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트왜 펴포맨스의 변증법*
----미국의 포스트모던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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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0’ NeiU로부터 시 작하여 Arthur 뼈 iller와 τennessee Williams의 두 착가에 의 해
지탱되어 오던 미국 현대 연극은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전환과 변혁을 맞이
하게 된다。 려열리즘이 근간을 이루는 모더니즘적 감수성과 표현형태가 변화하는 현실을

표현하는 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 연극의 지평을 바꾸어 놓게 될 여
러가지 요인들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C.W.E. Bigsby와 Michael Vanden
Heuvel이 공통적으로 지척하듯이 1959년은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현대 연극에 전환점이 되

는 시점이다. 물흔 어떠한 문학의 조류나 운동이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시작되기보다

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기운이 무료익어 그것을 촉발할 매개체를 만날 때 본 궤도에 요르는
것처 럼 미 국의 포스토모던 연극도 50년대 를 통하여 John Cage확 음악， Cunningham의 무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예술 미학이 변화를 겪는 분위기 속에서 1960'건대의 폭발적
인 실험운동이 꽃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탤 것이다。

Heuvel은 1959년을 “ transitional

year" (28) 라고 부르면서 그 해에 미국연극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될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
고 Bigsby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959년은 우선 돼erbert Blau가 유럽에서 새로운 배우

훈련과 연극의 개 념 을 가지 고 귀 국한 해 이 고 또한 Blau의
의 단원 이 었 먼 묘onnie Davis가

Theatre에서

San Francisco

San FranCÌsco Actors' W orkshop

뼈ime Troupe을 창단한 해 이 다.

The Li ving

Jack Gelber의 엉‘'he Connection을 공연하여 “미국의 독창적인 작품야 브로드웨

이 바깥에서 공연되어 처음으로 비평가와 연극언틀의 찬사를 받게 된"(없gsby

년이며 Edward Albee의

The Zoo Seo 'l' y

21)

것도

1959

또한 같은 해에 공연되어 미국 부조리 연극의 시작

을 알렀다. 1959년은 또한 오프오프 브로드웨이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기도 했는데 미국 실

험 연극의 산설 역할을 했던 Cafe Cinα Cafe La 뼈ama 등도 이 시기에 문을 열게 되었다。
이 시기는

Antonin Artaud (1895 ....... 1없8) 의 The Theat 'l'e and lts Double

(19갱4) 이 뒤 늦게

번역되어 소개된 시기이거도 한데 그의 연극 머학은 1967년 미국을 방문한 폴란드의 연출

*이

논문은 1991 년도 교육부 학술연구벼의 지원에 의한 것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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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험극단에 이돈적 근거듭 제공해 주었다。

불란서 극작가 겸 연출가(었‘던 Artaud는 관객과 배우간의 교감읍 중시했는데 그는 연극의

사명을 인간 내의 휴은 인간들 사이에서 분펄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하기에는 이성적인 언어와 섬리의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흔혀 잔

혹극이라고 불리는 그의 연극은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을 초월하여 작용하는 감각적 도
구들을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을 일깨우고 스스로를 직시하게 했다。 그는 연극에서 새로운

언어가 펼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사보다는 조명 (떨리고 찢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 날카
로운 음향， 그라고 시각적 이마지 등을 사용해서 관객을 공격하고 저항을 무너뜨려고 도덕
적으로 정신적으로 정화시커려고 시도했다。 그는 현존하는 극장의 모습을 박물관에 벼유하

면서 새로운 극장외 으습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01 러한 그의 연

극적 이염틀이 살험극단에 도입되연서 여러 다양한 기법￡로 말전되었다.
폴란드 설험극단의 연출가였먼

Jerzy Grotowski (1933"-'

)는 자기왜 연극을 가리켜 “가

난한 연극”이라고 불렀으며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가 배우와 관객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연극에서 조명， 분장， 무대 배경， 의상， 소도구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배
우의 훈련에 주력했다. 그의 연극에서는 배우의 봄이 강조되고 즉흥성과 육체적 훈련에 집
중하며 특히 목소리가 하나외 도구로 개발된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작중 얀물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무대 위에 존재하며 관객이 그를 배우로서 인식할 것을 요
구한다。 Grotowski는 관객과 배우 사이의 적철한 공간적 관계플 창조하여 그틀이 서로 교
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공동체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족의식의 현대적 등가물로
서 연극을 생각했다。

1960년대의 포스트모던 연극은 또한 제도권의 권위와 모순에 반발하면서 사회 정의를- 질

현하려는 민권 운동이냐 여생 운동과 시간적으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뒷받침해
줄 도덕척 에너지륜 얻게 되었다. 이 당시 연극이 추구하는 목표는 “연극의 상업성을 회피

하고 연극을 통하여 자신과 관객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Shank 3) ‘ 당면한 현질
문제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데 기존의 사실주의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이유
는 관객으로 하여금 현설로부터 도펴하여 허구적 환상에 빠지도폭 하는 사섣주의의 관습때

문이었다， 포스트모던 연극이 일차적으로 반기블 든 부분은 바로 연극을 인생의 모방 흑은
재현으로 보는 서구 연극의 전통적언 이폰이었다6 그들은 연극이 텔레 B] 견이나 영화와 다른
점이 “연기자와 관객이 육체적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 (Shank 5) 는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반영으로서가 아녀라 인생 그 자체로서의 연극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러한 연극에서 가장 먼저 도전을 받는 것은 대사블 위주로 한 텍스트이다.

언어는걱

접적 경험으로부터 개인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띤극이 비중을 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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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는 의사소풍의 수단은 본능척아고 적정척。1 고 감각적얀 기호-틀이다. 얀어픔 위주로 하는
텍스트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시각적인 이마지， 음향，

제스츄어 동을 위주로 하는 퍼

포먼스가 연극의 풍심이 된다。 전동적인 연국에서 휠 수 었었탤 연극 기효간의 위체질서는

사라지고 각 기효는 폼치적언 중요성을 가지고 연극공간쐐샤 작용한다e 현살의 l￡방아 아
니라 현실 자체가 관삼의 대상이 되며 재현야 아니라 제시가 포감트모단 연극왜 중심아 펀
다。 웠빼ert Corriga없은 포스흘묘먼 연극의 특정 을 다음과 감이 말한다。

Postmodern perform:mce i8 composed in the mode of radical indeterminacy , and in the conviction that some thi묘gs are u업 representabl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8tεuctures of drama ,
self-absorption ,

se얹 -refl.exiveness，

and self-obsession have been

뼈le

dominant characteristics of

the postmodern transition. Unable to create representations of human beings in action (and not
believing in their validity anyway) , the only thing that can be represented is the performance
itself.
(“’X、he

Search for

Ne￦

Endings" 160)

포스트모던 연극은 무엇보다도 연극을 어떻게 할 것언거에 대한 연극이 되매 연극 자체흘 스

스로 반영하고 지시하는 에타드라마가 된다。 텍스트의 거부는 연극의 지적인 겨반을 전복시
키며， 작가의 단얼화된 시점에서 주얘지는 메세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읽는 텍스트η

와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팔요한 “쓰는 텍스트”의 개냄이 연극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연극을 인생의 모방이 아니라 언생 그 자체로 제시하게 됨에 따라 현실과 예술외 장벽이

붕괴되며 관책과 연기자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Shank에 의하면 미술 강상의 방법에서 원용해 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랑에
서 미 울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작품 뿐얀

아니 라 그 작품이 담겨 있는 틀，

주변에 전

시된 그렴과의 연관， 다른 감상자의 태도， 화랑 전체의 분위기 응을 동시에 느끼고 외식하

는 것처랩 연극 관람 또한 착풍 자체애얀 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거자 자체에 대한 관심?
극장의 분위 기 , 다른 관객 과의 교류 등을 외 식 해 야 한다는 것 이 다 (5). Richard Schechner

등의 환경 연극에서 볼 수 있듯이 연극의 공간도 사각형의 박스 스테이지에서 생활의 여려
장면과 거라로 확대된다。 전통적 려얼리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포스트모댄 연극은 려얼
리즘을 이루고 있는 인과관계에 기초를 둔 직선적 내려티브 대신에 파편척이고 비논핵척인
구성이나 꼴라쥬， 패로디， 패스티쉬의 형태블 띄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과격한 설험극은 1973년 월남전이 끌나고 사회 반항의 계기가 되었던
많은 요인들이 소멸， 혹은 변화 불가능성을 보얘 주면서， 또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수
적 인 성 향으로 바뀌 어 가면서 죄 퇴 해 가고 말았고 Richard Foremanol 나 Robert Wilso뼈 등

의 연극에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개언의 의식왜 영역으로 퇴조해가는 경향을 보안다. 싣험
극이 쇠 되 할 수 밖에 없는 이 유를 Corrigan은 “ Somehow this theatre about a theater making

theatre does not satisfy us" (“ Search" 161) 라고 말하면서 언제 나 연극의 기 반이 되 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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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행동， 즉 행동의 형태로 인생을 재현하는 것을 설혐극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콕
이 우리에게 만족윤 주지 옷한 것이라고 섣명한다. Heuvel은 실험극이 연극 아닌 것을 추
구했거 때문에 즉 의식 (ritual)으로서 흑은 정치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추구했기 때문이라
고 섣 명 하면 서

“ this attempt to restore the el (j\mental , to purify the words of the tribe and

dance us back the tribal morn , is beyond the margins of theatre and performance" (43) 라
고 주장한다。 배우의 존재가 텍스트플 쓴 작가의 우위에 서게 되는 퍼포먼스 연극에는 말

을 글보다 중시하는 서구 형이상학의 기반이 내재해 있는데 이것 또한 Derrida의 등장으로

순수한 현존이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공격을 받게 된다.

문학S로서 연극을 공부하는 사

람들에 게 가장 큰 장애 는 대 본이 남 아 있지 않다는 것 이 다. Bigsby도 Richard Schechner의

경우를 들어 반복 불가능성이 실험극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For Schechner, one of the failures of the experimental theatre movement has, however , been
its inability to pass on its ‘ total theatdca! tex t' or to translate its activities into a training
programme which ￦ould make its activities available for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33)
지금까지 펼자는 60년대와 70년대의 실험극이 바로 포스트모던 연극이라는 가설 위에 포

스트모던 연극의 특성들을 열거하여 보았다. 그러나 연극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규정은 다른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 시대 구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방가르드를 포스

드모더니즘과 동일시할 것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흥미롭게도

최근에 몇몇 비평가들이 포스트모던 연극이라는 용어를 새로운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
격 할 수 있다. 대 표적 인 경 우가

Robert

Corrigan과

Michael Vanden Heuvel , 그리 고 Patrice

Pavis이다. 그들은 1960년대의 실험극의 퇴조와 함께 등장한 재현적 방식의 연극의 복귀에

주목하면서 재현적 방식과 실험극의 미학의 융합으로 생걱난 새로운 변종 (hybrid) 의 연극들
을 지칭하얘 포스트모던 연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녀 는

우션

Patrice

Pavis의 주장을 들어보면

“ Even theatre of the absurd is a modernist (rather than postmodernist) manifesta.

tion , since its nonsense still makes sense and recallsan interpretation and conception of
the wor삐" (56) 라고 말하면서 부조리극과 포스트모던 연극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또 포
스트모더 니 즘이 아방가르드 연극과 다른점 은 포스트모더 니 즘이 “더 이 상 어 느 특정 한 극작
법이나 세계를 부인할 펄요를 느끼지 않는데" (65) 에 있다고 주장한다. Robert Corrigan 또
한

“ The Search for New Endings" 라는 글에 서 ι‘ The Theatre of the Absurd was the last

major expression and dominating form of the theatre in the tradition of modernism" (1 54)
이 라고 말하고 었 고 “ The

Future of the Avant.Garde and the Paradigms of Postmodernism"

이라는 글에서는 오늘날의 미국 연극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전환기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Corrigan은 이러한 정조를 가장 상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Brook의

Peter

The Er.ηpty Space 라는 책의 제목이라고 성명하면서 새로운 르네상스가 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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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도 모르는데 그 르네 상스는 “ a renaÎssance which in the arts wi1l be basedon the resto-

ration of the mimetic" (340) 일

것 이 라고 주장한다 1) Heuvel은 1970 1날대 이 후 새 로 등장한

사실주의적 경향이 실험극의 요소와 결함하여 단생한 새로운 변종에 주목하면서 그 결합의

산물이 “ effective concoctions for expressing the form and pressure of the ‘postmodern

condition"’ (1 5) 이

라고 지 적 한다，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리열리즘은 섣험극을 통한 연극의 본질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탐색에서 얻은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밖에 없다. 비평가들이 “ New

Arthur Miller나 Williams의 사실주의와는 다를 수

Realism" 흑은 “ Nova Realism" 흑은 미술에서의 용어를 원

용하여 “ Superrealism" “Hyperrealism" 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변종들은 텍스트와 퍼포먼스간

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의 양상 위에 건축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정 중 하나가 여

러 장르 간의 확산과 융합， 잡종화에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연극들이 보이고 있는 절충적
인 양상들은 스스로를 포스트모던하게 만드는 속성들이다.
했던 텍스트 지향적인 작가들， 즉 Shepard나

60년대의 실험극 운동에 참가

Megan Terry 등은 실험극의 파도가 지나간

후에 사실주의로 회귀하면서 실험극을 통해 획득한 연극에 대한 감수성을 표현하고 있다。

60년대와 70년대의 실험극이 반복불가능성이나 일회성으로 인해 포스트모던 연극의 연구를
위한 직접적인 소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험극에 참여했거나 그 영향을 받아

새로 등장한 텍스트 지향의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퍼포먼스
적 인 요소들을 살펴 봄오로써 Heuvel의 말처 럼 “ more

have already described as postmodernis t'’ (235) 를
본 논문에서는

mature example of what some critics

접 할 수 있 을 것 이 다。

Sam Shepard와 David Mamet 두 극작가의 대표작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연극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를 시도해본다 2)

H
1.

핵포웰스/빼|탁트라마/자꽤반열성

Shepard의 연극이 인생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연극에 관한 것이며 연극을 어떻게 할 것
언가에 관한 탐구라는 사실은 여 러 비 평 가에 의 해 지 적 되 어 왔다. Sheila Rabillard는 “그의
극작가로서의 전 경력을 통하여 그의 극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연극성

(theatricali ty)

에 대한 탐구이다" (67) 라고 말하면서 그가 “관객에게 무언가릅 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

1) 두 사랑의 이 러 한 주장은 오늘난 포스트모던 연극을 논의 할 해 피 란렐로， 베케 트 등의 부조리 작
가들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대조릎 이푼다. 불론

Silvio

Gaggi 처럼

란댈로나 브레히트의 자기반영적 연극에서 찾는 사람을도 있다.

2) David
Sexμa1

Mamet의 작품 중

Perversity in

마문학~)를 참고 바람.

Sexual Perversity in

포스트모던

연극의 뿌리플 피

(21)

Chicago에 대 한 분석 은 해鎬 「데 이 버 드 애 미 트의

Chicago에 나다난 포스트모더니티 J(정정호， 이소영 펀， 11“포스트”시대의 영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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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를 하는데 더 관섬이 있다" (63) 과고 덧품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작은 Shepard 극의 파
포먼스로서의 성질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Richard Gilman은 “그의 연극은 현실

세계에 대한 깃만큼이나 연극에 대한 것이다" (viii) 라고 말하며

Ann ￦ ilson은 “그는 의1:11

블 생산하는 것보다 극장에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46) 라고 주
장한다。 Shepard는 관객이 관람하고 있는 무대가 극적 현살의 한 장소어기보다는 무대이
며 무대위에서 배우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설을 관객이 잊지 말기플 바란다，

그래서 “그의

연극은 우라가 그것을 실제 삶으로 여기가보다는 실제 퍼포먼스임을 믿어주기를 더 원한
다 "(2없ma뾰 “ Super Realism ," 425). 대개의 작품에서 우려의 감단은 연극의 그럴듯 함보다
는 배우의 연기에 대한 감단이다。 관객은 무대에서 어떤 의마플 해석하려고 하나 그의 무
대는 점챔 더

“ simply things performed" 가

되 어 벼 린 다e

Shepard의 극 중에 서 가장 퍼 포먼스의 요소플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연극은 가족극 삼부작
직전에 발표한 않ct뼈때 (1 975) 과 얘ngel 않ty (l 976) 이다.

Florence Falk에 따르면 Shepard의

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퍼포먼스의 양태는 역할 연기 (Role.playing) , 이야기 하기 (Story.

telling) , 그리고 음악 만들기 (뼈usic-making) 임데 (1 88-89) 이런 세가지 양태는 Action 뿐 아
니라

Angel 갑ty를 구성 하는 주된 요소이 다。 Action에 서 작품의 제 목이 함시 하듯이 네 명 의

등장인물들은 정체불명의 위기로부터 도피하여 실내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동착을 만복한다.

자신들이 읽다가 중단한 책을 들고 중단한 부분이 어다었는지 교대로 찾거나 곰의 흉내블
내거나 춤동작을 반복한다。Scooter는 곰 흉내를 내면서 콤과 자신의 차이를 섣명하면서

“ 1 mean 1 realize it bl야 the bear does뼈’ t" (FFL.

17 1)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acti뼈g" 과

“ performing'’의 차이 를 잘 설 명 해 주고 있다 3) Jeep는 책 의 페 이 지 를

부수는 동작을 반복하고 Liza는 부서진 의 자를

계 속해서

치 운다.

찾지 못하자 의 자릎

갑자기 Lupe는 자신의

팔을 깨불고 나서 그 부분을 혀로 꿇고 Jeep는 바켓에 있는 물을 떠서 손에 조금씩 붓는다.
그런 다음 여자들은 무대플 가로질러 쳐진 빨래줄에 빨래를 널고 Jeep는 물고기를 꺼내 테
이블에 놓고 캉로 내장을 꺼내고 해부한다.

아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곧 존재와

연견련다.

이 틀이 이 러 한 행 위 를 하는 것 은 “ to ward off. propitiate, or sometimes surrender to‘

the

powerful forces of destruction" (Falk 183) 이 다。
Aπgel City에서 무대 위에는 또 다른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사각형의 네온틀이 허공에

걸려 있다。 플랫폼에 올라가서 네온 사각형 속에 들어가는 인불들은 극적 세계와 다른 새
로운 역 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관객 의 역 할은 이 중적 이 다‘

영 화제 작인 Lanx와 Wheeler,

Miss Scoons는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참신한 아이뎌어를 가진 Rabbitt을 초청한
다. 극이 계속되는 동안 등장인물틀은 반복적으로 사각형 속에 들어가 다른 역할을 해내면

3) Shepard의 작품윤 인용할 때 작품집 Foolfor Loνe aηd Other Plays 에서의 인용은 FFL 로 ， Seνen
Plays에서의 인용은 SP로 약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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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객에게 이중적인 연극공간을 제시한다。 Lanx는 권투 선수의

:T_ 습요로 사각형

속으료

들어 와 권투 연습하는 흉내 를 내 고， Rabbitt은 뉴스 캐 스터 호 역 할을 한다. Miss Scoons의

다음과 같은 말은 역할의 퍼포먼스를 풍해 차아를 구축해 나가려는 좌-구플 잘 보여준다。

1 look at the screen and I am the screen. 1’ m not me. 1 don’ t know who 1 am. 1 look at the
movie and 1 11m the movie ‘ 1 am tho star. 1 am the stur ln the movie. For daY8 1 am the star
and 1’ m not me. 1’ m me being the star. (FFL , 77)
2 막에 서 는 Wheeler가 내 레 이 터 가 되 고 La없외- Miss Sco。뾰S는 사무략이 무시-7} 되 어 싸우는 장연을 영화처 럼 보여주다가 갑자기 Rabbittùl 그런 n-}왜핵 영화를 만들라고 당신올 먼

데서부터 불러왔느냐고 ￦heeler에게 적반하장격의 말을 하면서 원래의 역할야 서로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이 렇 게 맴Theeler와 Rabbitt ù] 사각형

안에 서 싸우는 모습을 다자 영 화관

에서 영 화구경 을 하는 십 대 의 역 할로 바뀐 La없X와 Miss Scoons가 팡콘융 맥 ￡핵 구경 하연
서 연극이 끝난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Tympani 라는 언물을 등장시켜 장떤마다 적철하게

음악을 만들면서 동시에 극적 쐐계에도 참여한다。

팀파니 소리와 색소폰 소라가 애표하는

재 ξ음악은 등장인물들이 여려가지 역할을 즉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자껴플에게 부여된 고

정된 역할을 탈피하여 새로운 이-이덴티티를 향해 나가는 봄짓을 상칭한다.
Seduced.에서는 Henry라는 남자가 자신의 청부였던 뼈iami와 Luna 라는 두 여자에채 자신

을 처 음 만났던 때 의 이 야기 를

“act

01lt" 해 주기 를 원한다。 뼈iami 가 역 할을 만족스럽 게 못

하여 Luna가 자신의 이 야기 를 하겠다고 하자 묘enry는 같은 이 야기 를 연거 해 주기 를 바람다.
묘enry:

1 don’ t ￦ant another Vegas story. 1 want the same Vegas story.
Luna: But that’ s her story.
Henry: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t’ s a good story. One story’ s a8 good as another. It’ s

all in the ￦ay you tell it. That’ s ￦hat counts. That’ s what makes the difference.
Luna: You want me to tell you her story?
Henry: Why not?
Luna: Because 1 don't kno￦ what her story is.
Henry: Make it up. lt’ s al1 the same.
Luna: You ￦ant me to pretend that 1’ m her? (윈'FL ， 265)

고 그 커튼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이 출입을 한다。 이러한 장치는 관객으로 하여금 착각을

이샤 이E

이 작품은 무대의 장치 또한 폭특하여 무대 의 벽 면 (llpstage wall) 에 는 커 튼이 드리 워 져

￡키게 하고 마치 관객이 무대 저쪽 펀에 앉아야 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Zinman은

“ This displacement creates the sense that the audience has been ca8t as audience" (“ Visual
Histrionics" 515) 라고 이 현 상을 설 명 한다.
Shepard의 작품에는 또한 등장인물들이 자기자신，

다른 극중 연물，

그리고 관객애게 직

접 하는 긴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현재성，

그리고 현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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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극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답흔의 양태가 “1" 가 “ you" 에게

말하는 것엄을 생각할 때 등장인물들 간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극장이
라는 장에서의 “청취자”로서의 역할을 깨우쳐 준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
우가

Curse 0/ the Starψiηg Class에 서 Weston과 Wesley, Buried εhild'에 서 의 Vince이 다.

흔히 “aria" 라고 불리워지는 긴 독백에서 캐릭터들은 관객에게

이야기하는데

가족간의 의

사소통의 단절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켜 볼 때 그들의 독백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없
어서 느끼는 외로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등의 발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떤 의미
에서는 그들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우리에게 준다.
Shepard의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퍼포먼스플 통해서 진정한 자아의 탐색을 시도한다. 앞

으로 “변신/이중적 자아/파편화”의 부분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들의 부단한 역할 변화와 퍼
포먼스， 변신은 진정한 자아추구의 과정이다.

Falk는 “ What

is certain , however, is that

the ‘real' (unal1oyed) self, can be reached only through the trial and error-and artificeof performance" 라고 주장한다 (185). Heuvel

또한 “τhe

usual method adopted by Shepard’ s

characters for gaining a selfhood beyond the self, and for attaining some kind of affirmative
response to the constraints of consciousness, is through performance" (200) 라고 지적하며
퍼포먼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블 해 체 하는 것 은

Tilden , Bradley,

Buried

εhild에 서 겉으로 보기에 사실주의적언 무대

그리고 Vince의 퍼포먼스이다.

Tilden은 1 막에서 옥수

수를， 2 막에서 당근을， 3 막에서 죽은 아이의 시체를 가지고 을어오면서 극적세계를 사실주
의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다.

Heuvel은 이 작품에 “두 세제”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는

바로 텍스트와 퍼포먼스의 세계라고 주장한다 (217-18). Vince는 자신을

알아보지 뭇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아이댄티티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퍼포먼스블 수행한다. 어린 시절
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해 손가락을 뒤로 꺾는 재주나 손가락으로 이빨을 두드리는 재주，
그리고 배팝을 손으로 움직여 사땀의 모습을 표현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시
키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술벙을 깨뜨리고 스크린을 찢고 들어와서 칼을 업
에 문 첨업자의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Shepard는 그의 사실주의 극에서조차 대사， 무대장치 등에 극의 현재성， 퍼포먼스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의로 도업한다，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말한

관객을 보고 직접 말하는 행위이며 또 무대 위에 전혀 예기치 않은 소도구들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Curse

0/ the Starving

Class에 서 부엌 에 살아 있는 양을 데 리 고

들어오는 것이나

Buried Child에서 거실에 옥수수， 당근 등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는 이려한 물체들이 살
아있는 유기체이거 때문에 오히려 무대의 현설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Fool/or

Loψe에서도 조명， 음향의 사용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성을 감소시켜 버렴으로써 관객으로 하

여금 극장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벤 일깨 워 준다. Countess가 타고 온 자동차의

45
헤 드라이 트는

"two intense beams of piercing white light" 이 지 “ realistic headlight" (FFL ,

36) 가 아니며 운을 열고 닫을 때는 일부러 마이크 장치를 해서 실제보다 과장된 소리가 나
게 한다. Eddie가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MaySJ1 집에 갔을 때 문 뒤에 서 있던 May의 모

습을 묘사하는 1 장면에서 실제로 빨간 옷을 입고 후광을 받 o 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May의
모습은 마치 Eddie의 대사가

연극적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듯한 느검을 우리에게 준다.

Trμe West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형제들은 서로 화해될 수 없는 두 원수처렴 싸우게 되
는데 조명의 변화와 난장판이 된 무대 배경의 도움￡로 마치 Lee가 그의 시나리요에서 묘

사한 사막을 가로지르며 쫓고 쫓기는 두 원수 사이의 숨막히는 대결이 바로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 재현된 듯하다，

2.

열린 무대와 닫힌 무태

Shepard의 가족극에서 우리는 일견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처럼 보이는 연극에 퍼포먼스의
요소가 등장하면서부터

통일성이 깨지고 극적 세계에

흔란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atrice Pavis는 포스트모던 연극을 논의하면서 기의의 다원성이 무대체계의 위계질서의 거
부， 해석의 거부 등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의미의 무한한 열림， 독자나 관객에게 부
여 된 자율성 등을 포스토모던

연극의 특징 으로 들고 있다.

또한 “훤or the spectators, the-

atrical pleasure resides in the d細erence between what is said and what is shown'’ (60) 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Shepard의

극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Shepard의

연극을 분석 하면서 Steven Putzel은 Roman Ingarden의 “열 린 무대 ”와 “닫힌 무대 ”의 구분

을 이용하여 “열린 퍼포먼스”와 “닫힌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 closed" performance is one in

￦hich “ the

acting is done as if the “ fourth wall" were not

missing and as if there ￦ ere no specta tors," γi'hile an "open" performance acknowledges the
audience and thus includes them directly in the action. (1 48)
Shepard의 연극을 관람하면서 관객은 수많은 모순과 의미의 캡을 발견하게 되고 무대 속에
자신의 의미를 기록하고 공백을 메꾸어 나간다。 많은 극들에서 우연의 일치나 모순이 설명
되지 않고 중요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언어블 통해 제시된
올 랑 바르도가

텍스등와 배우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승의 미묘한 갈등과

말한 “희 열 " (j ouissance) 을 체 험 한다。

위 에 서 분석 한

관객들은

긴장 속에서

ιflngel 당ty，

Action ,

Seduced 등의 극에서 극적 세계의 구체적 인 시공간적 상황은 제시되지 않고 단지 종말흔적
인 (apocalyptic) 위기 감만 암시되고 있다。

Buried Chila에서 근친상간과 매장된

아이에 관

련된 각 등장인 물들의 이 야거 나， Fool for Love에 서 Eddie와 May의 어 머 니 들과 어dMan어1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모순과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다.
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극의 진행은 마치 작가가 통

예측불가능하며 마치 등장인물들이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에게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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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진 고정 된 역 할을 해체 하며 극율 이 끌어 나가는 것처 럼 보띤다。

Heuvel은 “i뼈 Shepard’ s

work there is a conscious effort by the playwright to use performance to subvert his own
authorial power ... " (213) 라고 이것을 설명한다.
의미에 대한 해석이 관객들에게 맡겨진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열련 결말

이다‘ Shepard극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경우 따블로나 영화기법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의 정
지 (freeze) 상태에서 끝난다。 또한 극이 끝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엉뚱하게 끝난 듯한 느낌
을 주는 종결은 해 결되 지 않은 많은 의 문점 을 내 포하고 있다. εUrse of the Starv짧g Class
에서 ￦esley와 Ella는 움직 임 없이 서로 등을 돌런 상태에서 끝난다.

True West는 형제가

사막과 같은 어지럽혀진 배경에서 서로 대결하는 요습융 정지 상태로 보여 주며 끝난다.

Fool for Love는 May가 점을 꾸리는 것으로 끌나지만 그녀가 Eddie플 찾아 떠나는 것인지
아니연 Eddie를 피해서 떠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러한 메시지의 불확실성은 관객과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Hass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lndetcrminacy elicits participation; those gaps must be 없 led. The postmodern text , verbal or
nonverbal , invitcs pcrformance: it wants to be written , revised , ans￦ ered ， acted OU t. (2 1)
Sam Shepard와 함께 오늘날의 미국 연극계의 주요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David
Mamet 또한 그의 극에 서 많은 포스트모던한 특징 들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의 작품 중 Sexual

Perversity in Chicago는 삽화적 구성， 유형적 등장인물， 끌리세의 사용， 마나멀한 무대배
경 등의 사용으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인과관계나 일관성이나 계속성오로

연결되 어 있지 않은 삽화적 장면들은 등장인물들의 삶의 불연속성 과 분열과 흔란을 암시 한
다， 부조리

극에서처렴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환경이나 다른 인간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언어는 더 이상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지 옷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생활에 대한 비판은
리열리즘극에서처럼

통일되고

단일한

담론의 주체로부터 서술되는 것이 아바다.

이 극은

관객￡로 하여금 문제를 찾아내어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한다.

3.

새로운 리얼리증

실험극의 여파 이후 등장한 새로운 리얼리즘은 퍼포먼스와 텍스트간의 긴장을 그 특정으
로 삼고 있다. Shepard의 가족극들은 대중들에게 더 받아들여 지기 쉽고 이해되기 쉬운 면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 연극에서 다루어
다. 이러한 점이 그에게 풀리처 상을

온 가족의 문제를 주제로 사용하고 있

안겨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미국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Shepard의 리옐리즘은 그 개념에 있

어서 기존의 심리적 리얼리즘과 다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realism"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극계에서

그의 리엘리즘을

“ super-

1974년에 그는 전혀 다은 방법의 글쓰기플 시도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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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맏했 다。

“ Well , it could be called realism , but 110t the kind of realism where husbands

and wives squabble and that kind of stuff" (qtd. in Coe , 122) 。

외 견 상 리 열 리 즘의 형 태 를

취하고 있는 가족극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초기 극에서 보여주었던

실험적언

기볍들이 더 성숙되게 취급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urse 01 the stαrψin홍 Class ,

Buried Child, True 흉Test ， Fool lor Love는 모두 극의 서 두에 서 는 자세 한 우대 지 문융 통
해 셋투의 사싣주의척 요소을을 강조하고 있으나 극이 진행되면서 우려는 ;표층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리얼리티가 진정한 리얼리티가 아니며 그의 극 세계에는 여러겹의 g

여려 차원의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Shepard극에 있어서의 이러한 현상을 Ross ￦etzsteon
은

Foollor Loνe 서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7-8). 1。 공간은 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다。

2。 시간은

연속적이기보다 직접적이다. 3。 내러티브는 행동이라기보다 의식

의 문제 이 다. 4. 등장인물의 성 격 은 일관성 이 있 다기 보다는 즉각적 이 다。 William Demastes

-

1 •-

'--

Shepard의 극적

세계에서의

리 엘리즘의 득칭을

“ Realism is ironicaU엇 put to use to

undermine itself" (233) 라고 표현 하고 있 고 묘euvel은 “ Shepard’ s use of realist techniques
in recent plays is double-coded, acting as something of a ruse" (212) 라고

설 명 하고 있 다。

이것을 작품을 통해 살펴 보자。

Cμrse

01 the Starving Class에 서 첫 장연 은 우리 에 게 익 숙한 리 얼리 즘 극의 서 두처 럼 집

안의 부엌을 묘사하고 있다. 부엌에는 테이블， 짝이 안 맞는 철제 의자， 커튼， 냉장고， 개
스 스토브가 있고 맞은편에는 부서진

문짝과 찢어진

방충망 등이 있다e 그러나 이러한 사

실적인 배경하에 뱉어지는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와 행동은 우리에게 당휴감을 안져줄 정도
로 파걱적이고 예측 불능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Weston이 어제 밤에 술이 취해서 들어

왔는데 그의 아내인 Ella는 자기 남펀인 줄 알면서도 둡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부르고 。1
에 화가 난 Weston은 문짝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부는 각각 농장을 팔
아닙갚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은 사람에게 사기괄 당한 것을- 알게 된다.
Wesley는 자기 여 동생 Emma 가 그려 놓은 4-에 이 치 클럽 시 법 용 도표에 다 무대 위 에 서
테이블에서 태연허

아침 식사를 한다。

T

는
모

변을 보고 소변을 보는 동안 Ella는

H

h

'-'-

가족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자신들의 장상을 만족시켜 줄 일들을 충동적으로 저지른다. Westo없

은 집으로 방문을 온 세일즈 맨의 말만 듣고 돈을 빌려 땅을 구입하고， 돈을 갚기 위해 이

번에는 칩을 판다. 문을 부수고는 그 다음날 얼어나서 새사람이 된 것처럼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집안의 요든 빨래블 하고 식구플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표lla는 땅 문
제플 의논하기 위하여 Taylor 라는 변호사 (나중에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지지만)와 나가서
숨이 취한 채 그 다음날 블어와서 테이블 위에 누워 잠을 잔다. Emma는 말을 타고 술집에
뛰어 들어 총을 쏘아 술칩응 영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행동들은 일관성있게 성격을
만들어 내는 기존의 리얼리즘 극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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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장의 퇴락은 가족의 파괴와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임박한 농장의 상실과 가족의 붕
괴는 여러가지 사실적인 연극적 물체에 의해 상징된다. W il1iam Demastes는 이 작품을 “ a

realistic work with a controlling metaphorical design" (234) 이
세계에 칩을 무자비하게 노출시키는 문，

4-H

라고 설 명 하고 있 다.

외부

클럽에 시범 보이기 위해 Emma가 애써 키운

닭의 실종이라든가， 냉장고에 대한 집착， 병에 결려서 Wesley가 부엌에 들여다 놓아서 다

시 건강해졌으나 극의 마지막에 무참히 살해되는 양 등은 모두 이 극을 사실적인 차원에서
상정척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요인들이다. 특히 깨진 문， 찢어진 방충망， 말， 자동차의 폭

발， 불 등은 Shepard의 작품에 서 공통적 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 다. 가족 구성 원 모두 병적
일 정도로 냉장고를 열고 닫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제목에서 보는

굶주림 이 라는 단어 와 연관되 어 가족 구성 원들의 굶주림 을 표현하는 상징 적 인 동작이 다. 그러
나 그들의 굶주렴은 육체적인 굶주럼이라기 보다는 Richard Gilman의 표현대로 “ selfhood ,

distinctiveness , satisfying roles"

(xxvi) 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서적 기갇이다.

원들 사이의 사랑의 결핍은 마지막 장면에서 Wesley가 Ella에게 등을 돌린채

가족 구성

극이 끝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마지막에 Ella가 이야기하는 독수리와 고양이의 메타포는 자

기 보존의 노력이 자기 파괴로 이끄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DemastES
는 이

극전 체 가

“ a metaphor of America’ s decay and self-destructive doom" (234) 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Bα ried εhild 또한 첫 장면은 오닐의

Desire under the

Elms를 연상케 하는 사실적 인 셋

팅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작품도 극이 정점 진행되어 가면서 εμ rse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행동， 내리티브의 캡， 혼돈과 불일치， 수수께끼 등을 담고 있으면서 사실주

의에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예고 없이 전환한다.

Thomas Nash는 이 극의 3부 구조

를 설명하면서 l 막은 자연주의적 셋팅， 2 막에서 Vince 가 도착하면서부터는 집안의 외딴 분
위기가 강조되고 3 막이 되면서 제의적인 성격이 강조된다고 하면서 이 극을 유럽의 추수 의
식과 관련된

Corn King의 죽음， 추수의식， 부활의 신화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매장된

아이에 대한 각 등장인물들의 설명에는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점도 있지
만 그러한 모순이 우히려 이 극의 표면을 뚫고 이면에 있는 다른 차원의 리열리티에 접근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Shepard는 “일상 생활에 숨어 있는 신비함과 성스려움을 인식하고
이러한 신비감을 바로 Myth라고

부른다 "(Callens 405). 그러나 이러한 초 현실적인 요소

들은 서서히 등장한다@ 처음에는 일상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서서히 상징적인 의미플 띄게
펀다.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의 도입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Tilden과 Vince의 퍼포먼스에
크게 의존한다.

τoby Silverman Zinman은 Shepard의 리 얼 리 즘을 섣 맹 하면서 여 머 깐 ,
표현 을 시 용하고 있 다. “ That

혹은 차원 이 마는

sense of layers , of something underneath, obscured yet cru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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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asic to the very technique of super-realism" (425). 표연 밑에 숨어 있는 여 러 겹의 심
충적 의마을 상징적무로 보여주는 장연은 Vince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에서 그의 과거， 그의 배경， 미국적 과거와의 연관성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Trμe 때'est도 처 음은 사실주의적인 셋트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낡은 접" “LA에서

40마일 동쪽" 셋트 또한 “왜곡없이 사실적으로" 의상 또한 “성격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
도록" 코요태의 소리도 할리우드 영화에 상투적으로 나오는 걸고 처량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코요테의 소리를 사용하도록 작가는 주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주의를 강조하는 목

적은 이 극의 아이러니를 더 강렬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셋트가 나중에는 파괴되며

토스터로 쌓이게 되고 두 형제의 대결의 장소가 된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속성의 대렵

등의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부엌은 두 속쟁의 대결 장소가 되어버린다.

Fool for Loνe에 서 셋 팅 은 모탤의 방안으로 밀실공포증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러나
。ld Man의 존재는 환상과 현실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관객은 처음에는 그를

Eddie

의 상상으로 생각하나 극이 진행되면서 그는 Steven Putzel의 말대로 제 5 의 벽을 넙어서
Eddie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에 흔동을

일으키게 한다. 관객은 어떤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극적 행동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Peter Podol도

이것을 “ several layers of reality" (1 57)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

다. 앞에서 다룬 극에서 등장인물을외 일관성 없고 예기치 옷한 행동으로 아이덴티티의 파
악이 어렵게 되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긴장무로 가득찬 정적 상태와 과격한 폭발사이
블 교대로 요가는 리듬”으로 인해 관객은 다른 리얼리즘 극에서처럼 펀안하게 환상의 세계
에

” 몰입할 수가 없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의 Eddie와 May의 포옹은 둘다 갑작스런

폭력으로 끝남으로써 사랑과 폭랙간의 등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폭력의 사용을

“ his struggle to achieve a higher form of realism in which identity is not fixed ,

Podol은

but in a constant state of flux"

(1 53) 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 작품에서 리얼리티는 내연화

된 리얼리티이다. 사건에 대한 의식이 바로 그 사건의 리얼리티이다‘ 그말은 리열리티란
개 인의 지 각만큼이 나 다양하다는 것 을 의 미 한다. 그것 을 잘 보여 주는 것 이

bara

Mandrell과 결흔했다는 대사이 다。 "WeU ，

τhat’ s

Old Man o1 Bar-

see , now that’ s the difference right there.

realism. 1 am actually married to Barbara Mandrell in my mind'’

(F.합'L，

27).

A뼈n

셰 퍼 드가 이 작품에 서 “ real" 과 “ realism" 의

구분을 하고있다고 주장한다 (5 1).

“ rea1ism" 은 경험적 현실을 지칭하는데 이것에 의하면

Old Man은 Barbara 뼈andrell과 결혼

Wilson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 real" 이라는 것은 그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적 사실

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사실로서 구축해내는 것을 지칭한다。
Dav
피i퍼
d Ma
따me야t떠으의} 작품 또한
Mamet의

Hyperrealism

휴은 Supe
앉r-rea
때
lism으의} 경 향을 단적 으로 드러 낸 다.

작품에 Hyperrealism라는 용어 를 적 용할 경 우 그것 은 않lepard와는 다른 의 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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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다. 그것은 원래 1970년대 이래 회화와 조각에서 등징-한 새 로운 촉류-릅 연극에 적 용한

경우블 의미한다.

Carol Gelderman은 기존의 라 얼리즘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 인간의 해

석 능력이 중심이었다면 Hyperrealism에서는 사물과 세계 그 자체가 중심이 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358) . 인간의 왜곡이나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도덕적 위계 질서를 구축하지도 않
고 영웅도 악한도 없는， 그래서 관객모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평뱀한 경험에서 무시되고 간
과된 양상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Hyperrealism의 목적이다.

Hyperrealism의 특정 을 실 제 적 언 어 의 사용，
충계급 인물들의 묘사에서 미화의 거부，
하고

있는데 그중

언어에 대한

Carol Gelderman은 계속해서

“ theatre of flesh and blood" (363) 의

지 향， 하

Hyperrealist 극작가들의 나이의 연소함 등을 설명

설명은 David Mamet의 경우

적질하게 적용된다.

우선

Hyperrealism에서의 언어는 실제 우리의 대사를 그대로 녹음한 것처 렴 침푹， 하품， 투덜대
는 소리， 상관 없는 말 등

아주 벼논리적이다.

너우나 질서정연하고 비사실적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전통적 리얼리즘에서의 대사는

Hairy

J뻐e의

Yanb-l 럼

교육정 도가 낮고 무

식한 사땀의 경우도 자신의 생각을 바무나 논리적인 말로 잘 표현했기 때운이다。

리얼리즘에서는 대사와 행동이 너무나 긴밀하게

기존의

연결되어 있지만 새로운 리얼리즘에서는

말과 행동의 관계가 해체된다.

the relationship bet￦ een what characters say and what they do is ruptured. The tension of
the unsaid , of the unable to be said , weighs upon every action until it is released in sudden
violence: infanticide , abortion , suicide , murder , rape, parricide. In naturalist drama , on the other
hand , speech as communication i5 often a means of r마ieving the tension and defusing violcncc.
(Gelderman 363)
흔히 Pinter나 Albee와 비교되는 David Mamet의 극에서의 대사는 완전한 운장보다는 감단
사， 맞장구， 상투어， 반복 등이 대사의 주류를 이루며 유창하고도 빠른 일상대화를 마치 녹
음한듯이 재현한다.

그의 대사의 큰 특정 중 하나는 욕설이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등장인

물들이 자신들의 분노와 좌절을 논리적인 말투로 표현할 수 없기 해문이다.

Chicago의 어

느 고물상에 서 들소가 그려 진 동전을 둘러 싼 물욕과 배 신의 문제 를 다룬 American Bκ!.ffalo
E

E

묘사하면 서 Bigsby는

‘'Their stuttered insults , their incoherences , the disproportion

between words and objects underline the incompletions of their lives-the gap between their
experience and their articulation of that experience" (264) 로 설명하고 있다.

파편적이고

공격적이고 논리성이 결여된 대사는 또한 등장인물들의 진정한 의도나 감정을 은폐하기 위
해 사용된다. Teach가 사용하는 공격적인 대사는 자신의 피해망상증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섬정의 표출이다.

사실주의적 개념에서 이 극을 볼때 이 극은

서

전통적인

플

른 리얼리티가 숨어 있다.

훗

Shepard의 경우에서처럼 Mamet의 세계 또한 걷으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표면 믿에 또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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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맹치 않은， 실제로 아무 것도 얼어나지 않는 연극이 다。 힘gsby는 그의 연극을

ted realism" (266) 이 략고 부르면서 부조리 극과의 유사성을 자적하고 있다.

“ a renova-

Chekhov의 서1

나요는 세 명의

닙

자들이 요지도 않을 갑odot플 한없이 기다리듯아 얘짧erican Buffalo어1

T

라건

자매가 결국 가지도 않을 Moscow에 대한 대화를 끊임 없아 나누등이， Beckett의 두

도죠 τ

1그」一

둑들은 결국 질행하자도 못할 일을 계획하며 기다린다‘ Sexual Per!leγsity어l 나오는 두 인
물이 질제로 성취하지 못할

공허한 성적 판다지로

자신의 삶의 빈 콩간을 메꾸듯이 이들

의 행동은 편집증척인 공포와 생의 불안감? 무능력을 회피하기 위한 폼짓야다.

41.

볕삶/아중짧 쩍따/짧편화

Shepard가 The Open τheatre과 연관되어 극작활동을 할 무렵 변신 기법이 그 극단의 대

표적인 기법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자아란 고정되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
고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아방가료드 거볍이었는데 이것
은 그의 초기 작품에서 뿐만 아나라 후기 가족극에서도 사실주의의 텍스트블 전복‘하는 주
된 퍼포먼스로 등장한다. 위에서 다푼 것처럼 Angel City는 이 러 한 변신 기 법 이 극단적 유
로 사용된 대 표적

예 이 다.

이 작품의 서 문에 서 Shepard가 밝힌 성격에 관한 개념은 변신

기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Instead of the idea of a “ whole character" with logical motives behind his behavior which the
actor submerges himself into , he should consider instead a fractured whole ￦ ith bits and pieces
of character f! ying off the central theme. In other words, more in terms of co때age construction
or jazz improvísatíon.
(FFL , 61-62)
그의 성격에 대한 개념은 파펀화， 즉흥성 등 포스르모더니즘의 주된 특징과 일치한다。 ιI!ngel
City에서 등장인뭉듬은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계속적인 변선을 거둡해 나간다. 그의 작
품의

제목이 록 그룹의 이름처럼

다는

“ knives , road-signs or trade-marks" (Gilman xix) 처 렴

한적이

있지 만

들려고 그의 등장인물들의

Zinman 또한 등장인물의

이 름이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라기보
들련 다는 이 야기 를 Gilman이

“ rarely sound human" 하다고 지적한다

(“ Visual Histrionics," 516). Zinman은 Shepard가 초기 작품에서는 La 1';때rista의 경우처 렴
설루엣을 보여줌으로써 극의 마지막을 장식했으나， 다음 단계의 극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라

나 네온 사인이나 램포와 같이 조명을 받는 물체를 극의 마지막 이마지로 내세우고， 후기
가족극에서는 조명을 받은 등장인물들이 물체처렵
난다고 지 적 한다. Zinman어1 외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Shepard의 의 도는

“ the object status of characters" 를

나타내려는 데 있다。 이것은 τhe Open Theatre에서 시도했던 변신기법의 재현이다，

사실주의 가족극에 오게되면 우리는 이려한 등장인물의 변신이 이중적 자아 (Double) 의 개

념과 연관되어 냐다냐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것처렴 Shepard는 True Wes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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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하면서 이중적 속성에 관해서 쓰고 싶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말은 이 극이
단순한 형 제 간의 싸움 보다는

“ a struggle between two halves of one self" (Demastes 238)

의 표현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형재들이 극의 도중에서 역할을 바꾸고 Lee의 속
성을 Austin이， Austin의 속성을 Lee가 따게 되는 변신이 일어나면서 변신과
되는 힘 사이의 상관관계플 보여주고 있다 .

두개의 대립

Fool lor Love에서도 또한 우리는 이복 남매간

의 사 랑과 미 움의 관계 블 Demastes의 말처 렴 “ an entirely internalized struggle between the

two forces within consciousness itself" (244) 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Curse 01 the Starving

Class와

Buried

Child，에 서 의 변신은 도피 의 주제 와 상관관계 가 있

다‘ 주인공들이 도피하는 데 실패하거나 도피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 그플은 자기들의 칩으로
돌아와서 자거 부모의， 흑은 조상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블 찾으
려 고 한다6 “ disappear" 라는 단어 는

La

Turista로부터

시 작해 서 그의 작품에 가장 많이 쓰

이는 단어 중의 하나인데 인물들이 사라지는 데 질패 할 때 그을은 변신한다. Curse에 나오
는 Wesley는 침범해 요는 상업주의의 물결에 맞서 농장을 지키려는

생각에서 여러가지 수

단을 취해보지만 그것들이 실패할 때 아버지가 벗어놓은 낡고 더러운 옷과 모자를 취함으
로써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설제로 Wesley와 Weston , 그리고 Ella와 Emma

라는 이름 자체의 유사성￡로 우리가 처음 이 극을 접할 때에는 어느 쪽이 부모이고 어느
쪽이 자식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옷을 갈아 업었을 째 실
제 로 Ella는 아들을 아버 지 로 착각하고

“ Go catch her,

찌Teston!

She’ s your daughter!" 하고

외 친 다 (SP , 197). 빚을 받으려 온 놈팽 이 들도 Wesley를 아버 지 로 착각하고 그에 게
요구한다。 옷을 갈아 업는 동작을 묘사하면서

Wesley

돈을

자신도 아벼지의 살체가 자신을 차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And every time 1 put one thing on it seemed like a part of him was gro￦ ing on me. 1 could
feel him taking over me... .1 could feel him coming in and me going ou t. Just like the change
of the guards."
(SP. 196)

Buried Child에서 Vince가 처음 등장할 때 Dodge는 그플 Tilden으로 착각한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족들에 게 Vince는 앞에 서 말한

“ parlor tricks" 플 통해 16세 펀 자신으로

변신된 모습을 보여준다g 그는 후에 Shelly블 버려두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차창에 비친 자
신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로， 또 할아버지의 얼굴로， 낙중에는 모든 조상들의 얼굴로 변하
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운명이 집안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right off on the ground

floor" 할 것을 결심한다 (SP，

13 1).

Dodge가 점령하고

“ Start

있던 소파는

부권왜 강제적 찬탈의 상징적인 행동인 머리깎임의 행동 이후에 Bradley에 의해 차지되었다
가 마지막에는 Vince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Dodge와 똑같은 모습을 하며 극이 끝맺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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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bodge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으로 극이 팔맺게 되지만 신화적인 접근은 그를
“ buried child" 의 현 현으로 보는 해 석 도 가능케 한다. 이 극의 마지 막 대 사언 Halie의 “ Maybe

it’ s the

sun" 이 라는 대 사는 “ son" 이 라는 단어 와의 pun을 통해

“ buried Child"

화신 인

의 출현이 뒷뜰에 무성하게 자라난 옥수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Callens도

Vince
Johan

“ The merging of identities effecls a merging of the past and present into a

mythical , eternal present in which Vince can be at the same time the buried child ,
Tilden , and Dodge" (410) 라고

지 적 하고 있 다.

True West에 서 Lee와 Austin이 라는 두 형 제 는 서 로 상반펀 속성 을 지 니 고 있다. Lee는
떠 돌이 이 고 복장이 나 행 동이 자유분방한 반면 Austin은 Ivy League 출신에 다 돈을 많이 버
는 시나리오 작가이다. Lee는 Austin이 살고 있는 LA 근교의 부자 동네에 와서 집집마다
다니 며 가전제 품들을 도둑질한다。 우연한 기 회 에 프로듀서 를 만난 Lee는 영 화의 소재 를 제
공하게 되고 반면 Austin은 자신이 애써 구상해오던 시나리오를 퇴짜맞게 펀다. 역할이 바

뀌어 이번에는 Lee가 타자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Austin은 자포자기하여 술을 마시며
자신도 뭔가를 흡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네를 다니며 토스터를 훔쳐오게 된다i
그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dered what’ d be like to be you" 라고 하며

Austin은

Lee는

“ I always won-

“ Lee’ s got the right idea. He’ s out

there in the world and here 1 am. What am 1 doing?" 이 라고 한다 (SP, 26). 진 정 한 서 부
와 허황한 서부， 진실과 허위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며 무대 자체도 처음의 사실적인 무대
에서 서서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교외의 부유한 가정의 부엌에서 사막의 모습S로 변신한
다。 마지막의 장면은 달빛 비치는 사막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제의 정지된 모습의 강

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끝이 난다. 이 작품의 도처에 깔려있는 폭력의 사용을 변신 흑은
두가지 속성 과 연관시 켜 이 야기 하면서

this drama reflects his struggle to

Peter Podol은 “ Shepard’ s utilizatio뼈 아 violence in

ac뼈 eve

a higher form of realism in which identity is

not fixed , but in a constant state of flux" (153) 라고

주장한다.

IU
이제까지 살펴본 양상 외에도 사실주의적 텍스트블 전복하면서 연극의 지평을 확대해주
는 퍼포먼스의 요소들이 이들 극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Shepard 작품의 특청 중 하나는

록 음악， 차우보이， 영화 예술， 자동차，

할리우드 등 대중 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는 것인데 이것은 대중 예술과 고급 예술의 경계가 불확실해지는 포스트모던 문화 현상을
적절하게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 Artaud의 영향이 분명하게 반영되
는 부분은 폭력 의 사용과 강력 한 이 미 지 에 대 한 의 존이 다.

Wetzsteon은 그의 많은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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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콜라이막스적얀 순간은 말이 없다" (2) 과고 표현하면셔 언어척 71 호 보다는 판객
의 감각에 호소하는 음향， 시각적 이마지， 조멍 등의 중요성윤 역설하고 있다‘ David Mamet
에 게 있어 서 꼭팩 은 Americα n BujJalo의 강 우처 럼 푸대 위에서 실염되는 퓨릭보다 언어의

폭릭이 현대의 황폐화된 인간상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쉴듭 없이 쏟아대는 일상대
화의 충실한 재현 뒤에는 등장 인물들의 생의 공허함을 메꾸려는 절살한 시도가 숭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사는 가표와 기의의 분리， 문장의 의미와

화자 (utterer) 의

의마의 분리

릅 나다낸다。 그들의 대사가 조각조각으로 파펀화되어 있듯이 그틀의 인간성 또한파편화된
존재 임 을 Mamet은 보여 준다.
극단적인

형태에서의 질험극 운동은

대해 확대펀 서야와

지나갔지만

그 λ1
핵그 우도으
Eτ:f I
~--O-2，

감수성은 텍스트 중심의 연극에

통해 얻어진 연극에

스며들어 포스트모던한

현대 상황을

보다 성숙하게 표현하는 매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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