funny? (19)”라고 말하면
서 그를 걷어 찬 관객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며 폭
소하는 관객의 태도를 일깨우는 식이다.
더 문제적인 장면은 배우/말볼리오의 자살 시도에 관객을 동참시
키는 장면이다. 혼자 목을 매려다 실패한 뒤 배우/말볼리오는 자살
을 도와줄 사람, 즉 밧줄을 당기고 의자를 치워줄 사람이 있는지 묻
고 그 중 몇 사람을 선발하여 무대로 불러들인다. 이 장면은 무대에
오른 관객에게 폭력에 가담하는 역할을 부여할 뿐 아니라 객석에
남아 있는 관객에게도 폭력을 목격하면서 이를 방조하는 역할을 부
여한다.
(말볼리오는 스스로 목을 매려고 한다. 그는 그가 목을 매도록 도와줄 관
객을 선발한다. - 항상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은지, 그들이 이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한다. 자원자들이 밧줄을 잡아줄 것이다. 한 명
은 말볼리오 아래 있는 의자를 치우게 된다. 또 한 명은 적절한 시간이 흐
른 뒤 그의 맥박을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끔찍하지만 동시에 재미있다.)
Malvolio attemp ts to hang himself. He enlists members of the audience
to help him in this act – always checking with the audience if they
are all right about it, if they find it funny. Volunteers to hold the
rope. A volunteer to whip the chair away from under him. A volunteer
to check his pulse after an appropriate amount time. It is horrific and
funny a t the same time. (26)

앞서 언급한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도 배우/ 말볼리오는 관
객의 반응에 따라 즉흥 대사나 행동을 추가한다. 2014 년 폴란드 공
연에서 어린 소녀가 의자를 치우는 역할을 맡게 되자 배우/말볼리
오는 소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긴 즉흥 대사를 덧붙였다.129) 201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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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연에서는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즉흥 대사가
이어졌다.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의 잔혹한 태도를 자극하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는 대사를 덧붙인 것이다. 그는 자살하는 순간
을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라고 했고 이에 여러 관객은 휴
대 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었다.130) 아울러 배
우/말볼리오가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자살이 임박했음을 알릴 때
관객들은 그와 함께 숫자를 외치며 사건이 이루어질 바로 그 순간
을 고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배우/말볼리오는 이런 관객의 반응
이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관객들 향한 비난, “당신들 정말 이
런 것 좋아합니까? Find that funny still?”와 같은 대사를 반복했다.
이러한 질문에 관객들은 “Yes”로 화답하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점차
고조시켰다. 이러한 관객의 반응은 텍스트, 또는 배우/말볼리오에
의해 의도된 것이고 공연마다 그 정도가 다르겠으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배우/말볼리오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고
선언하며 자살을 포기하고 무대 위 관객들에게 객석으로 돌아가라
고 했을 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밧줄을 잡고 있던 관객이 혼
자 의자를 걷어차면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시늉을 한 것이다. 배우/
말볼리오는 이러한 관객의 행동을 여러 번 저지했으나 관객 역시
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배우, 또는 대본이 예측하지
129) 해당 공연에서 말볼리오의 즉흥 대사는 7분에 달한다. 배우/ 말볼리오는 의자
에 손을 올리고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소녀(린다)에게 자신이 숫자를 셀 것이며,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다음과 같은 대사가 포함되어 있
다. “내가 널 위해 숫자를 세 줄 거야. 불안해 할 필요 없어. I’m going to count
down for you. Don’t be nervous .” “린다 이제 짧은 시를 하나 읊을 거야.
Linda, I’m going to stay a short poem .” “ 린다, 걱정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Linda, don’t worry. Don’t worry.”
이 장면은 https://www.youtube.com/watch?v=lfFrxiFjN d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월 9일 접속) 손시니So ncini는 이 장면에 소녀가 등장함으로써 말볼리
오보다 배우 크라우치의 정체성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33 -34),
본고 역시 이에 동의한다.
130) http://instagram.com에서 #나말볼리오 또는 #Imalvolio를 검색하면 관객들이
게시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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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 순간만큼은 관객이 돌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배우/ 인물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다시 말해 관객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배우/인물과 관객의 관계
가 역전되었는데, 이 때문에 공연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사진 9. <나 말볼리오> 국내 공연 중 “ 자살 장면”
이러한 관객의 행동은 극장 내 분위기 전환을 이끌었다. 관객은 그
의 자살 시도가 허구에 속한 극행동이며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임
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관객은 자살 직전까지의 상황을 일종의
쇼로 간주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배우, 또는 배우/말볼리오가
실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확인되자 그를 걱정하는 반응과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극장 내 관객의 반응이 다양해졌다.
한국 공연처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장면은 관
객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관객들이 자신의 반응
을 확인하는 가운데 작품의 특유한 의미가 산출된다. 극장에서, 또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려는 배우/말볼리오의 행동은 허구이
기 때문에 관객은 그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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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안타까워하거나 그의 행동에 대해 위험을 걱정하는 반응들도
객석 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혼재된 가운데 관객
은 서로 다른 태도를 확인하게 된다. 퍼셀에 따르면 목을 매려는 배
우/말볼리오에게 죽으라고 외친 관객도 있으나 자살 시도를 멈추라
고 요구하거나 이런 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관객들도 있다
(14). 특히 관객에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라고 요청하는 배우/말볼
리오의 즉흥 대사는 효과적으로 관객의 다양한 반응을 공연으로 포
섭하고 이에 대한 관객의 성찰을 이끌어 낸다.131) 이제까지 배우/말
볼리오가 비난한 잔혹한 사람이 관객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환
기될 때 이는 관객의 성찰을 유도할 수 있다. 관객은 서로 다른 반
응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여전히 날 비웃는군요
And still you laugh at me (27)” 또는 “당신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요 You don't love me (27)”과 같은 대사와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
이다.132)
공연 말미에 이르면 배우/말볼리오는 <십이야>의 마지막 장면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더러운 옷을 벗고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
는다. 이때 배우/ 말볼리오는 양말을 벗고 구두를 갈아 신기 위해 관
객의 도움을 요청한다. 비교적 단순한 행동이지만 관객 참여로 진행
131) 앞서 인용한 폴란드 공연에서 배우는 밧줄을 당기기 전 아래와 같은 대사를
추가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lfFrxiFjNdM)
우린 이제 관객들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 확인해 볼 겁니다. 시작합니
다. 하나. 지금 관객들을 좀 보세요. 흥분한 얼굴들을 좀 보세요. 잠들었
던 관객들도 깨어났고요. (...) 그들은 정말로 공개적인 자살에 푹 빠져 들
길 고대하고 있어요.
We are going to test the audience on how far they are going to get
into it. Here we go . One. Now take a look at the audience and see
their excited faces and now those who were asleep have waken up. (...)
They really a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sucked into a public self
murder.
132)
당신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거죠? 여기서 날 좋아하는 사
람이 누가 있나요? 봤죠? 당신들은 내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아무
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You don't love me. Do you? Do you? Who lo ves m e here? See?
You’ve just helped me try kill myself. Nobody loves me. Nobody loves
m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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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 장면은 관객과 배우/말볼리오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다. 관객의 도움을 받아 환복하는 중 배우/ 말볼리오는 호피 무늬 속
옷을 노출하면서 관객의 웃음을 의도하는데, 이 장면은 관객의 다양
한 반응을 다시금 부각시킨다.133) 무대 위에는 그의 변신을 돕는 관
객이 있고 그가 속옷을 노출하는 순간 여전히 그를 비웃고 조롱하
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관망하는 관객도 존재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객 참여를 요청하며 다양한 관객의 반응을 이
끌어 내는 일련의 장면들은 배우/말볼리오의 상대역인 관객에게 다
음과 같은 질문을 남긴다. 공연 중 관객은 말볼리오에게 어떤 존재
였나? 관객은 그를 감옥에 쳐 넣고 함께 비웃은 토비 일당과 같은
사람인가? 그를 도와주고 감옥에서 꺼내준 사람인가? 또는 그저 무
관하게 이 모든 사건을 지켜 본 “관객”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
하는 것이 바로 < 말볼리오>의 관객 참여가 의도하는 바이다. <말볼
리오>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 내 자신
의 존재와 태도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자살 장면 분석에서 언급했듯
이 다양한 관객의 반응이 촉발될 때, 관객은 자신과 다른 관객의 태
도를 목격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또
한 자신의 태도를 직면하면서 관객은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증으로 텍스트 차원에서 관객 참여를 의도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관객 참여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전통적인 연극은 관객에게 ‘보는 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드
라마가 재현되는 가운데 관객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남겨
두지 않는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공동 생산자인 관객의 지위를 보
장하기 위해 종합이 중지된 다양한 기호를 방출하거나 관객과의 신
133) (그는 더러운 바지를 벗는다. 그는 호피무늬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
재밌죠, 그렇죠?
He removes his disgusting long johns . He is wearing nothing but leopard print
underpants.
Find this funny, do you?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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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또는 감각적 소통에 몰두한다. 하지만 끝없이 의미에서 미끄
러지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전략은 관객을 고립시키고 관객의 개
입과 참여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본 절에서 살펴 본 작품들은 허구
의 내러티브를 재현하면서도 무대와 객석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
어내는 참여 전략을 활용한다. 관객을 호명하거나 관객과 대화하고
또 관객에게 무대에 직접 참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관객을 드라마
에 참여하는 허구의 역할로 포섭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관객의 현실
적 반응도 자극하면서 관객의 공동 현존을 강조하고 관객의 반응을
공연 내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유사하더
라도 관객에게 정해진 역할, 또는 전형적인 반응만을 요구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관객의 다양한 태도와 반응을 촉발하고 관객의 개
별성과 다양성을 공연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 때 참여 전략이 유의
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또는 예술가는 다양한
관객 반응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관객의 반응을
공연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공연의 참여자이자 의미의 공동 생산
자로서 관객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고 관객이 자신의 태도와 반응
을 숙고하도록 이끄는 가운데 작품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
이다.
탈중심화에 대한 욕구, 의미의 공동 생산자인 관객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이후 연극에 와서 특별한 의미를 획득했다. 이는 포스트드라
마 연극의 주요 관심사이다.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고정된 의미에서
이탈하는 공연의 제 요소에 주목하고 특히 감각 그 자체를 환기하
는 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레만과
피셔-리히테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
과 다른 시각으로 몸과 언어, 관객 참여 문제를 논하였다. 레만이
“의미에서 감각”으로 전환되는 기호에 천착했다면, 본고는 의미와
감각이 혼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감각에서 의미로” 또는 “무의
미에서 새로운 의미로” 이행되는 기호들이 생성하는 수행성을 논증
하였다(“From sense to sens uality”; Lehmann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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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동시대 연극의 가장 큰 변별점이라 할
수 있는 드라마, 즉 허구의 내러티브 전략을 논한다. 수행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 바로 텍스트와 허구이다. 레만은 텍스트와의 결별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드라마’ 연극이 관객에게 만들어진 의미만을
전달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드라마와 관객의 현실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최근 인지 서사학은 관객의 역동적 내
러티브 구성을 논증하며 이러한 주장이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다. 관
객은 허구의 내러티브(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단순 수용체
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를 재구성하고 해석하고 내러티브 전개에
반대하거나 대안적인 사건을 생각하기도 한다(Smith 138). 그리고
이 가운데 허구와 관객이 속한 현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엥글하르트와 안젤라키는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와서 드라마가 다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
상을 지적한다. 4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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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동적 상호 작용을 위한 내러티브 전략
여전히,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허구를 재현하고 드라마를 통해
서 관객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동시대 연극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없다.134) 반복하여 지적했
듯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현존과 에너지를 강조하고 언어를 연극
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한 위치로 격하시킨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재현과 드라마, 연극 기호들이 이끌어 내는 의미작용을 거부하고 배
격하며 언어의 자리에 물질과 이미지를 대신 채워 넣는다(김형기, 
지각방식 34-35). 이미 언급한 것처럼 레만의 이론은 1960년대 이
후,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포착되는 새로운 연극 경향을 이해
하기 위한 중요한 준거점이다. 하지만 레만은 허구의 인물로 드라마
를 재현하는 연극을 의도적으로 버려두었고 당연하게도 그의 이론
은 ‘ 드라마’ 연극을 포괄할 수 없다.
텍스트와 결별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자기 지시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Stegemann 12; 장은수 152). 그러나 파비스가 지적한 것처럼
모방적인 것에서 완전히 탈피하려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인정받기
어렵다(“포스트드라마” 304). 또한 레만과 피셔- 리히테는 공연, 또는
공연의 소통 과정을 어느 정도 신비화했다. 레만은 허구의 인물과
대화, 내러티브와 같은 기본 재료들로 연극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연극에 속할 수 없다는 교리를 전파하면서 보여주기 그 자체에 몰
두하는 전략을 취할 때 연극적 소통 행위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
134) 부조리극이나 서사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변별하고자 한 레만은 다음과 같
이 서술한다. “ 부조리극이나 서사극은 새로운 연극과 ‘연속’ 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둘 사이의 불화만을 언급해야 한다. 서로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만 부조
리극만큼이나 서사극은 텍스트- 우주를 중심에 두고 허구이며 가장된 텍스트- 우주
를 재현하는 데 몰두한다. 반면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다. Hence we cannot s peak of a ‘continuation’ of absurdist or epic theatre in
the new theatre but must name the rupture: that epic as much as abs urdist
theatre, though through different m eans, cling to the presentation of a fictive
and simulated text-cosmos as a dominant, while post-dramatic theatre no
longer does so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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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한다. 관객을 이러한 상태에 둘 때 관객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감각적 지각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레만
에 따르면 이러한 연극은 관객에게 주관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만든
다(Postdramatisches 192-93).135) 피셔-리히테는 관객이 무엇에서 자
극을 받고 어떠한 생각, 감각, 해석에 이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다(Introduction 39).
하지만 작품이 무의미한 감각들을 현시하거나 계속 의미에서 이
탈하는 기호들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를 획득하거나 의미를
구성하려는 관객의 노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아울러 관객은 작품
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상에만 빠져들지 않는다. 연극은 자
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무엇’ 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
라 초점을 지닌 구조화된 정보이다. 관객은 공연이 제공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Sugiera 232).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듯 연극
도 관객이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에 한계를 부여한다. 관객은 이러한
한계 안에서 공연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관객이 작품에서 끊임없이
멀어져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든다면 이를 효과적인 또는 성공적인
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드라마 혹은 내러티브에 대해 얼마간
오해하고 있는데, 이를 불식할 필요가 있겠다. 텍스트에 따라 허구
의 내러티브를 재현하는 ‘드라마’ 연극은 고유의 질서와 논리를 따
135) “보여주기는 보여진 것에 앞선다. 후자는 보여주기의 강렬함과 현존에 비해
흥미를 상실한다. (...) 이때 연극적 소통 행위가 지배적인 것이 된다. (...) 말하자
면 실재에 대한 접속과 연상작용의 의미를 경험하고자 하는 지각활동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인 지각은 경험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경험
은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임의적인 것을 자신의 작용활동에서 주관적으로 결정된
의미로 데이터에 기입하는 것이다. Stufe tritt das Zeigen vor das Gezeigte. Das
letztere verliert Interess e gegenüb er der Intensität und Präs enz des Zeigens
bzw. (...) Hier wird der Akt de theatralen Kommunikation dominant. (...) Da
indess en die Wahrnehmung nic ht aufhört, nach Sinn im Sinne von
Verknüpf ungen und Assoziationen an Realitäten zu fahren, wird der sinnlichen
Wahrnehmung die Erfahrung unumgänglich, daß sie in Akten letztlich
unb egründbarer
Willkür
den
Daten
subjektiv
determinierte
Bedeutungen zuschreb t(Postdramatisches 192-93, 강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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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의미를 지니지만 이러한 공연이 관객에게 “ 만들어진 의미”만
을 주입하는 것은 아니다(“the meanings created”; Fischer-Lichte,
Introduction 40). 인지 서사학이 지적하듯이 내러티브는 이미 정해
진 것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관객이 수동적으로 내러
티브를 ‘삼키지’ 않기 때문이다(“ingesting”;

Smith 138). 관객은 제

공된 내러티브를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의미를 구성한다. 다시 말
해 내러티브는 관객의 능동적인 인지를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한 소
통 전략이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 해체”에
대한 추구나 동경도 점차 약화되었다. 해체나 아이러니에 대한 동경
보다는 “ 가면과 경제 장벽 이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실재, 즉 새
로운 실체에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경험 가능한 것을 다루려는 소
망이 부상하였다(엥글하르트 175). 세계의 문제에 대해 말할 필요,
혹은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 다시 드라마 텍스트에 관심을 보이는
21세기 극작과 연극 형식은 이러한 분위기와 얼마간 결부되어 있
다.136)
물론 이와 같은 경향이 전통적인 연극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연극은 시작과 중간, 끝을 가진 하나의 전체,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 그러나 현대 연극은 이와
달리 통일성, 개연성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질서에 복무하지 않
는, 진화된 내러티브 전략을 취한다. 작품은 관객과 보다 역동적으
로 소통하기 위해 내러티브에 의도적인 공백을 포함하는 등 관객으
로 하여금 자신의 극작술(dramaturgy of spectator)에 따라 이야기를

136) 영국과 독일 모두에서 이러한 경향이 눈에 띤다. 영국의 연극 이론가 안젤라
키Vicky Angelaki는 2000 년대 이후 사회적 위기를 다루는 작품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2-3). 독일에서는
슈테게만과 하스Birgit Hass 등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
함을 지적하고, 이들은 드라마적 연극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슈테게만의 논의
는 Kritik des Theaters, 하스의 논의는 Plädoyer für ein dramatisches Drama
참조. 슈테게만의 입장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복권된 독일의 연극 경향에 대해
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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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도록 유도한다.137) 무엇보다 관객에게 완결된 의미를 제공하
지 않는 ‘ 끝’의 형식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장은 적
극적인 관객의 의미 작용을 자극하는 각 작품의 내러티브 전략을
분석하고, 관객과의 소통 측면에서 그 효과와 의미를 논한다. 이러
한 논의를 통해 드라마 역시 최종 의미의 생산자로서 관객의 지위
를 보장하는 소통 전략임을 논증할 것이다.

4.1. 드라마 전략에 대한 드라마적 탐색
4.1.1. 이중보기를 요구하는 메타드라마
메타드라마(metadrama)는 동시대 연극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새로운 내러티브 전략으로 재고될 수 있다. 메타드라마를 구성하는
다수의 방식과 특성이 있으며 이는 현대 연극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138) 그러나 “메타드라마적인 방식, 또는 메타드라마성이 의
식적으로 활용되는 정도”보다 메타드라마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혼비 44). 특히 전통적인 연극과 현대 연극 사이를 유동하면서
관객에게 “이중으로 보기” 를 요구하여 산출되는 효과를 자세히 살
핌으로써 현대 연극에 활용되는 메타드라마의 특별한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seeing double”; 혼비 45).
2장에서 전술했듯이 널리 알려진 고전을 원작으로 삼는 작품은
관객의 지평 융합을 요구하고 새로운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137) 현대 연극이 관객의 극작술을 작동시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다양한 감각을 전
시하고 이를 우연에 맡긴다는 것도 아니고 관객의 자율성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는 의미도 아니다. 끊임없이 관객을 드라마 안으로 끌어 들이고 새로운 것을 제
시하면서 관객의 의미 작용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138) 혼비는 이전의 메타드라마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여 메타드라
마 이론을 정리한 바 있다. 혼비는 다섯 가지로 메타드라마의 가능태를 정리하였
고 이 유형들이 한꺼번에 또는 서로 뒤섞인 채 사용된다고 언급한다.
1 . 극중극 2. 극중의례 3. 역할놀이 4. 문학 및 실생활 언급 5 . 자기 언급.
무엇보다 본고는 이러한 메타드라마가 관객의 불편한, 지각의 혼란 경험을 야기
하고 “이중으로 보기seeing double”가 메타드라마의 중요한 근원임을 지적한 혼
비의 입장에 동의한다(혼비 44-45).

148

이미 밝힌 것처럼 <인형집>과 <말볼리오>는 입센의 <인형의 집>과
셰익스피어의 <십이야>의 메타드라마이다. 이들 작품은 고전과 관
객 사이의 공유된 체계를 상정하면서도 원작과 본 공연 사이의 차
별점을 드러낸다. 2장 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 작품 모두 첫 장면
에서 관객의 과거 경험을 호출하고 작품과 관객의 지평 융합을 요
청한다. 원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관객의 기대와 예상에
부합한 장면, 또 이를 벗어난 장면들을 배치하여 관객의 적극적인
의미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메타드라마로서 작품
의 내적 논리를 분명히 하고 관객의 이중보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한
다. 물론 원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관객도 특별한 어려
움 없이 <인형집>과 <말볼리오>를 관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
우 메타드라마 효과 없이 공연 그 자체의 의미만 수용될 것이다.
먼저 살펴 볼 <인형집>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 따
라서 원작을 알고 있는 관객은 내러티브 전개에 대해 별도의 가설
을 세우거나 다음 장면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
에 대한 관객의 긴장감도 자극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이용하기 위해 < 인형집>은 일부 장면의 순서를 바꾸고 긴장 국면
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원작은
노라와 헬메르의 대화로 시작되는데 이 장면은 의도적으로 관객으
로 하여금 노라를 ‘돈을 밝히는 사치스러운 여성’ 으로 오인하게 만
든다. 이어지는 린데 부인과 노라의 대화 장면 역시 처음에는 노라
에게 ‘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노라가
아버지 서명을 위조하여 돈을 빌렸고 이 돈으로 남편의 병을 치료
했으며 지금도 돈을 갚기 위해 “남자처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힘으로써 앞서 구축된 노라의 이미지를 역전시킨다. 이와
같은 구성은 내러티브에 대한 관객의 예상을 수정하고 관객으로 하
여금 새로운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 아울러 노라가 서명을 위조했다
는 사실을 알고 있는 크로그스타드의 등장은 노라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드라마에 긴장감을 불어 넣는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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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긴박감 역시 사건 진행에 대한 관객의 기대를 자극하고 이후 사
건 진행을 예측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원작에 대한 경험을 가진 관객은 노라의 비밀
과 크로그스타드로부터 촉발되는 위기, 그의 회심까지도 이미 알고
있다. 관객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
문에 노라의 고백이나 크로그스타드의 등장이 관객의 긴장감을 자
극하기는 어렵다. <인형집> 은 노라와 린데 부인의 대화를 가장 앞
에 배치하는 등 아래와 같이 장면 순서를 바꾸어 이러한 문제를 어
느 정도 해소한다.139)

입센, <인형의 집>

브루어, <인형집>

A 노라 – 헬메르

B 노라 – 린데

B 노라 – 린데

C′ 크로그스타드 등장 (그림자)
헬메르, 랑크, 크로그스타드

C 크로그스타드 등장

등장

D 노라 – 랑크 - 린데 :

A′ 노라 – 헬메르 대화

마카롱
E 노라가 린데 부인을

E 노라가 린데 부인을

헬메르에게 소개

헬메르에게 소개

F 노라 – 크로그스타드

D′ 노라와 랑크 : 마카롱 장면

표 2. < 인형의 집>과 <인형집>의 장면 순서
앞서 언급했듯이 원작에서 장면 A 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추어 둔
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B에서 사실이 밝혀지도록 함으로써 관객
의 재해석을 이끈다. 이와 달리 <인형집>에서 노라와 헬메르의 대
화 A′는 노라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 B 뒤에 이어지는데, 이는 헬
메르의 오인과 노라의 가짜 삶을 더욱 강조한다.140) 이런 식으로
139) 각주 15에서 밝힌 것처럼 내러티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물을 언급하는 경우
에는 배우/ 인물을 함께 표기하지 않고 인물의 이름만 표기한다.
140) 원작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관객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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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집>은 노라의 비밀이 점차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밀이 밝혀진 상태에서 문제를 둘러싼 각 인물의 태
도를 강조한다.
원작의 장면 C와 장면 F도 사실을 감추었다가 이것이 밝혀지는
구성에 따라 배치된 것이다. 크로그스타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C
에서 노라와 그의 관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린데 부인
과 크로그스타드의 관계가 부각된다.
(현관에서 벨이 울린다).
린데 부인

(일어선다) 벨이 울리네. 나는 가 보는 게 좋겠다.

노라

아니야, 그냥 있어. 아무도 아닐 거야. 토르발을 찾아온
사람일거야.

(...)
노라

누구신데?

크로그스타드

(현관문에 서서) 부인, 접니다.

린데 부인

(잠시 멈칫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창문을 향한다.)

노라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군요?
남편과 무슨 할 말이 있나요?

(...)
크로그스타드

딱딱한 사업 이야기죠. 그것뿐입니다.

노라

예, 그럼 서재로 들어가세요. (냉랭하게 인사를 하며 현관
으로 통하는 문을 닫는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난로를 바
라본다.)

린데 부인

노라, 그 신사 분은 누구야? (...) 정말 그 사람 맞구나.
(...) 전에 알았지. 여러 해 전에. (...) 참 많이 변했네.
(1막, 30-31)

이처럼 노라와 크로그스타드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장
면 F 에 와서 노라와 그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며 노라의 위기가
시작된다. 잘 짜여진 극(Well-made play) 논리에 따라 입센은 장면
C에서 긴장감을 비축하고 이를 동력으로 장면 F에 불길함을 극대화
한다. 이러한 구성은 관객의 긴장감을 자극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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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면 C의 의미와 장면 C에서 노출된 단서를 재탐색하도록 이끈
다.
크로그스타드와 관련된 장면들은 원작과 동일한 순서를 따르며
내용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지만 <인형집>의 장면 C′에서 포착되는
과장된 긴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라의 집을 압도할 정도로
커다란 크로그스타드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방문객이 누구인지 밝혀
지지 않았음에도 배우/노라와 배우/린데 부인은 과장된 긴장을 ‘ 연
기’ 한다.

사진 10. <인형집> 장면 C′ 크로그스타드의 등장
앞서 인용한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면 C′에서는 아무 일
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형집>의 장면 C′에 조성된 긴장감
은 과시된 “가짜 서스펜스”이다(“faux-suspense”; Green 258). 관객
이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은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브루어가 시도한 조악하고 과장된 연
출은 다른 호기심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장면 C′에서 관객은 아
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노라와 린데 부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부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장면은 원작에
대한 관객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시키면서 조건반사적인 반응이
나 무의식적인 결론을 방해한다. 이처럼 < 인형집>은 관객으로 하여
금 원작에 대한 자신의 예상과 판단을 의심하도록 하면서 관객의
주의를 유지한다. 또한 <인형집>와 <인형의 집> 의 이중보기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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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 인형집>의 새로운 의미 생성을 이끌어 낸다.
이를테면 <인형집>은 내러티브 순서를 변경하여 남성 인물들을
동시에 등장시키는 데, 이는 원작에 없는 설정이며 본 공연에서 가
장 문제적인 순간이다. 원작과 달리 남성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설정
으로 <인형집>은 관객에게 충격을 준다. 비밀이 폭로되듯이 이루어
지는 이들의 등장은 관객을 놀라게 하고 남녀 배우의 신체 차이에
주목하게 한다. 목소리나 그림자로 감추어져있던 남성들은 웅장한
음악에 맞추어 개선장군처럼 등장하여 무대를 행진한다. 이때 배우/
노라와 배우/린데 부인은 무대 양쪽에 다소곳이 앉아 그들의 행진
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 장면에서 거들먹거리는 소인 남자들과 얌
전히 무릎을 꿇고 앉은 커다란 여성들의 몸이 극단적으로 대별된다.
이렇게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강조됨에 따라 이들의 권력 관계도
낯설게 제시된다.
이렇게 < 인형집>에서 강조된 남녀의 신체 차이는 원작을 새롭게
보도록 만들 뿐 아니라 관객의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3.1.1에서 전술
했듯이 배우/노라는 배우/헬메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리거나 그를 등에 태우고 기어 다니기도 한다. 이들의 행동은
이들의 관계, 나아가 가부장제 내 남편과 아내의 권력 관계를 우스
꽝스럽게 만든다. 키 작은 남자와 키 큰 여자를 캐스팅한 연출의 특
유한 시도는 관객의 관심을 끌고 관객의 의문을 촉발한다. 연출은
왜 키 작은 남자와 키 큰 여자를 선택했는가? 작품의 주제를 상기
할 때 이 질문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인형집>은 원작의 문제의
식을 신체화하며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관
객이 왜 ‘일반적인’ 남녀 배우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 관
객이 키 큰 남자와 키 작은 여자로 배역을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Fuchs 498). 그런데 위와 같은 질문
이 떠오르는 순간, 관객은 자신의 고정 관념을 확인하게 된다. 남녀
의 일반적인 신체 크기, 힘에 대한 생각이 일종의 편견일 수 있음이
환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형집>에서 역전된 남녀의 신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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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입견이나 판단 기준에 직면하게 하고 이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Green 259).
마지막으로 살펴 볼 <인형집>의 대담한 성적 표현은 원작에 동시
대성을 부여한다. 브루어는 원작 텍스트를 거의 그대로 따르지만 문
자 이면에 숨겨진 성적 에너지를 포착하여 이를 강조한다. 예를 들
어 <인형집>에서 린데 부인과 크로그스타드의 화해는 성교로 표현
된다. 재결합을 망설이는 크로그스타드에게 린데 부인은 자신의 변
화를 몸으로 증명한다(Green 263).141) 이들의 성교는 ‘ 누군가를 위
해 일’하고, 그의 부인이 되겠다는 린데 부인의 다짐이 정서적인 또
는 사회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임을 분
명히 한다. 3.1.3에서 살펴 본 것처럼 노라와 랑크 박사 사이의 은밀
한 관계도 에로틱한 분위기로 암시된다.
특히 배우/ 노라와 배우/헬메르 사이에 포착되는 폭력적인 육체관
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티가 끝난 뒤, 배우/헬메르는 배우/노
라를 끌고 들어와 침대에 던진다. 그의 폭력적인 태도는 “그녀를 데
리고 나오기 위해 거의 무력을 써야 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3막,
97)”와 같은 헬메르의 대사를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또 배
우/헬메르는 “당신이 타란텔라를 추며 유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피가 끓는 것 같았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3막, 101)”라고
말하며 배우/노라를 겁탈하려고 한다. 배우/헬메르는 배우/노라를
다시 한 번 침대에 내던지고 목을 조르며 그녀의 몸을 탐한다. 이때
그에게 저항하는 배우/노라의 태도는 파티를 더 즐기고 싶다거나
계획한 자살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행동은 배우자의 폭력
에 저항하고 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헬메르보다 훨씬 큰 배
우/노라는 그녀의 몸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 린데 부인

(...)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만 이 세상에 남았고, 너무나 공허하
고 외로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건, 그건 전혀 기쁨을
주지 않지요. 크로그스타드 씨, 내가 무언가, 누군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크로그스타드 믿을 수가 없군요. (...)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크리스티네, 잘 생각해 본 다음에 말을 하는 건가요? (3막,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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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그에게 사정하고 울부짖는다(Green 263). 이러한 장면은 부
부의 성적 불평등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형집>은 여
성의 성적 권리 등 동시대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드
러내면서 원작을 동시대에 걸맞게 재맥락화한다.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인형집>의 메타드라마 전략은 자연스
럽게 원작을 수용하려는 관객의 지각과 판단을 방해하고 원작과
<인형집>의 이중보기를 요청한다. 또한 < 인형집>은 원작이 제기한
문제에 동시대성을 부여하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 여전
히 유지되고 있는 가정 내 권력 관계 등을 관객이 재탐색하도록 이
끈다. <인형집>은 특유의 메타드라마 전략으로 관객의 능동적인 인
지 작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인형집>보다 <말볼리오> 와 <십이야>는 느슨하게 연결된다. 전
술한 것처럼 <말볼리오>는 <십이야> 의 가짜 편지로 시작되지만 전
반부까지 두 텍스트의 관계는 어렴풋이 암시될 뿐이다. 이러한 조건
에서 이루어지는 배우/말볼리오의 과장되고 알 수 없는 행동은 원
작과 <말볼리오>의 관계에 대한 관객의 적극적인 탐색을 유도한다.
관객은 인물의 행동 뒤에 놓인 이유를 찾고자 하고, 장면들에 질서
가 부여되기를 원한다(Branigan 15). <말볼리오>는 이러한 관객의
욕구를 이용하여 본 작품과 <십이야>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연결
하는 것을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말볼리
오는 맥락과 상관없이 불쑥 술 마시는 행동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이때 그의 비난이 극장 내 관객을 향한 것인지, 무대 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신자를 겨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배우/ 말볼리오의 대사는 미친 언행으로 간주되어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다.142)
어머. 그냥 셰리주 한 잔 마실게요. 셰리주 아주 조금만요. 아, 그

142) 위 장면과 관련하여 덜읽기, 소리성, 과잉 언어 문제를 논하였다. 각각 2.3 ,
3.1 .2, 3.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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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작은 맥주요. 사이다. 작은 사이다도 좋죠. 작은 사이다 하나
더요. 아니면 샌디도 괜찮아요. 음, 레모네이드는 잊어버려요. 맥주
마실 거예요. 네,

맥주요. 그리고 에일이요. 또 이 케이크도.

그

리고 카나리아 컵도 하나. 또 하나요. 하나 더 주세요. 아, 와인 한
통 주세요. 어우, 한 통 다 마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주세요. 통째로. 머리가 홱 돌 때까지 마실 거예요, 완전 꼭지 도
는 거죠. 그냥 한잔 하고, 또 한잔하고, 또 한잔하는 거죠. 밤마다,
밤마다, 밤마다. 매일 밤마다요. 아 벨트 좀 풀게요. 그래야 들어가
죠. 그리고 난 씻거나 머리 빗거나 손톱을 정리하거 나 이 닦을 생
각은 없어요. 이걸 여기 엎지르고 좀 더 마실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난 그냥 즐길 뿐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당신도 그렇
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냥 셰리주 한 잔일 뿐이에요. 나는 밤
새워 마시고, 이걸 쏟아 버리고 이런 것을 먹고 토하고 막 쓰고
망치고 이 모든 걸 마시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온 집안을 깨울
겁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무례
하게 굴겁니다. 또 이 자루를 태우고 에일을 마시고 절인 청어 냄
새를 풍기고 선하고 바르고 품위 있고 훌륭하고 깔끔하게 사는 사
람, 기독교인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케이크와 에일 조금 때문
이죠.
Oh. I’ll just have a little glass of sherry. A li ttle thimble of
sherry. Oh, just a small beer. A cider. A little cider. Another
little cider. Or a shandy. Oh, forget the lemonade, I’ll just have
the beer. Yes, a beer. And an ale. And thi s cake. And this cup
of canary. And this other cup. And another. Oh, a stoup of
wine. Ooo, I’ll just have this stoup and then this other stoup
and then another. Stoup. I’ll drin k till my brain s turn o’ the
toe, like a parish top. Just a little drin k and a drink and a
drink. Night after night after nigh t after night after night. Oh
I’ll just loosen my belt so that this can flop over. And I won’t
bother to wash or comb my hair or clip my nail s or brush
my teeth. I’ll just spill this down here and drin k some more. I
don't have a problem. I’m just having FUN! This is fun,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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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hat’s what you thin k, isn't it? Just a li ttle glass of sherry.
I’ll just stay up all night and drink this and spill this and eat
these and vomit this and abuse these and de stroy that and
drink all of this and upset those and keep the wh ole house
awake with my drunken catawauling and disrespect this and
burn thi s sack and drink this ale and belch these pickled
herrings and demolish all that is good and upright and decent
and honourable and clean-living and Christian. And all for a
little bit of cake and ale. (16)

위와 같이 무질서한 장면은 관객으로 하여금 배우/ 말볼리오의 말과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게 한다. 관객이 이러한 추론을 할 경우에만
위 장면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맥락 없이 시작된 그의 비난은 그 이유가 쉽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
러나 위 장면에 이어 배우/말볼리오가 “미치지 않았어요 I am not
mad (16)” 라고 선언하며 <십이야>의 공간, 일리리아(Illyria)를 언
급할 때 < 말볼리오>와 <십이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암시되고,143)
위 장면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관객의 선지식이나 이전 경험이 활성
화될 수 있다. 관객이 <십이야>의 아래와 같은 장면을 상기할 때
배우/말볼리오의 비난이 토비 일당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아
울러 말볼리오의 대사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간 겁니까?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볼리오

분별이고 예의고 염치고 다 어디다 팔아먹은 겁니까? 오
밤중에 주정뱅이 땜장이처럼 소란을 피우다니. 아가씨 집
을 싸구려 선술집으로 만들 셈입니까? 염치도 체통도 없
이 집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야단법석이

143)

그나저나 여기는 일리리아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한 거죠?
테마파크나 디스코텍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This is Illyria, by the way. Where did you think it was? A
theme park? A discothequ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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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당신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고 신분에 따라 행동할
줄 도 모릅니까? (2.3.81-87)144)

이 밖에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행태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
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행동을 비판하는 배우/ 말볼리오의 대사들도
극장 내 관객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십이야>의 토비 일당을 겨
냥한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원작과 <말볼리오>의 느슨한 관계 안
에서 관객은 원작에 대한 선지식을 활성화하고 배우/ 말볼리오의 말
과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게 된다. 관객이 이러한 이중보기를 수행하
는 가운데 <말볼리오>의 전반부가 지닌 메타드라마의 효과가 도출
된다.145)
극 중반부터 배우/말볼리오는 원작의 내용을 인용하고 보충, 비평
하며 <말볼리오>와 < 십이야>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그런데 배
우/말볼리오의 인용이 <십이야>에서 생략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십이야>와 < 말볼리오> 사이의 긴장을 야기
한다. 예를 들어 말볼리오가 가짜 편지에 속아 넘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은 <십이야>에서 생략된 말볼리오의 내러티브를 보완
한다. 아래와 같이 배우/말볼리오가 전후 사정을 해명할 때 그의 이
상한 행동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올리비아는 죽은 오빠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외
144) 이 장면은 <말볼리오>의 다음 인용 장면과도 조응한다.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죠? 책임자가 누굽니까? 여
기 어른 없어요? 당신들 제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미친 겁니까?
What’s going on here? Who has organised this? Who is responsible for
this? Are there any adults here? Are you mad? Are all the people
mad? (19)
145) 영국 공연 중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서는 공연 전 학생들에게
<십이야>와 말볼리오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공연 전 워크샵에서 크라우치
는 말볼리오가 관객을 싫어하며, 그들이 극장에 있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일러
주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십이야>의 줄거리를 미리 읽어보도록 했다
(Purcell 12).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사례로부터 원작의 토대 위에 <말볼리오>
가 있으며 본 작품이 관객들의 선지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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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기로 합니다. 7년간 남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해요. 이 자
제력. 엄청난 슬픔에도 불구하고 위엄을 지킨 겁니다. 그녀가 모습
을 감추려고 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시
노 공작, 일리리아의 공작이죠, 그가 미치도록 그녀를 사랑하게 됩
니다. 그야말로 사랑에 미쳤습니다. 정신없이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그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니까요. 그녀는 죽은 오빠를 애도하며 마치 수녀처럼
걷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도록 허락한 유일한 남자는 접니다, 진짜
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Olivia, unable to forget her dead brother’s love, declares herself
withdrawn from the world. Rejects the company of men for
seven years. Such restraint. Such dignity in the face of her
grief. She never looks more beautiful than when she will not
allow herself to be seen. And the nearby Duke, Orsino, the
Duke of Illyria, falls madly in love with her. Insanely in love.
Lunatically in love. But Olivia will have nothing to do wi th
him. She stay s true to her word. She walks like a cloistress in
mourning for her dead brother. The only man she will allow
to have near her is me, really! I suppose. Me. (21-22)

위 장면에 따르면 말볼리오는 자신이 올리비아 곁을 지키는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름이 잘못 표기된 가짜 편지를 쉽게 믿
고, 편지가 시키는 대로 희죽거린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 해명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감옥에 갇힌 심경
을 토로하는 <말볼리오> 의 장면들은 <십이야>에서 “ 제대로 다뤄지
지 못한 I have been wronged (33)” 말볼리오와 그를 둘러싼 사건
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십이야>속 말볼리오의
내러티브를 보완하고 <말볼리오>의 의미도 심화시킨다.
그러나 <말볼리오>와 <십이야>가 상호 보완 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말볼리오>의 일부 내용은 <십이야>와 경합하며 두 텍스트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십이야>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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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볼리오의 논평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말볼리오는 쌍둥이 동생
비올라에게 반한 올리비아가 갑자기 비올라의 오빠 세바스찬과 결
혼하는 < 십이야>의 결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꼰다.
이런 걸 무대에 올린다면 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난할
거요. 146)
(...)
그리고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극은 교육적이
라고 하죠!
If this were play’d upon a stage now, I could condemn it as an
improbable fiction.
(...)
And they say I am mad. They say that theatre is educational!
(32)

위와 같은 배우/말볼리오의 대사는 <십이야>가 만들어 낸 항구적인
세계와 충돌한다. 이어 배우/ 말볼리오는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며 관
객으로 하여금 <십이야>의 결말을 재검토하도록 하는데, 이는 원작
의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147) 이런 식으로 구성된 <말볼
리오>는 <십이야>와 경합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두 텍스트를 이중
으로 보게 한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야 할 관객
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146) 이 대사는 <십이야> 말볼리오를 향한 파비안의 대사, “이게 지금 무대 위에
서 공연되었다면 말도 안 되는 허구라고 쏴줬을 텐데 (3.4 .108-9)”도 떠올리게
한다. <십이야>에서 파비안의 이 대사는 말볼리오의 행동을 말도 안 되는 허구
로 지칭하고 가짜 취급 한 것이다. 이렇게 허구로 취급된 말볼리오는 <말볼리
오>에서 <십이야>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주체로 변신한다. 이 대사는 말볼리오의
지위 변화를 분명히 드러낸다. 아울러 관객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다면 1차 텍
스트와 2차 텍스트 사이에서 산출될 수 있는 메타드라마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
된 것이라 할 것이다.
147)
이런 게 당신에게는 분명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겁니까?
이런 혼란을? 이런... 연극을?
Is this all clear to you? Is this the kind of thing you like?
This chaos? This ... theatr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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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장면은 관객을 <십이야>와 <말볼리오> 모두에 연루시
키며 두 텍스트에 대한 재구성을 요청한다. 아래 장면에서 배우/말
볼리오는 관객이 토비 일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의
질책과 비난이 관객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토비 벨치. 토비 벨치 경입니다. 극장 문이 열리고 광기가 들어
옵니다. 그는 동생 장례식에 왔다가 돌아가질 않아요. 가질 않는
다고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대로 눌러 앉았어요. 토비 벨치, 우
쭐대는 불한당, 쓸모없는 악당입니다. 야산이나 상스러운 동굴에
어울리죠. 무례하고, 방자하고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
히고 천박하고 술이나 퍼마시는 바보. 성격 더러운 지독한 이단아.
그리고.... 약간 비슷해요. 당신하고! 그래요. 이런 말들이 당신 이
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상 올리비아는 당신을 머물게 한
겁니다!
Toby Belch. Sir Toby Belch. The door of the theatre is open
and madness walks in. He comes for her brother’s funeral and
he doesn ’t go away. He dones’t go away. He stays put. He sits
down. Toby Belch : and overweening rogue a barren rascal. Fi t
for the mountains and the barbarous caves. A rude sby and
unruly and unchri stian and bullying and boorish and drunk and
idiotic and foul and stinking and heathen and... a little bit
like...YOU. Yes. Do you see yourself in that description? In
effect, Olivia lets YOU come to stay! (22)

<십이야>에 대한 선지식을 보유한 관객은 말볼리오의 비난이 토비
일당을 향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관객 자신
을 토비 일당에 두고 앞서 이루어진 장면들을 재고하게 만든다. 이
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말볼리오>는 <십이야>의 세계를 보충하기
도 하고 그것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말볼리오>는 이미 벌
어진 사건에 대한 이유를 부가하거나 관객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관객의 예상과 판단이 계속 수정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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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에서 관객은 <말볼리오>의 인물, <십이야> 의 내용과 인물을
재구성하고 이로부터 제 3 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인형의 집>이나 <십이야> 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관객은 <인형집> 과 <말볼리오>를 어려움 없이 관극할 수 있
다. 각 관객이 원작과 본 작품을 이중보기 할 때 새로운 의미가 창
출될 수 있는 것과 달리, 관객이 원작을 모를 경우 작품의 메타드라
마적 효과는 성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디 오
써>의 메타드라마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 오써>는 연극에
대한 연극이며 극중극을 포함하는 메타드라마이다. 아울러 <디 오
써>는 영국 도발극(In-yer-face) 의 대표 작가, 케인의 <폭파 The
Blasted >(1995)가 보여준 극단적인 폭력을 패러디하고 비판하는 메
타드라마적 속성도 지닌다(Rebellato n.pag.). 이를테면 <디 오써>의
극중 작가 팀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연극보다 더 끔찍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실적으로 폭력을 재현하는 연극
을 추구하는데, 이는 케인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다(박일
형 39; 이단비 18).
팀

내 의도는 충격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아
마추어 전쟁 구역을 만드는 거죠. 물리적 타격처럼요. 물
리적인 타격을 흉내내는 거죠.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현하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

여주려는 거죠. 물론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다
행이죠, 저는 운이 엄청 좋은 편이죠. 그렇지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
리가 본 이미지들의 윤리죠. 그것을 극단으로 밀어 붙이
려던 겁니다.
Tim

My inten tion was to deliver a shock – to create a – an
amateur zone on the stage – li ke a phy sical blow. A
simulation of a phy sical blow. To represent what was
happening in the real world. To show wha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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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ening. Not in my life, of course, thank god, I'm
incredibly lucky. But what I perceived. What we all
perceived. The ethics of the image s we saw. To push
that to the extreme. (116)

애드리안이 언급하는 성행위와 강간, 폭력이 가득한 연극 역시 분명
하게 도발극을 지시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드리안이 이러한 연극
에서 연극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감지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연극 이
론가 시어즈Aleks Sierz는 연극이 불신의 자발적 중지와 공감에 의
존한다고 해도 금기시된 폭력과 성행위를 관객들 앞에서 실연하는
도발극이 다른 예술 장르보다 강력한 감정을 자극하고 더 충격적인
힘을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7). 하지만 <디 오써>는 애드리안의
입을 빌어 사실적으로 폭력을 재현한다 해도 이것은 허구라는 꼬리
표를 달고 관객에게 전달됨을 시사한다.148)
애드리안

여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안 그래요? 여긴
안전하잖아요?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죠?
제 말은, 여기선 진짜로 일어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
죠?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없어요.
(...) 여기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고, 그것은 안전하다고 느
껴져요. 완전 안전하죠! 저는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모
든 것을 보았어요. 항문 성교, 항문 애무, 성기를 빨 고.
자위, 강간, 칼로 찌르고, 총 쏘고, 폭탄 터뜨리는 것도 본
적 있어요. 폭탄을 던져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식탁에 똥
을 누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남자 눈이 뽑히는 것도 봤
고요. 수많은 장님들을 본 거죠. 돌도 쳐 죽이는 것도요.

148) 90년대 중반 유행한 도발극은 2000 년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 든다. 애드리안
은 도발극 자체의 한계를 언급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디 오써>가 초연된
2009년에는 실제로 도발극의 여러 표현이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지 못하는 데
이르렀다. 시어즈는 도발극이 새로운 정설(a new orthodoxy)이 된 199 9년 무렵
부터 더 이상 관객은 욕설이나 성행위, 약물 주입과 같은 도발극적 표현에 놀라
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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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안에 죽은 아기가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아기죠.
그리고 죽은 아기를 먹는 것도 봤죠. 대단했어요!
정말 교육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Adrian

This is the safest place in the world! Don’t you think,
? Safe in here? Where are you with safety? I
mean, nothing really happens in here, does it? Not
really. Nothing real.
(...) It feels like in here anything is possible and it’s
safe. It’s all safe! I’ve seen every thing imaginable here.
I’ve seen bum sex and rimming and cock sucking and
wankings and rapings and stabbings and shootings and
bombings. Bombings and bummings!! I’ve seen
someone shit on a table! I’ve seen a man have his
eyes sucked out. I’ve seen so many blindings! And
stonings. Um. I’ve seen a dead baby in a bag. A baby
stoned to death. I’ve seen a dead baby get eaten. That
was great!
It’s such an education! Isn’t it? Isn’t it,

? (124)

더불어 크라우치는 작품 서두에 <디 오써>의 공간을 로얄코트 극장
임을 설정하고149) 이 공간이 빈번하게 언급되도록 한다. 이렇게 공
간을 고정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도발극과 로얄코트
극장의 관계를 암시하기 위함이다. 도발극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고 그들 작품을 활발히 상연한 로얄코트 극장은 <디 오써>의
작가 팀이 추구하는 폭력적인 사실주의 공연의 핵심 중추이다.150)
149) (<디 오써>는 로얄코트에 있는 저우드극장을 배경으로 한다. - 다른 곳에서
공연될 때에도 그렇다. The Author is set in the Jerwood Theatre Upstairs at
the Royal Court Theatre – even when it’s perform ed elsewhere.) (106)
150) 크라우치는 <디 오써>의 배경인 로얄코트 극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관객성에 대한 연극입니다. 재현에 대한 연극이고, 사실주의,
또는 예술에 있어 사실성,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는 연극입
니다. 아마 로얄코트 극장은 이런 생각들의 중추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로얄코트 극장 밖에도 존재합니다. It's play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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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공간이며
부분적으로 관객의 관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
은

관객의

선지식이나

이전

경험을

환기한다(McConachie,

Engaging 135 참고). <디 오써>의 관객이 로얄코트 극장에서 도발
극을 관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장면은 관객의 과
거 경험을 환기하고 관객이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스더

그리고 절 보세요, 지금 로얄코트 극장에 있잖아요!

Esther

And l ook at me now – at the Royal Court Theatre!
(113)

애드리안

저는 ‘프랜드’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로얄코트 극장의 친
구란 거죠.

Adrian

I’m a ’Friend’! A Friend of the Royal Court Theatre.
( 115)

이제까지 언급한 장면들은 모두 도발극과 <디 오써>의 관계를 시사
한다. <디 오써> 는 도발극의 태도를 보여주며 사실적 폭력을 재현
하는 도발극이 오히려 허구성을 강력히 환기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아울러 <디 오써>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이러한
연극에 가담하는 배우와 작가가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와 같은 <디 오써>의 메타드라마 전략은 도발극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디 오써>는 도발극과
<디 오써>를 겹쳐두며 관객으로 하여금 도발극의 태도와 시각을 재
고하게 만든다(Rebelleato n.pag.).
하지만 <디 오써> 는 <폭파>나 도발극의 태도를 암시할 뿐 직접
적으로 장면을 인용하거나 작가, 등장인물을 언급하지 않는다. 도발
spectatorship, it’s a play about repres entations, it’s a play about ideas of
realism or reality in art and how dangerous they are. Maybe the Royal Court
can b e seen as a nerve centre for those ideas, but those ideas exist outside
the Royal Court.”(The A uthor(2009) Appendi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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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대한 예술가나 관객의 개별적인 지식이나 사유에 의존할 뿐,
이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디 오써>의 메타드라마적 효과
는 쉽게 성취될 수 없다. 더욱이 도발극은 영국의 특유한 연극 경향
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디 오써>가 상연되는 경우 이러한 위
험은 더욱 크다. 해당 국가의 예술가와 관객이 도발극에 대한 지식
이나 경험을 지니지 않을 경우 < 디 오써>의 비판적 시각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디 오써>의 한국 공연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것이다. 한국 연극계는 영국 도발극 전통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다. 케인의 대표작도 몇 차례 공연되었을 뿐이다.151) 한국 관객은
<디 오써>의 공간이 의미하는 바, 팀과 애드리안이 언급하는 연극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152) 뿐만 아니라 한국 공연은 일부
장면을 각색하여 원작에 포함된 영국적 특성을 제거했기 때문에,153)
<디 오써>와 도발극 사이의 관계는 거의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154) 이러한 조건 때문에 <디 오써>의 폭력적 언어는 관객의
151) 한국에서 전문 극단에 의해 공연된 사라 케인의 작품 공연은 다음과 같이 확
인된다.
<새벽 4시 48분>, 박정희 연출, 극단 풍경, 2006.10.21-23,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페드라의 사랑>, 이은준 연출, 극단 골목길, 2007.6.22 -7.1,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크레이브>, 양정웅 연출, 극단 여행자, 2012.12.17-2 8, 서강대학교 메리홀.
152) 국내 공연 중 국내 연극 이론가와 비평가들 가운데 이루어진 <디 오써> 토론
에서 하형주는 본드를 “최근에 영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식을 쓰는 작가” 라고
언급하며 크라우치가 “에드워드 본드 같은 그런 폭력적인 작품을 비판하는 것
같”다고 비평한다(66). 에드워드 본드는 본격적인 도발극 작가라고 보기는 어렵
지만, 도발극 작가의 전사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다(Sierz 16). 이 외에 국내 공
연 비평에서 도발극과 <디 오써>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153) 국내 공연에서 <디 오써>를 각색한 김은성은 “관객에게 영국냄새를 못 맡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작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디 오써> 프로그램북). 당연히
로얄코트 극장에 대한 언급도 삭제되었다. 각주 150에서 인용한 크라우치의 언
급을 다시 생각해보자. 크라우치는 로얄코트 극장 외에도 폭력이 난무한 공연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디 오써>의 로얄코
트 극장처럼 폭력적 공연에 특화된 공연 공간을 쉽게 떠올리기는 어렵다.
154) 위에서 인용한 배우/에스더가 로얄코트 극장을 명시하는 장면은 전쟁 반대 가
두시위에 참여한 에스더와 웨스트엔드 배우 조합에 속한 배우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에스더는 여러 배우들과 함께 극중 배역으로 분장한 뒤 시위에
참여한 경험을 관객들에게 이야기한다. 시위에 참여한 배우들을 깔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지금 로얄코트 극장에서 공연할 정도로 성장한 배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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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기를 유도할 수 없고, 폭력의 강력한 물성만을 남기는 데 그
치고 만다. 도발극과 이를 비판하는 <디 오써>가 서로 경합하는 가
운데 제시되는 장면 이상의 의미가 산출되고 < 디 오써>의 주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공연의 경우 도발극에
대한 메타드라마로서 < 디 오써>가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중보기를 요구하는 메타드라마의 비판적 효과는 거의 기
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메
타드라마는 널리 알려진 작품과 해당 작품의 이중보기를 요청함으
로써 원작의 의미와 내용을 재탐색하도록 한다. 아울러 원작과 해당
작품이 경합하는 가운데 원작에 대한 관객의 긍정적인 태도나 부정
적인 태도 역시 반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1.2. 연극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견인하는 극중극
삶이 곧 연극이라는 바로크적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 극중극(The
play within the play)은 셰익스피어 이후 서양 연극에서 널리 사용
되는 극적 장치이다(Pavis, 연극학 사전 58).155) 그러나 형식의 유
사성보다 동시대 연극에 포함된 극중극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혼비가 지적한 것처럼 메타드라마는 “항상 생겨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양하고 당대의 연극적 상황을 반영한다(43-44). 아울러 극
중극은 드라마, 나아가 현실과 관련된 삶의 이전 규범에 대한 전복
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음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때 에스더는 로얄코트 극장 외에도 영국의 실제 극장
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한국공연은 배우 미도가 반미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것으
로 전후 맥락을 각색했으며 그 배경을 한국으로 완전히 옮겨 놓았기 때문에 로
얄코트 극장을 언급할 수 없게 되었다.
155) 동양 연극은 서양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극중극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혼비는
5세기 힌두극에서 삽입 유형의 극중극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전생을 회고하는 내
용과 형식의 일본 노(能) 역시 틀 유형의 극중극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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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극중극은 삶이 환영, 또는 거짓이라는 냉소를 표현할 수
있다(앞의 책 69-70). <인형집>의 극중극 양상은 이러한 일면을 잘
보여준다. 관객 앞에서 세트를 구축하는 <인형집> 첫 장면은 관객
이 연극을 보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환기하는 일종의 틀(framing
device)이다. 이러한 틀은 내부극(inner play)을 극의 중심으로 승인
하지만 동시에 내부극의 허구성을 강조한다.156) <인형집>의 이러한
극중극은 내부극에 속한 노라의 삶이 가짜이며 꾸며진 연극과 같다
는 은유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극중극은 삶이 허구라
는 인식을 이끌어 내지만 동시에 가짜-삶과 분명히 구별되는 진짜
현실이

어딘가

존재한다는

일말의

믿음을

담고

있다(앞의

책

72-73). 특히 외부극과 내부극이 분명히 구분되는 극중극은 세계가
환상일지라도 이 세계를 승인하는 틀,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삶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인형집>에서도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무
대를 떠난 노라가 진짜-삶을 찾아 이를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
견할 수 있다.
<파워>와 <디 오써> 의 극중극 양상은 이와 다르다. 두 작품에 포
함된 극중극은 삽입 유형으로도, 틀 유형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배우/인물이 외부극과 내부극을 움직이는 등 외부극과 내부극의 경
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한다. 예를 들면 <파워>
의 배우/작가는 자신이 “ 진짜 작가가 써준 대로 다 말해야 하는 배
우”임을 밝히지만 곧바로 자신이 “위대한 작가” 이며 “ 독일사람”이라
고 말하면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 파워>의 작가는 빠르
게 그 정체성을 오가며 작가와 작가 역을 수행하는 배우, 두 역할
사이의 이음새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혼비는 20세기 이후
포착되는 혼란스러운 극중극이 삶에 대한 극단적 회의주의를 나타
156) 극중극과 관련하여 본고는 혼비의 용어를 따른다. 혼비는 극중극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 1. 삽입유형(insect type): 내부극이 부차적이고 중심 극행동과 분리되
어 있다. 2. 틀 유형(framed type): 내부극이 중심이며 외부극(outer play)은 틀짓
는 기능(framing device)을 한다. 혼비는 삽입 유형으로 <햄릿>의 ‘쥐덫’을, 틀
유형으로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슬라이 에피소드를 예로 든다(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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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고 보았다(앞의 책). 극중극을 삶 자체에 투사할 때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극중극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다.
본고는 혼비의 논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삶이 아닌 연극을 측정
하는 수단으로 <파워>와 <디 오써>의 극중극을 분석할 것이다. 이
러한 점에 주목하는 것은 < 파워>와 <디 오써>가 작가와 배우, 관객
을 등장시켜 연극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파워>와 <디 오써>는 첫 장면에서 실제 관객에게 관객 역을 부여
하고 쉽게 구별되지 않는 극중극을 제시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내러티브에 개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한다.157) 특히
<파워>와 <디 오써>는 극중 작가를 통해 예술가의 자의식을 노출
하지만 연극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어 관객이 극중 작가에게 쉽게
동의할 수 없도록 한다. <파워> 와 <디 오써>는 극중극의 경계를 모
호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연극 내부에 연극에 대한 갈등을 포함시
킴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고 관객의 의식적인
주의를 이끌어 낸다. 이 가운데 연극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견인될
수 있다.
<파워>는 프롤로그의 마지막과 1장 “요새”의 첫 장면을 아래와
같이 겹쳐두면서 외부극과 내부극을 전환한다. 연극의 시작을 알리
는 배우/작가 뒤로 배우/인물들이 소품을 든 채 무대 가장자리에 서
서 작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은 작가가 속한 외부극과
배우/인물들이 속한 내부극이 중첩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막이 오른다.)
작가

모든 곳, 서울, 아시아, 베를린, 그리고 유럽 어디든, 이
세상 크고 작은 모든 곳, 그 위엔 아주 얇은 층이 있다.
플래티늄 색 필터. 우린 그걸 하늘이라고 부른다. (...) 하

157) 2장에서 상술했듯이 <파워> 프롤로그에서 배우/작가는 “이제부터 보게 될 연
극”의 관객으로 실제 객석에 존재하는 관객을 호명하며, 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디 오써>는 본격적인 내러티브가 시작되기 전 관객 역 애드리안과 실제 관객이
대화를 나누면서 애드리안과 관객이 내부극의 관객임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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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본주의는 그 옆에서 바퀴를 돌릴 겁니다. 자본주
의여, 그대는 우울한 적이 없었노라.
(의자 등 소품을 들고 배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작가는 계속 말을 이
어간다.)
작가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하고 병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계속 성장, 또 다른 성장! 성장! 성장! 성장! 그
놈의 성장으로 밖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면서.

작가

아, 죄송합니다. 벌써 7페이지 할 차례네요. 자, 사건이 시
작됩니다. 비르크가 벌써 오고 있어요. (비르크 등장) 지
하철을 놓친 바람에 사무실로 황급히 들어옵니다. 사람들
이 그를 비난조로 바라봅니다.

(작가 퇴장)

(프롤로그, 7:43-9:56)

인용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 작가는 말이 너무 길어진 것
에 대해 사과하고 1장의 배경을 언급한 뒤 퇴장하면 본격적인 내부
극이 시작된다. 두 층위가 겹쳐 있으나 외부극과 내부극의 경계는
비교적 분명히 확인된다. 작가의 안내에 따라 관객도 쉽게 외부극에
서 내부극으로 그 층위를 옮겨갈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초록 병사 장면을 시작으로 <파워>의 극중극은
점점 복잡해진다. 1장 “요새” 에 속한 비르크 장면과 초록 병사 장면
의 시간과 공간은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두 장면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몇몇 대사들이 변형, 반복되
며 두 장면을 느슨하게 연결한다. 이를테면 비르크 장면의 “당신이
우리 상사니까요” 가 초록 병사 장면에서는 “니가 고참이니까” 로 변
주되고, “밀린 일하기 딱 좋은 날씨”라는 대사는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로 변형되어 반복된다. 이와 같은 반복은 패턴을 만들며 두 장
면의 관계를 암시한다.158)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관객은 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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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논리적 연
결을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Branigan 15).159) 다시 말해 비
르크 장면과 초록 병사 장면 사이의 비선형성이 오히려 관객의 적
극적 탐색을 이끌어 낸다. 물론 두 장면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려는
관객의 노력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초록 병사 역의 배우가 “처음
비르크 신과 여기 초록 병사 장면이 연결되지 않(27:45)”는다고 불
평할 정도로 두 장면이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식으로
장면을

배치한

극중

작가는

두

장면이

“연결될

필요가

없다

(27:50)”고 믿는다.
<파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극중극의 층위를 더하고 배우/인물
로 하여금 그 층위를 넘나들게 하여 극중극의 양상을 더욱 복잡한
것으로 만든다. 이를테면 초록 병사 장면에 끼어 든 배우/작가는 무
대에 이중성을 부여한다. 그의 등장 때문에 배우/작가가 속한 외부
극의 공간과 허구의 인물들이 속한 내부극의 공간이 중첩된다. 또한
배우/인물들이 내부극에서 빠져나와 작가와 대화하기도 하고, 다시
내부극으로 돌아가 연기를 이어가기도 한다. 퇴장하지 않고 이들의
연기에 서술을 덧붙이거나 이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배우/ 작가는 관
객이 내부극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 배우/용이 등장하
면 외부극과 내부극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배우/용은 연극과
삶에 대해 논평하면서 초록 병사 장면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때 외부
극과 초록 병사 장면 사이에 또 하나의 층위가 생성된다.
용

(...)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다들 뭐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런 연극이나 하면
서! 예술은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것을 막아! 진짜 거리
로 말이야. 의미를 모르겠다고? 숨겨진 의미를 말해줄게.
그 해결책도!

158) <파워>에서 변형되며 반복되는 패턴은 4 .2.1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159) 서사학에 인지 과학 이론을 도입한 이론들은 이와 같은 관객의 욕구를 종(種)
수준에서 설명하고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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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르크

저, 실례합니다. 여기가 인사 관리팀 맞습니까?

용

으아아악

비르크

아, 죄송합니다.

초록병사 2

아니에요! 대충 보니까 우리도 끝나가는 거 같은데...
(작가에게) 끝난 거 맞죠?

작가

야, 이 장면 끝! 집에 가!

초록병사 1

아니, 뭐라고요? 요점도, 교훈도, 도덕도, 아무것도 없이?
( 1장, 25:30-27:20)

그런데 배우/용의 발화를 중단시키며 이 장면에 끼어 든 배우/비르
크 역시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이로써 <파워>에는 최소 네 겹의
극중극이 존재하게 된다. 인용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배
우/용과 배우/초록 병사들은 연기를 중단하고 내부극에서 빠져 나와
외부극의 작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배우/비르크는 여전히 내부극
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사진 11. <파워> 1장 “요새”
배우들과 작가의 예술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배우/ 비르크는 편지를
들고 무대 한 쪽에 서서 극중극 내부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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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극에 속한 작가, 내부극에서
빠져 나온 배우들, 내부극에 속한 비르크가 공존하는 가운데 <파
워>의 극중극이 지닌 다공성(多孔性)이 분명히 드러난다.
빠르게 전환되는 <파워>의 극중극은 무엇보다 관객의 의식적인
관람 행위를 방해한다. 연극은 나름의 의사소통 규칙을 지니기 때문
에 배우/인물과 관객은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연기하고, 의식적으로 관람한다. 외부극과 내부극의 층위가 분명할
경우, 관객은 외부극과 내부극의 서로 다른 규칙과 맥락에 따라 각
각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파워>와 같이 내부극과 외부극이 빠
르게 전환되고 또 중첩될 때, 관객은 각 층위를 구분하거나 통합하
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르크 장면과
초록 병사 장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배우의 불평에 대해 배우/작
가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27:55)”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파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
니면 극중극인 비르크 장면과 초록 병사 장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관객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파워> 또
는 “ 요새”를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층의 극중극은 관객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관
객은 여러 단계의 극중극을 넘나 들면서 불안정성 또는 불합리성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인지적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장면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연극에 대한
배우/작가의 태도와 이에 저항하거나 순응하는 배우/배우들의 태도
역시 문제가 된다. 관객은 복잡하고 모호한 극중극의 층위를 구분하
고 전체 내러티브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내러티브에 깊이 개입된다.
예술가들의 주장 역시 관객의 판단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내부극에
계속 끼어드는 < 파워>의 작가는 강력한 현실감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의 문제적인 태도는 부각된다. 삶과 연극 모두 의미 없다는 그의
태도는 관객에게 질문을 남긴다. 관객은 그의 말을 긍정할 것인지,
혹은 이에 저항할 것인지 판단하는 가운데 < 파워>와 연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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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하게 된다. 다시 말해 <파워>의 복잡한 극중극은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이 가운데 연극에 대한 비판
적 성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디 오써>는 아래와 같이 복잡한 구성을 따르며 의도적으로 구성
된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극중극’을 포함한다. 2 장 1절에
서 살펴 본 애드리안 장면은 <디 오써>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외부
극으로, 이것이 연극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실제 관객을 내부극의
관객으로 포섭하는 틀 극이다. 팀과 빅, 에스더가 위치한 극 B는
<디 오써>의 핵심 내러티브가 진행된다. 극 B는 가상의 극 D를 준
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극 B는 극 A의 내부극이자 극
D의 외부극이다. 가장 내부에 위치한 극 D 는 각 층위에서 산견되는
정보들로 추측될 수 있을 뿐 그 전모는 드러나지 않는다. 장면 C는
일종의 극중극이다. 극 D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사차 방문한
중동의 한 나라에서 팀과 배우들은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소녀를 인
터뷰하는데, 소녀 카렌과 작가, 배우들의 문답으로 장면 C가 구성된
다.160)

애드리안(A)
팀(B)

빅(B)

에스더(B)

극중극(D) : 파볼과 딸
카렌 장면(C)
애드리안

그림 3. <디 오써>의 극중극 구조

160) 장면 C와 극 D의 명칭은 편의를 위해 연구자가 별도로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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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C를 별도의 극중극으로 규정하고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장면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역할에서 빠져나와 카렌을 연기하고, 팀
과 빅 역시 관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B 층위에서 나와
인터뷰 장면 재현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 인물의 개별
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는 극 B와 달리 장면 C에서는 배우/인
물들은 과거의 한 시점을 재현하는 연기를 수행한다.161) 또한 장면
C에서 앞서 언급한 ‘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극중극’ 의 양상
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가 혼란스러운 극중극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장면 C의 다른 효
과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극중극은 관객이 연극을 보고 있다는 당
연한 진실을 환기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 B의 현실감은 강화
된다. 그런데 폭력을 다루는 극 B에 현실감이 부여될수록 관객이 느
끼는 불쾌함은 현실적인 감정이 되어 관객의 반응을 자극하고 나아
가 이에 대한 메타 반응162)을 이끌어 낸다.
다시 본 논의로 돌아가서 모호하게 전환되는 <디 오써>의 극중극
양상을 확인해야겠다. 장면 C가 시작될 때, 배우/에스더는 아래와
같이 카렌을 연기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달라진 말투와 태도는 그녀
가 어떤 인물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또한 앞
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배우들의 연기 양상 역시 극 B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아울러 스토리텔링이 중단되고 재현이 시작되면서 직접적
인 청자였던 관객의 존재가 잠시 지워진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관
객의 인지 작업은 더욱 활성화된다.
에스더

소녀의 이름은 카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긴장하고 있어요. 눈은 이렇게 생겼어요, 더러운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사이)
팀

안녕. 카렌.

161)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4.2.2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162) 메타 반응에 대해서는 각주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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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예.

(...)
에스더

이 쉼터요? (...) 거지같아요. (...) 난 빌어먹을 애가 아니
에요.

Esther

Her name was Karen. She was like thi s. Can you see
that? Her tensi on here. Her eyes like this. A filthy
track sui t.

Space
Tim

Hello Karen.

Esther

Yeah.

(...)
Esther

In the shel’er? (...) Don’t fuckin’ wanna be’ere. (...)
I ain’t a fucking kid. (120)

카렌을 연기하는 에스더는 <파워>의 작가나 초록 병사처럼 극중극
의 정체성(카렌)과 극중 현실의 정체성(에스더)을 빠르게 오가면서
두 층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극 B 의 층위와 장
면 C의 층위가 서로 침투하며 극중극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아래 인
용 장면에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배우/팀에게 중단 의사를 밝
히는 에스더 대사는 카렌의 말일 수도 있고, 에스더의 말일 수도 있
다. 주위 관객에게 질문을 받아보자고 제안하며, 에스더에게 동의를
구하는 팀의 질문 역시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 그의 질문이 카렌을
향한 것인지, 카렌을 연기하는 에스더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장
면을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상정된 배우/ 에스더를 향한 것인지 모
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구성된 대화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남긴다. 관객이 이것을 판단하는 가운데 극 B와 장
면 C 의 경계가 또 한 번 흐려진다.
팀

그러면 기분이 어때? 아빠가 그런 짓을 하면 말이야. 카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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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할까요, 팀?

에스더
(사이)
팀

카렌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있나요?
즉흥 장면 하면 좋잖아. 그렇지? 에스더?

에스더

-

팀

괜찮니 카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질문 좀 해도 되겠
어?

에스더

-

팀

질문 하실 분? 카렌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있나요? 네?

(관객들이 카렌에게 몇몇 질문을 할 수 있다.)
Tim

How did that make you feel, your dad doing those
things? Karen?

Esther

Can we stop, Tim?

Space
Tim

Would any one el se li ke to ask Karen any questions?
You’re happy to improvise, aren’t you, Esther?

Esther

-

Tim

Are you okay about that, Karen?
If other people ask you some questi ons?

Esther

-

Tim

Anyone? Would anyone else like to ask Karen any
que stion? Anyone?

Maybe

some questi ons are asked

of Karen

by members of the

audience. (121)

또한 배우/애드리안은 극중극을 구분하지 못하고 카렌이 아니라 배
우/에스더에게 질문하는데, 이러한 순간 극중극의 모호성이 한 번
더 환기된다. 배우/애드리안은 극중극과 극중 현실을 분명히 구별하
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관객의 혼란을 대변한다. 아울러 배우/애드
리안의 실수는 < 디 오써>가 의도적으로 각 층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팀은 지금 배우 에스더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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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에게 질문하는 시간임을 지적하며 극 B 와 장면 C를 분명히 구
분하는 듯하지만 이어지는 대사와 상황은 여전히 두 층위가 혼재된
상태를 드러낸다. 팀이 언급한 ‘ 여기 와준 카렌’ 은 존재하지 않고
‘ 그녀를 데리고 와준 에스더’ 는 이제까지 카렌을 연기했다. 그의 대
사는 그가 호명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지시할 수 없다. 또 ‘카렌’ 에게
보낸 박수는 사실상 카렌을 연기한 에스더를 향한 것이다. 무대 지
문은 관객이 공연 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해도 배우
/에스더와 배우/팀, 배우/애드리안은 모두 극중극의 혼란스러운 경
계를 드러내고, 이를 승인한다.
애드리안

제가 질문할게요. (...) 다니엘 크레이그와의 작업은 어땠
나요?

에스더

전 그와 작업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팀

우리는 카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고
요.
이제 여기 와준 카렌과 그녀를 데리고 온 에스더에게
감사를 전해야겠네요.

(사람들이 ‘카렌’에게 박수친다.)
(사이)
Adrian

I’d like to ask a question. (...)
What was it like working wi th Daniel Craig?

Esther

I never had any scene s with him, really.

Tim

This is Karen we’re asking, not Esther.
I think we should thank Karen for coming in and
Esther for bringing her.

They clap ‘Karen’
Space

(122)

그런데 이와 같이 모호한 극중극의 경계를 보여주는 상황은 극 B나
장면 C의 내러티브 진행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삽입한 <디 오써>의 목적을 탐색하고 관객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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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그 효과를 타진해 볼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관객은 각
층위에 걸맞은 지각 방식을 갖추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
오써>의 대부분을 이루는 극 B는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극 B의 층위에서 관객은 배우/ 인물의 직접적인 청자로 존재한다. 그
러나 장면 C에서 재현이 이루어질 때, 관객은 극 B와는 다른 태도
로 이를 감상한다. 연극이라는 전체 의사소통 규약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관객이 자신의 관람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극 B와
장면 C의 층위를 이음새 없이 오가는 인물이나, 극 A 의 층위에서
불쑥 장면 C에 끼어드는 인물 등은 관객의 명료한 구분을 방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은 전체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 각 층위의
경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배우/인물의 대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관
객의 자의식을 부추키고 관객의 인지 작업을 자극한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며 나름의 결론을 모색하는 가운데 관
객은 폭력적인 연극을 만들려는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다.
관객의 판단과 개입을 요청하는 <디 오써> 의 극중극 전략은 극
D의 구성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극 D는 팀과 빅, 에스더, 애드리안
에 이르기까지 < 디 오써>의 모든 인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에스더의 고통, 빅의 트라우마, 빅
이 당한 폭행, 나아가 팀의 자살까지 이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배우/인물들이 제공하는 파편적인 정보들을 토대
로 극 D를 추론해야 한다. <디 오써>가 극 D를 재현하지 않으면서
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객의 재구성을 요
청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팀은 극 D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딸
의 이야기이며, 폭력이 주요 주제임을 밝힌다.
팀

그 연극은 한 편의 시였어요, 정말로요. 인간적인 탄식이
죠. 그 폭력은 중요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버지와 딸.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의 관계 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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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인물을 서로 가깝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히 극적 장
치입니다. 폭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비평가들은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주위를 둘러
보세요.
Tim

The play was a poem, really. A personal lamen t. The
violence is there as an underscoring to the central
relationship. The father and his daughter. The abuser
and the abused. A way of getting the character close to
each other, just a dramaturgical device, really. The
violence i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which some
of the reviewers seemed to suggest. But it can’t be
avoided. I mean look around us. (114)

작품에 참여한 빅과 에스더의 회고 역시 극 D의 재구성에 활용된
다. 관객은 그들이 맡은 인물, 인물의 특징, 각자가 경험한 어려움
등을 조합하여 극 D 를 상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극 B의 의미도
점차 명료해진다. 이런 식으로 <디 오써>의 외부극과 내부극은 서
로를 지탱하고 반영하면서 전체 내러티브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
다.
특히 <디 오써> 는 관객의 역할을 산견되는 정보들의 수집과 재배
열에 한정하지 않고 판단 여지를 남겨두어 관객의 해석과 사유를
견인한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성향을 내재화하는 빅의 모습 등 극
D를 준비하는 가운데 배우들이 경험하는 고통이 드러나지만 작품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제시하지 않는다. 4.1.1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발극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팀과 애드리안 역시 관
객을 자극하고 관객의 판단을 이끌어 낸다. <디 오써>가 폭력적인
연극을 만드는 예술가의 입장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입장만을 제시
한다면, 이는 관객의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기 어렵다. 한 가지 입장
만을 보여줄 경우 폭력적인 예술을 옹호하는 관객의 찬성,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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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하는 관객의 저항을 확인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디 오써>는 모호한 극중극을 통해 최종 의미 생산의 역할과
책임이 관객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극 내부에 경합하고 충돌하는 정
보와 태도를 포함하면서 관객의 숙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경계가 모호한 극중극이 관객의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
함을 논증하였다. 관객은 극중극과 극중 현실을 구별하고 전체 내러
티브를 재구성하는 가운데 극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파워>와 <디 오써>의 극중극은 예술가의 입장과 태도를 부각시키
며 연극성을 전경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객의 판단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점에서 <파워> 와 <디 오써>의 극중극은 연극에 대한 비판
적 성찰을 견인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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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객의 통합을 요구하는 퍼즐형 내러티브
4.2.1. 주제를 강화하는 변형된 삽화 구성
레만은 브레히트의 서사극이 여전히 드라마에 복무한다고 지적하
며 브레히트와의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33). 그러나 레만 자신도
인정하듯이 브레히트의 실험과 관객에 대한 사유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이유로 레만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포스트-브레히트

연극”으로

일컫는다(“Post-Brechtian

theatre”;같은 책, 강조-원문).
2000년대 이후 레만과는 다른 입장에서 브레히트의 서사극을 계
승하고 발전시킨 독일 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63) 레만 식의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감각적인 경험만
을 제공할 뿐 어떠한 의미도 전달할 의지가 없다(리오타드 204 참
고; 최성희 196). 이와 같이 극단적인 해체를 지향하며 세계에 대한
발언을 거부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허구의
인물을 되살려내고, 드라마를 재현하면서 시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연극 이론가
슈테게만은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을

포스트

서사극(Post-Epic

Theatre)164)으로 규정하는데, < 황금용>과 <파워>가 여기에 포함된
다.165) 두 작품 모두 기승전결의 내러티브가 파편화된 삽화 구성을
163) 독일 극작가 중 데아 로어Dea Loher, 마리우스 폰 마이엔부르크Marius von
Mayenburg, 롤란트 쉼멜페니히가 이러한 경향에 속하는 대표적인 극작가이다.
164) 슈테게만은 현대 독일 연극을 정리하면서 브레히트의 서사극을 계승, 발전시
킨 동시대 연극들을 포스트 서사극으로 묶어 다룬 바 있다(2009). 슈테게만 외
에 이숙경(2010, 2013), 김형기(지각방식 344), 장은수(2013)도 드라마를 복귀
시킨 독일 극작가들을 언급하며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후의 새로운 경향에 주목
한 바 있다. 특히 이숙경은 로어와 쉼멜페니히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작품
이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 사이에 위치한다고 지적한다(｢ 정치
극｣ 102 -3, ｢롤란트 시멜페니히｣ 101). 본고 역시 이숙경의 진단에 동의한다. <황
금용>과 <파워>는 브레히트의 서사극 전략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다양한 형식
실험을 모두 활용한다. 아울러 반복하여 지적한 것처럼 <황금용>과 <파워>가
허구의 드라마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
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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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기조 아래 격변하는 사회에 대해 발
언하면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비극적인 삶을 다
룬다. 하지만 <황금용>과 <파워>는 브레히트의 서사극처럼 작품의
의미나 작가의 의도를 우위에 두고 피교육자인 관객을 가르치려 들
지 않는다. 서사극보다 훨씬 더 파편화된 채 연결된 삽화 구성과 관
객의 감정적 개입을 촉구하는 초현실적인 장면이나 논리적 설명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에서 <황금용>과 <파워>, 서사극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황금용>과 <파워> 의 삽화 구성
을 서사극에서 변형 발전된 형식으로 판단하고, 두 작품의 내러티브
전략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객의 비판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으
로 기여한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황금용>은 48 개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는 삽화 구성을 따른다.
85분 남짓한 공연 시간 중 한 장면은 평균 2분 내외로 진행되고, 한
장면이 끝나면 시공간을 달리하는 다음 장면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다섯 명의 배우가 서술자와 열일곱 개 배역을 소화하는 <황금용>의
일인 다역도 장면 사이의 단절을 강조한다. 다소 복잡한 구성처럼
보이지만 <황금용>은 사건이 앞으로 진행되는 선형적 시간과 한정
된 공간(황금용 식당), 이 공간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인물간의 관
계를 토대로 내러티브에 느슨한 질서를 부여한다. 또한 중국 청년이
찾는 누이의 존재가 점차 드러나는 구조로 극적 긴장감을 구축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제공하면서 <황금용> 은 내러티브에 질서를 부여하
고자 하는 관객의 욕구를 자극하고 관객이 <황금용>에 깊게 개입하
도록 이끈다. 다시 말해 <황금용>은 관객으로 하여금 여러 내러티
165) <파워>는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성이 헐겁고 배우/ 인물이 빈번하게 역할 빠져
나오기를 시도하며 배우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작
품을 ‘포스트드라마 연극’ 밖에 두고 분석하는 본고의 시각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파워>에서 역할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배
우는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배우, 즉 허구의 다른 층위를 노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사극과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구분한 레만의 논리에 따라
재현과 허구의 드라마에 복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파워>를 포스트드라마 연극
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파워>를 포스트드라마가 아
닌 포스트 서사극으로 판단하고 2000 년대 이후 현대 연극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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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간의 인과적, 공간적, 시간적 연관성을 찾도록 만든다(보드웰, 
Ⅰ 137 참고).
여러 인물 가운데 15개 장면에서 흩어져 전개되는 중국 청년의 이
야기를 재구성하면서 <황금용>의 삽화 구성이 지닌 특징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166) 꼬마로 불리며 황금용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
는 돈을 벌고 누이를 찾기 위해 유럽에 온 불법체류자이다. 그가 끔
찍한 치통을 겪으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체류증이 없기 때문에 그는
병원에 갈 수 없고, 좁은 주방에서 큰소리를 내며 신음하는 것도 허
락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 청년은 어떻게 될까? 청년이 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간단한 질문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갑작스
런 임신으로 갈등하는 소년과 소녀, 바람난 배우자를 기다리는 남
자, 저녁 식사 도중 스프 그릇에서 썩은 이를 발견한 잉가, 현재와
다른 삶을 상상해보는 에바 등의 내러티브가 삽입되면서 중국 청년
의 내러티브 전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언
급한 것처럼 <황금용>은 관객의 재구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환원하
지 않는다. 보드웰이 지적한 것처럼 관객은 인과적 논리에 따라 다
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Ⅱ 204), <황금용>
은 이러한 관심을 이용한다. <황금용>은 중단된 장면이 연결되고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인물들의 내러티브를 엮어 나가며 작
품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 관객은 다음 장면을 예측하고 가정
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관객의 인지 작업은 전통적인 연극, 서사극, 더 넓게 모든 문학 장
르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황금용> 의 내러티브 전략이 특
별한 것은 계속해서 서사 진행을 늦추면서 관객의 인지 작업을 자
극한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황금용>은 관객의 기존 스키마를 전
166) 중국 청년이 등장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장면 길이, 장면 간 간격 모두 불
규칙하다. 1, 3, 6, 13, 16 , 18, 20, 22, 27, 2 8, 32, 39, 41, 4 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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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키거나 일상적인 장면에 환상을 배합하는 등 일관성 원칙에서
빈번하게 일탈한다. 앞서 문제가 된 중국 청년의 치통은 극단적이고
기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식당 직원들은 공업용 스패너로 중국 청
년의 충지를 뽑는다. 꼬마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
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해보려고 해도 비현실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 스패너로 뽑힌 중국 청년의 충치가
식당 주방을 날아다니다가 스프 냄비에 빠지고, 이를 건지려고 했지
만 결국 스프 그릇에 안착해(장면 20, 장면 22) 잉가 앞에 놓인다
(장면 22, 장면 26). 스프에서 구멍 난 충치를 발견한 잉가는 당황
하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식당에 항의하지도 않고 충치를 냅킨에 싸
서 집에 가져간다. 또 잉가는 자신의 입에 충치를 넣어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장면 28, 장면 34).167) 한편 중국 청년의 출혈
이 계속되자 이가 빠진 자리에 다시 이를 끼워 넣자는 직원들의 주
장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면 29).
중국 청년의 내러티브가 진행될수록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해
결과 관계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장면들은 관객의
합리적인 예상을 빗겨나가면서 관객의 성급한 판단이나 결론을 방
해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조건은 내러티브를 완성
하고 싶은 관객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청년에 대
한 관객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유러피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등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타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이민
자 문제는 이미 만연해 있는 사회 문제이다.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비극적 현실 역시 한
국 관객에게 충격을 주거나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기 어려울 만큼
익숙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금용> 의 극단적인 전개 방
식이 산출하는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황금용>이 중국 청년의 내
러티브를 쉽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한다면, 이에 대한 관객의
167) 잉가의 행동 자체는 기이하지만 이 장면에서 관객이 잉가를 경유하여 중국 청
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3.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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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나 숙고를 유도하기 어렵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 대해
서는 자동화된 결론이 산출되기 마련이다.
일상적인 장면에 배합된 환상적인 장면 역시 관객의 주의를 유지
하는 데 기여한다. 빠진 이를 다시 끼워 넣자며 중국 청년들의 입
속을 쳐다보던 직원들은 그의 입 안에서 가족들을 발견한다(장면
29, 장면 32). “전화 좀 하라”는 가족들의 말은 이 장면이 전화 통
화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임을 확인해준다.168) 그런데 아래
장면에서 환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모호하다. 아래 장면은 과다 출혈
로 정신을 잃고 있는 중국 청년의 상상인가? 그렇다면 그의 입 속
에서 가족들을 발견한 식당 직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169) 이
처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은 관객의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한
다.
60세가 넘은 남자

이럴 수는 없다고. (...) 이럴 수는 없다고. (...)

여기 누가 있어... (...) 이 속에 누가 있다고... 중국인 꼬
마의 이 빠진 자리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다
고.
남자

왜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니. 전화 좀 하렴. 이렇게 네 전
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여인

지혈이 되지 않는 이 빠진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 숙부,
숙모 그리고 다른 사람 한 두 명이 앉아 있어요.
왜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니. 전화 좀 해라.

60세가 넘은 여자

걱정된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도대체 도착은 한 건지 알고 싶구나.
(...)
젊은 여인

저는 “황금용” 식당에 있어요, 주방에요, 아저씨가 내 이

168) 이숙경 역시 이 장면이 상상과 가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롤란트 시멜
페니히｣ 117).
169) 아래 인용 장면 외에도 장면 39에서 60세가 넘은 남자는 “엄마와 이야기를
했나! 입에 난 구멍을 통해서!(...) 엄마에게 자주 전화해야지!”라고 말한다( 장면
39,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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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을 뽑아 줬어요.
남자

이빨을, 오, 끔찍하구나. 그런데... (...) 그런데 돈은 잘 버
니...

젊은 여인

알고 있어요, 숙부님, 알고 있어요. 모두 돌려드릴게요....
(장면 32, 73-74)

하지만 <황금용>의 환상에는 냉혹한 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
다. 정신을 잃어가며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중국 청년은 숙부
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중국
청년의 시신이 강물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는 이곳에
올 때는 숙부님께 돈을 빌려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은 공
짜라고 말한다. 이렇게 <황금용>은 초현실적인 상황과 냉혹한 현실
을 동시에 제시하며 상황 자체를 낯설게 만들고 관객의 판단을 지
연시킨다. 현실에 배합된 환상, 환상 속에 사라지지 않은 현실은 관
객의 의식적인 주의를 요청한다. 아울러 이러한 장면은 그의 비극적
인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관객의 공감을 자극한다. 관객의 공감은
타인을 이해하고 그가 처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중
요하다.
<황금용>의 개미 내러티브에도 비극적인 정서를 남기고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요소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를 논하기 전에 먼
저 <황금용>에 사용된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주
지하듯이 개미와 베짱이 우화는 개미의 성실한 태도, 어려움에 대비
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래 인용한 장면 7
은 익히 알려진 개미와 베짱이 우화를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인
다. 여름 내내 춤추고 노래한 베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다 못해 개미를 찾아가지만 개미는 베짱이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한다.
60세가 넘은 여자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식량을 저장했

는데 이웃에 사는 베짱이는 밤낮으로 노래하고 또 노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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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 그러다가 겨울이 왔지요. (...) 베짱이는 먹을
게 없어 굶주렸습니다. 더 이상 음악도 연주하지 못했지
요. 마침내 베짱이는 개미를 찾아 갔습니다. (...) 베짱이
의 모습은 끔찍했어요. (...) 너는 여름 내내 하루도 일하
지 않았어. (...) 아무 것도 못 줘.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가 알게 뭐야. 아무 것도 못 줘. (...)
(장면 7, 20-21)

하지만 이어지는 개미와 베짱이 장면들은 일반적인 스키마에서 계
속 일탈하며 관객의 기존 스키마와 <황금용>에 대한 관객의 가정에
도전한다. 노래와 춤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베짱이에게 개미는
청소라도 시키려고 했으나(장면 17), 결국에는 “베짱이를 다른 개미
들에게 빌려”준다(장면 19). 장면 19에 이르면 개미가 베짱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포주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다른 개미들이 “서툰
억양”의 베짱이, 즉 외국인 여성을 학대하고 그녀에게 폭력을 가하
고 있다는 것도 밝혀진다. 이처럼 개미와 베짱이의 실체가 점차 드
러나는 가운데, 장면 7을 익히 알고 있던 개미와 베짱이 우화로 받
아들인 관객은 기존 판단을 완전히 수정하고 앞서 본 장면을 재해
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개미와 베짱이의 내러티브는 점점 더 기존 우화에서 멀어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베짱이는 주류 문화의 언어나 특별한 기술
을 배우지 못해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
적 약자이다. 이런 그녀에게 ‘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개미는 다름 아닌 식료품 가게 주인 한스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
행하는 소수민이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면서 이익을 취
하는 사람이다.
젊은 여인

식료품 가게 주인은 가게 바로 위층에 삽니다.
(...) 식료품 가게 주인집은 집이 아니라 일종의 상품 창고
입니다.

188

천장까지 비축 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이건, 이건 정말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
60세가 넘은 여자

비축이 중요하지... 비축은 중요한 것 그 이상이

지. 여름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나 겨울엔, 날
씨가 추워지면... (장면 35, 81-82)

또 베짱이를 이용하고 학대하는 다른 개미들 역시 보통사람들이다.
늙어가는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노인(장면 25), 여자 친구의 원치 않
은 임신 때문에 화가 난 소년(장면 33), 바람 난 배우자를 미워하는
남자(장면 45)는 모두 황금용 식당 주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다. 그들도 나름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자신보다 더 힘없는 약자를
핍박하면서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해소한다. 베짱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지만 개미들의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렇게 <황금용>은 널리 공유된 일종의 고정관념을 전복하면서 관객
의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낸다. <황금용>의 개미와 베짱이 우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우화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김옥란 63).
아울러 <황금용>에서 변형 사용된 개미와 베짱이 우화는 기존 우화
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관객의 재고를 요청한다.
베짱이 내러티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국 청년의 내러티브와
연결된다. 베짱이가 중국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장면 45)170)
중국 청년이 누이가 무용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누이가 늘 가
까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할 때(장면 46) 베짱이와 중국 청년
사이의 관계가 암시된다. 중국 청년은 베짱이의 삶에 대해 아무 것
도 모르고 “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은 징조”로 생각하며 누이가 “어디
170) 젊은 여인

(...) (잠시 쉬었다가) 너는 중국 메뚜기 같아. 상상할 수가 없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한밤중에 단번에 먼 대륙 전체가 방
안에 들어와 있구나. 너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온 거야 역
사를, 알겠니? 중국, 만리장성, 자금성, 사막, 황하, 실크로드, 화
약과 인쇄술의 발명, 이 모든 게 중국이다. 10억의 중국인. ( 잠
시 쉬었다가) 네가 거기서 왔지? 그렇지? 너 중국에서 왔지?
(...) (장면 4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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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 청소부가 되었든지, 또는 무용을”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
만 관객은 베짱이의 삶이 중국 청년의 희망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고 있다. 또한 누이가 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중국 청년의 말
은 비극적인 정서를 더욱 강조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척에 두고
만나지 못했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관객의 감정을 자극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관객이 느끼는 비극적인 감정이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
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베짱이가 경험하는 모호한 시각도
<황금용>에 비극적인 정서를 더하고 관객의 개입을 자극한다. 전술
한 것처럼 < 황금용>은 선적인 시간을 따라 진행된다. 중국 청년이
이를 뽑고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축으로 다른 이들의 내러티브도
앞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반복되는 베짱이 장면은 <황
금용>에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순환적인 시간 감각을 부여한다(장
면 31, 장면 38, 장면 42).171)
젊은 남자

베짱이가 개미집에 있는 작은 방 안에 있습니다. 거긴 물
건도 많지 않아요. 의자, 테이블, 침대가 하나씩 있을 뿐
이죠. 베짱이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겨울은 벌써 오
래 전에 지나간 게 틀림없어. 베짱이는 벌써 여름이 온
게 아닌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무슨 일

171) 젊은 남자

베짱이는 깜깜한 개미집에서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햇빛을 보지 못한 이후론 시간 감각을 잃었지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마 겨울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겠지.
어쩌면 밖에는 다시 여름이 돌아온 지 오래되었을 거야.
( 장면 31, 72)
THE YOUNG MAN
The Cricket waits in the ant’s dark burrow for
winter to end. She waits and waits but she’s lost all sense of
time since the sun any more, she can’t say how long she’s
been here. Sometim es she thinks : may be winter was o ver
ages ago. Maybe outside it’s summer again.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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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탈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장면 38, 88 / 장면 42, 94)172)

일련의 세 장면은 어떠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저 반복된
다. 이러한 반복은 관객의 시간 감각을 부유하게 하며 장면 사이의
논리를 파악하려는 관객의 욕구를 자극한다. 무대 위의 베짱이는 시
각적으로 동일성을 드러내지만 그녀에게 부재한 시간 의식은 그녀
를 다양한 존재로 분할할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이정우 116 참고).
이를테면 무대 위 베짱이는 같은 상황에 놓인 서로 다른 외국인 여
성이 될 수 있다.
한편 베짱이에게는 ‘지금’ 만 있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관객은 시간
의 길이를 느낀다. 따라서 관객은 장면의 선후 관계로부터 인과성을
추론할 수 있으며 세 개의 베짱이 장면을 연속성을 지닌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복하여 지적한 것처럼 인과적 연결이 누락될 경
우 관객은 이것을 보충하고 바로 잡으려는 욕구를 갖는다(보드웰, 
Ⅰ 99). 이러한 욕구에 따라 위 장면을 재구성한 관객은 베짱이가
오랫동안 개미에게 착취당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베짱이는 그 방에서 탈출하고 싶었으나 번번이 좌절했고 지금에 이
르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시간이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는 인
식에 따라 장면 A-B, B-C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고통스러운 시간
또는 사건이 예측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무대 위에서는 생략된 베
짱이의 시간과 고통은 보다 강조된다(Bra nigan 42 참고).

172)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는 장면 간 차이가 전무하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마지
막 문장의 쉼표 유무가 유일하게 포착되는 차이점이다.
장면 38은 “But she’s afraid, that som ething will happen to her on the way.
That she won’t get out in one piece.” (74 )
장면 42는 “But she’s afraid that som ething will happen to her on the way. That
she won’t get out in one piec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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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면 31

B: 장면 38

C: 장면 42

그림 4. <황금용> 베짱이의 시간

이렇게 반복되는 베짱이 장면은 <황금용>의 시간을 무한대로 확장
하거나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순환적인 것으로 만들고 전체 내
러티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관객은 인과관계를 찾기 위
해 시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시간 순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인과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때문이다(Bra nigan 48).
중국 청년이 하루 만에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그가
오랫동안 치통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과다 출혈로 사망한 뒤에도 한
참동안 주방에 방치되었다고 해석되면 그의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
인 것이 된다. <황금용>의 다른 인물들이 경험한 갈등이나 고통 역
시 해묵은 것이며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인
상, 또는 순환하는 시간 속에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인상이
생성될 때, <황금용>은 더욱 심각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된다. 쉼
멜페니히는 극작품의 목표는 거리가 아니라 그 반대인 접근, 동일시
라고 주장하며 관객이 등장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원양 310에서 재인용). <황금용>의 삽화
구성에서 강조되는 비극적인 정서가 바로 브레히트의 서사극과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쉼멜페니히는 브레히트처럼 사회 문
제를 이성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이끌
어 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 역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황금용>은 쉽게 처리될 수 없는 삽화
구성과 비논리적이고 환상적인 장면, 모호한 시간 감각 등을 통해
내러티브에 다양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서사 진행을 지연시킨다. 이
와 같은 변형된 삽화 구성은 관객의 개입과 재구성을 요청하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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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객의 적극적인 해석을 이끌어 낸
다. 스스로 냉혹한 현실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작품이 다루는 문제
에 대해 관객이 비판적으로 사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파워>는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특정한 관점을 명시하며 시작된
다. 프롤로그에서 극중 작가가 밝힌 “자본주의 비판”은 <파워> 전
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관점으로, <파워>의 내러티브 해석에 있어
일종의 준거로 작동한다. 하지만 <파워> 가 작품의 시각을 일방적으
로 관객에게 주입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파워>도 <황금용>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제에 대해 관객의 숙고와 비판적 성찰을 유도
한다. 작가의 주장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능동적 해석이
요청될 수 있는 것은 < 파워>의 느슨한 삽화 구성 덕분이다. <파워>
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은 선후 관계나 인과관계 없
이 연결된다.173) 각 장의 드라마 전략도 상이하다. 1장과 에필로그는
극중극과 자기반영적 언어를 활용하여 연극의 허구성을 노출하지만
2장은 전통적인 연극처럼 제 4의 벽 내부에서 이루어진다.174) 3장은
1인칭 서술자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된다.175) 이처럼 각기 다른 내
용과 이질적인 드라마 전략으로 구성된 <파워>의 전체 내러티브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울러 자본

173) <파워>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롤로그는 극중 작가가 작가와 작품
<파워>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며 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장 “요새”는 이상
한 편지를 받게 된 비르크 장면과 초록병사들의 전쟁 장면이 병렬 연결된다. 2장
“타워” 는 안젤라와 마르셀 등 회사원들이 보험 회사의 홍보 전략에 대해 논하는
회의 장면으로 안젤라와 마르셀의 갈등이 주요 내용이다. 3장 “구름” 은 1인칭 서
술적 화자인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주인공에게 접
근한 이상한 노숙자가 그에게 “이제 슬슬 미쳐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주인공은 실제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한다. 또 주인공은 회사 내에서 느
끼는 분노와 상실감을 관객에게 토로한다. 에필로그는 오덴키르크 부인과 남작
부부의 이상한 대화로 진행된다. 이들은 역할에서 빠져나와 연극에 대해 토론하
며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노출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순간 역시 대본에 쓰여
있는 그대로 연기할 뿐임을 시인하기도 한다. 에필로그 마지막 장면에 작가가 등
장하여 <파워> 전체를 마무리한다.
174) <파워>의 1장과 에필로그에 대한 분석은 본고 3 .3.3과 4.3.2 참고, 2장에 대한
분석은 3 .3.1 참고.
175) <파워>의 3장 스토리텔링 전략은 4 .2.2 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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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판으로 관객을 뒤집어 놓겠다는 극중 작가의 호언장담과 달
리 < 파워>의 각 장은 자본주의 비판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파워>는 내러티브의 무의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재구성을 자극한다. 반복하여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통일성
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관된 내러티브 구성에 실패할 경우 더욱 자
극되기 쉽다(보드웰,  Ⅰ 113). 앞서 언급한 하이더와 짐멜의 실험
뿐 아니라 쿨레쇼프의 실험도 무관한 몽타주를 연결하여 하나의 이
야기를 구성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확증한다(갓셜 134-38).
다시 말해 무질서해 보이는 <파워>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완성하
려는 관객의 욕구를 자극한다.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려는 관객의 욕
망에 따라 작품 내 포진된 단서들은 <파워>의 내러티브 연결에 이
용되고 프롤로그에서 밝힌 작품의 주제는 각 삽화를 수용하는 가운
데 재해석될 것이다. 이제 내러티브의 재구성을 가능케 하고 <파
워>의 주제를 강화하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다.
먼저 <파워>는 반복되며 패턴을 구성하는 단서들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의 재구성을 독려한다. 그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이 반복되는 대
사이다. 프롤로그에서 작가가 언급한 “플레티늄 필터, 하늘” 은 1장에
서 2 번, 2장과 에필로그에서 각 1번, 총 4 번 반복된다.
작가

모든 곳, 서울, 아시아, 베를린, 그리고 유럽 어디든.
이 세상. 크고 작은 모든 곳. 그 위에 아주 얇은 층이 있
다. 플레티늄 색 필터. 우린 그걸 하늘이라고 부른다.
(프롤로그, 7:45-8:20)

마리타

오늘 하늘이 플레티늄 같네요. 밀린 일 하기 딱 좋은 날
씨예요. 안 그래요? ( 1장, 12:00-12:03)

초록병사

오늘 하늘 빛깔이 완전 플레티늄 색깔이구나.

초록병사

예 그렇습니다.

초록병사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네. (1장, 12:4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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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우와, 오늘 하늘 장난 아니다. 마치 플레티늄같아.

직원

구름 한 점 없네. 정말 아름다워. (2 장, 55:25-55:35)

오덴키르크 부인 세상에 하늘 좀 봐 미쳤나봐, 안 그러니 비르크? 색깔 봐
라.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어. 바나나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이다. (에필로그, 1:39-42-1:39-54)

특히 프롤로그와 1장에 삽입된 ‘하늘 대사’ 는 짧은 시간 내 반복되
면서 장면 사이의 관계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프롤로그와 1장을 연결
하도록 관객을 이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반복되는 대사가 앞의
정보를 상기시키고 패턴을 구성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두 정보를
같이 처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McConachie, Engaging 33). 다시
말해 초록 병사가 하늘을 언급하며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말할 때, 이는 비르크 장면의 “밀린 일 하기 딱 좋은 날씨” 를 상기
시키며 두 장면 사이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늘 대사’ 가 15분 내 3번 반복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인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단기 기억(short-t erm memory)의
주의시간은 15분으로, 이 시간 내 반복되는 정보들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long-t erm memory)으로 이동한다.176) 반대로 15분 내 반
복되지 않은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이 축적되면서 단기 기억에서 소
실된다(McConachie, Engaging 34). 이와 같은 과학적 발견을 근거
로 프롤로그와 1장에서 반복되는 ‘하늘 대사’ 는 관객의 단기 기억에
서 소실되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이동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 하늘 대사’ 가 장기기억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더 긴 시간차를 두고
삽입되는 2장과 에필로그의 ‘하늘 대사’ 도 앞선 정보들과의 관계 안
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파워>의 내러티브가 연결될 수
176) 이와 관련하여 맥카나키가 언급한 인지심리학 분야의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과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에 대해
서는 베스트John B. Best가 엮은 Cognitive Psychology 28-29를 인용하며, 중
간 기억(intermediate memory)를 지적한 도날드Merlin Donald의 저서 A Mind
So Rare(2001 )도 소개한다(McConachie, Engaging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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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파워>의 모든 장에 끼어드는 비르크도 반복되는 패턴을 형성하
며 전체 내러티브에 질서를 부여한다. 1장부터 에필로그에 이르기까
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편지의 주인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비르크의
존재는 모호한 <파워>의 시공간을 한정한다. 평범한 회사원인 비르
크와 어울리지 않는 초록병사들(1장)이나 남작 부부(에필로그)가 속
한 시공간은 비르크가 속한 시공간과 긴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의 여정을 중심축으로 삼을 때 < 파워>는 아침에 편지를 발견한 비
르크가 하루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재편된다. 또한 비르
크의 행보와 그가 경험하게 될 고난은 쉽게 예측된다. 그의 내러티
브는 다양한 작품들이 공유한 출발점-경로-목적지(Source-Path-Goal)
스키마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177) 비르크는 편지 주인을 찾으
려다가 상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회사에서 해고된다(2장).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주인공이 응당 겪어야 할 것이다. “답은 편지에 쓰여
있다(3장)” 고 한 노숙자의 말은 결말에 이르면 비르크의 여정이 끝
나고 편지의 의미가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 조응한다. 비르크 내러
티브로부터 관객은 안정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파워>를 관통하는
질서를 포착하며 내러티브 전개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편지의 의미는 밝혀지지 않으며
비르크의 편지 주인 찾기도 실패한다. 하지만 비르크의 실패도 이미
예견된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비르크의 등장이
보이는 반복되는 패턴 때문이다. 아래 인용 장면에서 비르크는 용과
마르셀, 3장의 주인공이 밝히려던 의미와 답을 방해하면서 장면에
끼어드는데 그의 등장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용

잘 들어. 그 숨겨진 의미를 말해 줄 테니까. 그 해결책도

177) 개념적 은유 이론에 따르면 출발점-경로-목적지 스키마는 인지에 있어 중심
개념을 구성한다. 또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출발점-경로목적지 스키마를 적극 활용한 사례는 영웅의 여정에 대한 설화들, 로드 무비
(road movie) 등이 대표적이다. 개념적 은유 이론은 레이코프와 존슨, 『 삶으로서
의 은유』 참고. 영웅 설화에 대해서는 프롭, 『민담형태론』 참고. 로드무비에 대해
서는 Cohan and Rae Hark, The road movie boo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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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줄게! 그 의미는!
비르크

실례합니다. 여기가 인사 관리팀 맞습니까?
(1장, 26:30)

마르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건 우리 손 안에 있는 거
라고. 그게 바로 광고 PR 퍼블릭 릴레이션의 개념이지.
이건 정치적인 거야.
이건 우리 인간의 영구적인 숙제라고. 내가 지금부터 너
희들에게 뭐가 그 문제이고 뭐가 그 해답인지 말해주겠
어. 그 의미는!

비르크

아 저 실례합니다. 아, 저. 제가 웬만하면 이러지 않는데.
(2장, 46:15)

이게 좀 급해서.
주인공

이제야 위대한 질문이 보입니다. 그 뒤에 반짝반짝 빛나
는 위대한 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말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딱 알맞은 유일한
단어. 숭고하고 난생 처음으로 나는 아주 몸이 가볍습니
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 지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왜 벌
어질 지 알겠습니다.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답
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지막이 그 답을 중얼거려봅니다.
그 답은 바로!

비르크

(3장, 1:37:35)

실례합니다.

비르크 때문에 각 인물의 발언은 중단되고, 결국 이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등장 패턴은 비르크의
여정이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과 충돌하면서 관객의 예상을 수정하
게 만든다. 반복되는 비르크의 등장 패턴으로부터 관객은 편지의 의
미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에필로그에서 확인된다.
에필로그에서 비르크는 결국 벽난로 위에 편지를 두고 퇴장한다.
편지의 주인이나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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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비르크의 내러티브는 일반적인 출발
점-경로-목적지 스키마에서 일탈하며 그의 존재 의미 등 여러 질문
을 남긴다. <황금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관객의 기대에서 벗어난
내러티브 진행은 인물의 존재 의미나 내러티브의 의미 등에 대한
의문을 만들어 내며 이에 대한 답을 구하도록 관객을 자극한다. 예
를 들어 관객은 전체 내러티브에서 포착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편지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또는 편지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비
르크와 편지는 각 장 사이의 삽화를 드러내고 관객의 재구성을 유
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프롤로그에서 제시된 작품의 주제는 전체 내러티브
가 재구성되고 해석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명하며 질문을 제기
한다. <파워>의 각 장이 자본주의 비판을 담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있어 <파워>의 각 장은 효과적인가? 이질적
으로 연결된 각 장이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가운데 관객은 <파워>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관객은 자신의 경험이
나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

지식을

활용하게 된다( 보드웰,  Ⅰ

98-102; Branigan 29-30). 재구성될 수 있는 느슨하게 연결된 삽화,
작품 해석의 준거로 작동하는 작가의 말이 관객의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관객이 작가의 말을 판단하며 내러티브를 재구성
하는 가운데 <파워>와 자본주의에 대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결국
극중 작가의 말은 실현된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자료를 조직하는 방식이며, 세계를 이
해하는 전략이다(Branigan 1). <황금용>과 <파워> 는 관객의 능동적
인 재구성을 요청하는 삽화 구성을 통해 작품의 세계를 충분히, 또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러한 삽화구성은 동시대 주
요 문제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식이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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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관객을 연루시키는 스토리텔링
보로프스키Mateusz Borowski 와 수기에라Malgorzata Sugiera 가 지
적한 것처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관습
과 전략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 틀에서 이를 분석하
는 것은 어렵다(239). 하지만 시각이 아니라 구술성, 또는 청각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전통적인 연극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앞의 책 ⅹⅹ
ⅱ). 스토리텔링은 재현, 또는 보여주
기가 주를 이루는 연극의 장르적 특성을 뒤흔들며 연극의 표현 방
식을 확장한다. 또한 스토리텔링으로 전통적 연극의 이중적 소통 체
계를 뛰어 넘어 무대와 객석의 소통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주지하듯
이 전통적인 연극은 무대 위 인물들의 소통,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과 무대의 소통이 별도로 작동하는 이중적 소통체계를 갖는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의 화자는 관객을 직접적인 청자로 삼는다. 화자
인 배우/인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서술의 세계로 관객을 끌어
들여 배우/인물(화자) 과 관객(청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옹 77 참고). 이 가운데 배우/ 인물과 관객이 공동 현존하는 연
극 고유의 특성이 보다 강조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스토리텔링의
화자178)가 서사극의 서사적 화자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 면
에서 이 둘 사이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서사적 화
자가 극의 허구성을 환기하고 관객의 비판적 사유를 요청한다면, 스
토리텔링의 화자는 주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데 몰두하고 관객
의 공감을 자극한다. <파워> 3장 “구름” 은 자신의 주관적 상태를
드러내는 화자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또렷이 보여준다. 주인공은 엠
과의 대화에서 우물쭈물한 태도를 보이며 그에게 예의를 차리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는 엠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아래와 같이
털어 놓는다. 주인공은 전후 사정과 그의 속내를 고백하며 그를 이
178) 스토리텔링의 화자에 대한 정의는 각주 5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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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는 단서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관객과 그의 거
리를 좁힌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서술은 전통적인 연극의 독백처럼
보이지만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연극에서 주인공의 내
면을 드러내는 독백은 재현을 보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인용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름”의 서술은 재현을 압도하고
대체한다. 등장인물의 대화로 장면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서술로 장
면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 자체가 “구름” 의 주요 내용이자
형식이다. “구름” 은 이와 같은 서술로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을
강조한다.
주인공

내 옆엔 엠이 앉아 있습니다. 엠은 새로 왔습니다. 엠은
젊습니다. 나보다 열다섯 살 정도 어립니다. 열 살 정도만
어려도 좋을 텐데요. 하지만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보입
니다. 엠은 잘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짝반짝 윤이 납
니다. 그리고 이 살인미소! 사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거
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봅니다. 예, 살인자의 미소죠. 하
지만 엠은 어떻게 이런 미소가 나올까요? 피부도 좋고.
(...)

엠

주말 어땠어요?

주인공

주말이요?
사실 엠은 친절한 녀석입니다. 아주 호감형이죠. 바로 내
옆자리만 아니라면요. 이 친구와 저를 비교하는 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햇볕도 내 자리까진 안 들어와요!
(...)

엠

파티에 오시나요?

주인공

파티요? 미안해요. 난 파티 같은 데 가는 타입은 아니에
요.
아악!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친구한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떠들어 댈 테
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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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파티요?
엠

제 생일파티요. 초대장 드렸는데.

주인공

초대장이요?

엠

네. 지금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주인공

손에 카드가 있습니다. 아주 역겹도록 깔끔한, 아니 아주
아름다운 필체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
다.

엠

오실 거죠?

주인공

어... 전 그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
지?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어요. 아아. 저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엠

꼭 오셔야 할 텐데. 안 오시면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일 거
예요.

(엠이 입을 삐죽 내밀며 주인공에게 윙크한다)
주인공

그리고 엠이 나한테 윙크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 녀석 나보다 어린데! 야 임마! 네가 나한
테 그런 식으로 윙크하면 안 되지! 이거 누가 봤으면 안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나 오늘 일 안 해!
(3 장, 1:12:00-1:16:10, 서술부분 강조 -인용자)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구름” 의 서술과 재현이 충돌하며 장면에
지속적인 균열을 만든다는 것이다. 아래 인용한 공연 사진에서 배우
/주인공은 펀치로 배우/엠을 내리치고 있다. 이때 나머지 배우/인물
들이 대신 서술하는 주인공의 내면은 재현과 조응하며 주인공이 자
기 비하와 엠의 이죽거림을 견디디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해석
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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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파워> “ 구름” 중 엠의 얼굴을 펀치로 내리치는 주인공
그 새끼 코가 부러진 걸 보니 너무 좋습니다. / 엠이 천천히 사라
지는 걸 보니 너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내 손을 느낄 수 없습
니다. / 더 이상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아요. / 더 이상 날 느낄 수
없어요. / 오로지 이 펀치만 있을 뿐. / 오로지 엠의 얼굴을 걸레
로 만드는 데만 몰두하는 이 물건!

(3장, 1:18-50-1:19:13)

하지만 “ 구름”은 다시 재현된 장면을 의심하게 만든다. 암전 후 이
어지는 주인공과 노숙자의 대화 장면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
었”다는 주인공의 서술로 시작되는데, 이는 앞서 재현된 펀치 장면
을 주인공의 상상이나 꿈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관객은 재현보다 이
에 부가된 서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Lehmann
109). 다시 말해 주인공과 노숙자의 대화 장면은 관객의 가설에 대
한 수정을 요구한다(보드웰, Ⅱ 203).
계속해서 “구름” 은 주인공의 서술과 재현 사이의 불일치를 시사
하며 관객의 예측과 판단이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
다. 이를테면 배우/노숙자가 주인공과 헤어지며 “근데 자네 아까 잠
든 것 같지 않던데? (1:29:37)”라고 말할 때, 펀치 장면의 의미는 다
시 한 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암전 속에서 이어지는 다음과 같
은 배우/주인공의 서술 역시 주인공이 엠을 폭행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급하게 그를 찾는 엄마, 다 끝장났다는 문자
가 주인공이 엠을 폭행한 뒤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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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핸드폰을 보니 엄마에게 메시지가 열세 개나 와 있네요.
마지막 온 걸 열어 봅니다. 느낌표만 8개. 그 앞의 메시
지도 열어 봅니다. 다 끝장이야. 빨리 당장 와! 난 눈을
감습니다. (3 장, 1:29:40-1:30:05)

이와 같은 서술이 덧대어질수록 무대 위에서 재현된 장면은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어지는 엠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도 무엇
이 사실이고 무엇이 주인공의 상상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다. 엠의 생일 파티는 극중 현실에서 실제 상황이고, 주인공과 엠이
나눴던 대화(대장 내시경 검사) 가 일부 다시 언급된다. 이로써 “구
름”의 첫 장면에서 이루어진 주인공과 엠의 대화는 사실이 된다. 그
렇다면 주인공의 서술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주인공은 엠을
폭행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상상한 것일까? 상상이라면 노숙자
의 말과 엄마의 문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 가운데 관객의 지속적인 주의와 재구성이 요청된다.
또한 관객이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가운데 주인공의 내러티브
가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레만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특성을 언급하며 서술과 재현 사이
를 유동하는 포스트서사적 내레이션(postepic narration)을 언급한
바 있다(109).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스토리텔링과 포스트서사
적 내레이션의 차이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레만이 주목한 포스트
서사적 내레이션의 핵심은 극적 허구에 속하지 않는 행위자의 개인
적 서술에 있다. 레만에 따르면 재현에 덧붙여진 이러한 서술은 연
극의 실재성과 행위자의 현존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108-10). 그
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허구와 실재의 이분법적 사고라 할 것이다.
레만은 재현된 것(허구)에 실제 사실이 부가될 때 허구가 사라지고
실재가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것처럼 행위
자의 개인적 서술이 삽입될 때에도 관객이 그것을 “실제 사실”로만
받아들인다고 할 수는 없다. 서술 내용이 “사실”이라도 관객에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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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기 위해 의도된 서술은 완전한 실재가 아니다. 무대 위 재현이
완전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관객은 이러한 서술과
재현을 혼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즉, 재현과 충돌하는 스토리텔링을 제시하여 특유한 소
통을 이루어내고자 할 때, 서술에 있어 허구를 배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구를 적극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소통의 도구로 활
용할 수 있다(Borowski and Sugiera 3).
또한 허구일지라도 스토리텔링은 관객의 공동 현존과 긴밀한 관
계가 있다. 관객을 직접적으로 향한 화자의 서술은 관객이 이것을
들어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기 때문에 실제 대화처
럼 청자, 즉 관객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이어 살펴 볼 <말볼리오>와
<디 오써>는 화자와 관객이 실제로 대화하는 순간을 삽입하여 화자
와 관객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공연에 사건성
이 부여될 가능성을 더한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말볼리오>는 배우/인물과 관객의 상호 작용
이 중요한 작품이고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을 2 칭 대명사 “당신you”
으로 호명하며 그의 발화에 관객을 개입시킨다. 특히 <말볼리오>는
무대와 객석의 소통만 존재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은 지속적
으로 지금-여기의 감각을 환기하고 이러한 감각을 토대로 배우/말볼
리오와 관객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낸다. 배우/말볼리오의 질문에
답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가운데 관객은 “유동적이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변모한다(“mobile, multiple, and subject
to constant negotiation”; Soncini 27). 다시 말해 <말볼리오>의 스
토리텔링은 화자와 관객(청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며 공연
과 화자, 관객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또한 관객의 변화는 관객의
공동 현존과 공연의 사건성을 증명한다. 보로프스키와 수기에라가
지적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연극은 화자와 관객(청자)이
직접 만나는 장소로 변모된다. 연극 안에서 화자와 관객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그들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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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9)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 전략에는 이제까지 살펴 본 스토리텔링
의 효과와 의미가 집약되어 있다.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디 오
써>는 각 인물의 서술로 객석에서 진행된다.180) 장면이나 행동을 재
현하는 순간이 드물 뿐 아니라 배우/인물들이 마주보는 객석에 앉
아 있기 때문에 <디 오써>는 보는 연극이라기보다 듣는 연극이다.
배우/인물을 보기 위해 관객은 뒤를 돌아보거나 옆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관객 바로 앞에 배우/인물이 앉아 있는 경우 시야방해도 불가
피하다. 이와 같은 <디 오써>의 공간과 스토리텔링 전략은 기존 연
극과 다른 방식으로 관객의 지각 방식을 자극하며, 관극의 개념을
전복한다(Borowsk i and Sugiera ⅩⅤ참고).

179) 보로프스키와 수기에라의 공동체 논의에서 피셔-리히테의 자동형성적 피드백
고리(autopoetic feedback loop)를 떠올릴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60 년대 이후 영
상 매체가 문화 전반을 잠식해 갈 때, 셰크너나 아브라모비치 등은 공연만이 가
질 수 있는 라이브니스를 드러낼 수 있는 퍼포먼스에 몰두한다(Fisc her-Lichte, 
수행성 150-51). 피셔-리히테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분석하며 라이브 공연에서
행위자와 관객 사이에 교환되는 반응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행위자와 관객의 공
동체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앞의 책 150). 또한 그녀는 공연이 이들을 연결
하는 피드백 고리로 채워진 현상이 된다고 지적한다(앞의 책 80-84). 이러한 공
연은 정해진 의미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현존하는 행위자와 관객
에 따라 달라지는 고유한 것이 된다. 하지만 보로프스키와 수기에라는 허구의 스
토리텔링 안에서도 배우/인물과 관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가운데 공연
의 변화가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6 ). 연구자 역시 보로프스키와 수기에라
의 주장에 동의한다.
180) 아래와 같이 각 인물이 서술하는 가운데 행동을 재현하는 순간들이 드물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재현은 서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름” 분석에서 언급
한 것처럼 전통적인 연극에서와 달리 <디 오써>에서 재현과 서술의 위계는 역전
되어 있다.
에스더
그리고 끔찍해요. 음악이 아니라 전부요. 누군가 미국인의 목을
베고 있어요. 베고 난도질해요.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가 생각
할 때, 여러분은 경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덜
컥거려요. 그의 몸 전체가요. 이렇게.
(에스더는 이 행동을 수행한다.)
Esther
And it’s terrible. Not the music, but the whole thing. And
whoever it is cutting into the American’s throat. Slicing and
hacking. And the American is, I suppos e, is what you would
say spasming – jerking. His whole body. Lik e this.
Esther performs the actio n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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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오써>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배우/인물과 관객의 긴밀한 관계
를 이루어내고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디 오써>
의 배우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허구의 인물을 연기한다. 실제 작가
크라우치가 극중 작가 팀을 연기하고, 배우 빅과 에스더는 극중 배
우로 분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각 인물이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고백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은 보다
강력한 구술의 효과를 성취한다.181) 사적( 私的) 존재가 강조된 인물
들이 털어 놓는 내밀한 이야기는 효과적으로 관객의 주의를 끌고
관객의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유도한다(옹 76 참고). 폭력을 다루는
작품을 준비하다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빅의 고통, 에스더가 겪는
우울감은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획득하며 관객의 추체험을 자극한
다. 재현되지 않고 오직 서술되는 <디 오써>의 내러티브가 관객의
내면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박일형 33).
아울러 배우/인물들은 화자와 청자를 오가며 관객과의 일체감을
형성한다. 각 인물의 서술은 대부분 관객을 향한 것이지만 일방적으
로 관객에게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대답을 듣기도 하고 아래
와 같이 서로 대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대화는 자연스
러운 것은 아니다. 배우/빅의 과거 회상 도중 배우/팀이 끼어 들어
그의 회상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사 때문에 <디 오
써>의 시공간은 복잡해지고, 내러티브의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파기
된다.
빅

저는 그들이 그것을[파볼 배역을] 외국 사람에게 줄 거라
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외국인 배우요. 전 웨일즈 사람이

181)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이 허구와 실재 사이의 모호한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여도 <디 오써>는 분명 허구이다. 실제 배우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관
객은 배우/인물의 이야기가 허구인지, 실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Bottoms 455). 하지만 크라우치가 밝힌 것처럼 “연극은 실재가 아니라 실
재에 대한 것이고, <디 오써>는 이러한 역동에 도전”하는 작품이다 (“It[Theatre]
is not something real; it is about something real. I[Crouch] suppose The
Author presents a challenge to this dynamic.”; “Response”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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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그런데...
오디션에서 우리는 대본을 읽었어요. 그리고 팀은 내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내가 맡을 인물
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섹스와 폭력 말입니다. 그가 말
했습니다.
팀

당신 매니저는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빅

전 배우니까요!
전 일 년 간 작품을 하지 못했다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
습니다. 리허설 시작 전 우리는 억양을 가다듬었고 일주
일간 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 파볼이란 인물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말이죠. 그랬죠?

팀

그래요.

Vic

I thought they’d give it to someone foreign, Pavol. A
real foreign actor. I’m Welsh, bu t...
At the audition, we read from the play and Tim asked
if I was okay about being in something li ke that,
having to do the things my character has to do – you
know, the sex and violence. He said:

Tim

Your agent said she th ough t you’d be okay.

Vic

I’m actor!
I didn’t tell them that I hadn’t worked for a year!
Before rehearsals began we did some work on the
accents and I spent a week wi th Tim – just exploring
the character of Pavol. Didn’t we?

Tim

Yes. (117)

그러나 대화 장면은 배우/ 인물의 정체성을 화자에서 청자로, 청자에
서 다시 화자로 전환하며 화자와 청자의 구분을 무너뜨린다. <디 오
써>의 배우/ 인물은 주로 화자의 정체성을, 관객은 당연하게도 대부
분의 순간 청자의 위치에 있으나 위와 같은 순간 화자와 청자의 구
분이 사라질 수 있다. 청자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관객의 반응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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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대신하는 배우/애드리안의 존재도 배우/인물과 관객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디 오써> 내부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이예은 223 참고), 보다 강력한 공
감이나 감정 이입이 유도될 수 있다.
또한 < 디 오써>의 스토리텔링은 관객의 능동적인 재구성을 요청
한다. 전통적인 연극이라면 각 인물은 전체 드라마를 관통하는 하나
의 시점에 따라 대화하고 행동한다.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하지만 <디 오써>의 다중 화자는 자신
의 목소리를 내는 데 몰두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각 인물의 목소리가 작품에 다성성(多聲性)을 부
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인용 장면에서 빅과 에스더, 팀의
서술이 번갈아 이어지지만 이들의 서술은 아무 관계가 없다. 빅은
외모에 대한 고민을, 에스더는 팀의 작품에서 맡게 된 역할과 그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 놓는다. 이때 팀은 물탱크 안에서 울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각각, 하지만 통합된 재구성을 요구한다.
빅

제가 괴물처럼 보이십니까? (...) 아마 이 머리 때문에 그
럴 수 있습니다. 이 머리 때문에 사람들은 절 게이로 생
각하거나 어렵다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
면 게이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래도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에스더

전 팀의 작품에서 에쉬나를 연기했어요. 딸, 학대받는 소
녀죠.

빅

가발을 써야겠습니다.

(사이)
팀

스위치를 끕니다.

(사이)
에스더

그동안 했던 역할 중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요.

팀

전 울고 있습니다. 아기처럼요. 하하! 형편없는 취향이죠.
아기처럼 울부짖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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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남편은 제가 연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죠.

팀

그 젊은 여성이 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
다.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었으면.

Vic

Do I l ook like a m onster? (...) Maybe it’s the hair that
does i t – make s pe ople think I’m queer or hard or
something. Or both! I can’t do any thing else with it.

Esther

I played the part of Eshna in Tim’s play. The
daughter. The abused.

Vic

I should get a wig.

Space
Tim

I swi tch the light out.

Space
Esther

It was the hardest role of my career.

Tim

And I’m crying. Li ke a baby. Ha ha! Poor taste.
Howling like a baby.

Esther

My husband knows how I feel abou t theatre. He said
there was no question I should do i t. Don’t think
about the money, he said.

Tim

I think I wan t the young woman to hear me. Someone
to hear me. (..) (113-14)

팀과 빅, 에스더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시
공간에 위치한다. 과거나 현재를 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인
물은 말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오갈 수 있는데, 이것은 <디 오써>의
내러티브에 복잡성을 더한다. 예를 들어 첫 장면에서 팀은 어떤 여
자를 따라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현재를 서술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뿐더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전후 사정에 대
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물탱크 안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서술할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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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소금물에 누워있습니다. 코르크처럼 몸이 떠 있어

팀

요. 멋집니다. 탱크 안에는 여전히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거기서 한참 가만히 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틀어둔 음악
이 희미해집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하. 조
명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머리
를 숙여 내 발끝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펴서 내 관
뚜껑을 봅니다.
Tim

I lie back in the warm salt soluti on and my body bobs
up li ke a cork. It’s wonderful! The light inside the tank
is still on. I float there in suspension. The music they
have been playing has faded out. I am gripped wi th
panic, ha ha. I don’t yet feel able to switch out the
light. Not that there’s anything to see. I tip my head
forward and l ook down at my toes and the back up to
the roof of my coffin! (111-12)

앞서 인용한 장면과 마찬가지로 팀의 서술도 빅과 에스더에 의해
중단되고 방해된다. 이때부터 <디 오써>의 시공간은 복잡해진다. 위
장면에서 팀은 현재, 물탱크 안에 있지만 빅과 에스더는 다른 공간
과 시간의 축 위에서 각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기 때문이다. 게다
가 팀의 물탱크 장면은 결말 없이 일단락되고, 팀은 어떠한 표지도
없이 다른 시공간에 개입한다. 그는 여러 장면이 지난 후에야 자신
이 극작가임을 밝히고, 빅과 에스더의 과거 회상에 끼어들거나 이들
처럼 “ 파볼과 딸”의 준비 과정을 회고한다. 이런 방식으로 팀은 내
러티브의 시공간을 어그러뜨리며 내러티브에 복잡성을 더한다.
<디 오써>의 말미에 이르기까지 팀의 물탱크 장면은 해결되지 않
은 채 남아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팀이 다시 첫 장면의 시공간으로
돌아갈 때 팀의 물탱크 장면이 재개되고, 그가 물탱크 안에서 자살
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정보 제공을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구성은 관객의 기대와 호기심, 놀라움 등을 유발하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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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웰,  Ⅰ 155) 관객의 적극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 처음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기를 불편

팀

하게 하는 기사들. 하하. 가해자. 그러나 이게 더 낫습니
다. 덜 고전적이죠. 여기 어둠 속에서. 이 따뜻한 소금물
안에서 말입니다. 나는 내 목에 칼날을 밀어 넣습니다. 계
속할까요? 젊은 여성은 메모를 읽겠죠. 그녀가 뭔가 하기
전에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도 아내
는 나를 용서하지 않겠죠.
Tim

(...) At first, I thought that would be the thing to do.
The offending articles. Ha ha. The guilty party. But this
is better. Less classical. Here in the dark. In this warm
salt solu tion. I pre ss the blade in to my neck. Do I
continue? The young woman will read the Post-It note.
She’ll know to call the police before she does anything
else. My wife will not forgive me anyway. (131)

물탱크 장면에서 팀은 자세하게 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 하지
만 팀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사이에 발생한 사건과 각 인물의
서술은 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의 작품에 출연
한 빅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공연이 성공했지만 언론은 배우
들에게만 주목한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잠든 파티장에서 에스더의
아기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일련의 정보들이 팀의 자살을 설명할 단
서가 된다. 다시 말해 팀의 죽음을 둘러싼 인과 관계는 내러티브를
통해 추론되고 완성되도록 비어 있는데, 이는 관객의 적극적인 해석
을 요청하는 전략이다.
팀의 죽음처럼 <디 오써>의 극중극 “파볼과 딸”의 실체도 감추어
져 있다. 팀과 빅, 에스더는 각자의 입장에서 “파볼과 딸”을 준비하
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만을 서술한다. 게다가 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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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술은 순서나 길이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교차하
며 서로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방해한다. 각 인물의 서술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모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인물의 서술은
“파볼과 딸”에 대한 파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가 축적
되고 재구성될 때, 전체 내러티브 퍼즐이 완성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피 주머니를 만든 방법과 이것을 터트려 무대 위에 피를 난사했
다는 팀과 에스더의 진술은 “파볼과 딸”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또한 공연 준비 중 신경 쇠약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극장
내 관객(애드리안)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는 빅은 “파볼과
딸”이 배우들에게 미친 영향을 암시한다.
정리하면 < 디 오써>의 다중 화자 스토리텔링은 관객과 인물, 관
객과 내러티브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 특히 각자의 목
소리를 내는 각 인물의 서술 전략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의 서술
을 재조합하고 통합하면서 <디 오써>의 내러티브 또는 “ 파볼과 딸”
의 전모를 파악하도록 이끈다.
이제까지의 논증을 통해 스토리텔링은 시각보다 청각을 자극하며
관객의 지각 방식을 새롭게 하고 청자로서 관객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사건을 재현하지 않고 서술할 때,
무대가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시공간이 확장될 수 있다.
아울러 재현과 서술 사이의 충돌은 내러티브에 다양한 분화 가능성
을 부여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은 관객의 인지 작업을 요청하
며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한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배우/인물과
관객 사이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은 대안적인 내러티브 전략으로 21
세기 연극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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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말 없는 끝: 허구의 내러티브에서 관객의 이야
기로182)
4.3.1. 관객에게 남기는 질문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관객은 내러티브에 질서를 부여하고 이
야기를 완성하려는 욕구를 지닌다(McConachie, Engaging 169). 이
러한 욕구에 따라 관객은 끊임없이 다음 장면을 예상하면서 전체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유로
내러티브의 결말(Closure)이 지연된다고 해도 관객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애벗 117). 하지만 관객은 내러티브의 끝(ending)에 이르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관객의 질문이 모두 해소될 것을 기대한
다.183) 전통적인 연극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거나 이후 행위에 대한
의문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관객의 욕구를 충실히 만족시
킨다(Pavis, 연극학 사전 32).184)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적 질
서를 충실히 따르는 전통적인 연극에서 결말은 극의 조화로운 세계
나 항구적인 규칙을 보여준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전통적인 연극처럼 시작과 중간, 끝으로 구분
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완결되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내러티브
의 끝에 이르러도 문제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
객의 기대는 부분적으로만 충족되고 남아 있다. 이렇게 내러티브의
182) 각주 34에서 밝힌 것처럼 본고는 내러티브와 이야기를 구분하여 쓴다. 이와
관련하여 살츠David Z. Saltz의 정의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작품의 내러티브
를 인픽션(infiction) 으로, 인픽션으로부터 관객이 추출하고 직조한 이야기를 아웃
픽션(outfiction)으로 구분한다(214). 본고가 사용하는 내러티브는 인픽션에, 스토
리는 아웃픽션에 비견된다고 하겠다.
183) 본고는 결말(closure) 과 끝(ending)을 구분하여 쓴다. 끝은 문자 그대로 내러티
브의 끝, 즉 형식적인 개념이다. 이와 달리 결말은 내러티브 진행 중 발생한 관
객의 기대와 질문들이 모두 해소되는 국면을 의미한다(애벗 113-31 참고).
184) 주지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일정한 크기를 가진 전체적인 행동의
모방”으로 규정하고 시작과 중간, 끝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끝을 “그 자체가 필
연적으로 또는 대개 다른 것 다음에 존재하고, 그것 다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 것
도 존재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정의하며 “아무 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7 장,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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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질서를 따르면서도 극의 완결을 거부하는 것은 동시대 연극의
내러티브 전략 중 하나이며 작품의 마지막 소통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 질서를 따르지 않고 다양한 불확실성을 남
겨 둔 채 끝을 맺음으로써 관객의 기대를 배반하는 내러티브 전략
이 관객과의 소통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아야 겠다.
상술한 것처럼 관객은 문제 해결이 지연될 때, 다음 장면을 예상
하고 결론을 추측한다. 따라서 결말을 끝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관객의 욕구를 끝까지 자극하고 관객과 작품의 소통을 유지한
다. 또 관객의 결론을 요청하는 결말없는 끝은 내러티브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하도록 할 뿐 아니라(McConachie, Engaging 170), 다양
하고 변화 가능한 관객의 이야기를 이끌어 낸다. 작품의 내러티브가
관객의 이야기로 전이되는 것이다. 레만은 관객이 일상을 떠나 드라
마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마와 관객의 일상이 분리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나(Postdramatisches 328),185) 이미 논증한 것
처럼 관객은 허구와 실재를 동시에 지각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드라마 안에서도 관객은 현실과 실재를 함께 감지할 수 있다.
살츠 역시 관객이 허구에 빠져드는 동안 실제 세계가 허구에 종속
되어 사라진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지적한다. 그는 관객이 실제 세계
에 집중하는 만큼 허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관객
은 허구 또는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 실재를 억누를 필요가 없으
며 실제로 이를 억누르지도 않는다(Saltz 206).
아울러 관객은 허구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속한 현실, 실재를 상기할 수 있다. 이것은 드라마의 속성과
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허구일지라도 드라마는 세상에 대한 인간의
185)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관객이 일상의 시간에서 떨어져 나와 ‘꿈시간’으
로 가서 분리된 시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 즉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드라마 연극의 기본 요구이다. Die Forderung, daß der Zuschauer sic h aus
seiner Alltagszeit in einen ausgegrenzten Bereich der ‘Traumzeit’ begibt, seine
Zeitsphärt verläß t, um in eine andere einzutreten, war die Basis des
dramatisc hen Theaters (Postdramatisches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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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포함하며 문화적 가정이나 가치를 토대로 작동한다(Branigan
29-30). 아울러 관객은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내러
티브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 드라마를 이해한다. 다시 말해
허구의 이야기는 실제 세계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관객은 실제 경
험, 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토대로 드라마를 경험하고 판
단하는 것이다.
드라마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 과정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관객에게 결말을 완성할
임무를 남기는 것은 극 전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관객이 속한 현실과 사회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부여한다.
<인형의 집>의 마지막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인형
의 집>은 노라의 독립과 문 닫히는 소리로 끝난다. 노라가 집을 떠
나며 노라와 헬메르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되지만, 이후 노라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녀의 미래에 대한 추측과 상상을 불러일으킨
다.186) 초연 당시 관객들은 < 인형의 집>의 마지막 장면을 다양하게
해석했으며, 노르웨이 내에서 거센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187) 혹

186) 여러 작가들이 독립 후 노라의 삶을 다룬 작품을 집필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채만식의 『 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년 4월부터 11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와 옐리네크Elfriede Jelinek의 『노라가 남편을 떠난 후 일어난
일 또는 사회의 지주Was gesch ah, nac hdem Nora ihren Mann verlassen hatte
oder Stützen der Gesellsc haften』 (1979 )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경제적 자립 없이 집을 나간 노라의 어려움과 이를 둘러싼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양시내 2016 참고).
가장 최근 작품인 네이스Lucas Hnath 『 인형의 집 part 2A doll’s Hous e Part
2』 (2017)은 15년 만에 다시 헬메르 가를 방문한 노라와 가족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특히 네이스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닌 가족 개념을 문제 삼는다(Hilton
74). 이 작품은 토니 어워드(Tony Awards) 작품상, 연출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
상, 의상상 등 8개 부문을 포함해,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Drama Desk
Awards)’, ‘아우터 크리틱 서클 어워즈(Outer Critic’s Circle Awards)’에 노미네이
트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에서도 <인형의 집 part 2>가 2019년 4월 10
일부터 28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 김민정 연출, 서이숙, 우미화, 손
종학, 박호산, 이경미, 전국향 출연.
187) 고쓰는 “모든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노라의 독립선언에 왁자지껄했다. 사람들은
매일 밤 흥분으로 창백해져 토론을 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며 극장
을 떠났다” 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김미혜 3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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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를 여성 해방의 신호로 간주했으나 노라의 독립이 여성의
방종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작품을 비난한 사람도 있다(양시내
128).188) 아내이자 엄마인 노라가 가정을 떠난 것에 대한 토론은
<인형의 집>의 결말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여성 문제에 대한 숙고이기도 하다.
<인형집>도 독립을 선언한 노라가 문을 꽝 닫고 사라지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때 배우/노라는 가발과 옷을 모두 벗어던진, 나신
의 상태이다. 연출 브루어는 벌거벗은 배우/노라가 어둠 속을 달리
는 장면을 삽입하여 아무 것도 없이 집을 떠난 그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장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라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촉발할 것이다. 또한 <인형집>은 원작과 달리 노라가
집을 떠난 뒤 그녀를 찾아 헤매는 헬메르와 무너진 집(세트)에 남아
있는 그들의 딸을 보여준다. 특히 그들의 딸은 칼을 손에 쥐고 목마
를 타면서 앞서 노라와 헬메르가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이
장면은 다소 괴이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무너진 집은 노라가 떠
난 뒤 그녀의 딸이 성장하게 될 환경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러한 장
면은 아이들의 미래를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관객에게 남긴다. 노라
가 돌아오지 않으면 헬메르와 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헬메르는
딸에게 엄마 노라가 집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노라의 아버지
가 그랬던 것처럼 헬메르는 자신의 딸을 노라를 대체할 인형으로
키우게 될까? 아니면 노라의 딸은 그녀와 다른 삶을 살게 될까? 이
렇게 <인형집>에만 삽입된 마지막 장면은 원작의 문제의식을 강조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한다.189) 100여 년 전 노라가 집
을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형의 집에 만족하며
188) 격렬한 논쟁 가운데 입센은 노라가 집을 나가지 않고 머무는 결말로 마지막
장면을 수정한 일도 있었다. 결말이 수정된 공연은 1880 년 2월 6 일 독일 플렌스
부르크에서 초연되었고, 빈, 남아프리카, 스웨덴에서 총 3회 공연된 바 있다( 양시
내 12 8에서 재인용).
189) 노라가 헬메르를 총으로 난사하고 헬메르의 시신이 수족관에 처박히는 오스
터마이어의 <인형의 집- 노라> 마지막 장면은 <인형집>과는 또 다른 질문을 제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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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Gardner n.pag.). <인형집>의 마지
막 장면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만들어 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그 답
을 찾도록 한다. 이 가운데 관객은 사회의 변화, 혹은 정체 등을 실
감하거나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관객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인형집>이 수용되고, 이는 관객의 이야기로 완성
될 것이다.
<황금용>의 마지막에 이르면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청년
과 누이는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어떠한 문
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다른 인물들의 문제도 그것이 드러나기만 했
을 뿐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 청년과 누이의 사
망 이후에도 이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지
속적인 문제를 만들 것이다. 갑작스런 임신으로 갈등하던 소년과 소
녀는 화해할 수 있을까? 좁은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될까? 노
인은 언제쯤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게 될까? 베짱이를 이용하던
개미들은 죽은 베짱이를 대신할 또 다른 베짱이를 구할까? 결말없
이 끝나는 <황금용>은 이와 같은 질문을 남긴다.
특히 장면 43은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고된 비
행을 하는 스튜어디스 에바는 <황금용>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인
물이다. 그녀와 잉가가 황금용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
녀가 중심인물로 등장한 것은 장면 43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스스
로를 멸시하고 남자 친구와 미묘한 갈등을 경험하는 에바는 아래와
같이 다른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를 질문으로 남긴다.
에바

내가 현재 나와는 무언가 아주 다른 사람일 수 있다면.
내가 현재 그래야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
일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
(잠시 사이)
내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스튜어디스가 아니고
바비퍼커의 애인이 아니라면. 바비퍼커가 더 이상 바비퍼
커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 번 서로 바꿔 볼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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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떨까요?

(장면 43, 96-97)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황금용>은 각 인물이 처한 지금의 문제를 드
러낼 뿐이다. 에바만 유일하게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언급한
다. 현재와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은 비단 에바만이 아님에도 그렇다.
앞서 언급한 노인과 소년, 소녀, 배우자가 바람난 남자는 모두 지금
과는 다른 삶을 희망한다. 노인은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고, 소년은
좁은 집에서 소녀와 아이를 건사해야 하는 부담을 벗어버리고 싶다.
남자는 떠난 배우자를 원망한다. 그러나 <황금용>의 여러 인물 중
에바만이 적극적으로 다른 미래를 꿈꾼다. 위와 같은 장면은 에바를
경유하여 그녀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삶도 가정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물론 작품이 이들에 대한 희망적인 결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바람과 달리 에바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그 상
태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관객 개개인의 특성과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유도될 것이다. 하지만 관객이 구성하는 이야기는 <황
금용>의 내러티브, 살츠 식으로 말하자면 인픽션를 벗어나지 않으
며, 공연과 관객이 속한 동시대 담론에 영향 받기 마련이다. 이제까
지 <황금용>은 신자유주의체제 아래 살고 있는 소수민들의 삶을 보
여주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동시대 관객은
그 담론 안에서 각 인물의 미래를 추측하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점
쳐보게 될 것이다. 이때 완성되는 이야기는 <황금용>의 결론이자
관객이 속한 사회에 대한 전망을 포함한다.
<황금용>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잉가는 그녀가 가져갔던 충치
를 강물에 버린다. 이 강은 중국 청년의 시체가 버려진 곳이다(장면
46).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중국 청년에게 이빨을 돌
려 준 셈이다. 김옥란은 이 장면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한다. 김
옥란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잉가와 중국 청년의 만
남을 냉혹한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으로 보기 때문
이다(62). 김옥란과 달리 잉가의 행동이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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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중국 청년은 사망
했고, 잉가의 행동은 그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 중국 청년
의 죽음 역시 사회에 아무런 파장도 미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체제
는 앞으로도 지배적인 힘을 지닐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고국을 떠
난 불법이민자들은 중국 청년처럼 아무도 모르게 죽고 버려질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결론이 가능한 이유는 잉가의 행동이 서술
되고 재현될 뿐, 그녀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동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금용>은 결론이나 판단도 제공하지 않지만 잉가의 마
지막 대사로 관객의 판단을 요청한다.
남자

(...) 그녀는 다리 위에서 마치 버찌씨처럼 이빨을 뱉어버
립니다, 나는 강물에다 이빨을 뱉어 버립니다. (잠시 사
이) 이빨은 잠시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다리 밑의 어둠이 삼켜 버리고 여인은 그게 물에 빠지는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물 위
에 파문도 일지 않습니다. 강바닥에 이빨이 있다는 것은
금발 여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요. 결코 거기 있었던 적
이 없다는 듯이 이빨은 사라졌습니다. (잠시 사이. 그는
이빨을 입에 물었다가 내뱉는다. 이빨은 어둠 속에서 사
라진다.) (장면 48, 115-16)

잉가는 자신 외에 아무도 이 강바닥에 이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모든 사건을 지켜 본 관객
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관객은 식당 직원들이 중국 청년의 시신을
몰래 버리는 것, 중국 청년의 시신이 버려진 바로 그곳에 잉가가 이
빨을 버린 것도 목격했다. 더욱이 이빨 주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
는 잉가와 달리 관객은 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관객은 일련의
사건을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르게 불법 이민자의 시신이 버려지는 상황은 얼마든지 반
복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 또는 증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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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잉가의 마지막 대
사, <황금용>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한 가능성을 드러내며 관객의
관심과 판단을 요청한다.
<디 오써>는 죄책감을 느낀 작가의 자살로 종결된다. 중국 청년
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죽음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다. 더욱이 팀의 자살은 그가 벌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회
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빅과 에스더, 애드리안의 문제 역
시 그대로 남아 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빅은 작품을 준비하며 폭
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삶은 달라졌다. 빅은 공연 중 관객
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빅은 이후에도 계속 연기할 수 있을
까? 그의 트라우마는 사라질까? 같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우울과 불
면을 얻은 에스더는 공연 후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그렇다면 그녀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배우에게 폭행당한 애드리안은 앞으
로도 ‘로얄코트’ 극장의 폭력적인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여전히 애
드리안은 이런 연극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디 오써>가 해결하
지 않고 남겨 둔 문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남긴다.
뿐만 아니라 <디 오써>의 특유한 마지막 장면은 이야기를 완성해
야 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한다. 4.3.2 에서 살펴 본 것처럼 <디 오
써>는 각 인물의 개별적인 서술로 진행된다. 팀의 자살 장면이 진행
될 때, 배우/에스더는 “파볼과 딸” 을 회상한다. 그녀는 공연 도중
극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에 남아 준 관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회상하며 아래와 같이 커튼콜의
한 순간을 재현한다.
에스더

우리가 어딘가 도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에 도착했어요. 연극과 함께 말이죠. 커튼콜 때 관객들의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젖은 얼굴을 보는 날들이
었어요. 빅과 나는 관객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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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들이 모든 것을 견뎌준 것에 대한 감사죠. 극장 밖
으로 나가지도 않고! 만약 우리였다면 극장 밖으로 나갔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관객에게 박수를 보
냈습니다.
(에스더가 박수치기 시작한다.)
(음악이 점점 커진다.)
빅

나쁜 놈. 멍청한 새끼

(에스더는 계속 박수친다. 애드리안도 함께 박수친다.)
빅

멍청한 새끼, 비열한 놈

(빅은 일어나 객석을 떠난다.)
(음악 끝)
(침묵)
Esther

It mean s we’re getting somewhere. It means we got
somewhere. With the play. There were nights during
the run when I would look out at the audience on the
curtain call and see a sea of wet faces. There were
nights when Vic and I would clap the audience. Out of
gratitude. Gratitude that they’d pu t up with it all. That
they hadn’t walked ou t! I think if it had been us, we
would have walked out. So we would clap them.

Esther starts to clap.
The song plays louder and louder.
Vic

Cunt. Cunt.

Esther con tinues to clap. Adrian join s in the clapping.
Vic

Cunt, Cunt.

Vic gets up and leaves the auditorium.
The music ends.
Silence.

(128-29)

배우 에스더와 관객 애드리안이 박수를 주고받는 장면은 “파볼과
딸”의 커튼콜이지만 배우/에스더는 실제 관객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관객을 향한 그녀의 박수는 관객의 존재를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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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부각시키고 실제 관객을 “ 파볼과 딸”의 관객에 겹쳐 둔다. 불쾌
한 이야기를 듣고 끔찍한 폭력을 상상해야 함에도 모든 것을 견딘
<디 오써> 의 관객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준 “파볼과 딸”의 관객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배우/ 에스더는 자신이라면 공연 중 극장을 떠
났을 거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 공연 초반 극장을 떠난 관객
들을 상기시키며 끝까지 자리를 지킨 관객들에게 그들의 선택에 대
한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관객은 왜 극장을
떠나지 않았는가? 특히 < 디 오써>에서 불쾌함을 느낀 경우, 관객이
그것을 견디고 자리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혹여 관객이 본 작품
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에스더의 대사는 극장
을 떠나고 싶었던 다른 관객의 존재, 다른 관객의 선택에 대해 관심
갖게 만든다. <디 오써>의 다른 장면, 특히 관객에게 질문하는 대사
처럼 커튼콜 장면도 실제 관객의 존재와 관객의 다양한 반응을 상
기시키며 관객의 위치와 선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커튼콜 장면에 이어지는 팀의 마지막 서술은 보다 강력하게 관객
의 결말을 요청한다. 4.3.2에서 분석한 것처럼 팀의 마지막 서술 장
면에 이르기까지 관객은 <디 오써> 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장면에 와서야 첫 번째 서술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자살
동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은 앞선 장면들을 토대
로 그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팀
이 자신의 죽음을 “ 글쓰기가 작가를 떠난다The writing is leaving
the writer (131)”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글쓰기를 떠나는 것
이 아니라

글쓰기가 작가를 떠난다. 그의

대사는 바르트Rolan

Barthes의 “저자의 죽음”을 즉각적으로 상기시키며,190) <디 오써>가
관객에게 결말을 남겨 두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작가의 죽음은
190) 바르트는 텍스트가 “ 하나의 유일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글
쓰기들이 서로 결합하며 반박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이라고 규정하며 “저자의 죽
음”을 선언한다. 작가는 그 근원적이고 심오한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전의 글쓰기들을 뒤섞거나 대립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쓰기
는 다양한 복수태이다. 하지만 텍스트는 독자에 이르러 그 다양성이 집결되고 독
자의 글쓰기가 이루어진다(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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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자, 즉 관객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새로운 작가가 된
관객은 < 디 오써>의 이야기를 완성해야 한다(바르트 35 참고).
<디 오써>는 실제 공연의 커튼콜을 생략함으로써 관객의 글쓰기
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일반적인 공연의 경우 공연 후 커튼콜이
이어진다. 이때 공연이 끝났다는 사실이 명백히 선언된다. 배우는
허구의 인물에서 빠져나와 배우 자신으로 관객과 만난다. 공연이 특
별한 방식으로 관객을 포섭했다면 커튼콜에서 관객 역시 그 역할에
서 빠져나와 관객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디 오써>의 배우/인
물들은 퇴장 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 위반을 미리 알
수 없는 관객은 일반적인 연극 관습에 따라 배우들이 등장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배우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파악한 후에야 관객은 극장을 떠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스
스로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까지 관객은 “파볼과 딸” 의 관객에 겹쳐
졌던, 혹은 <디 오써>가 요청한 관객의 정체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
보텀은 실제 공연에서 배우들이 모두 퇴장한 후 극장에 남겨진 침
묵에 주목하며 관객의 침묵을 작품에 대한 특별한 증언으로 해석한
다. 또한 그는 극장에 남겨진 관객들이 침묵 중에 그들이 “함께” 임
을 상기하게 될 것이라고 서술한다(461-62). 보텀의 해석처럼 관객
이 ‘함께’ 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공연에 포섭된 상태로 (결코 오지
않는) 공연의 끝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관객이 극장을 떠나기 위해
서는 스스로 공연의 끝을 선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객은 지금-여
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반추하고 배우/인물들의 퇴장이 <디 오써>의
마지막 장면임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관객의 글쓰기가 이
루어진다.
관객의 글쓰기를 독려하기 위해 크라우치는 마지막 장면에서 배
우/애드리안과 관객의 토론을 계획한 바 있다. 이 토론 장면은 관객
이 <디 오써>의 내러티브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극장을
떠나도록 도와주는 데 그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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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이 극장을 떠날 수 있도록 - 그 순간에 적절하다고 느껴지
는 방식으로 – 그들은[애드리안과 관객] 남은 것을 함께 다룰 것
이다.
Together they[Adrian and the audience] will deal with what’s
left – in whatever way is felt appropriate in that momen t –
enabling the audience to leave the theatre.
(The Author(2009), 61)191)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 오써>는 공연이 끝났음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별도의 커튼콜도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객들은 일반적인
공연 관습에 따라 배우들이 다시 등장하기를 기다린다. 따라서 배우
/애드리안과 관객의 토론은 관객이 공연의 끝을 기다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장면으로 공연의 끝을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연에서 이 장면은 실행되지 않았다. 크라우치
는 <디 오써>가 촉발한 문제와 의문이 지속적으로 관객에게 공명하
기를 기대하며 토론 장면을 삭제했다. 크라우치는 관객이 분명한 결
론을 내고 <디 오써>의 세계와 극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문제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이후 관객이 폭력적인 상황
을 맞닥뜨리는 순간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상기하도록 바란 것이다
(“Response” 417). 이와 같은 크라우치의 판단과 결정은 적절해 보
인다.
아울러 배우/애드리안과 관객의 토론이 관객에게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설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디 오
써>의 배우/애드리안은 관객 역을 수행했지만 관객들은 그가 배우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관객은 배우/애드리안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또는 관객의 입장에서 함께 대화하거나 토
론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관객이 배우/애드리안에
191) 본고가 인용한 <디 오써>는 2012년 출판된 개정본이다. 이 장면은 2009년 초
판본에만 실려 있고, 실제 공연에서 실행되지 않았다. 이 장면만 2009년 초판
대본을 인용하기에 앞의 인용 장면과 달리 출판년을 별도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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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문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답을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크라우치는 토론 장면을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위험들을 제
거하고 <디 오써>의 남은 문제가 관객의 몫이라는 사실이 보다 또
렷이 한 것이다.
공연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결말을 제시하여 관객이 결말
을 완성하도록 유도했으나 공연 후 예술가의 의도를 설명한다면 관
객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열린 결말을 제시
하는 경우 공연 후 이어지는 예술가와 관객의 대화도 작품의 의미
를 설명하거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상황, 또는 의
문 자체를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얀 토끼>의 마지막 장면과
공연 후 이어진 배우-관객의 대화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하얀
토끼> 마지막 장면은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긴장감을 야기하며 여
러 질문을 남긴다.
<하얀 토끼> 마지막 장면에서 배우는 무대 위에 놓인 두 잔의 물
중 하나를 선택해 마셔야 한다. 한 잔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
가 섞여 있는데, 대본에 따르면 이 가루는 독약이며, 독약이 섞인
물을 마신다면 배우는 죽을 수도 있다. 이 장면이 진행될 때 관객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배우는 관객의 판단을 믿거나 혹은 스스로 하나를 선택하여
마신 뒤 대본이 요구한 대로 무대에 잠시 누워있어야 한다. 배우가
누워있는 동안 남은 대본을 읽도록 선발된 관객은 배우 대신 공연
이 끝났음을 알리고 관객에게 극장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말한다.
물론 관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배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작가 술리만푸어를 대변하는 듯한 텍스트의 목소
리는 공연 내내 허구와 실재를 교묘히 뒤섞으며 배우와 관객 모두
를 혼란스럽게 하고 배우가 실제로 죽는다고 해도 작가 자신은 아
무런 책임이 없음을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이 상황이 실제일수도 있
다는 긴장감을 불어 넣는다.
2017 년 9월 22일 공연에서 관객들은 서로 다르게 왼쪽, 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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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두 잔 모두 버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잠
시 지연되었지만 배우(하성광)는 대본이 지시한 대로 한 잔의 물을
선택하여 마셨고 무대 위에 누워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장면이 공연의 마지막 장면이며 관객들은 이제
극장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자리에 남아 배우가
일어서기를 기다렸다. 관객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
지만 관객이 극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관객은 독약이 섞여 있을지도 모를 물을 마신 배우의 생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안정된 결말을 얻고 싶은 욕구를 지닌다. 다른 한
편 일반적인 공연 관습에 따라 관객은 배우의 인사, 즉 커튼콜을 기
다리게 된다.
한참 누워있던 배우가 일어나서 관객에게 “왜 [극장을] 나가지 않
았냐”고 물었으나 관객은 웃음으로 화답했고 이어 배우-관객의 대화
가 진행되었다. 매 공연마다 관객과의 대화는 다르게 진행되었으나
핵심 주제는 독약이 섞인 물을 마셔야 하는 배우와 이 장면을 지켜
보는 관객에 대한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9월 22일 공연에서 한
관객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다. 이 발언은 다시 이 상
황을 대면한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우는 “인생이 한 번 뿐인 것처
럼 공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본 공연이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남긴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할 몫인 것 같다고 답했다. 크라우치가
토론 장면을 삭제한 것처럼 <하얀 토끼> 의 배우도 배우와 관객이
명확한, 또는 불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지금-여기서 획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묻고 답해야 할
필요를 말하고 있다. 상술했듯이 <하얀 토끼>의 배우는 작가의 의
도를 충분히 탐색하거나 내면화할 시간 없이 무대에 선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배우는 관객이 알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 덕분에 배우-관객의 대화는 남겨진 의문에 대해 예술가의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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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을 상기
하고 공연 후 각자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
가 된 것이다.192)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마지막 장
면은 관객의 다시 쓰기를 요청한다. 남겨진 의문은 관객의 상상과
개입, 나아가 결말을 이끌어 내고 이 가운데 작품의 의미를 다시 생
각해 보도록 한다(McConachie, Engaging 170). 이 과정에서 관객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 동시대 담론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객의
판단도 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동을 가능케 하는 마지
막 장면은 관객이 대면한, 혹은 대면할 문제를 드러내며 관객의 숙
고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가운데 작품의 내러티브는 관객의 이야기
가 될 수 있다.

4.3.2. 관객의 결말을 이끄는 관객 재소환
앞서 살펴 본 <인형집>, <황금용>, <디 오써>가 관객의 결말을
암묵적으로 요청한다면, <말볼리오>와 <파워>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을 다시 한 번 소환하면서 내러티브의 완성이 관객의 몫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를테면 <말볼리오>의 마지막 장면은 관객에게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4.1.1에서 살펴 본 것처럼 <말볼리오>는
때로는 <십이야>를 보완하고 때로는 < 십이야>와 경합하며 두 작품

192) 앞서 밝힌 것처럼 <하얀 토끼>는 공연마다 다른 배우가 출연하기 때문에 마
지막 장면과 관객과의 대화는 각기 다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2017년 9월 24일
낮 공연 마지막 장면의 경우 배우는 과감하게 물 잔을 선택했으나 내용물을 전
혀 마시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우의 선택은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배우
는 작품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죽음을 경고하는 대본의 내용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불쾌함인지 혹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으나 대본대로 실행하지 않겠다는 배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
후 이어진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배우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주최측은 공
연 후 배우와 관객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배우는 “자신은 작품을
쓴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작가 없이 우리끼리 나눌 말이 없다” 고 말하고 바로
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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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러티브를 이중으로 보도록 하며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유도한
다. 특히 <말볼리오> 의 마지막 장면과 <십이야>의 마지막 장면이
아래와 같이 겹쳐질 때 각 작품의 결말에 대한 의문이 생성되고 이
는 관객의 재고를 요청한다. 배우/말볼리오는 < 십이야>에서 자신이
“가장 악명 높고 천박한 사람이며 얼간이” 로 묘사되었다고 한탄하
며 호소한다(“the most notorious geck and gull”; 33).
말볼리오

나는 부당하게 취급됐습니다. 추하게 다뤄 진겁니다. 그리
고 세상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올리비아의 삼촌, 토비 벨치는 가벼운 질책만 당했어요.
그리고 광대는 내가 자초한 일을 일러바쳤어요 그는 시간
이 돌고 돌아 앙갚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뭐
때문에

복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

대는 바보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모두 박수치는 겁
니다. 왜냐면... 이게... 끝이니까요.
(말볼리오는 관객들에게 박수치도록 유도하고, 인사한다.)
And I have been wronged. Notoriou sly wronged. And
the world shall know i t. And then Olivia’s uncle, Toby
Belch, i s given what I would consider a very mild
telling off. And the fool accuses me of bring it upon
myself. The whirligig of time brings in its revenges he says - although what he has to be revenged for I
have no idea. And then the fool sings a stupid song,
and every one claps because ... it i s ... the end.
Malvolio ge ts the audience to clap. He takes a bow. (33-34)

위와 같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공한다. 관객은 그의 호소를 수용하여 <십이야>에서 그
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자살 시도를 돕거나 죽음의 순간 환호하던 관객들의 태도
가 다시 한 번 문제가 된다. 이와 달리 관객이 배우/ 말볼리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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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십이야>와 < 말볼리오>의 경합이 계속된
다. 이 경우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어떤 경
우든 <말볼리오>는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검토하고 수정
하거나 재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작품의 의미를 탐색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남겨둔 채 배우/말볼리오는 공연의 끝을 선언한다.
그리고 마치 커튼콜처럼 관객의 박수를 유도하고 관객에게 인사한
다. 하지만 이것이 <말볼리오>의 진짜 마지막 장면은 아니다. 인사
를 마친 배우/말볼리오는 공연 내내 다짐했던 복수에 대해 다시 언
급하며 이제부터 복수가 시작될 것임을 경고한다. 하지만 그는 복수
의 방법도 미리 밝힌다. 그는 관객을 극장에 앉혀둘 것이고 관객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보처럼 극장에 앉아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복수 방법과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의 설명이 관객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
전까지 배우/말볼리오는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에 대해 불
평하며 반복하여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는 복수의 내
용과 방법을 감추어 두었다. 마지막 장면에 와서 그는 자신의 수를
모두 밝힌다. 그런데 그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 또 관객을 극
장에 남겨두는 것이 어떻게 말볼리오의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다.
이제 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준비됐죠? 자. 저는 당신들을 여기
앉혀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조명이 켜질 겁니다. 엉덩이가 좀 아플 거예요.
나가는 길을 알려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먼지가 가라앉길
기다리는 거죠.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같이 온 사람에
게 기대면서 바보 같은 기분을 느낄 겁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시
작하겠죠. 멍청하다고 느끼면서요. 약간 기분 나쁠 겁니다. 여기서
왜 시간을 낭비했는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약간 당한 느낌일 거예요. 뭔가 놓
친 기분이겠죠. 애당초 왜 여기 왔을까 궁금해지죠. 다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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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오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겁니다.
그냥 관객처럼 말입니다. 극장에서요. 연극이 끝날 때.
지금.
이제 전 제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 전에, 당신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가 퇴장한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끝)
And now for my revenge. Are you ready? Here it is. I will
leave you sitting here. Si tting here with nothing to d o. Sitting
here. With the light on. With the blood in your backsides.
Waiting for someone to show you out. Waiting for the dust to
settle. Feeling a little foolish. Turning to y our companion and
feeling a little foolish. Starting to tal k a little with your
companions. Feeling a li ttle stupid. A li ttle dirty. A little guilty
that you’ve squandered your time here. And now i t’s over and
you’re feeling a little soiled, a little at a loss. Wondering why
you came here in the first place. Making a private vow to
yourselves never to attend events li ke this ever again.
Just like an audience. In a theatre. At the end of a play.
Now.
Let me enjoy my private.
This theatre is closed.
But before that, I just want to fetch something to sh ow you.
He exits.
He does not re turn.
End.

(34)

실제로 배우/말볼리오는 관객을 극장에 남겨두는 데 성공한다. 그는
연극이 끝났지만 그 전에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
하며 퇴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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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은 “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그가 무
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마지막 퇴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들고 다
시 나올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아울러 이전 장면에서도 배우/말볼
리오가 무대 밖으로 퇴장했다가 밧줄을 들고 다시 나왔기 때문에
관객은 유사한 장면의 반복을 예상하고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된다.193) 배우/말볼리오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그의 말대
로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장면에서 관객이 배우/말볼리오의 수를 알아채고 그가 돌아오
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고 해도 커튼콜마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공연 후 이어지는
커튼콜은 일반적인 공연 관습이다. 관객은 이러한 관습에 기대어 공
연을 관람하고 관습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배
우가 돌아와 관객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박수를 교환하기 전에 서
둘러 극장을 떠나는 것은 오히려 공연 예절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
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객은 자연스럽게 배우가 등장하여
관객에게 인사하면서 <말볼리오>의 끝을 선언하기를 기다리게 된
다.
그러나 <말볼리오>는 별도의 커튼콜 없이 위 장면 그대로 종료된
다. 관객은 배우/말볼리오의 말처럼 공연의 끝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군가 공연이 끝났음을 확인해주기 전까지 자리에 남겨진다. 관객
이 배우/말볼리오가 돌아오기를, 또는 커튼콜이 이어지기를 기다리
193)

자. 지금 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모두,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남겨둔 이 상태로 있기를 바랍니다.
(말볼리오가 퇴장한다. 말볼리오는 사실 그가 나가있는 동안 관객이 무대를 쓸고
의상을 바꾸는 등 변화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이
그는 고리가 있는 밧줄을 끌면서 다시 들어온다.)
Now. I’m going to go out. And when I come back in I expec t
everyone and everything to be exactly where I left it.
Malvolio exits. There is a hint that MALVOLIO h as really encountered the
audience to swap places, change clothing, etc. While he is out.
Pause.
He re-enters dragging a long rope with a noose at th e end of i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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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말볼리오의 말은 실현되고 관객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검
증하게 만든다. 스스로 “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리에게 일어나 극장
을 떠날 것인지 결정” 하려면 관객은 마지막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
아야 한다(“decide when and how to get up and leave the
theatre”; Purcell 6). 이 가운데 관객은 배우/말볼리오가 관객을 극
장에 남겨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또 어떻게 그의 복수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말볼리오의 말처럼 연극을 보러 오는
것은 시간낭비인가? 그의 말처럼 기분 나쁘거나 당황스러운가? 죄
책감을 느끼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는 동안 <말볼리오>
의 내러티브는 관객에게서 완결될 것이다. 관객은 그의 복수가 실현
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그의 말에 반박하면서 말볼리오의 존재를 다
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맥카나키가 지적한 것처럼 일반 관객은 내러
티브의 의미 조각을 모두 모아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관객은 강
렬한 정서적 경험이나 내러티브의 중요 사건만 기억할 가능성이 크
다(McConachie, Engaging 170). 하지만 <말볼리오>는 해결되지 않
은 질문을 제기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말볼리오>의 내러티브를 다
시 생각해보게 하고 이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말볼리오의 복수는 내러티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이것
이 관객에게 실행되고 관객에게 질문을 남기면서 <말볼리오>의 내
러티브가 관객의 이야기로 확산되는 것이다.
<파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날 뿐 아니라 <말볼리
오>와 마찬가지로 내러티브의 문제를 관객의 것으로 전이시킨다. 먼
저 비르크의 편지 주인 찾기를 언급해야겠다. 상술한 것처럼 비르크
는 각 장면의 결정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중단시킨다. 용이 말하려고
한 예술의 의미(1장), 마르셀이 밝히려던 인간의 영구적인 숙제와 그
해답(2장), 3장의 주인공이 발견한 삶의 의미는 밝혀지지 않고 그대
로 사라진다. 비르크의 여정도 성과 없이 끝난다.
비르크

(편지를 내려놓으며) 이게 다 편지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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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

웬 편지?

비르크

이 편지가 오늘 아침 제 책상에 놓여 있었거든요?

남작

아니, 이걸 가지고 다녀요?

비르크

아, 예. 이게 보낸 사람도 안 적혀 있고, 받는 사람도 안
적혀 있어요.

남작

아니, 그러면 이걸 뜯어보면 되잖아요.

비르크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겉면에 어떤 상황에
서든 반드시 필요할 때만 열어 보라고 써 있어요.

남작

좋아요. 비르크, 그럼 이 편지를 저쪽 벽난로 선반 위에
가져다 놔요.

(비르크가 편지를 선반 위에 두고 퇴장한다.)
(에필로그, 1:51:55-1:53:20)

비르크는 편지 주인도 찾지 못하고 자신의 하루가 엉망이 된 것에
분노하지만 편지를 그대로 벽난로 위에 두고 퇴장한다.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파워>를 관통한 유일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되는 것이다. 3장에서 노숙자는 편지에 답이 쓰여 있다고 했지
만 비르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열어 보라”는
편지 봉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편지를 절대 개봉하지 않는다.
때문에 관객은 편지의 의미와 정체를 끝까지 알 수 없다. 이 밖에도
<파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무수히 많다. 2장 마지막 장면
에서 등장한 테러범들이 위층과 아래층 직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
는데, 그들의 정체나 행동의 이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3장
의 주인공은 엠을 폭행한 것인지, 폭행했다고 상상한 것인지 분명하
지 않고 그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엠의 파티에서 사장님 등 사람
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철
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던 노숙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밖에도 많
은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지기 때문에 <파워>의 내러
티브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해석될 수 있다. 4.2.2에서 분석한 것처
럼 <파워>의 각 삽화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의미 역시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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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이러한 구성 역시 관객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열린 가능성은 관객의 이해나 판단을 불가능한
것으로 환원해버릴 수 있다. 계속해서 서로 빗겨갈 뿐 하나의 의미
에 정박하지 않는 다양한 요소들은 이해불가능하다거나 무의미하다
는 느낌을 생성한다. 배우/비르크가 호소한 것처럼 관객 역시 <파
워>를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파워>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아래 인용 장면
에서 배우/남작 부인은 비르크를 “관객 중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관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
다. 이러한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 이런 일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배우/남작의 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말은
배우/비르크뿐 아니라 객석에 앉아 있는 실제 관객을 향한 말이기
도 하다.
비르크

죄송합니다. 저, 제가 웬만하면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는
데,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저 빨리 가보겠습니다.

부인

너 가기만 해!

남작

가지마!

남작 부인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꼭 필요해요! 당신은 저 사람들
중 한 명인 관객이니까!

비르크

아아악! 그만! 그만! 그만! 이제 지겨워요. 아무 것도 모
르겠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모든 게 일어났는지 모르
겠어요. 전, 절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전 그
냥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일하고 싶었다고요! 얼른 집
에 가서 해피한테 밥 주고 수리업자 만나서 문도 열어주
고 싶었다고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이런 일을, 저는 관
심도 없고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남작

아들아! 이런 일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남작부인

맞아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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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르크

예! 하지만 무슨 이유든 간에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한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에필로그, 1:50:14-1:51:35)

<파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관객을 내러티브로 포섭하
며 관객의 역할을 상기시킨다. 2장과 3장 사이에 삽입된 극중 작가
장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작가는 관객에게 새로운 세
상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하면서 희망이 없는 끔찍한 시대를 열거한
다. 마지막에 이르면 배우/작가는 끔찍한 시대가 곧 ‘ 우리’의 시대임
을 선언하고 관객에게 그들의 종말을 고한다. 그러면서 배우/작가는
세상 종말이 관객의 문제이며 관객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작가

전 이쯤에서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역
할은 여기까지거든요. 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에 직면한다 해도, 평소 생
각하고 느끼고 생활하던 방식에 변화가 생겨서 머리가 터
질 것 같다 해도, 저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은 여러분 홀로 가셔야 하니
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오랜 시간 노력해 왔고
요.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나타날 거예요. 자유의 깃털처
럼. 지금 여러분은 최고의 관객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
는 여러분이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말을
요! (에필로그, 1:03:40-1:04:53)

이런 식으로 배우/작가는 <파워>의 내러티브를 관객의 문제로 옮겨
놓는다. 세계와 관객의 종말을 고한 배우/작가의 말에 동의하든 동
의하지 않든 배우/작가는 관객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면서 관객이
이 문제에 직면하도록 이끈다. 특히 <파워>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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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우/작가는 동시대 관객에게 익숙한 고유 명사들을 세계 종말
의 원인으로 나열하는데, 이는 관객이 속한 현실을 환기하면서도 관
객을 혼란스럽게 한다. 탐욕이나 이윤의 극대화가 세계 종말을 부추
겼다는 배우/ 작가의 말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지만, 예수 그리스
도나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이 세계 종말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 이렇게 배우/작가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함께 언급하면서 낯선 감각을 부여한
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종말의 책임을 관객에게 묻는다.
작가

안녕, 잘 가, 고마웠다. 친구야. 이 어둡고 거대한 우주에
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 푸른 색 작은
곳. 그 동안 너하고 보낸 시간, 즐거웠어! 하지만 이제
‘고마워’라고 할 때가 된 거 같아. 고마웠다! 그리고 잘
가! 우리 다같이! 10, 9, 8, 7, 6, 5, 4, 3, 2, 1. 잘ㅤ 가! ㅤ
세계 종말이 오게 도와 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롯데, 네슬레, 페라리, 세계은행, 탐욕, 오
토바이, 예수 그리스도, 이윤의 극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느 한 분도 기분 상하시
면 안 됩니다. 우린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1:55:28– 1:57:14)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거나 관객을 가르치려는 태도
를 보이지 않는다. 익숙한 고유 명사를 열거하고 있는 데도 그의 말
은 모호하며 그는 관객을 종말의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관객에게 기
분 상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작가는 낯설고 불안
정한 상태를 생성하며 <파워>를 마무리한다. 그의 태도는 실제 관
객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연극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이
와 같은 < 파워>의 마지막 장면은 내러티브와 관객의 협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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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허구, 연극일 뿐이기 때문에 관
객은 세계 종말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파워>는 허구의 연극이지만 배우/작가의 경고는 현실적인 것으로,
실제 관객에게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파워>는 해석
의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 즉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관객의 삶 안에서 재고하도록 유도한다.
남겨진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희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객을 다시 한 번 호명하면서 관객에게 질문을 남김으로써
<파워>는 내러티브의 완성 뿐 아니라 작품의 문제의식 역시 관객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다. 관객이 자본주의의 허상, 신자유주의의 폐
해, 그 안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등을 사유할 수 있
다면, 관객이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면, 변화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파워>로
관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겠다는 극중 작가의 말도 실현될 것이다.
결말을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관객의 욕구를 자극하
고 관객의 주의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문제의 상
태만 드러내거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둠으로써 관
객의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대 다양한 문제들을 다
룸에 있어 획일적인 결론이나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는 관객의 찬성,
또는 반대와 같이 하나의 반응만을 얻을 수 있다. <파워>나 <황금
용>이 신자유주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관객에게 작품의 문제의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경우,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객만의 이해
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둘 때 관객이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고 관객의 비판적 사유도 이
끌어 낼 수 있다. 관객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토대로, 작품의 의
미를 해석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러
티브의 완성을 관객에게 남겨둠으로써 작품과 관객의 삶을 긴밀하
게 연결할 수 있다(애벗 378-379 참고). 이러한 마지막 장면 역시
허구의 내러티브를 관객의 이야기로 확산하는 소통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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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무대와 객석이 공동 현존하는 연극 고유의 특성에 주목하
여 ‘소통’ 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각 작품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각 작품의 소통 전략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
다. 공연 시작 직전부터 일정 시간 동안 배우/ 인물과 관객, 작품과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규약이 마련된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
를 흐림으로써 관객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거나 서술자와 관객
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면서 관객의 태도와 시점을 초점화할 수
있다. 또한 고전을 원본 텍스트로 삼는 메타드라마의 경우, 관객의
선지식이나 이전 경험을 활성화하면서도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관객에게 특별한 지각 방식이나 관람
태도, 나아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른 소통 전략
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나아가 작품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다.
레만과 피셔-리히테는 20세기 이후 다양한 실험적 연극, 특히
1960년대 이후 연극과 퍼포먼스 분석에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관객을 공연의 공동 생산자로 규정하며 수행적 미학을 이론
화하였다. 이들 논의가 현대 연극 이론에 기여한 바는 분명하다. 그
러나 수행적 미학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텍
스트를 상연하는 공연은 그 자체로 수행적이며 공동 현존하는 관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수행적인 것을 논함에 있어 레만과 피
셔-리히테가 취하는 재현과 현존, 허구와 실재, 의미와 감각의 이분
법적 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 하에 3장에서는 인지 이론을 토대로 연극의
몸과 언어, 참여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의미가 감각 뒤로 사
라지지 않으며 의미가 강조될 때 감각적 경험이 불가능한 것도 아
니라고 판단한다. 배우의 현존이 강조될 때에도 그의 현존은 재현과
짝을 이루며, 관객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이를 이중적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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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경화된 신체 또는 몸의 물질성은 감각적 에너지를 환기할 뿐
아니라 신체화된 의미를 생성한다. 거울 뉴런 이론은 이를 과학적으
로 증명한다.
아울러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은 연극 언어를 가장 격하시켰으
나 언어가 고정된 의미만을 전달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만을 전달한
다는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운동성을 지닌 언어는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가능케 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상
상하게 하며 신체화된 이해를 이끌어 낸다. 또한 언어로부터 언어와
연극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장의 마지막 절
에서는 텍스트 차원에서 관객 참여를 의도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이
고 실천적인 공동 주체로서의 관객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논
증하였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본고는 관객이 재현과 현존, 허구와 실재를 동
시에 지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러티브 분석에도 이러한 시각을
적용하였다. 레만과 피셔-리히테의 주장과 달리 드라마는 관객에게
고정된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적 질
서에서 벗어난 21세기 현대 연극은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취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내
도록 이끈다. 브레히트의 서사극보다 파편화된 삽화 구성, 연극의
재현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스토리텔링은 21세기 연극에서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내러티브 전략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중보기를 유
도하며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거나 연극에 대한 성
찰을 견인하는 메타드라마 전략 역시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러티브 전략은 관객의 능동적 인지 작업을 조직하는 방식과 관련
된 것이다. 아울러 사회 문제, 윤리적 문제를 드라마에 포함함으로
써 이러한 문제와 현실에 대한 관객의 사유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는 마지막 장면에서 허구의 내러
티브가 관객의 이야기로 전이될 수 있다. 이것이 본고가 주목한 공
연의 마지막 소통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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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2000년대 이후 현대 연극의 소통 전
략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논증하였다. 혹자는 다수의 실험적 특성을
포함한 본고의 분석 대상을 동시대 연극으로 규정하고, 포스트드라
마 연극과 변별하고자 한 본고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이다. 레만의 분석은 “재현이 아닌 현존”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자
신이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재현보다 현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재현과 현존을 모두 포함하는 본고의 분석 대상이 포스트드라마 연
극과의 ‘연속’ 선 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레
만이 서사극과 부조리극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텍스트를 버려두고자
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실험적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드라마, 또는 의미 전달에
복무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텍스트를 재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
의 분석 대상을 포스트드라마 연극과 변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작품을 포스트드라마 연극으로 규정할 경우 작품의 재현 방식, 드라
마 전략을 버려두거나 소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작품
의 특성을 모두 밝힐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기존 연극 전통에 현대 연극을 포함한다면 신체를 단순한 기호로
읽거나 몸이 환기하는 감각의 의미를 분석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밝힌 것처럼 현대 연극에서 포착되는 내러티브 전략은 오랜 아리스
토텔레스적 질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2000년 대 이후 현대 연극
을 분석할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연극,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특성을 인식하면서
개별 작품을 분석한 본고의 논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과는 또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는 21세기 연극의 이행 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에 대한 비판적 인
식은 역설적으로 포스트드라마 연극 개념을 명료히 하고 이것이 실
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 이론과
실천이 남긴 궤적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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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관객의 반응과 참여 양상을 논의에 포함하고 인지
이론을 근거로 이를 논증함으로써 본고는 연극 연구에 확장된 시각
을 제시하였다. 뇌과학을 비롯한 인지 과학 이론은 연극의 작동 방
식, 관객의 수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
한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작품의 작동 방식과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논증할 수 있으며, 이는 작품 창작에도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
재 미국을 중심으로 축적되고 있는 인지적 연극 이론에 대한 관심
과 관련 과학 이론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
하다.
작품의 소통 전략을 논할 때 수용자인 관객을 둘러싼 맥락, 즉 사
회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창작 대상을 분
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이며 이를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사회 정치적 상황, 또는 당시 연극계의 지평과 연극의
소통 전략은 상관성을 지닌다. 한국의 사회적 맥락, 한국 연극의 지
평을 확인하며 국내 작품의 소통 전략과 효과를 규명하는 것도 한
국의 연극 이론가에게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고
는 <디 오써>와 <말볼리오>의 영국 공연과 한국 공연을 함께 분석
하며 동일한 작품이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얼마간
확인했으나 이러한 논의 역시 심화, 발전될 필요가 있다. 같은 텍스
트가 서로 다른 국적의 연출가에 의해 상연되거나, 동일한 공연이
다른 국가에서 공연, 수용되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작품의 소통 전
략이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는 21세기 연극은 약화된 의사소
통을 복원하고 관객과 사회의 문제가 유리되지 않는 대안적인 공간
으로서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Grehan 2). 레만이 지적했듯이 “스펙
터클의 사회”는 우리를 실제 사건에 도달할 수 없게 하고, 의사소통
행위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t he society of the spectacle”;

Lehmann 183-84). 연극의 사실적 재현 그 이상을 제공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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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특정한 주제, 또는 문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카메라의 시점은 관객(수용자)이 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관객
(수용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연극은 생산과 수용
이 동시에 일어나는 고유의 미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정서적이고 본능에 가까운 감각적 차원에서, 또 지적인
차원에서 관객을 공연에 연루시킨다(Grehan 2). 그러나 연극이 이러
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객과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 문제를
다룰 효과적인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연극의
소통 전략과 효과를 분석한 본고의 논의는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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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Communicative Strategies in
21st Century Contemporary
Theatre:
: Based on Critical Reflection on Postdrama Theatre
Youngji J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mmunicative strategies in 21st century
contemporary

theatre,

focusing

on

the

co-presence

of

actors/characters and audience in the theatre. In performance, the
audience has always been indispensable, but it is only after
postdrama theatre that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meaning
and

role of

the audience.

Hans-T hies

Lehmann and Erika

Fischer-Lichte theorize the aesthetics of performative,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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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theatre, especially 1960s theatre and performance,
after

which

the

audience

has

become

a

co-producer

of

performance. It is obvious that their arguments have contributed
to modern theatre t heory and practices. They lent convincing
arguments and perspectives to the physicality of an actor and
seemingly

meaningless

symbols

which

cannot

be

discussed

through traditional theatre theories. For this reason, postdrama
theory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theatre communit y.
Nevertheless, the aesthetics of performative are not limited to
postdrama theatre, and some postdrama theatre characterized by
endless deconstruction has mad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and audience impossible. In addition, Lehmann’s
argument is ambiguous, and because of this, ‘post drama’ has
become a giant but obscure umbrella concep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dichotomy between representation a nd
presence,

sense and sensuality, and fiction and reality that

Lehmann and Fischer-Lichte have given rise to.
With this critical point, I explore the communicative strategies
in 21st century theatres distinct from postdrama theatre. I will
deal specifically with works that employ not only experimental
strategies which are found in postdrama theatre but also drama
strategies. In the works examined, experimental strategies allow
the

audience

to

experience

new

theatrical experiences

and

narrative strategies. According to Lehmann, these works cannot
be termed postdrama in terms of text. Since t hese works use
alternative narrative strategies, we cannot analyze these works
using traditional theatre theory or postdrama theatre theory. For
this reason, I shall draw on existing theatre t heories, but also
rely on cog nitiv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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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explore communicative strategies that make t he audience
more deeply involved in the performance step by step. Chapter 2
examines the first scene. In the first scene, by activating the
proper mode of perception among t he audience and presenting
cognitive frames, the works can share a specific communicative
convention with the audience and appeal to the audience. Just as
in I, Malvolio and The Author, by distur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ge

and

auditorium,

the

performance

can

foreground the presence of the audience and grant the audience a
specific role. And, as in Dollhouse, the performance activates the
prior knowledge or previous experience of the audience, betrays
the expectations of the audience, and draws a horizon fusion
among

the

audience.

Also,

by

employing

a

narrator

who

communicates wit h the audience directly in the first scene, the
performance can focalize the audience’s viewpoint and attitude.
These strategies lay the groundwork that allows many other
strategies to function effectively.
Chapter

3

analyzes

the

trope

of

using

corporeality

a nd

participatory devices that partake in the postdramatic. However,
as a counterpoint to Lehmann and Fischer-Lichte’s arguments,
the

audience

doesn’t

accept

representation

or

presence

respectively, but instead requires the conceptual blending of them,
also via fiction and reality, and accepts the blended images. The
materiality of the body, voice and hapt ic images provide sensory
experiences; sensuality does n’t erase meaning but rather creates
embodied meaning.

Cognitive theories in addition to mirror

neuron theory have proven this point scientifically.
Moreover, postdrama theatre has adopted the position that
theatre language delivers fixed or abstract meaning and rel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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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e language to other elements of theatre. Language can
provide a physically sens uous experience and lead to embodied
understanding. This idea is theoretically supported by cog nitive
linguistics and mirror neuron theory. And by employing language,
it is possible to induce critical reflection on language and theatre.
Chapter 3 demonstrates that the intended part icipatory strategies
at text level enables audience participation as an act ive and
effective co-producer.
Chapter 4 analyzes narrative strategies, that is, drama. As we
have seen, Lehmann has challenged most ‘drama.’ He believes
drama only delivers a fixed experience. However, we must bear
in mind that the narrative does not only delivers

a fixed

experience and that the audience interprets the meaning actively.
By adopting cognitive narrative theory, it is true that narrative
strategies trigger active and cognitive processing by the audience,
and

lead

to

critical

thinking

about

theatre.

For

example,

metadrama allows the audience to do “seeing double”, episodic
narrative and storytelling strategies that encourage the audience
to solve the puzzle. In particular, ending scenes wit hout closure
require the audience to derive closure and induce reflection on
the issue that the work poses within the society in which the
audience is situated. While the audience completes the ending,
the fictional narrative is transformed into a story about the
audience. This can be seen as the final communicative strategy of
the performance.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of traditional
theatre and postdrama theatre, this study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reflecting on postdrama theatre and ident ifying the
changing aspect of theatre that have moved on to a new pha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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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2000s. In particular, the methodology introduced as
well as the discussion presented in this st udy contribute to
examining

t heatre in

the 21st

century that

employ

various

strategies to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cognitive theory as a discussion
mechanism related to the performance’s strategies and audience’s
response can provide important in sights for both theatre t heory
and practice. It is to be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platform from which future studies on contemporary theatre in
terms of cognitive perspectives with a focus on the audience may
be undertaken.
keywords : contemporary theatre in 21st century, communicative
strategy, audience, cognitive theory, conceptual blending theory,
postdrama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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