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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세기를 기점으로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발생한 두 가지

측면의 변화, 즉 사운드 테크놀로지로 인한 발원체와 소리의 분리, 공연

패러다임의 수행적 전환으로 인한 언어와 소리의 분리가 연극에서의 사

운드 연출에 큰 변화를 주었음을 살펴보고,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가

창출해내는 새로운 연극적 효과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결국 소리의 본성과 물리적 속성을 가공

하여 만든 것이므로, 예술적 도구로서 소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3장

에서는 연극에서의 사운드의 변화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연극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해왔던 사운드는 그 인식과 활용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는데, 기존 연극에서의 사운드의 한계는 두 가

지 측면에서 발생한 소리의 변화를 통해 극복된다. 먼저 20세기 소리의

전환기에 따라 소리가 그 발원체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연극에서의 사운

드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리만 재료로 삼을 수 있었던 제약

에서 벗어나,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와 더불어 플레이백 시스템의 개선으로 사운드 오퍼레이터의 조작이 용

이해짐으로써 음향의 드나듦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복잡한 음향 효과도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운드로 표현할 수 있는 장(場)이 현저하게 확

대된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20세기 공연의 패러다임이 재현적인 것에서 수

행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소리를 바

라보았던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고 소리 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활용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동안 ‘덧붙여진’ 요

소로서 인식되었던 사운드는 어엿한 연극의 ‘독립적인’ 요소로 각광받기

시작한다.

이제 소리는 단순히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를 드러내는 감각의 집합체로서, 더 이상 무언가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

무르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인 연극에서 무대, 조명, 소품, 의상 등 시각

적 요소들이 해왔던 역할을 담당하며, 자신만의 청각적 장면구성법을 구

축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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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를 통해서 동시대 연극에서 독립적

요소로서의 소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감각과 지각을

발생시키는 연출적 효과를 설명한다. 컴플리시테(Complicité)의 <The

Encounter>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 작품에서 한 명의 배우와 두 명

의 사운드 오퍼레이터가 창출하는 사운드 연출 효과를 인물, 공간 면으

로 각각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시도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학문적 고

찰은 턱없이 부족하였던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

하고, 연극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해왔지만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해 논

의가 부족했던 사운드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주요어 : 연극에서의 사운드, 사운드 연출, 음성, 음향, 소리의 분리,

음성-신체

학 번 : 201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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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극의 무대는 ‘다 보이지는 않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미

지의 공간’을 함축하고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연출가는 주어진 빈 공간

에 어떤 것을 제시할 것인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제시할 것인지를 두고

관객과 줄다리기 하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객의 인식에 도전한

다. 무대의 빈 공간은 단순히 결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공간으로서, 연출가는 다양한 표현 요소들을 통해 관객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의 여러 표현

요소 중에서 특히 사운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상력

의 도구이다.

연극의 여러 표현 요소들은 시대에 따라 더해지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했지만 사운드는 언제나 연극과 함께 해왔다. 하지만 연극에서의 사운드

는 그 인식과 활용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먼저, 사운

드는 연극의 독자적인 표현 요소로 인식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시각적 요소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미

시각적 요소만으로 충분히 완성된 장면에 덧붙여져서 감정을 고취시키거

나, 시간이나 장소 등을 암시하며 장면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사

용되어왔다.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또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텍스트를 실어 나르

는 매개로서 인식되어왔다. 연극에서 사운드의 제요소인 배우의 음성, 음

향, 음악 중에서 지나치게 배우의 음성에만 관심이 편중되어왔는데, 이는

배우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배우의 목소리가 실어 나르는

텍스트의 의미에 천착해왔음을 뜻한다. 미셸 시옹(Michel Chion)은 “연

구들은 목소리를 통과해서 그 목소리는 잊어버리고 곧장 단어로 가버린

다.”1) 고 하며, 소리가 소리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와 갖는 관

계 속에서만 정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와 더불어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그 활용에 있어서

1) 미셸 시옹, 『영화의 목소리』, 박선주 옮김, 동문선, 2005,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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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연극이 발생한 이래로 오랜 시간동안 연극에

서의 사운드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리만을 재료로 삼을 수

있었다. 소리를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머레이 쉐이퍼(Murray

Schafer)는 기술 매체의 등장 이전 소리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다. “원래 모든 소리는 오리지널이었다. 소리는 한 번에 한 곳에서만 발

생했다. 인간의 목소리는 인간이 부르짖을 수 있는 범위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모든 소리는 모조 불가능한, 단지 하나의 것이었다.”2) 월터 옹

(Walter J. Ong)은 “소리는 그것이 막 사라져 갈 때만 존재한다. 소리는

단지 소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다.”3)라고 하며

소리의 본성을 소멸에서 발견한다.

이처럼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발명 이전, 소리는 한 번 발생했다가 사

라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고, 그것이 소리의 본성이었다. 더욱이 소리와

소리의 발원체를 분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연

극의 무대는 발생 이래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리가 직접 발생하는 공

간이었고, ‘그 순간, 그 곳에서’ 발생하는 소리만을 재료로 삼을 수 있었

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소리에 대

한 인식과 활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기존 연극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소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한다. 축음기의 발명으로 소리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전화기, 라디오의 발명으로 소리와 소리의 발원

체가 분리되었다. 이제 소리는 ‘그 순간, 그곳에서’ 라는 제약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연극에서의 사운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순간,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리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의 연극과 달리, 동시

대 연극에서는 자유자재로 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극장은

‘그 순간, 그곳에서’ 발생하는 살아있는 소리와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되

2) 머레이 쉐이퍼, 『사운드 스케이프』, 한명호 옮김, 그물코, 2008, 153쪽.

3) 월터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1995,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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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더불어 소리증폭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피커의 위치로 다양한 극적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플레이백 시스템의 개선으로 공연 현장에서의 사운드 컨트롤 또

한 용이해지면서, 사운드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현저하게 확장되었다.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 공연 패러다임의 변화 역

시 연극에서 사운드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공연의 패러다임이 재현적

인 것에서 수행적(performative)성격으로 전환되면서, 기의를 실어 나르

는 기표로 소리를 바라보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리 자체에 주

목하게 된 것이다. 로고스 중심의 위계가 해체되며, 지나치게 ‘언어’에만

편중되었던 관심이 언어 이외의 다른 요소들로 확장되었다. ‘말’과 ‘목소

리’는 서로 구분되었고, 언어에 가려져 있었던 한숨, 신음, 웃음 등의 비

언어적 소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말/대사’는 ‘소리화’

되기도 하고, 부수적으로 취급받던 소리들이 ‘언어’만이 갖고 있던 위상

을 꿰차기도 하며 그동안 사운드의 요소들 사이에 존재했던 위계질서 역

시 느슨해졌다. 언어적 소리들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리들, 비음성적 소

리들까지 수많은 소리의 세계들이 깨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동안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사운드는 어엿한 연극의 독

립적인 표현 요소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이를 반증하듯, 사운드를 주요 표현 매체로 삼은 동시대 공연들이 쏟

아져 나왔다. 사운드를 중심 매체로 삼은 다양한 탐구와 실험들이 이어

져오고 있으며, 오디오 설치미술, 사운드 아트, 오디오 비주얼 아트, 인터

랙티브 오디오 비주얼 등 다양한 양태의 퍼포먼스들이 소리를 주요 표현

요소로 삼으며 사운드의 장(場)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

외가 아니다. 사운드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극단이나

극장의 랩(lab)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운드에 대한 다양한 탐구와 실험

이 이어지고 있다.4)

4) 일례로 자체 랩(la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일로 창고극장에서는 젊은 창작

자들과 함께 “<Brand New Sound>,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연극”을 주제로 삼일

로 창고극장 2019랩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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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 속에서 연극에서의 사운드가 갖는 다양한 차원의 학문적

고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5) 린 켄드릭(Lynne Kendrick)과 데

이비드 로즈너(David Roesner)는 Theatre Noise: The Sound of

Performance의 서문6)에서,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대한 연구와 이론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7) 이 책이 음악학, 영화 음향, 사운드와

목소리에 대한 철학적/사회학적 연구, 현상학에 빚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극장 환경에서의 사운드 시스템 디

자인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의 논의를 제외하고, 연극에서의 목소리, 소리

성, 소리의 미학성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

5)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관련된 저서 중 John A.Leonard의 Theatre Sound,

Routledge, 2001., Mladen Ovadija의 Dramaturgy of sound in the avant-garde

and postdramatic theatr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3., Lynne

Kendrick and David Roesner의 Theatre Noise : The Sound of Performanc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2. 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Theatre Sound

는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위주여서 참고할만하지 못했고,

Dramaturgy of sound in the avant-garde and postdramatic theatre는 연극뿐

만 아니라 시, 공연, 회화, 음악에서의 사운드를 다루고,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avant-garde and postdramatic theatre”에서의 사운드에 주목하기 때문에, ‘드

라마’로부터 벗어난 소리의 순수한 물질적 현상(a purely material phenomenon

of sound)을 주로 다루고 있어 이 역시 크게 참고할만하지 못하였다. Theatre

Noise : The Sound of Performance는 침묵(silence), 체화(embodiment), 폴리

아티스트(Foley artist), 물질성(materiality), 음성(vocality), 음악화

(musicalisation), 의미의 생산(production of meaning), 소리와 시각(sound and

vision), 공간(space), 침투(immersion), 상호작용(interaction) 등의 주제들에 대

해 다양한 이론가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고 서로의 연구를 비교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은 없지만, 몇몇 부분에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6) 서문의 첫 번째 단락 소제목은 “Theatre and performance studies : why so

silent”이다.

7) “as there are almost no theories of theatre sound to speak of” 린

켄드릭·데이비드 로즈너, 위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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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 속에서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아니지만,

동시대 연극에서의 소리성이나 목소리 등에 대한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을 통해 그동안 연극에서의 사운드가 논의

되어 왔던 맥락을 살펴보겠다.

임형진8)은 동시대에서 수용된 소리의 새로운 개념과 수행성을 고찰

하고, 소리의 몸성을 논의한다. 그는 연극이 더 이상 ‘눈으로 본다’는 어

원적 개념으로서의 시각적 차원을 강조하기 어려워졌음을 지적하며, 소

리의 몸(셈여림, 리듬, 음색 등)이 동시대 연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실제의 몸이 부재하더라도 소리를 발화한 주체

는 녹음된 기계나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발설한다”9)고 하며 메

를로-퐁티의 은폐된 자의 현전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볼만한데,

“메를로-퐁티의 은폐된 자의 현전은 그것을 지각하는 타자의 몸을 요구

하는 동시에 인지적인 몸으로 확장”10)된다, “소리의 발화주체가 더 이상

시공간적으로 현재하지 않아도,-저장되고 기억된 주체의- 소리를 (다시)

듣는 타자의 몸은 소리의 지각을 통해 비가시적인 소리주체의 현전을 대

리하게 된다.”11)와 같은 대목에서 소리와 그 발원체의 분리에 대한 논의

를 시도하고 있다. 극히 짧은 분량의 논문이어서 각각의 개념이 세밀하

게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연극에서의 발화주체의 현존과 소리의 현존의

관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최희전12)은 2017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해외초청작 테아트르 드 랑

투르베르의 <애니웨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작품의 언어의 경계

를 글, 소리, 목소리와 말소리, 목소리와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층위에서

분석한다. 그는 데리다의 이론을 통해 몸과 목소리의 관계를 숙주와 기

8) 임형진, 「소리의 몸성-잠재적 층위의 침입과 연극주체의 실존 방식」, 『공

연과 이론』, no.57, 2015, 143-150쪽.

9) 위의 논문, 146쪽.

10) 같은 곳.

11) 같은 곳.

12) 최희전, 「무대 위의 언어들: 글, 말, 그리고 [말]소리 - 동시대 프랑스 무언

극 <애니웨어>」, 『한국연극학』, vol.66, 2018, 147-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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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충의 관계로 분석한 후, 몸과 목소리의 관계가 녹음기에서 재생되는

목소리에 의해 어떻게 전복되는지 서술한다. 무대 위에서 아무런 대사도

발화하지 않는 배우와 녹음된 소리로 나오는 음성, ‘지금 여기’와 ‘그때

저기’로 분열된 숙주와 기생자가 둘이 함께, ‘지금 여기’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은희13)는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과 <억척어멈과 자식들>을 현

대 판소리로 개작한 소리꾼 이자람의 브레히트-판소리 <사천가>와 <억

척가>를 대상으로 연극과 판소리에서 목소리의 매체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목소리 미학을 논의한다. 먼저 목소리의 매체성과 물질성의 관계와

목소리의 물질성으로서 소리성, 육체성, 공간성에 대해 고찰한 뒤, 브레

히트-판소리에서 목소리의 효과로서 주체의 혼종화를 살펴보고 감성과

분위기 창조의 메카니즘을 조명한다. 그는 판소리에서 인물을 창조하고

서사를 이끌며, 허구의 세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미적 체험을 매개하는 ‘목소리’에 주목한다. 소리꾼의 목소리가

창조해낸 음성신체이미지가 소리꾼의 시각적인 신체 이미지와 어긋남을

지적하며, 이러한 목소리 현상과 시각적 형태의 모순은 관객에게 고유한

창조성과 환상을 요구하며 판소리의 수행적 음향 공간에서 청중의 미적

경험을 견인한다고 논한다.

이수경14)은 사뮤엘 베케트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목소리와 육

체의 분리를 분석한다. 그는 먼저 베케트의 여러 작품을 간략히 살펴보

면서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 충동의 목소리 등 베케트

의 작품 속에서 목소리와 육체가 다양한 분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사뮤엘 베케트의 <Not I>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목소

리로부터 분리되는 오브제화된 연극육체에 대해 설명한다.

위의 연구들 모두 소리성, 물질성 등 소리에 대한 유의미한 미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 모두 동시대 연극에

13) 이은희, 「브레히트-판소리에서 목소리의 매체성과 목소리미학-<사천가>와

<억척가>의 예에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33, 2015, 29-64쪽.

14) 이수경,「사뮤엘 베케트의 『내가 아니야』: 언어의 육체화와 인물의 탈육

체화,」, 『새한영어영문학』, vol.45, 2003, 127-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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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사운드의 중요한 특성인 소리와 발원체의 분리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되는 소리에만 집중하거나,

현존하는 배우의 ‘목소리’에만 집중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살아있는 소리와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되는 소리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엄연한 동시대 극장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으

로 이어진다. 둘 중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는 시야를 넓히고, 연극에

서 사운드의 인식과 활용에 발생한 변화를 통합적으로 읽어냄으로써 발

견할 수 있는 동시대 연극의 사운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는 20세기 소리의 전환기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된 소리

가 연극에서의 사운드의 인식과 활용에 큰 변화를 주었음을 밝히고, 이

러한 변화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덧붙여진 요소’ 에서 ‘독립적

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연극에서의 사운드가 창출해내는 새로운 연극적

효과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결국 소리의 물리적 특성의 변형과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먼저 2장에서 예술적 표현도구로서 소리의 속성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연극에서의 사운드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먼저 기존 연극에서 사운드의 인식과 활용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짚어보고, 다음으로 연극에서 사운드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20세기를 기점으로 연극에서의 소리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데, 이 변

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소리의 분리’, 즉 ‘발원체로부터의 분리’와 ‘언

어로부터의 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발원체로부터 분리된 소리’가 기존 연극에서 ‘그 순간,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리만 재료로 삼을 수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사운드 재생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극장 안에서 창

출할 수 있는 사운드 표현의 장(場)을 현저히 확장시켰음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언어’에만 편중되어 있던 관심이 ‘소리’ 자체로 확장

되며,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소리를 바라보았던 기존의 인식

적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기존의

사운드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위계질서가 느슨해졌음을 설명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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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이러한 두 가지 변화를 수용하고, 전통적인 연극에서의 사

운드의 한계를 극복한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의 역할과 기능, 활용에

대해 분석한 후,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가 자신만의 장면 구성법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법을 고찰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를 통해서 동시대 연극에서 소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감각과 지각을 발생시키는 연출적

효과를 분석해볼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의 대상인 컴플리시테(Complicité)의

<The Encounter(2016)>의 서사구조와 서사주체를 살펴본 다음, 본격적

으로 한 명의 배우와 두 명의 사운드 오퍼레이터가 사운드를 통해 세계

를 창조하는 방법을 인물, 공간 면에서 나누어 분석해볼 것이다.

먼저 소리가 시각적으로 부재하면서 음성으로 존재하는 인물, 즉 음성

-신체(voice-body)15)를 창조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음성-신체가 무대 위

현존하는 배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창출하는 연극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목소리의 물질성을 변화시켜 여러 다른 목소리를 창출함

으로써 한 육체가 각기 다른 인물로 분열되는 방식, 한 인물의 말과 행

동을 분리함으로써 ‘발화’ 없이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 서로 다른

두 인물이 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방식을 각각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리가 공간을 창조하고, 확장하고, 중첩시키는 방식을 분석

해볼 것이다. 소리를 통해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공간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원경과 근경을 오가는 소리, 청점의 변용을 통해 관객들이 공

간을 역동적으로 감각할 수 있게 하였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같은

서사 층위 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서사 층

위에 있는 인물과 공간을 섞어버리는 과감한 시도 또한 분석해볼 것이

다.

이로써 예술적 표현도구로서의 소리가 ‘다 보이지는 않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공간’을 함축하고 있는 극장의 빈 무대에서

15) 음성-신체(voice-body)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서론에서 설명은 생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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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을 확인하고, ‘듣기’에 함축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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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적 표현 도구로서 소리

소리는 발원체(source)와 원인(cause)의 상호작용 결과(effect)이다.16)

소리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나 두 물체의 충돌에서 발생하고, 움직임과

충돌은 진동을 만들어낸다.17) 진동은 매질을 타고 전달되어 우리의 청각

기관에 도달한다.18)

우리는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 엄청나게 많은 소리

속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각의 가

장자리로 밀어놓았을 뿐, 소리는 어디에나 있다. 세스 S. 호로비츠의 말

대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광활한 공간을 포함하여 에너지가 있는 곳이

면 어디에나 진동하는 영역이 존재”19)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완

전한 고요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20)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

는 소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정보를 표현한다.21) 시계

16) 브라이언 케인, Sound Unseen: Acousmatic Sound in Theory and

P 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 ress, 2014, 8쪽.

17) 브라이언 C.J.Moore, 『청각심리학』, 최인용·최낙진 옮김, 학지사, 2011. 16

쪽.

18) 소리의 원인과 전달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된다. “소리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과 함께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공기

분자의 파동이다. 공기 분자가 만들어내는 파동은 일정한 주파수가 있고, 그것

은 우리에게 음 높이로 들린다. 소리의 파동은 물결처럼 퍼져서 귀까지 도달하

여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엔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들을 움직인다. 이 뼈들

은 내이의 막을 눌러 그 속에 들어 있는 액체에 압력을 가하고, 그것은 다시 미

세한 털을 건드려 그 옆의 신경세포를 자극한다. 이렇게 해서 뇌는 신호를 전달

받는다. 결국 듣는 행위는 공기와 물 사이의 오랜 장벽을 이어주는 일이고, 음

파를 포착하여 그것을 액체의 파동으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전기 충격으로 바

꾸는 일이다.” 한국미디어문화학회,『소리』,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13-114쪽.

19) 세스 S. 호로비츠 『소리의 과학』,노태복 옮김, 에이도스, 2017. 20쪽.

20) 위의 책, 20쪽.

21) 위의 책, 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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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침소리,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 같은 기계 작동음으로

우리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갑자기 기계

작동음이 뚝 끊긴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기계에 뭔가 문제가 생

겼음을 알 수 있다. 책상에서 무엇인가 떨어졌을 때, 소리를 통해서 그것

이 책인지 펜인지 구분할 수 있고, 떨어진 그 자리에 있는지 다른 곳으

로 굴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소리를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소리가 표현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리를 내는 물체의 물리적

(신체적) 특성과 사건이 발생하는 특별한 역동적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

다.22) 이렇듯 일상생활 속에서 소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소리가 소리의 발원체를 전제로 발생하며, 이때 소리와 소리의 발원체는

인과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소리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물체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예시에서 청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아도 매

우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리’를 ‘냄새’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우리는 냄새의 근원을 보지 못한 채로 냄새만 맡더라도 그

것이 생선을 굽는 냄새인지, 고기를 굽는 냄새인지 구분할 수 있다. ‘소

리’를 ‘감촉’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대상을 보지

못한 채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그 촉감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물체를 짐

작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지각할 때, 감관에 들어오는 정보는 저 밖의

다른 것을 대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각한 것과 지각 대상 사이의 인

과관계는 곧 기표와 기의가 기호로 합성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쿵 소리’ 라는 기표가 ‘신문이 날아와 떨어지는 소리였음’이라

는 기의와 합성되면 ‘쿵 소리’는 ‘신문 소리’의 기호가 된다. 마찬가지로

‘콤콤한 냄새’는 ‘상한 음식’의 기호가 된다.23)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소리와 소리의 발원체는 인과관계에 놓인다.”

22) 라이너 쉔해머, 『지각심리학』, 이모영 옮김, 학지사, 2014, 320쪽 참조.

23)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2005,

25-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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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리’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소리 ‘기호’의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대상체와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 즉 지표

(index)는 대상체와 인과적 관계 속에 있다. 연기는 불의 지표이고, 다이

아반지는 부의 지표이며, 콧물, 재채기는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병의 지

표인 것과 같다.24)

그렇다면 모든 기호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구별되는, 소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 뒤에 있는 것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의미

하는 바를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비가시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소리

또한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소리가 ‘탈육체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소리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육체 없는 소리를 ‘통해서’ 비

가시적 영역에 있는 대상을 상상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감각할 수도 있

다. 급브레이크 소리만 들어도 당황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설

거지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릇의 뽀드득 거리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

과 같다. “청각적인 것에의 탐구는 보이지 않는 것에의 탐구이기도 하

다.”25)라는 돈 아이디(Don Ihde)의 말에서 예술적 도구로서 소리가 어떻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리의 속성을 표현 요소로 활용한 예시를 통해서 예술적 도

구로서 소리의 가능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번호

문현식

우리 집 비밀번호

□□□□□□□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 □□□□는 엄마

24) 김경용, 위의 책, 42쪽 참조.

25) 돈 아이디, 『소리의 현상학』, 박종문 옮김, 예전사, 2006,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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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아빠

□□□□ □□□는 누나

할머니는

□ □ □ □

□ □ □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 고 싶 은

할 머 니

2019년 2월 13일 SNS에 올라온 시 ‘비밀번호’는 당초 초등학생이 쓴

시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 시는 문현식 시인(45)

의 시로서, 시집 ‘팝콘교실’26)에 실려 있다. 어린 아이의 놀라운 상상력이

라는 거품을 걷어낼지라도, 시 ‘비밀번호’는 소리가 어떻게 상상력을 자

극하는 예술적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

하다.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것은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무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시의 화자인 한 어린이는 집 안에서 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누가 누르고 있는지 알아차

린다. 번호키 누르는 소리 자체는 전자기계음에 불과하지만, 화자는 이

소리를 통해 문 앞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본다’. 가족들의 모습을 ‘본

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행위의 결과인 소리를 통

해 가족들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자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는 인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어락이라는 사물 자체는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누군가의 누르는 행

위로 인해 소리가 발생된다. 행위는 행위자의 성격, 상황, 태도 등을 반

영하고, 소리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화자는 인물의 특성을

‘귀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특성에 따라 인물을 분간해낼 수 있는 것이

26) 문현식 저·이주희 그림, 『팝콘교실』, 창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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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화자는 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대상의 모습을 상상한다. 화자

는 집 안에 있지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와 함께

화자의 머릿속에서 프레임은 집 안에서 문 앞이라는 집 밖으로, 다시 말

해 화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소로 확장되며, 문 앞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며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다.

소리를 통해 부재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실제로 부재

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진다.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라

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할머니는 이제 화자의 곁에 없다. 하지만 일

상은 계속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

오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어김없이 소리가 난다. 이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들, 다시 말해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그리

고 뒤이어 나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소리

의 부재’를 통해 ‘할머니의 부재’를 느낀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할머

니가 비밀번호를 누르던 소리에 실려 띄엄띄엄 전달된다. ‘보 고 싶 은

할 머 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암시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부한 지각적 경험을 불러오는 강력한 표현 매체이다. 소리는

강력한 상상력의 도구가 되어 ‘보이지 않는’ 무대 공간 너머를 ‘볼 수 있

게’ 해준다. 그렇다면 이 때 소리를 통해 지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

계의 풍경은, 비가시성 때문에 흐릿하게만 그려낼 수 있을까?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성을 소

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을까?

명명(命名)을 통해 부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연극 고유의 표현방

식이다. 마치 “빛이 있으라.” 라는 음성으로 빛을 창조하는 신처럼, 배우

가 명명하는 것은 배우가 명명한 바대로 그것이 된다. 하지만 명명을 통

해 창조한 것을 감각적으로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명명 뒤에 배우의

시선,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시선은 공간을 창조하고 행동은 상황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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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예를 들어 배우가 무대 빈 공간을 “바다” 라고 명명하면 그 곳

은 곧 바다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객이 감각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 배우가 시선으로 수평선을 그린다. 수평선을 어디까지 그리느냐

에 따라 공간의 크기와 그가 위치한 곳이 달라질 것이고, 어떤 속도로

수평선을 보느냐에 따라 인물의 상태와 심경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일단 공간을 창조하면, 관객은 그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배우의

드나드는 호흡 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때 창조되는 바다라

는 공간과 파도소리라는 사운드는 관객 각자의 기억, 회상, 상상, 환상을

통해 창조되는 비실재적인 것이다. 결여된 대상을 ‘암시’하는 배우의 행

동이 관객의 기억, 회상, 상상, 환상과 만나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드러

나는 것이다. 물론 비실재적인 것이 생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여 이렇게 창조되는 바다는 ‘어떤’ 바다이지 ‘바로 그’ 바다는

아니다.

‘어떤 것’을 ‘바로 그것’으로 만드는 것은 구체성(具體性)이다. 다른 것

과 구분되는 바로 그 성질. ‘파도소리’라는 말 안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

가 내포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앞에 온갖 형용사를 붙일 수 있고, 그 때

마다 그 소리가 의미하는 구체적 상황 역시 제각기 달라진다. 소리는 시

각적으로 결여된 대상의 ‘구체적’ 성질을 ‘암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

객들은 어렴풋이 짐작해보는 것을 넘어서 소리가 암시하는 대상과 상황

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돈 아이디에 따르면, 볼펜은 플라스틱의 딸각거리는 소리로써 나무막

대기와는 전혀 다른 청각적 현전을 부여해주고, 고무공은 당구공과는 시

각적으로 구별되는 만큼 청각적으로도 구별되며, 피차간에 음성을 빌려

주는 사물들의 2중주를 들음으로써 각각의 사물이 상대방 사물의 현전

속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를 들을 수 있다.

“나는 한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물들의 ‘2중주’ 속에서 적어도 두 개

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테이블 위를 구르는 당구공의 둥근 형상-측면 뿐

아니라 테이블의 딱딱함도 동시에 듣는다. 당구공을 두꺼운 털실천으로

덮인 테이블 위에 굴릴 때에도 그 둥글음은 ‘똑같이’ 들리지만,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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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테이블과는 다른 당구대 특유의 질감이 들려온다.”27)

그는 우리가 사물들의 표면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암시하는 대상과 공

간의 변화까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복도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 소리가 하이힐을

신은 레슬리의 발자국 소리인지 아니면 테니스화를 신은 에릭의 발소리인

지를 구별할 수 있다. 딱딱한 타일 위를 구두신은 사람이 걸어갈 때에는

건물 바닥의 표면이 단단한 뒷굽의 특징적인 또각거리는 소리를 울려낸

다. 그러다가 그 보행자가 거실로 들어서게 되면 여지껏 나던 또각거리는

소리가 양탄자에 구두가 닿으며 나는 둔탁한 음향으로 바뀐다.” 28)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비가시적인 대상의 구체

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사물의 질감뿐만 아니라 소리의 발원체의 정

체를 구분할 수 있고, 공간의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소리는 무대 공간 너머 어렴풋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구체적인 바로 그 세계’로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설

정된 무대의 물리적인 시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공간을 불

러와, 무대 위의 현존하는 배우, 공간, 시간과 상호작용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이앤 애커먼(Diane Ackerman)은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두

가지 고유한 색조는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색깔이 탄생하는 것과 달

리, 음은 합쳐놓아도 각각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결과 생기는 것

이 새로운 화음(和音)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화음은 자체의 소리를

갖지만 개별 음도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음의 혼합이 아니

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드는 것 같은 소음도 아니며, 전혀 색다른

질서인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중세 사람들이 여러 음을 동시에 노래해

도 다른 음을 침해하거나 충돌을 빚지 않고 조화로운 음악이 탄생된다는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평한다.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기 위해

27) 돈 아이디, 앞의 책, 158쪽.

28) 돈 아이디, 앞의 책,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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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이 서로의 옆에 있는 공간을 차지해야한다면, 음은 똑같은 공간에서

도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29)

이러한 소리의 특성은 무대 위에서 소리를 통해 복합적인 시·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과거의 소리와 현재의 소리, 밖으로 내뱉

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되는 소리와 무대 위의

현존하는 배우의 살아있는 소리, 지금 이곳의 소리와 허구의 공간의 소

리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소리들이 다른 소리를 침해하거나 충

돌을 빚지 않고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설정된 무대라는 공간, 이야기 속의 시간, 무

대 위에 현존하는 배우 위에 덧칠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입되는 소

리가 이들과 공존할 수 있음을, 공존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전환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

른 두 소리가 극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극적 의미를 창출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단초

를 제공한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9) 다이앤 애커먼, 『감각의 박물관』, 백영미 옮김, 작가정신, 2004, 327-3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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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극 사운드의 변화

3.1. 전통적인 연극에서의 사운드

3.1.1. 덧붙여진 요소로서의 사운드

연극에는 언제나 소리가 있었다. 노래와 춤에서 시작되어, 후에 대사

가 추가되면서 고대 그리스 비극이 탄생한 이래로30) 연극에서 표현 요

소들은 시대에 따라 더해지기도 했고 삭제되기도 했지만, 소리는 언제나

연극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왔다.

극장의 어원(theatron, 보는 장소)과 관객(“觀”客, spectator)이라는 말

은 은연중에 극장이 ‘듣는’ 공간이 아닌 ‘보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는

데, 오히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듣는 것’은 ‘보는 것’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31)

30) “그리스 드라마의 기원을 다룬 현존하는 가장 오랜 기록-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의하면 비극은 디오뉘소스를 찬양하는 합창곡인 디튀람보스 지도자

들의 즉흥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술과 풍요의 신인 디오뉘소스를 찬미하

는 춤과 노래인 디튀람보스는 (코러스의 지도자가 부르는) 즉흥적 이야기와 (코

러스가 부르는) 전통적인 후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히 어떻게 디튀람보스의

즉흥성이 비극에 이르게 되었는지 혹은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

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결정적 단계를 밟은 사람은 테스피스

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의 업적은 이전에는 코러스와 그 지도자가 행한 완전한

이야기 식의 노래와 춤에 프롤로그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가 말하는) 대

사를 추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스카 G.브로켓·프랭클린 J.힐디, 『연극의

역사』,전준택·홍창수 옮김, 연극과 인간, 2005, 40-41쪽.

31) 물론 서사시와 비극을 구분 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배우’의 존재 유무이며,

텍스트의 활자로부터 튀어 나온,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배우는 그 자체로 압

도적인 볼거리였음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1만 5천여 명이 운집하는 디

오니소스 극장의 객석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면, 살아있는 배우의 ‘생생한 움직

임’ 보다는 배우의 ‘생생한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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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6장에서 비극을 구성하는 6가지의 요소

(플롯, 성격, 사상, 언어, 음악, 장경) 중에서 비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

는 것은 바로 플롯, 즉 텍스트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

를 실어 나르는 배우의 ‘음성’은 무엇보다도 비극의 정신을 전달하는 핵

심적인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배우가 높은 굽의 신발을 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6장에서 “재현의 저자는 행동하는 인물이

므로, 우선 볼거리의 구성이 비극의 필수적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다

음에 재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노래와 언어적 표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보는 것’을 강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한편 『시학』 6장에

서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비극의 제 1원칙이며 비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롯이다. 성격은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상이다.(…)볼거리는 매력은 가장 강하지만 시인의 기술과는 전적으로

무관하고 시 창작 기술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경연이나 배우가 없

어도 비극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볼거리’ 즉 장경(spectacle, 엑키클레마(Ekkyklema, 이동식 덧마루)나

메카네(Mechane, 신이 등장할 때 사용하는 크레인) 같은 ‘무대 장치’, 코투르스

(Cothurnus, 굽이 높은 신발) 같은 ‘의상’, 온커스(Onkus, 머리에 착용하는 가발

같은 구조), 가면(Mask) 등)보다 텍스트가 중요했음을 밝힌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김한식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0, 133-134쪽 참조. 이하는 인용

한 쪽수만 기입함)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26장에서 “비극은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동작이

없어도 그 고유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즉 읽는 것만으로도 그 품격이 드러

나기 때문”(560쪽)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 번 텍스트에 높은 위상을 부여한

다. 『시학』 6장에 나와 있듯이, 비극은 ‘행동’의 재현이고, 비극의 영혼은 행동

의 배열인 ‘플롯’인데(132쪽), 비극을 서사시와 구분 짓게 해주는 이 ‘행동’은 텍

스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보여주는 ‘동작’이 아니

다. (배우의 동작은 시인의 작시술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 즉 기술에 속하는 것

이므로 이 둘을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시학』 26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비극의 진수인 ‘행동’은 1만 5천여 명이 운집하는 디오니소스

극장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나, 배우의 몸짓이나 볼거리보다 ‘대사’를 통해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대사를 전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배우의 ‘음성’이

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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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커다란 가면을 쓴다고 해도, 많게는 15,000명까지 운집하는 거대한 극

장의 객석 끝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는 다

르다. 최초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코러스의 웅장한 제창은 말할 것도

없고, 가면을 통해 울리는 배우의 음성은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객석 가

장 마지막 줄까지 너끈히 전달된다. 이렇듯 비극은 가면(persona)을 통하

여 울리는 음성으로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리를 통한

(per-sona)' 또는 ‘소리에 의한’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32) 이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극장은 그 어원33)과 달

리 ‘듣는 것’이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35)

하지만 실내극장의 등장과 함께 원근법과 무대전환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르네상스 시대 이후, 극장은 ‘듣는’ 공간에서 ‘보는’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36) 특히 20세기 이후 연극무대에서 텍스트의 언어-

32) 돈 아이디, 앞의 책, 49쪽 참조.

33) 안 쉬르제는 장경보다 텍스트, 즉 보이는 것보다 이야기된 것이 우선이 되

는 연극의 그리스적 개념과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들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주

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옵시스(opsis)라는 단어는 흔히 프랑스어로는

장경(스펙터클)로 번역되며, 특히 극장의 어원인 테아트론(theatron)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장소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안 쉬르제는 옵시스나 테아트론이

라는 단어의 의미소의 다양성에 의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옵시스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각, 즉 보는 행위이지만 이 단어는 또한 하나의 출현, 환영, 꿈, 신비

로운 광경을 보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보다’와 ‘신비한 환영을 갖다’는 의미

를 ‘테아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단어에서 테아트론이 비롯한

다. 이처럼 그리스 극장은 지켜보는 장소이자 언어와 열광에 의해 촉발된 신비

한 환영을 갖는 장소이기도 하다. 안 쉬르제,『서양 연극의 무대 장식 기술』,

송민숙 옮김, 동문선, 2005, 28-29쪽 참조.

34) 머레이 쉐이퍼도 서사시의 시대에 청각은 시각보다 중요했다고 이야기한다.

“유사 이전, 예언자와 서사시의 시대에는 청각은 시각보다 중요했었다. 신의 말

씀, 부족의 역사, 그 외 중요한 정보는 모두 들리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은 없

었다.” 머레이 쉐이퍼, 앞의 책, 27쪽.

35) 여기에서 ‘소리’는 ‘음성’을 뜻하며, 음성, 음향, 음악을 아우르는 연극에서의

사운드 전체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사운드 요소의 분류와 사운드 요소 사이의

위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므로 여기에서의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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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 이외의 요소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시노그라피(scenograph

y)37)는 주요한 표현 방식으로 부각되었고, 유럽의 경우 시노그라피는 70

년대 후반과 80년대 연극 무대를 절대적으로 지배했다.38) 시노그라피는

단순한 무대장식미술을 뛰어넘는 시각적 극작법으로 발전해오며, 시각적

표현 요소들은 텍스트와 종속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등가적 관계를

맺게 된다.39) 이렇듯 시노그라피가 주요한 극적 표현으로 발전해온 것과

달리, 사운드는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40) 사운드는 여전

히 부가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는데, 이러

한 인식은 연극에서 사운드의 정의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리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어떤 때는 이야기에 의

해 동기를 부여받아 무대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펙터클에 ‘덧붙여진’ 것처럼 무대 양옆이나 제작부에서 만들어

지기도 한다.”41)

36) 안 쉬르제, 위의 책, 13-14쪽 참조.

37)“시노그라피(scenography, architecture on stage)는 그리스어 ‘스케노그라피

아(skènographia)’에서 파생된 라틴어 ‘세노그라피아(scenografia)’에서 비롯되었

다. 무대(skene)를 그리는(grapho) 기술을 의미한다.” 안 쉬르제, 위의 책, 13-14

쪽.

38) 한스-티스 레만,『포스트드라마 연극』, 김기란 옮김, 현대미학사, 2013, 173

쪽 참조.

39) 김기란, 「현대 공연예술의 시노그라피(Scenography) 고찰: 아힘 프라이어

의 <수궁가>를 통한 시각적 극작법 분석」, 『드라마연구』, no.42 , 2014, 5쪽

참조.

40) 여기에서의 사운드는 음성, 음향, 음악 중 특히 ‘음향’을 일컫는다. 연극에서

‘말/대사’는 곧 서사이며, 인물, 사건, 갈등 상황, 심리 상태 등을 관객들에게 전

달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말/대사’를 실어 나르

는 ‘음성’은 음향, 음악과는 다른 지위를 점하여 왔다. 사운드 요소의 분류와 사

운드 요소 사이의 위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다.

41) 파트리스 파비스, 『연극학사전』, 신현숙·윤학로 옮김, 현대미학사, 1999,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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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등가적인 관계를 맺게 된 시각적 요소와 달리,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텍스트나 스펙터클에 말 그대로 ‘덧붙여진’ 부가적인 요소로서

인식되었다. 사운드는 이미 시각적 요소만으로 충분히 완성된 장면에 덧

붙여져서 감정을 고취시키거나, 시간이나 장소 등을 암시하며 장면을 보

충 설명하는, 피상적인 연극 효과를 위한 장식물로 인식되어왔다. 사운드

가 가장 돋보일 때는 실수가 발생한 경우이며, 장면의 다른 요소들을 압

도하며 사운드가 도드라질 경우, 그것은 실패한 연출이 되었다. 사운드는

부지불식간에 녹아들어야 했고, ‘들리지 않기 위해서’ 연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42)

3.1.2. 연극 사운드의 인식과 활용의 한계

일반적으로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음성(voice), 음향(sound effect), 음

악(music)으로 분류한다.43)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성이란 단어 안

42) 물론 사운드를 중요한 극적 요소로 인식하고 ‘소리’에 주목한 이들도 있었

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베케트와 안톤 체홉이 그러하다. 사무엘 베케트는 소설

에서 연극으로 그리고 다시 라디오로 옮겨간 그의 예술적 이행 그 자체로 그의

예술적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소리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후기로 갈수록 의미가 해체되고 여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소리’가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소음을 생산하는 등장인물들, ‘휴지’, ‘생략’, ‘침묵’, ‘긴 침묵’ 등의

다양한 종류의 침묵, 그리고 아예 인물이 된 『카스칸도』의 목소리, 『내가 아

니야』의 입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리의 육체화 현상까지, ‘소리’를 제외하고

서는 그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톤 체홉 또한 소리에

주목한 극작가이다. 말로 하지 못 한 이야기들이 삐져나오는 비언어적 소리들,

발원체로부터 유리된 무대 밖 소리 등 그는 단지 효과를 위해 소리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소리의 극적 가능성을 자각한 극작가이다. 하지만 소리에 대한 이

들의 관심은 이들의 작품을 다른 이들과 구분 짓게 해주는 그들의 드라마트루

기의 특성 중 하나이다. 따라서 소리를 중요한 극적 요소로 활용한 두 사람의

작품세계 속에서 소리 활용에 대한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을 읽어내기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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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말/대사’와 ‘목소리’가 한데 섞여 있고, 음향 효과라는 말만으로는

그 안에는 담긴 수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청각적 거리, 지속시간, 소리의

드나듦 등)과 각종 사운드 도구들을 표현하지 못하며, 침묵과 사이 같은

소리의 부재가 주는 청각적 인상은 아예 사운드의 분류에서 누락되어 있

다.44) 연극은 보다 풍부한 소리 세계를 품고 있다. 음성, 음향, 음악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연극 사운드 분류는, 구분되어야 할 각 요소들의 하

위 요소들을 한데 엉키게 하고, 각 요소들 사이의 세밀한 차이를 담아내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투박한 분류는 그 자체로 연극에서의 사운드를

바라보는 느슨한 관점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 분류에서 우선 연극에서의

사운드의 인식과 활용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부터 사운드 요소

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식과 활용의 한계가 있는지 짚어보겠다.45)

43) 음성, 음향, 음악 등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소리 이외에도 극장 안에서 발생

하는 관객의 소리(기침소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등), 조정실(operating room)

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리, 조명기기나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 등도 있지만, 본고

에서는 우연적,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들과 구별되는, 연극적 현실을 구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공된’ 소리로 범위를 한정지어 논하고자 한다.

44) 일반적인 무대 연극과 달리 시각적 요소를 완전히 차단한 채 청각적 요소

로만 극을 구성하는 ‘라디오극’에서의 사운드 기호 체계의 분류를 참고하면, 연

극에서 사운드의 요소들은 ‘음성, 음향, 음악’이란 분류보다 더 세세한 청각적

요소들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래티건(Dermot Rattigan)은 라디오극

이 퍼포먼스 과정에서의 말(words), 목소리(voices), 발성(utterances), 침묵과 사

이(silences/pauses), 음악(music)과 기술적인 과정에서의 청각적 원근감(aural

distancing), 드나듦(fades) 등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라디오극이 완전

히 시각적 요소를 차단한 채 청각적 요소만 활용한다는 점, 사전에 편집을 거친

가공된 소리만 사용한다는 점 등 일반적인 무대 연극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래티건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

만 그의 분류는 연극에서의 소리가 ‘듣지 못했던’ 지점을 발견하는데 충분히 참

고할만한 자료가 된다. 더못 래티건, Theatre of Sound : Radio and the

Dramatic Imagination, Carysfort Press, 2002, 2쪽, 123쪽 참고.

45) 연극에서의 사운드 요소 중 ‘음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연극

에서의 사운드의 요소로 분석하기에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량이 방대하며,

음악의 극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뮤지컬, 오페라 등 ‘음악’을 중심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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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사운드는 음성, 음향, 음악 중에 음성에만 관심이 편중되어왔다.

음성, 음향, 음악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 음향이나 음악은 음성이 전달되

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량이나 드나듦이 조정되어야 했다.46) 사

실 이는 배우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배우의 목소리가 실어 나

르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배우의 음성은

‘소리’라기보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인식되어왔다. 조나단 스턴

(Jonathan Sterne)은 “원래 서구 문화권은 음성이나 음악 같은 특정한

이상적 소리에 천착했을 뿐 소리 그 자체는 문제시 하지 않았다.”47)고

말하며 서구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로고스 중심주의를 지적

하였다. 로고스 중심적 사고 속에서 언어가 비어있는 상태인 ‘침묵’은 ‘∼

하지 않은’, ‘∼가 없는’ 등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소리의

부재’인 침묵/사이는 사운드의 요소로 인식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인식적인 한계 외에도 연극에서의 ‘음성’은 활용적인 면에서도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전통적인 연극에서 ‘음성’은 현존하는 배우의 육

체를 전제로만 발생할 수 있었다.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발명 이전, 소리

(배우의 음성)와 발원체(배우의 육체)는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인물의 속마음은 대사로 제시되었다. 독백과 방백, 콘피단트

한 장르에서 이미 상당히 연구가 진행된 바,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

기로 한다.

46) 미셸 시옹은 영화에서 다른 소리들과는 별도로 인간의 음성을 중요하게 다

루고 분명히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영화에서의 ‘음성중심주의’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화 사운드가 음성중심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앞서 인간 자체가, 일

상생활에서의 행동이나 반응이 일단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다른

(바람 음악, 자동차) 소리들 가운데서 목소리와 비슷한 음향을 들었다면 먼저

거기에 주의와 관심이 쏠린다. 그리고 그 소리를 알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를 잘 알고 있다면 그제야 나머지 소리들에도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음성들이

하는 말이 그가 알아듣는 언어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먼저 말의 의미를 찾을

것이며 그 뜻에 대한 관심이 충족되고 난 후에야 다른 요소들의 해석으로 넘어

한다. 미셸 시옹, 『오디오-비전』, 윤경진 옮김, 하나래, 2004, 19-20쪽 참조.

47) 조나단 스턴,『청취의 과거: 청각적 근대성의 기원들』, 윤원화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0,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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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ant)48) 등은 전통적인 연극에서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안된 연극적 장치이다. 속마음은 드러나지

않아야 속마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유지되는데, 과거 무대 위의 인물은

연극적 장치나 연출적 기지49)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과 말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그럼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관객과 나눠야했기 때

문에 이를 드러내놓고 발화할 수밖에 없었다. 관객들은 이렇게 꺼내어진,

뱉어진, 공유된 그들의 말을 독백, 방백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들의 ‘속마

음’이라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무대 밖의 공간이나 상황은 전령이나 사자(使者),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미카엘 이자카로프(Michael Issacharoff)는

이를 전통적인 연극에서는 무대 밖의 설명적 공간이 언어로 ‘매개되었

다’50)고 말한다.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왕비가 자결

한 장면,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른 장면은 모두 사자의 보고를 통해 전달

된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도 오필리어의 죽음은 거트루드의

대사로 묘사된다.

동일한 한계점이 ‘음향’에서도 드러난다. 소리와 소리의 발원체를 분

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곳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리만 재료

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무대 밖-이야기 안’51)의 사운드는 누

48) 콘피단트(confidant) 란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에게 충고해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삼는 등장인물이다. 17세기 프랑스의 신고전주의자들은 등장인

물이 혼자 있으면서 큰 소리로 말한다거나 사적인 문제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논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근거로 독백과 코러스 같은 고안들을 위축시켰

다. 이러한 고안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각 주요 등장인물마다 자신의 가장 내밀

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임받는 동료, 즉 콘피단트(confidant)가 주어졌

다. 오스카 G. 브로케트. 『연극개론』, 김윤철 옮김, HAMEDIA, 2009, 244쪽

참조.

49) 연극적 장치는 독백, 방백, 콘피단트 등을 말하고, 연출적 기지란 고정화된

연극적 형식은 아니지만, 다인일역처럼 인물의 속마음을 발화할 수 있는 연출적

고안을 말한다.

50) 미카엘 이자카로프,「Space and reference in Drama」,Poetics Today,

vo.2:3, 1981, 211-2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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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가 무대 뒤(backstage)에서 직접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만 제시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무대 뒤’라는 공간이 비록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리의 발원체가 시각적으로 가려져 있기

는 하지만, 관객은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아

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무대 뒤’ 도 극장 안에 존재하는 공간

이며, 이 극장 안에 배우와 관객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대 뒤에

서 직접 생산되는 소리는 현실의 소리와 ‘비슷하게’ 창조될 뿐 진짜의

(real) 소리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고, 무대 뒤에서 비슷하게

라도 생산하기 곤란한 소리들은 효과에서 빠지게 되거나 어색함을 지우

지 못한 채 제시되어야 했다. ‘연극적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된 사

운드가 도리어 핍진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무대 뒤

에서 직접 생산되는 소리는 무대 밖의 배경과 상황을 전달할 수는 있지

만, 극장 전체를 울리기엔 한계가 있다. 무대 뒤 어느 한 지점에서 발생

한 소리는 극장 전체를 울리기 못하고 발원지와 근접한 무대 위 공간에

서 맴돌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사운드는 언제나 연극과 함께 해왔지만, 그 인식과 활용

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먼저 사운드는 독자적인 표현

요소로 인식되기보다는 다른 요소에 ‘덧붙여져서’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

식되어왔다. 또한 음성, 음향, 음악 중에 음성에만 관심이 편중되어 왔다.

51) 연극의 사운드는 우선 ‘이야기 안의 사운드(diegetic sound)’와 ‘이야기 밖의

사운드(non-diegetic sound)’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 안의 사운드’란 드라마의

허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로서, 대표적으로 대사를 발화하는 배우의 음성,

극적 인물의 행위 중에 발생하는 소리, 극적 인물이 연주하는 음악 등이 있다.

이야기 밖의 사운드는 허구적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입하는 소리로서, 대

표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다. 또한 연극의 사운드는 소리의 발원체의 위

치에 따라 무대 안 사운드와 무대 밖 사운드로 나눌 수 있다. 무대 안 사운드란

극적 행위가 펼쳐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로서, 소리의 발원체를 관객이 볼

수 있다. 무대 밖 사운드는 무대 뒤에서 발생하는 소리로서, 소리의 발원체를

관객이 볼 수 없다. 본문에서 언급한 ‘무대 밖-이야기 안’ 사운드란, 무대 안 인

물과 사건에 영향을 주는 소리를 무대 밖에서 직접 만들어서 내는 경우를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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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중은 ‘목소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목소리를 텍스트의

의미를 실어 나르는 매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연극에

서의 사운드는 또한 그 활용적인 면에서도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전자

기기로 매개된 음향을 사용하기 전, 연극에서 사운드는 ‘그 순간, 그곳에

서’ 직접 발생하는 소리만을 재료로 삼을 수 있었다. 따라서 무대 밖 공

간이나 상황, 인물의 속마음 모두 ‘대사’를 통해 제시될 수밖에 없었으며,

무대 밖에서 제시되는 음향들은 소리의 제작, 송출, 지속 등의 면에서 모

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3.2. 소리의 전환기

3.2.1.발원체와 소리의 분리

1589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조반이 바티스타 델라 포스타는 “언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사람이 한 말을 막대 관 속에 밀어

넣은 다음 마개를 제거하면 그 말이 터져 나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언어

를 보존하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52) 소리를 자유롭게 저장하고 송출하

고 재생하는 21세기 우리에게, 수 세기 전 한 과학자의 상상은 마치 어

린 아이의 상상처럼 허무맹랑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냄새

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수 세기 전, 소리를 저장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청각적 전자기기의 발명 이전, 소리

는 한번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인간의 기억 속이었다. 소리는 그 자체로 저장될 수

없었고, 문자나 악보를 통해서만 기록될 수 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청각적 전자기기의 발명으로 소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한다. 1877년 에디슨이 축음기(phonograph)를 발명한 이래

52) 마이클 채넌, 『음악 녹음의 역사: 에디슨에서 월드 뮤직까지』, 박기호 옮

김, 동문선, 2005,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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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자나 악보 없이도 소리 자체를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마

이클 채넌(Michael Chanan)은 이 발명이 ‘실로 오래된 꿈의 실현’이라고

표현하며, 에디슨의 발명을 반겼던 프랑스 사진작가 나다르의 말을 함께

전한다. “이 ‘말하는 기계’의 발명은 얼어붙은 언어의 바다를 다루었던

라블레의 이야기, 즉 얼었던 언어가 녹으면 그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퍼

져 나간다는 이야기처럼 꿈이 현실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53) 에

디슨 그 자신도 축음기의 발명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속기사 없

이 편지와 구술필기가 가능하다, 시각 장애인들이 다른 도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 음악의 녹음과 재생에 사용될 것이다, 유언의 녹음에 사용

될 것이다 등 축음기가 가져 올 미래의 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54)

이처럼 소리를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축음기의 발명은 마치 문자의 발

명과도 같은 혁명적인 일이었다. 저장할 수 있는 소리는 이제 육체를 떠

나게 되었다. 라디오, 전화기의 발명으로 소리와 소리의 발원체가 분리는

더욱 극명해졌고, 이는 청취의 시공간적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이제 소리

는 ‘그 순간, 그곳에서’ 라는 제약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사실에 놀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사실 이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다.

목소리는 원래 몸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상자에서 생생한 인간의 목소리가 난다는 것을 견디지 못했는데, 시각적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서 스테레오폰(stereophone)과 일러스트레이티드

송 머신(Illustrated Song Machine)이 등장했을 정도라고 한다.55)

돈 아이디는 『소리의 현상학』에서 전화, 오디오에 이어 심지어 전

파망원경까지 출현하여 인간의 청취 영역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넓혀주

었다고 말하며 이것은 단지 청취 방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청취로 연유

된 경험 자체의 섬세하고도 심원한 변형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53) 마이클 채넌, 위의 책, 13쪽.

54) 박재록, 『뮤직 테크놀로지의 이해』, 음악세계, 2015, 23쪽 참조.

55) 스테레오폰(stereophone)과 일러스트레이티드 송 머신(Illustrated Song

Machine) 둘 다 실린더 축음기에 붙이면 음악에 알맞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

계이다. 마크 카츠, 『소리를 잡아라』, 허진 옮김, 마티, 2006, 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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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가 갑작스럽게 더 시끄러워졌다거나 또 우리가 더 멀리의 것

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거나 소리가 기술문명 속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

게 되었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계장치와 더불어 살게

됨으로써 우리의 청취경험 그 자체와 더 나아가 세계와 우리 자신들에 대

해 우리가 가지는 관념들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56)

전자시대의 도구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청취의 양식들을 가져왔

고, 이 새로운 도구들을 통해 인간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듣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청취 양식들

이 모두 소용없어지거나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은 전혀 아니다. 소리

는 변함없이 소리 그 자체로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전의 청취 양식 역

시 유효하며, 이에 전자기기로 인한 청취의 방식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제 극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순간, 그곳에서’ 직접 발생하는 살아

있는 소리들과 음향기기를 통해 재생되는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하게 된

것이다. 무대 위에서 발성되는 배우의 음성, 무대 안/밖에서 직접 창출했

던 음향효과 외에도 실시간으로 창출되는지 여부와 어떠한 사운드 도구

들을 통해 창출되는지 등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면서, 사운드의 요소는

더욱 세분화되고, 따라서 사운드 요소 간 결합 가능한 조합쌍이 증가하

게 된다. 연극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의 장(場)이 현저히 확장되는

것이다.

3.2.2. 언어와 소리의 분리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 공연 패러다임의 변화 역

시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연극=드라마’라는 오

56) 돈 아이디, 앞의 책, 24-25쪽 참조.



- 30 -

랜 도식 안에서 로고스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언어’가 연극에서 가장 핵

심적인 요소였다면, 1960년대 이후 텍스트에서 행위 및 사건으로, 재현적

인 것에서 수행적인 것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로고스 중심의 위계

를 해체하여 드라마의 로고스나 언어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게 지배적 역

할을 부여”57)하기 시작한다. 독립된 채로 떠오르는 이러한 요소들은 “기

표로 봉사하기 거부”58)하며 “기호는 오직 자신과,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

의 현존과 소통”59)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텍스트의 의

미를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서 소리를 바라보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

나 소리 자체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배우의 음성’이라는 말 안에 한데 엉겨

있었던 ‘언어’와 ‘목소리’는 서로 구분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언어로부터

분리된 소리는 연극에서의 소리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언어적

소리60)들의 극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기침, 한숨, 신음소

57) 한스-티스 레만, 앞의 책, 173쪽.

58) 위의 책, 177쪽.

59) 위의 책, 182쪽.

60) 최윤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맬란드로(Malandro)의 커뮤니케이

션 행렬표를 인용하여 언어 행위와 비언어 행위를 설명한다. 맬란드로

(Malandro)는 언어 행위와 비언어 행위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음성 행위와

비음성 행위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어보면 네 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세트, 즉

①언어/음성 행위, ②언어/비음성 행위, ③비언어/음성 행위, ④비언어/비음성 행

위로 구성된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언어 비언어

음성 ①언어/음성 행위 ③비언어/음성 행위

비음성 ②언어/비음성 행위 ④비언어/비음성 행위

(표 출처: Malandro, L. et. al., Nonverbal communic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89, 6쪽.)

이를 연극에 적용하면, 언어/음성 행위로는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대

사, 언어/비음성 행위는 드물게 사용되긴 하지만 수어(手語), 비언어/음성 행위

는 웃음, 울음, 속삭임, 고함, 신음, 하품, 칭얼대기, 한숨 등, 비언어/비음성 행위

로는 제스처나 표정, 신체 접촉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최윤희, 『비언어 커뮤

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1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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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품, 웃음, 재채기 등의 비언어적 소리들, ‘언어적 소리’이긴 하지만

의사소통을 기능을 상실하여 ‘소리’로 감각되는 말들61)(등장인물들이 알

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는 경우,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등), 그

리고 침묵62)까지,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소리의 세계가

깨어난다. ‘언어적 소리’에만 천착하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니, 연극

안에 이미 수많은 소리들이 잠복하고 있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소리들은 단순히 효과를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된다거

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상징적 기표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

체로서’ 극적 요소가 된다.

헬가 핀터(Helga Finter)는 “소리로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스피치로서의 목소리가 상실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

피치로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소리를 파악하는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63)고 하며 소리성과 의미를 양립불가능한 관계로 바라본다. 물

론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언어로부터 분리된 소리

는 반드시 의미의 상실을 야기하는 것일까?

61) 박현섭은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소통기능을 상실한 ‘말’은 ‘소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상의 언어 행위 속에서 말이 소통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더 이상 말이라고 불리우지 않는다. 예컨대 ‘소리’

라는 단어 앞에 각종 접두어를 붙인 헛소리, 개소리, 상소리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와 달리, 예술 텍스트 안에서 ‘뜻 없는 소리’

들이 새로운 연극적 기호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벚꽃동

산』이라는 연극에서 발성되는 모든 언술적, 비언어적 소리들을 소리라는 하나

의 범주로 묶어 논의하며 ‘뜻 없는 소리’들의 극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박현섭, 「『벚꽃동산』에서의 소리에 관하여」, 러시어문학연구논집, vol.1,

1995, 266-267쪽 참조.

62) 여기에서 말하는 ‘침묵’이란, 대화 속에서 언어와 언어 ‘사이’에 ‘말’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라, ‘소리의 부재’ 자체가 주는 ‘감각적 인상’을

뜻한다.

63)헬가 핀터, “Experimental Theatre and Semiology of Theatre. The

Theatricalization of Voice”, Trans. E.A. Walker and Kathryn Grardal,

Modern Drama 26. 4 , 1983, 5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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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언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소리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번역될 수 없는 소리나 주문(呪文)처럼 의미

를 초월하는 소리의 반복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강압적인 의미의

해체만을 뜻하는 것 역시 아니다.

소리가 언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고 나면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단순한 전령의 역할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이다.

독립적 기호로 떠오른 목소리는 더 이상 언어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

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면에 대두되며 언어적 표현과 해석의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때로는 감각적 인상 그 자체로 의미를 형성한다. 이제 목소

리는 언어 뒤로 사라지는 대신 독립적인 요소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언

어와 함께 할 때에도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목소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언

어’가 ‘소리화’ 되면서, 동시대 연극에서는 기존의 사운드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위계질서가 느슨해지고 지위가 전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언어’는 ‘음향효과’처럼 사용되고, 말이 아닌 다양한 소리들(비단

비언어적 소리뿐만 아니라 비음성적 소리까지)이 감각적 인상으로 의미

를 형성하며 언어만이 차지했던 지위를 꿰차기도 하는 것이다.

3.3.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

3.3.1. 동시대 연극에서 사운드의 새로운 시도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전통적인 연극에서의 사운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소리의 전환기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운드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운드

연출 효과를 탐색해나가고 있다.

먼저,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 중 ‘음성’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전통적인 연극에서 ‘음성’은 오로지 무대 위에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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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었다면, 동시대 연극에서의

‘음성’은 배우를 통해 발성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발원체를 떠난 목소

리들(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창출되거나 사전에 녹음된 음성)이 음향

기기를 통해 송출되기도 한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소리가

극장 내 공존하게 됨으로써, 가공되지 않은 배우의 음성과 음향기기를

통해 창출되는 음성 사이의 질감의 차이를 사운드 연출로 활용하기도 한

다.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독백’, ‘방백’, ‘콘피단트’ 등의 연극

적 장치를 이용하기보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녹음된 음성을 보이스 오버

형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인물을 압박하는 주위의 목소리들은 전통적

인 연극에서 무대 위로 배우들이 등장하거나 백스테이지에서 음성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되었다면, 동시대 연극에서는 녹음된 목

소리들이 육체 없이 무대를 떠돌아다니며 무대 위의 인물을 압박하는 형

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배우 없이도 재생기기를 통해서 음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대 연극에서 배우의 현존은 더 이상 음성

발생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된다. 음성은 배우 없이 단독으로 제시

되며 배우의 현존을 제유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의 존재를 삭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효과들은 이미 동시대 연극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사운드 연출 방법들이다. 동시대 연극은 음성을 통한 보다 새로운 연출

방법을 시도하는데, 이는 특히 ‘목소리’를 활용한 인물의 분열과 중첩에

서 발견할 수 있다.

목소리는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한 개인의 ‘내적인 서명’으로서 정체

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연극에서 한 명의 배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의 인물만을 표현하였고, 따라서 배우-목소리-인물은

서로 밀착될 수밖에 없었다. 판소리 극, 다중캐릭터 모놀로그 등에서 1인

다역을 할 때나 가면을 통해 같은 배우가 다른 역할을 표현해야 하는 경

우, 배우는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변용하여 인물의 변화를 드러냈다.

동시대 연극에서는 배우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변경하는 방식보다는

사운드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 다른 목소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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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배우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의 피치를 조정함으로써 한 배

우에게서 전혀 다른 여러 개의 목소리를 송출함으로써 서로 다른 인물을

창조하는 식이다. 이렇게 사운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목소리의 변용이

전통적인 연극에서의 방식과 다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변용된 목소리

의 중첩을 통한 장면 연출에서 드러난다.

전통적인 연극에서 한 명의 배우가 목소리를 변용하면서 여러 인물을

표현할 때, 여러 인물들은 곧 한 명의 배우의 목소리로부터 창조되는 것

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한 육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각기

다른 인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물들이 한 무대에 동시에 존

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서로 다른 인물들은 배우의 음성의 변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시대 연극에서는 사운

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한 양식이었던 인물의 중복,

인물의 분열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가 사운드 테크놀로지로

변용된 목소리를 ‘자신의 신체에 기입하며’ 일인 다역을 소화하기도 하

고, 육체 없이 음성으로만 창조되는 인물과 상호작용하며 인물의 중복이

나 분열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시대 연극에서 사운드를 활용하

여 ‘인물’을 창조하고 다루는 방식은 구체적인 작품의 예와 함께 4장에서

더욱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 중 ‘음성’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음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디지털 저장매체의 발전으로 음원의 저장이 용이해지고, 대부분 극장

의 음향 송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연극에서 음향을 사용하는 방식도

함께 변화한다. ‘그 순간, 그 곳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리만 사용할 수 있

었던 한계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동시대 연극에서 음향 효과는 진짜로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냄으로써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작된 음향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시되기 시작한다. ‘사전에 제작된’ 음

향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곳에서, 그 순간에 창조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소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 세계의 무궁무

진한 소리들의 길이, 음량, 잔향 등을 가공하여 연극적 현실을 창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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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는 없는 소리들까지도 활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공된 소리들은 훨씬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단순히 ‘기차

소리’가 아니라 저 멀리서 아득히 지나가는 기차소리, 바로 내 앞을 지나

가는듯한 폭발적인 기차소리 등을 각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내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는 듯한 가까운 목소리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올 때

관객들은 ‘무대 뒤에서 누군가 얇은 금속판을 흔들고 있군.’ 이라고 생각

할 필요가 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더욱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극적 상황에

대입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64) 사운드가 극 안으로 스며들게 된 것이

다. 더불어 스피커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무대 밖 소리는 발원지와 인

접한 무대 위 어딘가를 맴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정 전체를 울릴

수 있고, 원하는 시간만큼 지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무궁무진한 소리의 세계들이 사전에 준비되었다 해도,

공연 현장에서의 송출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연극

은 영화와 달리, 사전에 준비한 사운드 소스들을 매 공연마다 실시간으

로 송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운드의 제작뿐만 아니라 ‘재생의 용

이함’ 역시 풍성한 사운드 구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00년대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플레이백 시스템은 복잡한 음향 환

경 구현의 밑거름이 된다. 플레이백 시스템의 개선으로, 사운드의 드나듦

이 한결 자연스러워지고, 배우와 사운드 오퍼레이터 사이의 상호작용 역

시 원활해졌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음향 환경을 수

월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극장에서는 CD(Compact Disc)에 디지털음원을 저장

하여 CD 플레이어를 통해 음향을 송출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다. 무대

밖 소리들은 사전에 준비한 음향파일을 CD에 저장하여 CD플레이어로

64) 물론 스피커는 극장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는 관객

이 확인할 수 있지만, 스피커를 통해 발생하는 소리의 발원체는 극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피커 안에 있는 것도 아닌, 미셸 시옹의 표현대로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워서 밖과 안을 동시에 떠도는” 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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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고 스피커를 통해 송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 발생한 소리만

활용했을 때의 한계점들은 극복할 수는 있었지만, 복잡한 음향 효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웠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2채널 시스템은 CD를 2장 밖

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음향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겹쳐서 송출될 수 없었다. 또한 음향을 재생하기 위해 누르는 버튼과 음

량을 조절하기 위한 페이더(fader)가 각기 다른 곳에 존재했기 때문에

음향의 드나듦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가령 한 장면의 끝에 암전이 되면

서 전환음악이 나오고 다음 장면에서 조명이 밝아지기 전, 앞의 전환 음

악이 빠지면서 달라진 공간에 맞는 새로운 소리가 나오는 효과를 구현하

기 위해서 조정실에서 사운드 오퍼레이터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쇼가 진

행될 정도였다.65)

하지만 플레이백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사운드 오퍼레이터가 음향콘솔

의 페이더를 따로 조정하지 않고 페이더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연에서 사용할 디지털 음향파일들을 프로그램으로 불러

와 순서대로 얹은 다음, 음량, 페이드인-아웃 길이, 크로스 등을 미리 세

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진땀을 빼지 않아도 정해

진 시점에 ‘Go’버튼만 누르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소리가 송출된

다. 소리의 크기 조절과 드나듦이 한결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지며, 사운드

오퍼레이터가 복잡한 조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우와 실시간으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수월해졌다.

연극은 영화와 달리 실시간 편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면,

사운드의 조작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영화는 애초에 관객을 만나기 이전, 편집과 후반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로 관객과 만나며, 관객이 영화관에

서 영화를 관람하는 순간 창작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연극은 준비된 소스들을 갖고, 관객과 만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65) CD 1의 재생버튼을 누르고 음량을 키웠다가 줄이는 동시에 CD2의 재생버

튼을 누르고 음량을 키우면서, 남아 있는 CD1의 음향을 완전히 소거하고 조명

이 들어오면 CD2의 소리가 뚝 끊기지 않게 서서히 페이더를 내리느라 진땀을

빼는 오퍼레이터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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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편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리허설 과정을 거쳐서 가

장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음량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조정해둔 소스들을

관객과 만나는 순간마다 매번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와 사운드 오퍼레이터의 호흡이 무척 중요하다. 둘의 호흡

이 맞지 않을 경우, 배우는 이미 수화기를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린다거나, 배우는 이미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소리가 한발 늦게 나온다

거나, 전화를 받으면서 퇴장해야 하는 배우가 벨소리가 울리지 않아서

퇴장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런 조악한 실수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연극의 사운드는 ‘그 순간, 그 곳에서

만’이라는 제약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플레이백 시스템의 개선으로 더

욱 복잡한 음향적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운드 오퍼레이터

의 조작 또한 용이해졌기 때문에 무대 위의 배우와 음향이 (엄밀히 말해

정해진 시점에 음향을 송출해야하는 사운드 오퍼레이터가) 실시간으로

호흡을 맞추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음향 구현 환경이 개선되면서 연극의 사운드는 단순히 보조적

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제 2의 배우처럼 적극

적으로 인물과 상호작용을 하며 인물의 행동에 전환을 가져오고, 적극적

으로 극에 개입하며 사건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연극에서 시각적인 요소들이 해왔던 역할을 사운드가 대신하기

도 한다. 3차원의 빈 공간에 잠재되어 있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다양한 세계들이 ‘소리’를 통해 깨어나기 시작한다.

무대 위의 배우와 실시간으로 호흡을 맞춰 송출되는 사운드는 온갖

세계를 무대 위에 드리운다. ‘싱크대’가 없어도 배우가 수도꼭지를 돌리

고 손을 씻는 액팅에 맞추어 수도꼭지를 비틀고, 흘러나오는 물이 싱크

대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싱크대’라는 극적 공간은 비가시적으로 창조

된다. 합판을 세워 벽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를 뚫어 창문을 만들지 않아

도 배우가 허공에 창문을 여는 동작과 동시에 바깥의 도로 소음이 들려

올 때, 무대 위에는 창문뿐만 아니라 벽이라는 공간의 경계까지 창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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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무대의 경계 밖에 있는 외부의 공간까지도 일순간 창조된다.

현실의 무궁무진한 세계들이, 혹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의 세계들이 소

리를 통해 비가시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시대 연극에서의 ‘음향’은 빈 공간에 다양한 극적 공간을 비

가시적으로 창조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촉각적인 경험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시대 연극에서 사운드를 활용하여 ‘공간’을 창조하고 다루는 방

식은 구체적인 작품의 예와 함께 4장에서 더욱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

겠다.

사운드 저장매체의 발명, 소리와 발원체의 분리, 플레이백 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해 연극의 사운드가 표현할 수 있는 장(場)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사운드 증폭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는데, 단일 채널로 재생하는 모

노럴(monoral)에서 고음질 하이파이(HiFi)의 사운드가 좌우에서 재생되

는 2채널 스테레오(stereophonic)로의 변화는 사운드를 통해 방향성을 입

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직 연극에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돌비(Dolby)스테레오, 5.1채널 서라운드 시스템은 초기 사운드

재생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공간의 입체감을 축조할 수 있도록 만

들었다.66) 시각적 요소가 아닌 청각적 요소로 공간의 ‘깊이’를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음향은 빈 공간에 깊이를 만들고

공간을 축조하며 사운드로 표현할 수 있는 장(場)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3.3.2. 사운드로 창조되는 인물과 공간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는 전통적인

연극에서의 사운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인식적·활용적 한계를 극복하

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청각적 언어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66) 박영주·이수진, 「사운드 설치 작품의 의미 축조와 현상학적 이해- <까마귀

의 살해>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no.50, 2017, 1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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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그라피가 단순한 무대 장식 미술을 뛰어넘는 ‘시각적 극작법’으로 발

전한 것처럼, 사운드 역시 독립적 요소로서 자신만의 장면 구성법을 만

들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대 세트, 소품, 조명, 의상 등 시각적 요

소가 해오던 역할을 사운드가 담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구성되었거

나 언어로 매개되었던 무대 위 세계들 역시 사운드를 통해 창조된다. 이

를 통해 3차원 빈 공간에 잠재되어 있는, 침묵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

는 것들은 ‘소리’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청각적 구성법에 따라,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물과

공간 역시 물질적으로 구성되지 않고도 사운드를 통해 창조될 수 있다.

이때 창조되는 인물과 공간은 가시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머릿속에서 창조되는 상상적 대상이다. 이번 절에서는 소리가 창조해내

는 상상적 육체, 즉 음성-신체(voice-body)에 대해 살펴보고, 이 음성-신

체의 개념이 음향-공간(sound-space)으로 확장되며 발견할 수 있는 동

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 연출 효과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모든 소리가 그것의 발원체를 전제로 발생하듯, 목소리는 발화자의

몸을 전제로 발생한다. 현존하는 몸은 육체와 목소리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연극에서 전자기기로 매개된 음향을 사용하기 전, 우리는 연극에

서 육체 없이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인물을 목격한 적이 없다. 우리가 먼

저 목격한 것은 육체를 떠난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떠난 육체였다.

마임 배우는 소리 없이 오로지 육체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마임배우

의 손짓과 몸짓을 지켜봄으로써 그가 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 마임배우는 시각을 통

해 세상을 감지하고 창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는 시각도 활용하

지만, 궁극적으로 마임배우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만나고 그것을 관객에

게 그려주는 방법은 ‘접촉’, 즉 촉각을 통해서이다. 마임 공연에서는 배우

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만으로는 세계가 창조되지 않는다. 그 세계는 공

유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가 가서 그것을 만지고, 촉각을 통해 감지된 그

것의 형태, 크기, 부피, 무게, 운동성 등을 표현해야 관객들도 그것이 무

엇인지 함께 느낄 수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빈 공간을 깨우듯, 그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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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창조된다. 마임 공연에서 3차원의 빈

공간, 아직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배우

의 손짓이다.

마임배우는 말을 하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지만 그의 얼굴 표정, 접촉

한 대상에 대해 그가 보여주는 반응들(그것이 사랑스러운지 혐오스러운

지 등)을 통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리고 우리는 배우의 손짓으로 표현되는 대상을 감각하면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가 허공에 대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행동을 보

여줄 때, 우리는 그의 주먹과 접촉하는 문을 볼 수 있고, 주먹이 문을 두

드리는 행위에 맞춰 쾅쾅쾅 하는 소리 또한 들을 수 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공을 바닥에 튀길 때, 보이지 않는 책의 책장을 넘길 때, 관객은 배

우와 보이지 않는 대상의 접촉을 통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다시

말해, ‘소리를 떠난 육체’를 통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육체를 떠난 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육체’를 보는 것도

가능할까? 이미지와 소리의 분리가 자유로운 영화에서는 일찍이 육체를

떠난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영화 기법을 만들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형

식은 보이스 오버(voice over)와 외화면 목소리(off screen voice)67)이다.

보이스 오버는 “동시녹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보이는 화면

위에서 목소리가 덧붙여진다”68)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연기자나 해설자

67) 일반적으로 외화면음향(off screen sound)이라고 표현하지만, 본고는 프레임

밖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 중에서 ‘목소리’로 한정지어 논의하고자 ‘외화면 목

소리’라고 하였다. 참고로 영화에서의 사운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음원이

영화의 스토리 공간 안에 있을 경우 ‘내재 음향(diegetic sound)’, 스토리 공간

바깥에 있는 경우 ‘외재음향(nondiegetic sound)’이라고 한다. 음원이 프레임 내

부에 존재하는 경우는 ‘내화면음향(on screen sound)’ 음원이 프레임 바깥에 존

재하는 경우는 ‘외화면음향(off screen sound)’라고 한다. 데이비드 보드웰·크리

스틴 톰슨, 『영화예술』, 주진숙·이용관 옮김, 이론과 실천, 1993, 372-374쪽 참

조.

68) 목혜정, 『영화 사운드의 이해』, 아모르문디, 2016,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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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소리로 대사나 해설을 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69)

외화면 목소리는 음원이 화면 밖에 존재하는 목소리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화면 밖에 있어 보이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인

물만 화면에서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프레임은 그 안을 주목

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발산하기 때문에, 관객의 주의와 관심은 프레임

안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화면 소리는 내화면 소리를 방해

하지 않도록 볼륨, 피치, 음색, 잔향 등이 조정된다. 하지만 외화면 소리

중에서 유독 보이지 않는 소리의 근원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목소리

가 있다. 이 목소리들은 육체 없이 화면 밖에서 소리로만 존재하면서 적

극적으로 이야기에 개입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 1939)>70)의 마법사, <그놈 목소리(2007)>71)에서의 유괴

범, <더 테러 라이브(2013)>72)의 테러범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들은

분명히 이야기 안에 있는 인물이지만 프레임 안에는 육체가 없고 프레임

밖에서 목소리로만 존재한다.

미셸 시옹은 이를 ‘음성 존재(acousmêtre)’라는 말로 설명한다. 음성

존재는 미셸 시옹이 발원체를 보지 못한 채 듣는다는 뜻의 ‘아쿠스마티

크(acousmatique)’와 ‘존재(être)’를 조합하여 탄생시킨 단어이다.73) 미셸

시옹은 영화 속 음성존재란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사람,

69) 보이스 오버는 또한 어떤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다른 인물의 상상 속에서

들리는 경우, 건물이나 차 밖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인물들의 목소리가 들

리는 경우 같이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와 다른 영

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보이스 오버로 처리한

경우나 편지를 읽는 장면을 보이스 오버로 처리한 경우들은 화면 속의 인물들

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지만, 음성에 해당하는 정확한 시각적 이미지가 있으므로

육체를 떠난 목소리의 예로 보기 어렵다.

70)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 1939)> 빅터 플레밍 감독, 주디 갈랜드

주연의 영화

71) <그놈 목소리(2007)> 박진표 감독, 설경구 주연의 영화

72) <더 테러 라이브(2013)> 김병우 감독, 하정우 주연의 영화

73) 미셸 시옹, 『영화의 목소리』, 박선주 옮김, 동문선, 2005, 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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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어디에서 얘기하는지 말하지 않는 사람(전화통화에서처럼), 말을

하는 죽은 자의 목소리, 어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사전에 녹음된 목소

리, 어떤 기계적-실체 자체의 목소리 일 수도 있다고 분류한다.74) 미셸

시옹은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음성 존재의 막강한 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스크린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있으며, 스크린 안에 들어

가지 않은 채 표면을 떠돌아다니는 음성 존재는 불안정과 긴장의 요인이

고, 보러 가게 하는 이끎이며, 파멸로의 유도가 될 수 있다. 음성존재의

능력은 다음 네 가지로 귀착시킬 수 있다. 곧 도처에 존재하고, 모든 것

을 보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달리 말하면 편재

(遍在), 투시능력, 전지(全知), 전능(全能)이다.”75)

도처에 존재하고, 전지전능한 음성 존재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미

셸 시옹은 목소리는 ‘육체에 넣어진’ 순간부터 거대한 규모를 잃고, 결국

가느다란 인간의 목소리가 된다76)고 말하며 음성 존재의 힘의 근원은

발원체의 비가시성, 즉 아쿠스마티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쿠스마티크란 피타고라스가 사용했던 그리스어로, 스승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커튼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한

다.77) 구체음악의 창시자 피에르 쉐퍼(Pierre Schaeffer)가 이 옛 용어를

되살려, 원인을 보지 못한 채 소리만 듣는 것을 아쿠스마틱 청취 상황이

74) 미셸 시옹, 위의 책, 47쪽 참조.

75) 미셸 시옹, 위의 책, 58쪽.

76) 미셸 시옹, 위의 책, 54쪽 참조.

77) “학생들은 오직 스승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소리의 원천이 시각적으

로 차단된 채 소리로만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존재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형체 없이 음성으로만 존재 신(神)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영화에서 음성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등장인물을 조정하며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막

강한 힘을 부여받는다.” 정민아, 「이미지 없는 목소리, 아쿠스메트르에 대하여:

<그놈 목소리>와 <여고괴담4:목소리>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no.35,

2008. 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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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일컬으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78)

사운드 스케이프 이론을 펼친 머레이 쉐이퍼(Murray Schafer)는 아쿠

스마티크를 단순히 ‘발원체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리가 발원체로부터 ‘분리’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는 전기혁명

이 소리를 패키지화하고 저장하는 기술과 소리의 일부를 원래의 컨텍스

트로부터 분리하는 기술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소리분열증

(schizophonia)”이라고 일컫는다. 소리분열증은 머레이 쉐이퍼가 분열한

다는 뜻의 그리스어 접두사 스키조(schizo)와 소리라는 뜻의 그리스어

폰(phone)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원래의 소리와 그 소리의 전기음향

적인 전달·재생 사이의 분열을 가리킨다.79) 그가 선택한 단어를 통해 짐

작할 수 있듯, 그는 이러한 소리의 분리 현상에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의

미를 넣고 싶었다고 하며, 소리와 발원체의 분리 현상을 다소 부정적으

로 바라본다.

브라이언 케인(Brian Kane)은 소리와 발원체의 분리를 머레이 쉐이퍼

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것은 단지 틈에 불과하다”80)고 말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리는 발원체(source), 원인(cause), 결과(effect)의 묶

음이고, 모든 음향 효과는 발원체와 원인의 상호작용의 결과”81)라고 이

야기한다. 그는 발원체/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으로 어떤 공간이 발

생하는데, 아쿠스마티크 사운드란, 소리의 발원체/원인/결과의 묶음을 느

슨하게 하는 ‘테크네(technê)’에 의해 만들어지는 틈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가 말하는 테크네는 소리의 삼위일체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기술 또는 전략’으로,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감은 눈꺼풀’ 일수도, 피타고

라스 학파의 ‘장막’일수도, 바그너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일수도 있

다고 설명하며, 아쿠스마티크란 결국 발원체/원인과 결과 사이의 틈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82)

78) 미셸 시옹, 『오디오-비전』, 윤경진 옮김, 한나래, 2003, 52쪽 참조.

79) 머레이 쉐이퍼, 앞의 책, 150-153쪽 참조.

80) 브라이언 케인, 앞의 책, 149쪽.

81) 브라이언 케인, 위의 책, 134쪽.

82) 브라이언 케인, 앞의 책, 99-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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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코너(Steven Connor)는 이러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발원체로부터 분리된 소리, 즉 탈육체화된 소리(disembodied voice)에서

상상의 육체가 창조됨을 강조한다. 스티븐 코너는 “인간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며 근원을 알 수 없는 목소리를 견

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탈육체화된 목소리는 반드시 그럴듯한 육체 안

에 거주해야 한다.”83)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람들

은 이른바 ‘음성-신체(voice-body)’를 만들어내는데, 그는 음성-신체를

“상상으로 창조되는 부차적인 육체, 육체의 분신”84) 이라고 설명한다. 그

는 탈육체화된 소리는 청자로 하여금 상상의 육체를 창조하도록 한다고

말하며, 이 음성 신체가 “실제의, 가시적인 육체를 부정하고, 그것과 경

쟁하고, 그것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개조할 수도 있다”85)고 하며 음성-신

체가 탈육체화된 음성의 근원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한다.

미셸 시옹이 음성존재의 전지전능함을 강조했다면, 스티븐 코너는 아

쿠스마티크한 청취 상황이 창조하는 대리의 신체, 즉 음성-신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음성-신체는 상상적인 육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

해, 미셸 시옹의 ‘음성 존재’란 이미지 없이 음성으로만 등장하는 인물로,

편재, 전지, 전능함을 이용하여 서사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라면, 스티븐 코너의 ‘음성-신체’는 탈육체화된 소리를 듣는 ‘청자’의

‘상상 속’에서 창조된 육체로서, 음성-신체는 청자의 수만큼, 듣는 이 각

자의 상상 속에서 각기 다른 형상으로 창조된다. 관객들은 상상적 육체

를 부여함으로써 육체 없는 소리의 거처를 마련해준다. 이 상상적 육체

는 무대 위를 떠돌아다니는 유령이 아니라, 무대 위의 배우와 상호작용

을 통해 마치 형태와 부피를 가진 ‘등장인물’처럼 제 모습을 드러낸다.

청각적으로 지각된 것을 실제 물리적 무대 공간에 투사하여 상상 속

에서 시각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유사한 원리로 ‘음

83) 스티븐 코너, Dumbstruck: A Cultural H istory of Ventriloquism,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5쪽.

84) 스티븐 코너, “Edison's Teeth: Touching Hearing”, Hearing Cultures:

Essays on Sound, Listening and Modernity, Oxford:Berg, 2004, 158쪽.

85) 스티븐 코너, 위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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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공간(sound-space)’ 또한 창조될 수 있다. 관객들은 소리를 통해서

비가시적인 극적 공간을 ‘볼 수 있으며’, 그 공간은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무대라는 빈 공간에 투사되어 형태

와 깊이를 가진 공간으로 가시화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극에서의 사

운드가 창조하는 음향-공간과 라디오 극이 창조하는 음향-공간의 차이

점이 드러난다. 라디오 극이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들리는 청각적 진

행에 의지하며 오로지 상상으로 풍경과 인물을 시각화하게 한다면, 연극

에서 사운드는 시간성과 더불어 공간성도 함께 갖는다.86) 다시 말해, 물

리적으로 현존하는 공간으로서 연극의 ‘빈 무대’는 상상으로 그려낸 풍경

과 인물들을 기입할 수 있는 일종의 삼차원의 스케치북이 되는 것이다.

소리 그 자체는 형태가 없고 비가시적이지만, 소리는 그 소리와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의 형체를 ‘드러낸다.’ 3차원의 빈 공간에 잠재되

어 있는, 아직 침묵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청각적으로 지각된 것을 상상적인 방식

일지라도 시각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요소가 청각적 요소를

보조하는 전복이 발생한다. 청각적 요소는 더 이상 무언가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표현 요소로 인식되며, 소리

는 단순히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는

감각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다.

‘듣는’ 공간에서 ‘보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던 극장은 다시금 ‘듣는’ 공

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실과 닮은 세계를 담아내고

자 했던 무대는 점점 빈 공간을 향해 장식적 요소를 거둬내고 빈틈을 확

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무대는 덩그러니 텅 빈 공

간이 아니라, 청각적 자극으로 인해 관객의 지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보

았던 것들이 다시 찾아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빈 공간이다. 연극의 무

대는 단순히 희곡의 서사를 재현하는 극적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

86) 고은령, 『보들극장-아빠가 사라졌다! - 고은령의 장애유형별 맞춤 연극 창

작법』, 늘봄, 2018, 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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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각을 발생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소리는 서사를 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조 장치를 넘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세계를 깨워 그 모습을

무대 위에 드리우는 역할을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를 통해서 동시대 연극에서 소리

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감각과 지각을 발생시키는 연출

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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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 연출 효과

: 컴플리시테 <The Encounter>를 사례로

4.1. 컴플리시테 <The Encounter>

영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극단 컴플리시테(Complicité)87)는 자크 르

콕(Jacques Lecoq) 국제연극마임학교 출신의 사이먼 맥버니(Simon

McBurney), 아나벨 아덴(Annabel Arden), 마르셀 마그니(Marcello

Margni), 피오나 고든(Fiona Gordon)이 1983년에 창단한 공동창작집단이

다. 컴플리시테는 창립 시기였던 1980년대 영국에서 중상위층의 전유물

이 되어갔던 문학적인 사실주의 연극, 상업적인 뮤지컬 등의 주류 중심

주의 연극에 반기를 들며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88)

사이먼 맥버니는 자신들의 작업을 ‘패턴이 없고, 이유가 없음(no

pattern, no reason)’, 특정한 ‘스타일(style)’이나 하나의 ‘유파(school)’도

없으며 정확한 ‘방법론(method)’도 없다고 표현하며89) 자신들의 작업이

어떤 스타일을 표방하거나, 어떤 철학을 앞세우지 않음을 내세운다.

컴플리시테 초기 공연에서는 움직임, 마임, 소리, 공간의 제재들이 그

87) 토마스 위즈네스키(Tomasz Wisniewski)에 의하면 컴플리시테의 창단 초기

이름은 Théâre du la Complicité 이었으나 곧장 Théâre de Complicité로 축약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Complicité로 다시 한 번 축약되고, 2008년부터는 프랑

스어 발음구별구호를 떼고 Complicite라고 변경하고, 컴플리시테(Complicity)라

고 발음한다. Wisniewski, Tomasz Complicite, Theatre and Aesthetics,

London: Palgrave macmilan, 2016, 2-4쪽 참조. 그런데 현재 컴플리시테의 홈페

이지에는 Complicité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컴플리시테라고 호명하도록 하

겠다.

88) 박주희, 「컴플리시티(Complicite) 공동구상 연극 (Collective-Devising

Theatre)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리좀 사유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연

극영화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26쪽 참조.

89) 토마스 위즈네스키, 위의 책,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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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재들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

디어, 영상 등의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실험하고 있다.90) 미디

어, 영상, 사운드 등의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연극 안으로 불러와 다

양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비단 컴플리시테만의 특성은 아니다.

특히 사운드에 대한 실험만을 놓고 보았을 때, 사운드 아트, 오디오 비주

얼 아트 등 사운드 설치 작업들에서 훨씬 과감하고 색다른 시도들을 만

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컴플리시테의 작업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유는,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새롭게 부가된 다양한 사운드 도구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형식적인 실험에서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

현존하는 배우를 삭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우를 작업의 중심에 두고

배우와 사운드의 상호작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연출적 효과에 대

해 깊이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크 르콕의 총체 연극(total theater)에 영향을 받은 컴플리시테는 소

리, 리듬, 공간, 시간, 건축 등을 모두 동등하고 중요한 요소로 둔다.91)

그렇지만 이 모든 요소들은 ‘배우와의 상호작용’를 중심으로 운용되는데,

자크 르콕은 배우의 신체 움직임과 나머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며 공간에 대한 신체의 대응과 반응의 민감성, 움직임 분석, 단어와 언어

에 대한 리듬과 공간, 신체의 물성화, 신체의 공간적 구조물화 등의 훈련

을 한다.92) 컴플리시테 역시 연극 작업 안으로 들어온 다양한 미디어들

을 동등하고 중요한 요소로 두되, 이 요소들과 배우와의 ‘상호작용’을 중

심으로 극을 구성한다. 극에 사용되는 테크놀로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연

극 만들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소

리, 리듬, 공간, 미디어, 영상 등의 각각의 제재들은 배우의 신체를 중심

으로 결합되고, 이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작용한다.93)

90) 박주희, 위 논문, 38쪽 참조.

91) 같은 곳.

92) 임도완, 『움직임 마임 팬터마임』, 교우미디어, 2018, 103-105쪽 참조.

93) 이는 사이먼 맥버니가 <The Encounter(2016)>의 개막을 앞두고 영국의 연

극 웹진 “The Stage”와 한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테크놀로지는 스토리텔

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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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관심 속에 ‘사운드’에 대한 컴플리시테의 시도

는 먼저 음악에서 출발한다. Emerson String Quartet과 협업한 연극

<The Noise of Time, 2000>에서 그들은 실제 연주자들을 무대 위로 올

리며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음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De

Nederlandes Opera와 협업한 <A Dog's Heart, 2010>으로 이어진다. 사

운드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은 <The Magic Flute, 2012>에서 발견되는

데, 무대 한쪽에서 코러스 역할의 배우들이 일상의 사물들을 이용해 각

종 음향 효과를 창조해내며 무대 위 배우들과 상호작용을 이어간다. 이

후 컴플리시테는 본격적으로 사운드를 중심 매체로 삼아, 다른 연극적

요소들은 덜어내고 ‘사운드’와 ‘배우’의 상호작용으로만 구성한<The

Encounter(2016)>94)를 선보인다.

컴플리시테의 <The Encounter>는 페트루 포페스쿠(Petru Popescu)

의 소설 <Amazon Beaming, 1991>을 각색한 모노드라마이다.

<Amazon Beaming>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 기자인 로렌 매킨타

이어(Loren Mcintyre)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페트루는 1987년 아마존

여행 중에 로렌을 만나, 1969년 로렌이 타고 있던 경비행기가 아마존에

불시착하게 되면서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마요루나 종족을 만나 함께 했

던 몇 주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이야기에 매료된 페트루는 로렌과

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의 일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던 두 편의 기

(테크놀로지)은 부싯돌 같은 도구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함을 알고 있다. 예술의 문맥 안

에서 은행원들이 아닌 예술가가, 이러한 대상들을 사용하여, 테크놀로지가 어떻

게 빼앗기고, 폐기되고, 사용된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

는 것은 중요하다.” Mark Shenton, “Simon McBurney: Theatre only exists

in the eyes and minds of the audience” - Feb 19, 2016.

https://www.thestage.co.uk/features/interviews/2016/simon-mcburney-theatre-

only-exists-in-the-eyes-and-minds-of-the-audience/

94) 컴플리시테의 <The Encounter>(사이먼 맥버니 연출/출연) 는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공연되었다. 2016년 3월 1일 공연

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사람들 누구나 실시

간으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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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편지, 사진, 증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Amazon Beaming>을 집필

한다.95)

<The Encounter>는 컴플리시테의 연출이자 배우인 사이먼 맥버니

(Simon Mcburney)의 1인극으로 진행된다. 대극장 무대의 하수에는 다양

한 물건들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다. 테이블 앞에 의자가 하나 있

고, 마이크 스탠드에 설치된 마이크 2대가 의자 양 옆으로 한 대씩 놓여

있다. 테이블 위에는 스탠드, 생수병들이 놓여있고, 책상 옆 바닥에는 비

디오테이프에서 풀려나온 필름이 가득 담긴 박스가 하나 있다. 무대 중

앙에는 사람 얼굴 형상을 한 마이크96)가 한 대 설치되어있고, 무대 꼭지

점마다 스피커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무대 여기저기에 생수병들이 놓

여있다. 이처럼 무대는 어떤 공간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환영적 공간이라

기보다, 마이크, 생수병,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해 어떤 일이 곧 벌어질

잠재적 공간으로서 관객들을 맞이한다.

(그림 1. <The Encounter(2016)>공연 사진)97)

95) 최영주,「컴플리시테의 디바이징 드라마투르기-공연 구성 방식과 미학」,

드라마연구 vol. 55, 2018, 183-184쪽 참조.

96) 바이너럴-더미-헤드 마이크 (Binaural-dummy-head MIC). 자세한 설명은

바이너럴 헤드를 사용하는 장면 해설 부분(53쪽. 각주 99번)에서 하겠다.

97) 사진 출처 :

https://joeoptimistik.wordpress.com/2016/03/06/complicites-the-en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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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counter>의 무대는 단일한 시간과 공간으로 정박된 공간이

아니다. 로렌과 마요루나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1969년 아마존, 로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 <Amazon Beaming>을 집필하고 있는 작가 페

트루의 시공간, <Amazon Beaming>을 읽으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사

이먼 맥버니의 서재,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지금/여기(런던

바비칸 센터) 등 여러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오간다.

서사 주체 또한 단일하지 않다. 무대 위에 존재하는 배우는 단 한명

이지만, 그의 육체 안에는 4중의 서사 주체가 잠재되어 있다. 극은 소설

의 이야기 안-연극의 이야기 안, 소설의 이야기 밖-연극의 이야기 안,

소설의 이야기 밖-연극의 이야기 밖 이렇게 삼중의 서사 구조를 취한다.

(표 1. <The Encounter(2016)>의 서사 구조)

1969년 아마존에서 마요루나 종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설

의 이야기 안’의 로렌, 그런 로렌의 이야기를 3인칭 시점으로 관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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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고 있는, ‘소설의 이야기 밖/연극의 이야기 안’의 서사자 페트루,

페트루의 소설 <Amazon Beaming>을 읽으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소설의 이야기 밖/연극의 이야기 안’에 있는 배역으로서 맥버니, 이 모

든 재료를 갖고 지금, 여기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 ‘연극의 이야기 밖’

에 있는 배우로서 맥버니. 이렇듯 <The Encounter>는 3중 서사 구조

속 4중의 서사 주체가 있다.

로렌, 소설의 서사자, 맥버니 등 서사 주체 외에도 <The Encounter>

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로렌이 아마존에서 만나는 마요루나 종

족들, 자꾸만 맥버니의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맥버니의 7살 딸 노

마,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리얼리티, 원주민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뇌

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국제 운동가 등 무대 위에 실제로 등장하는

배우는 단 한명이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창조되고, 인물들은 무대 위에

엄연히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극장은 이 모든 인물들과 시공간을 한

명의 배우와 두 명의 음향 오퍼레이터가 음향을 통해 창조해내는 수행적

공간이다.

아직 관객이 입장하고 있는 어수선한 극장의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

어 들어온다. 그는 이 작품의 연출이자 배우인 사이먼 맥버니이다. 청바

지, 셔츠, 캡모자의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흡사 공연 전 안내 멘

트를 하러 올라 온 무대감독이나 진행 스탭처럼 보인다. 지금/여기에서

맥버니가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1장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장면으

로, 공연 관람에 대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건네고 난 후, 맥버니는 무대

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픽션, 이야기, 실제, 허구 등의 화두를 꺼낸다.

그는 “나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real story)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

하며 테이블 앞에 앉는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

간다. 그는 이야기의 진짜 기능은 “공감(empathy)”과 “근접함

(proximity)”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 헤드폰을 착용해달라고 한다.

그는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대로

이동하는지 확인을 한 뒤, 무대 위에 설치된 다양한 음향 기계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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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다루며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먼저 발아래 있는 루프 스테이션(loop

station)98)을 작동하며 실시간 조작으로 소리가 반복되고 쌓이는 것을 보

여준다. 다음으로는 목소리를 바꿔보겠다고 하며 자신의 오른쪽에 설치

된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한다.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운드 오퍼레이

터가 실시간으로 피치를 조정한다. 목소리는 여태까지 계속 들어온 맥버

니의 목소리와 확연히 다른 낮고 중후한 음성으로 변해간다. 맥버니는

“이 목소리는 주인공의 목소리이고, 이 이야기는 1969년을 배경으로 한

다.”고 말하며 이야기 안으로 쑥 들어가려는 듯하다가, 이내 맥버니는 왼

쪽에 있는 마이크로 옮겨 목소리를 미키마우스 소리로 바꾸면서 다시금

이야기의 경계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서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Binaural head

mic)99)에 대해 설명한다. 맥버니가 마이크의 왼쪽 귀 가까이에서 물을

마시면 헤드폰을 쓴 관객들은 그 소리가 정말 자신의 왼쪽 귓가에서 들

리는 것처럼 느낀다. 그는 모기 소리가 나오는 소형 스피커를 들고 마이

크 주변을 움직이면서 관객들이 소리가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 느

껴보도록 한다. 맥버니는 “모기는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심지어

이건 진짜 모기 소리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입으로 만든 소리이지만, 여

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모기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라며 소리가

98) 소리를 녹음한 후 반복 재생시킬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녹음하고자 하는

구간의 시작과 끝에 각각 페달을 밟으면 그 구간의 소리가 녹음된다. 몇 겹이고

그 위에 추가로 녹음하며 소리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뮤지션들은 루

프 스테이션을 사용해서 리듬을 넣고, 코드를 쌓고, 그 위에 멜로디를 얹는 등

의 방식으로, 여러 명이 있어야 연주할 수 있는 곡을 혼자서 소화하기도 한다.

99)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생긴 특수 마이크로, 바이너럴 사운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마이크이다. 바이너럴 사운드 기술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

리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음원이 공간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Audio Media International의 기자 Colby Ramsey는

<The Encounter>에 사용된 바이너럴 사운드 기술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바

이너럴 사운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그들이 바이너럴 사운

드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Colby Ramsey, “Complicite’s The Encounter–

Bringing binaural to the Barbican.” https://www.audiomedia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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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림 2. <The Encounter(2016)>에서 사용된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100)

맥버니는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주변을 돌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또 다른 맥버니의 음성이 끼어든다. 그는 이 목소리는 6개월 전

에 녹음한 자기 목소리라고 하며,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와 현재와 과거,

현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101)

그는 계속해서 바이너럴 헤드 주변을 돌아다니며 음향으로 공간과 인

물을 창조하는 것 또한 보여준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7살 딸

노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맥버니는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주변의 빈 공

간을 바라보며 목소리로 존재하는 노마와 대화를 이어간다.

100) 사진 출처 : 컴플리시테 홈페이지

(http://www.complicite.org/productions/TheEncounter) photo ⓒ Robbie Jack

101)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사무엘 베케트의 <크랲의 마지막 테이프(Krapp's

Last Tape, 1958)>가 떠오른다. ‘현재의 나’가 녹음된 ‘과거의 나’의 목소리를 들

으며 말을 하는 것은 두 작품 모두 동일하지만, <크랲의 마지막 테이프>에서는

두 존재의 소통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크랲의 과거의 목소리는

현재의 크랲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 <The Encounter>에서는 두 존재의 소통

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The Encounter>에서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건네고, 둘은 ‘대화’를 나눈다. 이는 본고 4.2.1.장에서 더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55 -

그때 핸드폰 벨이 울린다. 그는 핸드폰에서 재생되는 녹음된 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들려준다. 사회활동가의 목소리가 극장에 울려 퍼진다. 무

대는 과거 맥버니의 목소리, 지금 맥버니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 핸드폰

안의 녹음된 음성 등 온갖 목소리가 섞이면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

든다. 이윽고 경비행기 내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모든 소리를 압도하며

들려오고, 말소리는 모두 사라진다. 배우는 장대를 들고 업스테이지에 뒤

를 돌아 서서, 장대의 기울임을 통해 비행기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시공

간은 일순간 1969년, 아마존에 불시착하게 된 비행기 안으로 이동하고,

맥버니는 순식간에 경계를 넘어 이야기 안으로 관객들을 데리고 간다.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다시 말해 맥버니가 무대에 등장해

서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기까지 걸리는 불과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수많은 음향 효과들이 쏟아

져 나온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마이크 별로 피치를 조정하여 마이크의 변경으로 다른 인격체를 표현

2. 실시간 루프 스테이션 조작을 통한 소리의 반복과 중첩

3. 소형 스피커를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주변에서 움직이며 공간 창조

4.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한 시간의 중첩

5. 사전에 준비된 음향 효과(수돗물 소리, 비행기 소리 등)를 통한 공간 창조

6. 녹음된 (타인의) 목소리를 통한 인물 창조, 시공간 이동.

7. 핸드폰에 저장된 음성 녹음 파일 통한 인물 창조.

위에 제시된 소리들을 분석해보았을 때, <The Encounter>에서 제시

되는 소리들은 크게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창출되는 소리와 사전에 제

작된 음향이 사운드 오퍼레이터의 조작으로 송출되는 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무대 위의 배우는 마이크, 루프 스테이션, 소형 스피커, 오브제를

통해서 극에서 필요한 소리를 실시간으로 창출하여 활용한다. 먼저 마이

크는 배우의 뺨에 부착된 와이어리스 마이크 1대, 스탠드 마이크 2대, 무

대 중앙에 위치한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1대, 이렇게 총 4대가 쓰이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와이어리스 마이크와 스탠드 마이크로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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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질성을 기계적으로 변환하여 각기 다른 인물을 표현하고,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를 통해서는 공간을 창조한다. 그 밖에도 루프 스테이션, 소

형 스피커, 오브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음향 효과를 실시간으로 창출해

서 사용한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창출되는 소리와 함께 사전 제작된 음향도 함께

송출하는데, 녹음된 목소리들은 서사 주체 외 다양한 인물들이 극에 개

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물의 분열된 내면을 표현한다. 공간의 특징을 드

러내는 소리들도 극에 개입하면서 순간적으로 극의 시공간의 변화를 이

끌어낸다. 이러한 소리들은 단순히 효과를 위해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로부터 발생하거나 배우와

실시간으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극적 요소로 활용된다.

맥버니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층위의 소리들이 제

시되는 다채로운 방식들을 유머러스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

로 펼쳐질 이야기는 이러한 조작들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내한다. 이로써 관객들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음향 효과 자체에서 음향

효과가 창조하는 인물, 시간,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프롤로그

장면은 일종의 튜토리얼 역할을 하는데, 공연 초반에 음향 효과를 창출

하는 방법을 충분히 노출함으로써 관객들이 더 이상 다양한 효과를 창출

해내는 음향 기술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3중의 서사구조를 넘나드는

복잡한 설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셈이다. 이제 관객들

은 한 명의 배우와 두 명의 음향 오퍼레이터가 실시간으로 조작하며 구

현해나는 4중의 서사주체, 3중의 서사구조, 10여 명의 인물들, 1969년부

터 2016년까지 50여 년의 시간, 브라질의 아마존에서부터 영국의 런던까

지를 숨 가쁘게 오가며, 본격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이다.

<The Encounter>에서의 사운드는 최신 음향 기술을 발판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휘황찬란한 기술에 기

대고 있는 것만은 전혀 아니다. 이 작품은 오히려 기존에 익숙하게 다루

어왔던 단순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연극에서의 사운드가 어떤 깊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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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The Encounter>는 다양한 사운드

도구들로부터 창출되는 소리들이 매개 여부, 창출 주체 등에 따라 어떻

게 더 세분화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세분화된 소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기존 연극에서 창출할 수 없었던 연극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The Encounter>에

서 발견할 수 있는 사운드 연출 효과를 인물과 공간 면에서 더욱 자세히

분석해보겠다.

4.2. 인물

4.2.1.음성-신체라는 등장인물

<The Encounter>에는 수많은 음성-신체들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이 음성-신체들은 음향기기를 통해 재생되는 육체 없는 소리를 통해서

창조된다. 이렇게 창조된 음성-신체는 무대 위의 살아있는 배우와 만나

상호작용을 하며 장면을 구성한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음성-신체는 사이먼 맥버니 자기 자신이다. 프롤

로그에서 사이먼 맥버니는 무대 위에 배우로서 존재하며 관객과 직접적

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어떤 이미지를

상상 속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러널 헤드 마이크 주

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 위로 또 다른 그의 목소리가 겹쳐진

다. 그는 관객들에게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소리

이고, 그가 진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때 녹음된 소리가 응

답한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맥버니는 바

이너럴 헤드 마이크의 왼쪽에 서 있는데, 그는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의

오른쪽 빈 공간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간다.

라이브: 저기서 들리는 내 목소리는 녹음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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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진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레코딩: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라이브: 당신이 진짜(real)가 아니라는 뜻이죠.

레코딩: 글쎄요, 당연히 나는 진짜입니다.

라이브: (관객에게) 그는 과거에 녹음된 소리입니다.

레코딩: 아니요, 나는 현재에 있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있는 것이지요.

라이브: 아니요, 당신이 과거에 있고, 내가 현재에 있는 겁니다.

맥버니는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현재, 과거,

기억,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가 그는 대화에서 빠져나와

이 목소리는 6개월 전에 자신의 집에서 녹음한 소리라고 이야기한 후,

음향 효과와 함께 자신의 집 공간을 그려나간다.

배우: 이것은 제가 6개월 전에 저희 집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저기가 제 책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창문이구요,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한다. 거리의 소음이 들려온다.

배우: 런던에 있는 저희 집 밖의 거리입니다.

창문을 닫자 소리도 함께 사라진다.

배우: 여기에는 싱크대가 있구요,

싱크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맞춰 손을 씻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때 맥버니의 딸 노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노마: 아빠, 누구랑 얘기해?

배우: 제 딸, 노마입니다. 아무랑도 얘기 안 했어.

노마: 했잖아.

배우: 안했어. 아니, 아빠는 그냥...

노마: 거기 아무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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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맞아, 아무도 없지.

맥버니의 딸 노마가 등장하자, 배우는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왼쪽에

멈춰서서 보이지 않는 키 작은 어린아이와 대화하듯 바이너럴 헤드 마이

크 오른쪽 허공의 아래쪽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간다. 계속 쫑알거리는

노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맥버니는 다시 배우 자신으로 빠져나와 관객

들에게 말한다. 이것은 1년 반 전에 녹음한 딸아이의 목소리이고 우리는

방금, 지금 현재, 6개월 전, 그리고 1년 반 전 이렇게 세 가지의 ‘현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사이 노마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진다. 그때 그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토이 교수

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하며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건너편에

새로운 인물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후 맥버니는 사토이 교수의 음성과

선형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The Encounter>는 녹음된 인물의 목소리, 즉

육체 없이 소리로만 등장하는 인물과 무대 위에 현존하는 배우가 대화하

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관객들은 육체 없는 목소리에 상상적인

육체, 즉 음성-신체를 부여하며 극을 따라간다. 맥버니가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관객은 머릿속에서 지금 무대 위에 존재하는 맥버니와 동일한

형상을 그리든 또 다른 맥버니의 형상을 그리든, 빈 공간에 자신만의 맥

버니의 음성-신체를 기입한다. 뒤이어 등장하는 노마도 마찬가지이다.

관객들은 노마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만의 노마의 음성-신체를 무대 빈

공간에 그려 넣는다. 작품은 노마가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으면서 아무

도 없는데 누구랑 이야기 하냐고 캐묻는 장면을 통해 음성-신체의 비가

시성에 대해 유희하기도 한다.

주목해야하는 점은 항상 무대 위에 음성-신체가 자리할 빈 공간이 마

련된다는 것이다. 육체 없이 목소리를 통해 창조된 음성-신체는 실제로

이 빈 공간으로 ‘등장’한다. 물리적으로 배우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치 실제로 그 공간에 목소리의 근원지로서의

육체가 존재하듯 대화를 이어나간다. 관객들은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배우의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머릿속에서 그려낸 음성-신체의 움직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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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감각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객이 이것을 허공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만 그

려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 공간을 ‘바라보며’ 비가시적인 인물이 무대 위

에서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무대 위 어디쯤

서 있는지, 서성이고 있는지 멈춰 서 있는지, 관객은 머릿속에서 뿐만 아

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빈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인물의

모습을 투사하여 상상 속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듯 관객은 청각적으로 지각된 것을 실제 물리적 무대 공간에 투

사하여 상상 속에서 시각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일반

적인 연극에서 청각적 요소가 시각적으로 구성된 장면을 보조하는 역할

을 하였다면, <The Encounter>에서는 청각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극을

이끌어나가며 세계를 구성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위에 언급한 인물 외에도 <The Encounter>에는 다양한 음성-신체가

등장하여 무대 위 배우와 상호작용한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녹음된

소리’를 통해 창조될 뿐만 아니라 배우의 몸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물질

성의 변화를 통해 창조되기도 하고, 인물에게서 말과 행동을 분리하면서

창조되기도 한다. 이 음성-신체들은 단순히 비가시적인 육체를 시각적으

로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육체가 여러 인물들로 분열될 때

공존할 수 없는 인물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이끌어낸다. 이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다.

4.2.2 인물의 분열과 중첩

<The Encounter>에 등장하는 단 한 명의 배우, 사이먼 맥버니의 몸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잠재되어 있다. 우선 그는 지금/여기에서 관객들

과 직접 만나는 세계-내-존재로서 사이먼 맥버니로 존재한다. 그리고

‘소설의 이야기 밖/연극의 이야기 안’의 서재에서 <Amazon Beaming>을

읽으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사이먼 맥버니 역(役)’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는 ‘소설의 이야기 밖/연극의 이야기 안’에서 소설의 이야기 안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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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는 ‘서술자 역(役)’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소설의

이야기 안, 1969년 아마존에 있는 ‘로렌 역(役)’으로, 소설의 이야기 안

등장인물인 ‘버나클 역(役)’, ‘캠비오 역(役)’으로도 존재한다.

목소리는 어떤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정

체성의 지표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인물의 정체성을 목소리를 통해 표

현할 수 있다. 목소리의 물질적 지각은 인물의 지각으로 연결되기 때문

이다. <The Encounter>는 바로 이러한 목소리의 물질성을 활용하여 서

로 다른 인물들을 표현해낸다.

‘지금/여기’의 사이먼 맥버니와 ‘맥버니 역(役)’의 사이먼 맥버니는 어

차피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목소리 변경은 없다. 나머지

인물들102), 서술자 역할, 로렌 역할, 캠비오 역할은 마이크의 피치를 조

정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창출해냄으로써 각기 다른 인물을 표현해낸

다. 서술자 역할은 약간 템포를 빠르게, 로렌 역할은 원래 사이먼 맥버니

의 목소리에서 피치를 낮추어서, 캠비오 역할은 원래 사이먼 맥버니의

목소리에서 피치를 높여서 각기 다른 인물을 표현한다. 마이크를 통해

서술자와 로렌 역할을 오가는 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한 육체가 서

로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각기 다른 인물로 분열하는 양상을 더욱 자

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The Encounter>에는 총 4대의 마이크가

사용된다. 배우의 얼굴에 부착된 와이어리스 마이크, 책상 의자 좌우로

놓인 마이크 2대, 그리고 무대 중앙에 있는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이렇

게 4대의 마이크를 활용해서 인물, 시간, 장소를 자유롭게 구현한다. 테

이블 앞에 앉은 배우 맥버니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 마

이크를 통해 목소리를 변용함으로써 이야기 속의 인물인 로렌과 이야기

밖의 서술자를 자유롭게 오간다. 맥버니는 로렌이 되어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서술자가 되어 장면을 묘사할

102) 서술자, 로렌, 캠비오는 마이크의 피치 조정으로 구현되는데, 버나클은 마

이크의 피치 조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창조된다. 이는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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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자신의 왼쪽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한다.

마이크 활용법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장면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

공연 중반까지는 마이크를 번갈아 사용하는 모습을 노출하는데, 관객들

이 각각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공연 중반 이후에는 배우가 마이크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사운드 오퍼레이터가 그가 착용하고 있는 와이어리스 마이

크의 피치를 조작함으로써, 굳이 마이크를 바꾸어가며 사용하지 않아도

목소리의 변환만으로 서사자와 인물(로렌)을 자유롭게 오간다. 따라서

배우는 테이블 의자 앞에 고정되어있을 필요 없이, 무대 위를 자유롭게

거닐면서 사운드 오퍼레이터의 조작으로 변환되는 목소리에 따라 자유롭

게 인물을 변환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간다.

<The Encounter>는 서사자와 인물(로렌)을 한 명의 배우(맥버니)가

연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한 육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각

기 다른 인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서사자와 인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은 불가능한 양식처럼 보인다. 그런데 <The Encounter>는 한 배우의

목소리에서 말과 비언어적 소리를 분리하고, 이 둘을 서로 다른 미디어

를 통해 생산한 후 중첩시킴으로써 서사자와 인물을 동시에 표현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것은 로렌이 마요루나 종족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첫 대

면의 순간 잘 드러난다.

서사자는 로렌과 마요루나 종족이 처음 마주치게 된 순간에 대해 묘

사를 시작한다. 로렌은 숲 속에서 우연히 벌거벗은 채 활을 들고 있는

어떤 형상을 보게 된다. 로렌은 그가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마요루나 종

족(일명 고양이족)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멀리서 서로 눈이 마주치

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로렌은 손에 든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 올려 조

심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찰칵’ 하는 카메라 셔터음과 함께 마요

루나 종족은 숲 속으로 도망을 친다. 로렌은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

간다.

이 장면에서 배우 맥버니는 로렌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오른쪽 마이크

에 대고 거친 호흡 소리를 내고, 루프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이 소리를

즉석에서 녹음하여 반복 재생시킨다. 무대는 로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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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있다. 이때 그는 다시 배우 자신으로 돌아와 책상 옆 종이 상자에 담

겨있는 필름 더미 위를 걸으며 수풀을 헤치며 걷는 소리를 창조해낸다.

이 소리 또한 루프 스테이션을 통해 즉석에서 녹음하고, 이 소리는 로렌

의 거친 호흡소리 위로 쌓인다. 이렇게 수풀을 헤치며 걷는 발소리와 로

렌의 거친 숨소리를 중첩함으로써 관객은 마요루나 종족의 뒤를 따라 수

풀을 헤치며 빠르게 걷고 있는 로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이 소리

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우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왼쪽 마이크

에 대고 장면 묘사를 이어간다. 이때 로렌의 거친 숨소리와 수풀을 헤치

며 걷는 발소리 또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마요루나 종

족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 로렌의 모습은 음성-신체로 존재하고 있다.

관객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그와 사뭇 다르다. 거친 호흡

으로 마요루나족의 뒤를 쫓고 있는 로렌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음성-신

체로 드러나고, 그 위로 서술자의 묘사가 보이스-오버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시각적 변화도 없는 무대 위에서 실로 다이내믹한 장면이 펼쳐지

는 것이다. 이 장면은 루프 스테이션을 통해서는 인물(로렌)의 비언어적

소리인 호흡소리를 실시간으로 녹음하여 재생한 후, 그 위로 마이크를

통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중첩시킴으로써, 인물과

서술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이렇게 탈육체화된 비언어적 소리(로렌의 호흡)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서술자의 언어적 소리를 중첩시킴으로써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서

술자와 인물을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했다면,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녹

음된 소리를 통해 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분리함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왼쪽 마이크로 상황을 묘사하던 서술자는 마이크를 떠나 무대 중앙으

로 이동한다. 서술자는 로렌이 되어, 말없이 천천히 무대 중앙을 향해 걸

으며 중간 중간 멈춰 서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

모습 위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로렌의

목소리103)다. 로렌의 내면의 소리가 보이스 오버로 제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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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소리를 상상 속에서 듣게 된다. 이때 들리는 목소리는 물

론 실제로 발화되는 것은 아니고 나의 내부에서만 울리기는 하지만, 명

확한 음조와 음색, 강약, 고저를 갖고 있다. 관객들은 지금까지 서술자의

묘사를 통해 바라보았던 아마존의 세계를, 로렌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

로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지금 관객들은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라

는 것을 상기해보면, 속으로 읊조리는 소리를 듣는 경험이 얼마나 생생

하게 다가올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만약 로렌의 내면의 소리가 무대

위 스피커를 통해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과거의 독백의 형식, 즉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입으로 발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

만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듣는 내면의 소리는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귓가에서 나직이 들려오는 로렌의 내면의 목소리는, 마치 나의 생

각을 내 귓가에만 들려주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처럼, 나의 내부에서 울

리는 소리로 경험된다. 심지어 로렌은 저 멀리 떨어진 무대 위에 존재하

고 있는데 말이다. 그동안 서술자의 묘사를 통해 바깥에서 바라보았던

인물의 내면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다시 말해 그의 주관적 청점을 공유

하게 되면서, 관객들은 ‘그’의 내면을 ‘나’의 내부를 울리는 소리로 경험

하게 된다. 관객들은 내면의 소리와 함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The Encounter>에서 한 육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냄으

로써 각기 다른 인물로 분열되는 것, 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분리함으로

써 내면의 소리를 들려준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The

Encounter>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양상, 즉 서로 다른 두 인

물이 한 목소리에 기생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로렌과 마요루

나족의 족장인 버나클의 독특한 소통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도망치는 마요루나 종족의 뒤를 따라가던 로렌은 마요루나 종족의 마

을에 도착하게 된다. 낯선 이방인의 방문으로 마요루나족 사람들은 그를

103) 물론 이때 의미하는 ‘로렌의 목소리’란 실제 로렌의 목소리가 아닌, 배우

가 로렌 목소리로 피치가 조정된 마이크를 통해 사전에 녹음한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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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누고 있다. 마요루나 종족 사이로

흰 왜가리 깃털로 만든 쓰개를 쓴 족장이 보인다. 그의 다리에 따개비

(barnacle)같은 사마귀가 나있어서 로렌은 그를 버나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버나클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를 활짝 드러내

며 미소를 보낸다. 이에 사람들도 경계를 조금 늦추고, 각자의 위치로 돌

아간다. 정신없이 숲을 헤치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모를뿐더러,

돌아간다 한들 그곳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로렌은 마요루나 종족의

마을에서 함께 머물게 된다. 로렌은 만약 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족장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

각하고, 나뭇가지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있는 버나클의 옆으로 간다. 로

렌은 뭐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꼬아 벨트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때, “Some of us are friends.” 라고 말하는 족장의 목소리가 들린

다. 로렌은 한참 나무 가지를 꼬던 손길을 멈추고 생각한다. ‘방금 그가

말을 했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 했나? 아니, 안했어. 설사 했더라도 영

어로 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꼬아 벨트를

만든다. 그때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려온다. “Some of us are friends.” 로

렌은 하던 것을 완전히 멈춘다. 버나클은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로렌이 마요루나족의 언

어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버나클 또한 영어를 할 수 없는데, 어째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의아해하며 로렌은 버나클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때 또 다시 같은 소리가 들린다.

“Some of us are friends.”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환영일까 경고일

까 생각하던 로렌은 자신도 마음속으로 회신을 해본다. “Hey buddy, I

am a friend too, you can trust me.” 로렌은 종려나무 가지를 꼬며 이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다. 그때 버나클의 목소리가 나직한 울림으로 들

려온다. “I know.” 잠시 후 버나클은 완성한 화살을 로렌에게 건네준 뒤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 로렌과 버나클이 서로 말없이 대화하는 장면은 몇 번 반복되



- 66 -

어 나오고,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소리로 이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배우(맥버니)가 연기하는 다른 인물들은 (맥버니 역(役)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크를 통해 피치가 조정되어 제시되었다. 목소리의

변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로렌

과 버나클이 같은 목소리를 공유한다. 버나클의 목소리는 로렌의 목소리

(맥버니의 목소리에서 피치를 낮춘 소리)를 녹음한 소리로 제시된다. 지

금까지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서 한 육체가 여러 인물로 분열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서로 다른 인물이 같은 목소리에 기생하는 것을 보여줌으

로써 목소리와 육체의 관계를,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를 전복시키는 것이

다.

같은 목소리를 공유하는 두 사람은 ‘침묵함으로써’ 대화한다. 배우는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옆에 서서 필름 더미로 꼬는 행동을 통해 종려나

무 가지를 꼬고 있는 로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서술자가 되어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녹음된 소리로 버나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로렌도 서술자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로렌이 마음속으로 버나클에게

“Hey, buddy, I am a friend too, you can trust me.” 라는 말을 건넬 때

에도 로렌은 침묵 속에 있다. 서술자가 이 상황을 묘사해준 뒤, 로렌은

침묵한 채 종려나무 가지를 꼬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침묵하는 동안 무대는

잠시 종려나무 가지 꼬는 소리만 가득한데, 그 위로 버나클의 (녹음된)목

소리가 깊은 울림으로 들려온다. “I know.”

두 사람은 왜 한 목소리를 공유해야만 하는가? 로렌이 침묵 속에서

버나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진짜로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보

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소리 내어 읽고(묵독 속의 낭

독), 그것을 다시 내가 듣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만

약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 중요했다면, 로렌과 동일한 목소리를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성을 가진 ‘버나클’의 목소리를 녹음한 음향을

송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위해 침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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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으로 읊조리는 말도, 상대방이 침묵 속에 내게 들려주는 말도, 결

국에 나의 내면에서 읊조리는 나의 목소리로 들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104)

이렇게 서로 다른 인물이 한 목소리를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이 동시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들

어야한다. 그런데 말을 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침묵 속에 있다는 것

이 두 사람의 의사소통의 특이한 지점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서 침묵하는 것은 익숙한 의사소통의 관습이지만, 말을 하기 위해서 침

묵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침

묵을 깨뜨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

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 침묵해야함은 물론이고, 말을 하기 위해

서도 침묵해야한다.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하기 위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침묵

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두 사람의 말없는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침묵은 주인, 왕, 왕비처

럼 지체 높으신 분의 말을 말없이 듣고 있는 콘피단트의 수동적인 침묵

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처

104)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 데리다는 『목소리와 현상』에서 이

렇게 이야기한다. “순수한 자기 촉발로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수행은

자기에게 고유한 신체의 내적 표면마저 환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수행은 그

현상에 있어서 이 내면성 속의 외면성을, 자기 고유의 신체에 대한 우리의 경험

이나 우리의 상(象)이 그 속에 펼쳐져 있는 이 내면 공간을 면(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목소리는 의식이다. 대화 속에서 기표들이 어떤 장애물도 만

나지 않고 증식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이러한 증식이 순수한 자기 촉발의

현상학적 두 근원들을 관련짓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말한다 함은 틀림없이 자

기가 말하는 것을 들음, 자기가 듣고 있음이지만, 또한 동시에 타자가 듣고 있

다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음>을 내가 이것을 행했던 바로 그 형식으로 이

타자가 자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직접적

으로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외면성의 원조도 받지 않고 순수한 자기 촉

발을 재생산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자크 데리다, 『목소리와 현상』, 김상록 옮

김, 인간사랑, 2006. 120쪽,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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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분히 언어중

심의 로고스적 세계관에서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즉 말-언어는 상부에

침묵은 하부에 위치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성주의로 치우친 전통

적인 의미관을 내포하는 시각인 것이다.105) 우리는 침묵을 다른 시각으

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로렌과 버나클의 대화를 창출하는 침묵은 말

이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통역 없이는 소통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말

이 오고 가는 통로이며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사는 두 사람의 ‘만남’이 이

루어지는 장소이다.

통역 없이는 소통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침묵’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

로 말하고 듣는 소통 방식은 소리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가능

한 표현 방식이다. 현존하는 육체는 발화하면서 동시에 침묵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운드 연출은 육체를, 현존하는 육체를 반드

시 필요로 한다. 침묵은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신체적 언어이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The Encounter>에서 사운드를 통해 인물의 분열과 중첩

을 표현하는 방식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배우의 육체에서 발생하는 목소

리의 물질의 변화를 통해 하나의 육체가 각기 다른 인물로 분열되는 것

을 살펴보았다. 한 육체가 여러 인물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들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표현 방식이지만, 탈육체화된 비언어

적 소리(로렌의 호흡)와 언어적 소리(서술자의 상황 묘사)를 중첩시킴으

로써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인물과 서사자를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하

였음을 확인해보았다. 이어서 배우(맥버니)는 인물(로렌)로서 행동하고,

그 위로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가 보이스 오버되면서 인물의 내면이 발화

되는 것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인물이 한 목소리를 공

유하면서 침묵 속에서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The

Encounter>에서 소리를 통해 인물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였다면, 다음

절에는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05) 최영주, 「베케트 연극 속 침묵의 시학-“침묵하는 것을 듣다”」, 『한국연

극학』, vol.22, 2004, 325-2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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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간

4.3.1. 헤드폰: ‘나’를 기준으로 재구성되는 공간

공간에 대해 분석하기 전, 먼저 관객들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고, 이

것이 기존 공연과 전혀 다른 공간감을 창조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헤드폰은 개인적 청각 미디어이다. 다시 말해, 헤드폰은 ‘공동의’

경험이 아닌 ‘개인적’ 경험을 위한 음향기기이다. 시끄러운 파티 장소에

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헤드폰을 씌워주는 영화 속 한 장면106)이

보여주듯이, 헤드폰을 쓰는 순간 어떤 공간이든 그 공간은 사사화된

다.107) 헤드폰을 착용하는 순간 모든 청각 경험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된다. 내가 객석의 앞자리에 앉아있든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든 상관없이

헤드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의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 ‘나’의 뒤쪽에

서 들리는 소리로 지각된다. 다시 말해 공간은 ‘나’를 기준으로 재구성된

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물리적 거리 또한 흔들린다. 가령 생수병을 흔들

때 나는 물소리는 실제 무대와 객석의 물리적 거리를 고려한다면 객석에

서 지각할 수 없는 소리이다. 하지만 마이크 바로 앞에 대고 생수병을

흔들면, 헤드폰을 통해 전달되는 이 소리는 아마존의 위협적인 급류가

된다.

이렇듯 지금 내 주위에 몇 명이 있는지 이 공간의 실제 크기는 얼마

나 되는지 등 실제적인 공간감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관객들

106) 영화 <La Boum, 1980>의 한 장면으로, 파티장에서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헤드폰을 씌워주자 시끄러운 음악 소

리는 사라지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만 느린 춤을

추는 장면이다.

107) 미디어가 공적 공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사운드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적

공간을 사사화 한다는 개념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재현, 「MP3플레이어

의 인터페이스와 시공간성」, 『언론정보연구』, 44-1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

구소, 2007, 127-1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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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로지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그 소리가 표현하는 공

간감에 따라 공간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렇듯 헤드폰을 착용한 채 관극

하는 조건은 기존 공연들과 전혀 다른 공간감을 체험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공연에서는 배우의 육성이나 배우가 무대 위의

사물을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소리들은 음향기기를 통해 재생되는 소리들

과 서로 다른 질감을 갖는다. 따라서 두 소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기

어렵다. 하지만 <The Encounter>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는 무대 위에

서 실시간으로 창조되는 소리이든 사전에 녹음된 소리이든 관계없이 모

두 마이크로 집음되어 헤드폰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 녹음된 소리,

실제 배우의 말소리, 배우가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창조하는 소리 모

두 음향기기를 거쳐 전달되기 때문에 소리 간 존재론적 지위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세분화된 소리의 재료들은 자유롭게 침투하고, 중첩되며 역

동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4.3.2. 청점 운용을 통한 역동적 공간 구성

이런 조건들 속에서 <The Encounter>는 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

으로 공간을 창조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The Encounter>는 여러

겹의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서사의 층위마다 각각의 공간은 달라지고,

같은 서사의 층위 내에서도 공간은 끊임없이 변모한다. 소리는 같은 서

사 층위 내의 공간의 이동은 물론이고 다른 서사 층위의 공간 또한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한 청점108) 운용을

108) 영화 용어인 청점(listening point)은 시점에 상응하는 의미이다. 시점이 관

객이 누구의 눈으로 영화 속 이미지를 보는가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청점은 물

리적으로 어느 곳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누가 듣는 소리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대체로 카메라가 듣는 것을 관객도 함께 듣지만, 때로는 특정 인물만이 듣는 것

을 관객이 듣게 할 때가 있다. 이를 주관적 청점이라고 한다. 목혜정, 앞의 책,

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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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더욱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야기 안의 공간인 아마존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들과 오퍼레이터가 정해진 시점에 송출하는 음향 효과를 통해

서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배우는 종이 박스에 담겨 있는 필름 뭉치를 손

으로 만지거나 발로 밟으며 울창한 밀림을 표현하고, 마이크 가까이에서

생수병을 흔들며 아마존의 급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실제 아마존에 가

서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를 활용하여 녹음해온 각종 음향 효과들은 입체

적 공간에 생기를 더한다.

이뿐 아니라 <The Encounter>는 원경과 근경을 오가는 소리 풍경을

통해 공간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소리의 크기, 거리 등을

조절하여 마치 공간을 클로즈업 했다가 다시 풀샷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고, 청점의 변용을 통해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오가

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로렌과 마요루나 종족의 첫 대면의 순간을 다

시 한 번 살펴보면, 이 장면은 소리를 통해 원경과 근경을 자유롭게 오

가며 마치 핸드헬드 카메라(handheld camera)로 촬영한 영상처럼 생동

감 있게 표현된다. 로렌과 마요루나 종족이 서로 우연히 대면하는 순간,

멀리서 작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새소리, 뱀 스치는 소리 등이 공간을

채우는데, 이러한 소리 풍경은 마치 이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곧이어 숲속으로 도망가는 마요루나족을 따라 가는 로

렌의 거친 숨소리와 수풀을 헤치며 뛰는 발소리가 매우 가깝고 크게 들

려온다. 이렇게 숨소리와 발소리가 가깝고 크게 들릴 때는 자기 자신의

숨소리와 발소리를 들을 때이다. 따라서 관객들은 로렌의 1인칭 청점으

로 공간을 인식하게 되고, 소리를 통해 창조되는 밀림 공간과 더 밀착하

게 된다. 이어서 호흡소리와 발소리가 멀어지며 그 위로 서사자 페트루

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공간은 다시 저 멀리서 로렌을 지켜보는 원경

으로 돌아가고, 청점 또한 다시 3인칭으로 회귀된다.

마요루나 종족의 뒤를 따라왔던 로렌은 마요루나 종족의 마을로 들어

오게 된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목에는 카메라를 걸고 있는 낯선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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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향해 마요루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로렌은 그들에게 완전

히 둘러싸이고, 그들은 로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마요루나족의 언어로

웅성거린다.

이 장면은 바이러널 헤드 마이크를 활용하여 연출된다. 서술자의 묘

사를 통해 로렌이 마요루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설명하고, 배우

는 실제 아마존에서 녹음해온 마요루나족의 목소리가 송출되고 있는 소

형 스피커를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왼쪽과 오른쪽에 번갈아 가며 댄다.

이때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는 잠시 로렌을 대체하는 오브제가 된다. 하

지만 그를 시각적으로 대변하는 오브제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둘러싼

청각 환경을 구현하는 오브제이다. 말없이 듣기만 할 수 있는 마이크처

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순간 한 마디도 뱉지 못한 상태로 얼음이 되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로렌의 상태를 마이크

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왼쪽과 오른쪽에 번갈아가며 들리는 마

요루나 종족의 목소리는 마치 그를 가운데 두고 이리저리 오가면서 이야

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아무 말도 못한 채 듣고만 있는

존재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헤드폰을 쓰고 앉아 있는 관객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에 둘러싸인 체험으로 로렌의 상태와 관객의 상태

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소리가 3인칭 청점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되다가 1인칭 청점으

로 제시될 때, 관객들은 인물의 청점을 공유하면서 인물의 내면을 경험

을 하게 된다. 또한 소리가 원경과 근경을 오갈 때, 마치 카메라 앵글이

전환될 때 고정된 시선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관객들은 마치 자신이 움직이며 공간을 누비고 있는 것 같은 역동적인

소리 체험을 하게 된다. 정작 자신은 헤드폰을 쓴 채 객석에 앉아있음에

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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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서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

소리는 서사 구조 내의 공간을 역동적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서

사 구조 사이도 자유롭게 넘나든다. 극은 지금/여기의 물리적 공간으로

시작해 점점 이야기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처음 맥버니가 무대

위에 등장했을 때, 그는 뺨에 부착한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통해 관객과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가 관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간은 어떠한

환영도 개입되지 않은, 지금/여기의 시공간이다. 하지만 사전에 피치가

조절된 마이크를 통해 인물을 창조한 이후, 작품은 소리를 통해 한 단계

깊은 서사 구조로 침투해 들어간다. 경비행기 소음과 함께 공간은 아마

존 상공으로 이동하고, 수풀 소리, 풀벌레 소리 등은 이야기 속 아마존

공간을 세밀하게 구성해낸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신체, 오브제를 활용하여 이야기 안 공간의 소리

풍경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나간다. 이때 주로 루프 스테이션을 사용하

여 소리를 점점 쌓아나가며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인 환경 소리를 만들어

낸다. 아마존 밀림의 공간을 창조할 때, 배우는 바이너럴 헤드 마이크 주

변을 돌며 입으로 스스스스- 소리를 낸다. 루프 스테이션으로 이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한 뒤 이 소리 위로 풀벌레 소리를, 새의 울음소리를 쌓아

올린다. 이렇게 창조한 환경의 소리에 따라 공간은 차츰 이야기 안의 공

간으로 변화되고, 배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안의 로렌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관객들이 이야기에 몰입할 때쯤 맥버니의 딸 노마의 등장으로

다시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방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

는 노마의 음성은 순식간에 극의 공간을 ‘이야기 안’ 정글에서 ‘이야기

밖’ 맥버니의 서재로 이동하게 한다.

공연의 후반부에서 작품은 훨씬 더 과감한 시도를 한다. 서로 다른

서사 층위 속의 인물과 공간을 섞어버리는 것이다. 로렌은 마요루나 마

을에 도착하여 시간의 기원을 찾는 의식에 합류하게 된다. 모든 소유물

을 태우는 불길을 돌며 광란의 춤을 추는 의식이 진행된다. 로렌은 과거

미국에서의 불꽃놀이를 떠올리며 점차 광기를 띠게 된다. 사이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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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소리, 록 음악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로렌은 무대 위의 물통들을

집어던지고, 책상을 뒤집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망치로 물건들을 부수며

점점 더 광란의 상태로 빠져든다. 그때 전화벨소리가 들려오며 모든 상

황은 종결되고, 공간은 순식간에 이야기 밖 공간인 맥버니의 서재로 전

환된다. 이때 어김없이 방문 여는 소리와 함께 서재로 딸 노마가 들어온

다. 지금까지는 극이 보여주었던 방식대로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만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지점은 이야기 안

인물인 ‘로렌’이 이야기 밖 인물인 ‘맥버니’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간은 전환되었지만, 배우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테이블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로렌’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서사 층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인물과 공간이 섞

이게 된다. 이야기 안의 로렌이 이야기 밖의 공간인 맥버니의 서재의 공

간으로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이야기 밖 공간의 서사 주체인 맥버니는

오히려 녹음된 음성으로 등장하는데, 맥버니는 로렌을 발견한 후 서둘러

노마를 서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맥버니와 노마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로렌은 다시 이야기 안의 공간인 아마존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동안 사운드를 통해 이미 설정된 무대 안 공간이 보이지 않

는 무대 밖으로 확장되는 것은 많이 목격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

른 서사의 층위에 있는 인물과 공간이 섞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흔치

않은 미적 체험이다.

이렇게 극은 서사의 층위마저 오가면서 1969년 로렌이 아마존에서 마

요루나 종족을 만났던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소설로 집필하고 있는 페트

루의 시간을 지나, 자꾸만 서재로 들어오는 어린 딸의 방해에도 작품과

만나려는 맥버니의 시간을 거쳐, 지금/여기의 시간으로 되돌아오기 직전

에 막을 내린다.

극의 마지막,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로렌은 폭우로 목숨을 잃은 마요

루나족의 족장 ‘버나클’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로렌은 이 편지가 그에게

닿을 리가 없고, 설사 닿는다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읽을 수는 없겠지만, 마요루나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자신의 기억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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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다. 그때 노마의 목소리가 들

려오고, 공간은 맥버니의 서재로 전환된다. 노마는 잠이 오지 않으니 아

빠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들려달라고 한다. 잠시 망설이던 맥버니는 이

야기를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기원’ 에 관한 이야기야. 페트루가 로렌

이라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인데, 로렌은 이 이야기를 캠비

오에게 들었고, 캠비오는 이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에게 들었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캠비오에게

서 로렌에게로, 로렌에게서 페트루에게로, 페트루에게서 맥버니에게로 도

달한 마요루나족의 이야기는 다시 맥버니에게서 그의 딸 노마에게로 전

달된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맥버니의 목소리 위로 어느새 잠이 든 노마의 숨

소리가 조용히 들려온다. 맥버니는 슬며시 책을 덮고, 로렌의 편지의 마

지막 구절인 “Some of us are friends.”를 조용히 읊조린다. 이 소리는

루프 스테이션으로 실시간 녹음된 후 반복되며 조용히 공간을 울리고 있

다. 정면을 응시한 채 침묵 속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맥버니의 모습

위로 로렌과 버나클이 침묵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겹쳐지는 듯하

다. 지금 맥버니는 침묵 속에서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일까? 수

신자는 침묵 속에서 맥버니를 응시하고 있는 관객들인가? 아니면 그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일까? 공간을 맴돌던 소리가 사라지며 무대는 서서히 어두워진

다. 소리와 함께 펼쳐졌던 시공간들, 진짜로 존재했던 마요루나족과 로렌

의 시간과 공간, 이야기가 된 시간과 공간, 그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어

나갔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의 인물들까지, 소리를 통해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어둠과 함께 고요 속으로 되돌아간다.

컴플리시테의 <The Encounter>는 예술적 도구로서 소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

게 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며 각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연극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보여준다. 단 1명의

배우와 2명의 사운드 오퍼레이터의 협업으로, 4중의 서사주체, 3중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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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조, 10여 명의 인물들, 1969년부터 2016년까지 50여 년의 시간, 브라

질의 아마존에서부터 영국의 런던까지를 숨 가쁘게 오가며, 이 모든 시

간, 공간, 인물들을 ‘소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The

Encounter>는 사운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현란한 테

크놀로지에 기댄 공허한 형식 실험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작품은 오히

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도구들과 배

우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극이 어떤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새삼 일

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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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

들이 상용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감각으로 취급되었던

청각이 새로이 주목받는 감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운드 테크놀로지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들을 익숙하게

활용하며 살고 있다. 사운드 테크놀로지는 연극의 무대 안으로도 스며들

어 표현의 장(場)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소리들과 새로운 사운드

테크놀로지가 창출해내는 연극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숙고해 볼 겨를

도 없이, 사운드를 중심 매체로 삼은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듯 현장에서의 실험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할 이론적 토대와 학문적 고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20세기를 기점으로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발생한 두 가지 측면의 변화, 즉 사운드 테크놀로지로 인한 발원체와 소

리의 분리, 공연 패러다임의 수행적 전환으로 인한 언어와 소리의 분리

가 연극에서의 사운드의 인식과 활용에 큰 변화를 주었음을 밝히고, 이

러한 변화를 통해 ‘덧붙여진 요소’로 인식되었던 연극의 사운드가 ‘독립

적인 요소’로서 창출해내는 새로운 연극적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극에서의 사운드에 발생한 두 가지 변화를 통합적

으로 읽어냄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동시대 연극에서의 사운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극장 환경 내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연극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해왔지만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했던 사운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

업이기도 했다.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 사운드가 관객의 지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운드로 인한 관객의 인지적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면 좋지만, 이는 연

구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추



- 78 -

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듣는 공간에서 보는 공간으로 변모했던 극장은 다시 듣는 공간으로

회귀하려는 태동을 보이고 있다. 이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기관을

통해서 ‘소리’라는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 방식의 소

리와 새로운 방식의 소리가, 육체로부터 발산되는 소리와 육체로부터 분

리된 소리가, 그리고 소리와 무대 위의 배우가, 소리와 공간이 서로를 훼

손하지 않고 상호작용하면서, 소리를 듣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소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극장은 시각적 재현을 통해서 지

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드러날 공간으로,

발생할 공간으로, 채워질 공간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빈 공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운드에 대한 탐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다. 또한 사운드에 대

한 탐구는 문자로, 그리고 이제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법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점점 더 듣는 법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듣다’라는 말 안에

잠재된 행위들, 즉 듣는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고, 반응하고 이

해하는 일이며,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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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ound Design

in Contemporary Plays

Youn Hyesoo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two aspects of the changes in sound in

theater: the separation of sound and its source due to sound

technology, and the separation of language and sound due to the

performative turn of the performance paradigm, have made a big

difference in sound production in the play. And then It aims to

identify what new theatrical effects sound produces in the play as an

'independent element.'

First, since the sound in theater is created by processing the

nature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sound, so chapter 2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nd as an artistic tool.

Chapter 3 discusses the changes of sound in a play in an

integrated way. Sound, which had always been together in the

history of the play, had some limitations in its perception and

utilization.

These limitations of sound in the existing plays are overca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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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sound in two aspects. First,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sound in 20th century, the sound is separated from its source so

that the sound in the play is free from the constraints that only the

sound produced 'at the moment/there' can be used. So the sound can

create theatrical effects that could not have been done before.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the playback system facilitates the

operation of the sound, making the in-and-out of the sound in the

play much smoother, and enabling the sound to express more

complex effects. Therefore, the area created by sound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ed.

With this change, as the paradigm of performance shifted from

representational to performative in 20th-century, the existing view of

sound as a means of conveying the meaning of language has been

overcame, paying attention to the materiality of sound itself. Sound

in theater overcomes existing limitations in terms of utilization as

well as cognition. Along with these changes, the sound,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n 'added' element, begins to emerge as the

'independent' element of the play.

Sound as an independent element tests its own potential. Now,

sound is more than just expressing information, it is a collection of

senses that reveal the invisible world, no longer subsidizing

something, and gaining status as an independent expression element.

Chapter 4 describes the effects of sound design along with the

analysis of the specific work. Prior to the full-scale analysis,

examining the structure and the subjects of narrative of 'Complicité's

<The Encounter(2016)>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reveals the

theatrical sound effects which is all produced by one actor and two

sound operators. The sound effects are analyzed in terms of character

and space respectively.



- 86 -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provides a balanced

perspective by comprehensively reading two significant changes in

the sound in the play, and re-examines the value of the sound that

has always been together in the history of the play but lacked

discussion on its role and meaning.

keywords : sound in the play, sound design, voice, sound effect,

the separation of sound, voic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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