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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중소도시를 중심으
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사례지역인 거창군에 공연예술의 하나인 연극이 소도시라는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
고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과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도시인 거창군에서 연극 공연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

었는지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연극 공연 활통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봄을 통해， 셋째， 연극의
발달이 지역 문화에 주는 함의에 대해 고찰하파하였다.

첫째，초기 거창군의 연극공연은자발적으로이루어진민간극단의 취미활동으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 연극활동이었
으나， 공연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축제를 통해 관객， 공연 공급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거창군에 정착할 수

있었다.둘째， 거창군의 연극이 정착하는과정에서 연극계와거창군과의 관계맺음이 변화하였다.초기 연극계는거창군지역
주민 일부와 관련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나， 지역 내에 안정된 공연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축제의 형식을 빌리게 되면서
지방정부와 연계를 가지게 되는 한편， 지역의 관광자원을 주요 거점으로 삼으면서 지역과 보다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거창군의 연극 활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연극 공급 방법과 목적을 변화시키고 지역자산을 이용하는 한
편， 지방정부의 지원을 확보한 활통 주체들의 전략에 있다. 연극 공연의 생산자가 연극 공연의 매개자로 역할을 전환하면서
지역에 공급되는 연극의 내용은 다양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축제로 인해 지역과의 연계가 보다 강해
졌으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 넷째， 거창군의 지역적 특수 요인인 교육 부문의 중심성과 교통 여건이 비교적
좋다는점， 마지막으로유명 관광지가 있었다는 점은 연극공연 활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하였다. 이를통해 연극부문
의 소비 측면을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었다. 다섯째， 거창군의 연극 활통이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정기시장적 아트마켓의 특성을가졌기 때문이었다. 거창국제연극제를중심으로활동하면서 지역 외부로부터 일정 시기 동안
연극 컨벤츠를 수급하는 한편， 지역의 관광자원을 축제와 결합시킴을 통해 관광객의 관람객화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컨텐

츠와 관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도시에서 연극 공연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도시라
는 공간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거창군은 축제의 형식을 통해 정기시장적 아트마켓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
로 연극 공연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거창군의 연극 발달을 위해 자체적인 컨텐츠의 개발과，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에 : 거창군， 연극， 소도시， 공연예술， 거창국제연극제， 아트마켓， 공연예술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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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re and mor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community development by culture , they
have started to introduce various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the quality of that culture. This case study is
focused on how theatre have developed and settled in Geochang County , based on several aspects. First , the
study discusses the process of how the theatre developed in Geochang County. Second , it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theatre in the area. Finally ,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theatre have influenced
community culture.
First , the early stage of the theatre were voluntarily appeared by private theatrical companies and aimed at
local residents. The theatre could settle down in this area because it was possible to secure the spaces for
the theatre , and the number of the audience has increased.
Second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atrical world and Geochang County changed as the theatre settled
down in the area. At early stages , the theatrical world was only related to local residents in Geochang
County. As the theatre were able to secure spaces and developed as regional festivals , they could be closely
connected to the local government. They were also able to be more closely linked to the region as the
theatre represented a cultural resource in the area.
Third , one of the major factors which allowed the theatre to develop in Geochang County was based on
the strategies of the centra1 operating body. They changed the supply system and the purpose of the theatre ,
used the local resources , and secured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As the producers of the theatre
became the mediators of the theatre , the contents of the theatre could be equipped with diversity and
uniqueness. Therefore , the festivals made it possible for Geochang County to have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region and assure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Fourth , the fact that Geochang County has a good quality of education , it is easy to access , and it has a
famous tourist attraction positively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the theatre in this area. Due to these three
factors ,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the circumstances that can promote the consumption on the theatre.
Fifth , due to the fact that they plays had the periodic art market , the theatre were able to develop in
Geochang County , even though the area is small. The theatre were performed based on Geochang County' s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 but

Key Words : Geochang County , theatre , small cities , performing
Theatre , KIFf , 따t market , art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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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

첫째，소도시인 거창군에서 연극 공연이 어떻게

서론

성립할 수 있었는지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연극 공연 활동이 발달하는데 영향

1) 연구배경 및 목적

을 준 요인들을 살펴봄을 통해，
셋째， 연극의 발달이 지역 문화에 주는 함의에 대

공연예술부문은타문화예술부문에 비해 과정에

해고찰한다.

서 결과까지 시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타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한 파급력이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2) 연구지역 개관 및 선정 이유

지역의문화적 역량을확보하는데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Heilbrun and Grey, 1993; 구문모 외 ,

경상남도 거창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2000) , 다시 말해， 공연예술 부문의 발달은 문화적

다음과같다.

기반이 수반되어야한다는점에서 중소도시의 관련

첫째， 거창군은 연극 공연에 관한 전통이 비교적

인적자원 및 시설 부문의 절대적인 문화적 소외 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연

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 문화의 풍토 역시 두드러지지 않는다(거창군，

이러한 공연예술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1997) , 따라서 특정 계기를 통해 시작된 연극 공연

방안에 대한 고민은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다

의 도입과 발달과정， 그 요인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

특히，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와문화를통해 지역

러날수있다.

에 미치는긍정적 효과를유발할수 있는방법의 하

둘째， 거창군은 지역 내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나로 지 역문화예술축제가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볼 수 있는， 민간 차원에서 연극 활동과 관련한 움

중소도시 차원에서는 역시 축제를 구성하는 꽁연

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

컨텐츠의 수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 즉， 연극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공연예술 컨텐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연극공연활동관련움직임이 있었던것으로해석

있는방안에 대한모색이 필요하다할수 있다. 이

할 수 있다. 거창군의 경우， 극단 입체라는 민간 극

러한 맥락에서 거창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단

단을통해 지역에 연극이 도입되었고， 이 집단이 주

입체의 활동과거창국제연극제는주목할만한사례

도적으로 거창 연극계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사례

이다. 농촌 소도시에 해당하는 거징L군에서 대표적

지역으로서 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인 공연예술 부문의 하나인 연극이 정착하여， 우리

셋째， 거창군은 농촌 소도시로서 주변 대도시와

나라에서도 큰 규모에 속하는 연극축제를 지속적으

비교적 원격하다. 대도시의 연극 문화의 영향권 내

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창군의 띤극

에 포함되지 않아，자체적인 연극문화의 수급노력

공연이 발달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문화적 역량

이 없을경우， 연극문화의 도입이 어렵다논점에서

을 키우려고 하든 다른 소도시 에 있어 좋은 사례가

연극 문화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과정이 비교적 명

될것이라생각한다.

확하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거징l군을 사례로 공연예술 부문
의 하나인 연극 공연 활동을 중심으로，

-67 -

소도시 거창에서 연극 공연이 성랍하고 발달하는 과정

3)

연구 방법

에서 연극， 무용， 음악 등의 컨텐츠를 실시간에 관

객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연예술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자료분석， 현지 답사，

이 무엇인가에 대해 쉽게 떠올리기는 하지만， 실상

거초L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타극단 연출자및 배

공연예술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없다. 외

우와의 심층인터뷰와 거창 국제 연극제 관람객 설문

국에서 언급되는 공연예술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여

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등을 이용하였다. 우선，

서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정의와 다른 범위로 언급

문헌연구를 통해 공연예술，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되고 있다(최성욱， 2001)，

개념과 관련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의 사

유럽국가연합(1998)은 공연예술을 “공연자와 대

례지역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거창군과 공연예술 실

중， 그리고 예술 작품의 실체적인 만남” 이라고 정의

태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2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 바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으로는

현지조사는 총 5회 (2005년 4월 28일-29일， 2005년

Nyahoho(1998)가 캐나다 통계청의 정의를 인용하

7월 30일-8월 1 일， 2005년 8월 16-17 일， 2005년 10

여 말한 것으로， 공연예술은 극작가， 작곡가， 안무

월 6-7일， 2005년 11월 5 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가， 연극， 배우， 무용가， 발레， 무용홀， 민속예술， 음

이 기간에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과 기획국장

악， 오케스트라， 코미디 등의 작품 등을 포함하는

및 전 사무국장，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 거창군

것이다(전택수， 1999).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거창문화원 연구원 및 거창

한편，우리나라공연법에 의하면， “공연”이 라함

교육문화예술회관 관장， 지 역신문 편집국장 등과의

은 음악·무용· 연극· 연예 · 국악·곡예 등 예술

인터뷰를진행하였다.

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2002. 1. 26 개정).

한편， 우리나라 연극계의 현황을 알기 위해 연극
협회 이사들과， 극단 대표 및 연출가， 주연 배우 등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공연예술을따로 분리하

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거초l국제

지 않고 포함하여 ‘문화예술’ 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연극제 기간(2005년 7월 29일-8월 17일)에 걸쳐 연

있고， “문화예술” 이 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극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수행하였고 설

포함)， 음악 ,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

문조사를 보충하기 위해， 일부 관람객과 자원봉사

축， 어문 및 출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은

지막으로 문화경제학에서는， 공연예술은 무용， 음

2005년 11월 5 일， 하루에 걸쳐 거창군 거창읍 중앙

악， 연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커스， 판토마임，

리에서 거창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형극을 포함하며， 주로 연기자가 실시간 진행하
는 예술 행위를 동시에 관객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

2.

문헌연구

한다고 보고 있다(한국문화경제학회， 2001).
이렇듯 공연예술의 정의，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정확히 합의된 사항이

1) 공연예술의 개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조건을

일반적으로 공연예술은 무대라는 실재하는 공간

수반한 예술작품 공연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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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연법의 정

수요자로서 공급받았던 작품을 매개자가 공연예술

의와 문화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공연예술은

을 관람하고자 승F는 관객에게 공급등F는 장으로서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콕예 등 예숨 관

역할을하는것이다.

이러한 공연예술 부문에서의 효과적인 수요 • 공

람물을 실공간에서 실시간에 직접적으로 관람객이

급·유통과정 연계를위한정보교류및거래의 장

볼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을 아트마켓이라 한다. 공규현 (2003)은 아트마켓을
‘공연예술작품 또는 예술단체를 하나의 상품 개념

2) 아트마켓

으로 생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공연기획자 • 극장
경영자·프로모터·축제기획자·에이전트·무대

(1 ) 아트마켓의 개념
공연예술의 완성에는 예술인의 공급과 이를 관람

장비공급자 등의 기획자와 공연예술단체 간에 공연

송F는 수요자，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켜 주는

계약 체결과 홍보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정보교류 •

역할이 개입하게 된다(김주호.용호성， 2002). 이 과

홍보 •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스템’

정은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는 1차 공연예술시장의 관

살펴볼 수 있는데， 1차적인 수요-공급 단계는 공급

계를 중심으로 한， 매개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

자로서의 예술인과수요자로서의 매개자의 관계로

으로， 공연예술이 유통되는 과정에 중점을 둔 정의

볼 수 있고， 2차 수요-공급 단계는 공급자로서의 매

라고할수있다.

개자와 수요자로서의 관객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

그러나 공연예술이 타 문화예술과 구별되는 특성，

다. 다시 말해 1차 공연예술시장은 예술인들이 생

즉， 관객과 만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 특성 상，

산해낸 작품을 축제 예술감독， 극장운영자， 기획자

최종 수요자인 관람객을 고려한 2차 공연예술시장

와 같은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에 관한 논의는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능하고， 2차 공연예술시장은 1차 공연예술시장의

이 연구에서는 Chong(2ooS) 에서 시도한 고전 경제
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광의의 개념인 아트마켓
의 개념에 공규현 Gbid ， 2003) 이 제시한 아트마켓의
개념을 토대로， 아트마켓을 ‘공연예술 작품의 직접

적인 공급자뿐 아니라 작품의 공급을 매개하는 매

개챔 통해， 최종 수요자의 취향에 의해 선택된 공
연예술상품을 거래하는 공간과 시스템’으로 정의
하겠다.

(2)

축제 형태의 아트마켓

공규현 (2003)은 아트마켓의 유형을 축제와 견본
시， 국제회의의 성격과 관련지어 4가지로 나누고
〈그림

1)

1 ， 2차 공연 예술시장

이 중 하나로서 축제형태의 아트마켓을 제시한 바

자료 : 공규현 (2003)을 토대로 재구성

-69-

소도시 거창에서 언극 공언이 성립하고 발달하는 과정

있다. 전통이 오래된 축제의 경우， 특별한 홍보가

다섯째， 축제를통해 정치인들의 문화후원자라는

없어도 각 참여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

이미지를 얻게 해준다. 한편， 4가지 축제 공급의 주

다는 점에서 아트마켓 운영 및 형성에 있어 비교적

요 요소는， 첫째， 예술인과 관련 인력의 고용 비용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적게들며，둘째，장소에 대여나확보에 대한부담

이러한축제 형태의 아트마켓을구체적으로살펴

이 작을 뿐 아니라， 셋째， 각종 행정적 제재를 피할

보기 위해 축제의 의도와 성격에 따라 분류해볼 수

수 있으며， 넷째， 새로운 예술에 대해 비교적 개방

있다. 일본 닛세이 연구소가 진행한 ‘세계예술페스

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공연예술의 수요，

티벌 실태조샤 보고서에 따른 축제의 기획의도 및

특히 공급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쇼

하나로 축제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축제

케이스적 성격의 축제， 예술창조를 위한 축제， 지역

형태의 아트마켓이 다양한 공연예술을 중소도시에

및 도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축제， 예술가 육성에

공급할수있는대안이 될수있다는의미이다.

중심을 둔 축제가 그것인데， 이렇게 구분된 축제 가

3.

운데 아트마켓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쇼케이스적 성격의 축제와 예술창조를 위한

한국 연극 공연과 공연예술축제
현황

축제이다. 즉， 공연예술작품의 직 • 간접적 거래가

1) 한국 연극 공연의 현황

주요 목적성을 띈 축제들이 바로 아트마켓의 기능
을 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형태의

(1) 문화시설2)

아트마켓의 대표적인 예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

문화시설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티벌과아비놓페스티벌을들수있겠다.
한편， Frey(2003)는 축제가， 공연예술의 본질적인

연극 공연을 포함한 공연예술과 더불어 다양한 문

문제인 ‘비용질병’ 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화예술 활동의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한다. 우리

방법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는 음악 축제를 수요-공

나라의 경우，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분리

급의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우선，

되어 있기보다， 문화시설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경

수요의 차원에서 유용한 결정적 요소를 5가지로 설

우가 많고，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가능하게 하는

명하였다. 첫째，문화활동과여가에사용하는비용

종합 문화시설-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이 대

을촉진시켜 수익을증대시키며，둘째，관광과 연결

표적이다-이 많은 편이다.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

되어 시간에 대한 참여 비용을 줄여준다. 셋째， 역

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을

시 관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티켓 구입이 일반 공연

모두 포함한다. 문화시설은 2003년 총 3 ，7857R로 서

관람에 비해 저가의 비용으로가능하다. 넷째，관련

울 • 경기 지방， 즉 수도권에 1495개 (39.5%)가 집중

된 다른 사업-음반 산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며，

되어 있다. 이 중 공연시설만 살펴보면 아래 〈그림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 예술페스티발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 이 자료는 공적 시설 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설 시설의 경우， 아직까^l 양적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서울 연극협
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로와 그 주변 소극장만 93개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70-

地理學論훌 제47호

(2006.2)

23.23%
。부산

〈그림

2)

지역별 공연시설 현황

자료제공 통계청 (www.nso.go.kr)

2) 와같다.

서 제외되므로대부분의 연극인들은협회에가입하

공연시설의 경우， 서울 • 경기 지역에 총 공연 시

고자 한다는 점 에서 이 자료는 대표성을 가진다. 그

설의 49.04%0417m가 있어 전체 문화시설보다 높

러나 이 자료는， 아직 3년 내 4작품을 하지 않은 신

은 비율로 집중되어 있다. 즉， 연극 공연을 포함한

진 연극인들과학교혹은비영리 단체에서 비공식

문화예술을 위한 시설중 공공 재원에 의한 시설들

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

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이 나타나고

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가 아직까지

있으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설 시설까지

조사되지 않고 있음을 미 리 밝혀둔다

포함한다면， 문화시설의 집중 정도는 더 섬할 것으

〈표 2> 는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극협회에 등록

로예상된다.

된 연극인의 수와 지역별 분포이다. 현재 (2005년)

등록된 연극인의 수는 4997명으로， 그 중 약 47.3%

(2)

공급 현황

에 해당하는 2362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

연극인은극단과공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극인의수이다.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연극인의 분

이러한 연극인들의 저울 집중 현상’ 은 결국 2003

포 역시 공연 활동이 이루어지는 선행조건으로서

년 한국연극협회에서 서울연극협회의 분리 현상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

로 이어졌다. 이것은 한국연극협회 서울지부가 협

상은 한국연극협회 및 서울연극협회에 등록된 연극

회 내에서 세력이 강해짐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서

인， 즉 3년 내 4작품 이상의 연극 활동을 한 연극인

울연극협회는 명목상은 서울지부이긴 하나， 실질적

으로 한정한다. 이 조건은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

활동 범위나 실질적인 위상에 있어서는 한국연극협

극협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

회의 영역보다 넓어졌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

지 않은 경우， 각종 혜택 및 교육， 연극제 참가 동에

다. 한 극단 대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제 한국

3) 한국연극협회 직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 .. 이제 실질적인회원관리같은거나활동은따로해서，저희도서울연극협회가어떤지
는 대강 밖에 알 수가 없어요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 분리라기보다， 한국연
극협회 산하긴 산하인데요 ... 좀 달라요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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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극 공연 행사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

〈표 1) 2004년 연극인의 지역별 분포
'Ì'"똘

2004讓‘轉變쏟양훌짧)

%

서울

2362
136
174
137
140
89
68
32
269
414
155
125
217
154
177
348
4997

47.27
2.72
3.4 8
2.74
2.80
178
1. 36
0_64
5_38
8_28
3_10

부산
대구

인천
τ
긴j}-?「
I

대전

울산
제주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겨。:닙.，

경남
합계
자료

: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는 이유는 연극축제나 연극을포함한 공연예술축
제가상대적으로많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지역별 공연행사수
(지역)

250
4.34
308
3_54
6.96
10000

대전

광주

(2005)

인천
대구

연극협회의 역할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전 예

부산

서울

산 집행의 2/3 정도가 서울지부에 사용되어 왔다”

o

고밝혔다. 이것은전국을대상으로한한국연극협
회가 이전에 비해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500
〈그림

3)

자료제공

의미함과 동시에， 서울에 연극인들이 매우 집중되
어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3)

반증한다고볼수있다.

1000

1500

2000

지역별 언극 공연 수

: 2004 문화예술통계

향수 실태

연극공연을완성하는관객，즉향수계층의 실태

다음으로， 연극 공연의 수와 지역별 분포를 살펴

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규모별

보겠다.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는 횟수는 실제 공연

예술 관람'i) 힐뇨수실태를 보면， 도시 규모가 클수록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

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았다.

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을 통해 지역별 연극

한편， 앞으로 가장 늘리고 싶은 문화예술 관련 지

공렌수를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의 실제적인 연극

출 항목을 살펴보면 연극 공연이 다른 문화예술 관

공연의 향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4) 여기서 연극 공연은 일반연극/전통연회 및 마당극/악극 및 뮤지컬/마임 • 퍼포먼스/국극 • 창극/아동 • 청소년극/해외극단 내한

공연등이포함된다.
5) 문화향수실태조사는 공연예술뿐 아니라， 미술， 영화， 문학행사와 같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연구에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학생사， 영화， 미술전시회와 같이 공연예술이 아닌 부문도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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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처 :

2)

(2006.2)

도시규모별 관람횟수율

2004 문예연감

련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난다. 뜸히

2)

한국 공연예술축제 현황

2000년의 조사 결과， 상위 항목에 있었던 책/잡지
구입 및 대여 항목과 음반/테이핀CD구입 항목이

(1 ) 공연예술축제 선정 기준

높았던 것에 비해 2003년의 경우， 영화관람과 더불

여기서 공연예술축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연극 축

어， 연극관람이 1 ，2위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연극

제로 한정할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축제의 수가 적

공연에 대한 향수 욕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뜸을

어 현황을 살펴보는데 용이하지 않고， 연구의 소재

알수있다.

가 되는 거창국제연극제 역시 순수 연극 뿐 아니라
비언어극 등 퍼포먼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따라서 연극과 유사 장르를 포함하는 공연예술축제

문화예술관련 지출희망 항목 비교

물화때l 餐 쳐옳훌灣황 황훌확
영화관람

연극관람
콘서트/언예 관람
전통예술공연 관람
잭/잡지 구입 및 대여

전시회관람

음반/테이프/CD 구입
해당사항없다
예술관련 교육비/강습비
클래식음악회 관람

비디오테이프/DVD구입
및 대여

무용관람

2003얹
초사

200년
조λt(1~￥111줍}

16.9%
15.6%
13.0%
10.8%
10.3%
8.5%
6.9%
6.0%
5.3%
3.6%

16.0%
12.3%
4.7%
118%
16.5%
8.2%
10.8%
5.3%
7.9%
17%

3.1%

2.6%

0.3%

12%
1. 3%

기 E~

자료 :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축제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

다.
공연예술축제를 선정한 기준은 2가지이다. 우선，

개인·단체가 아닌 지역명， 혹은 지역성을 반영한
축제여야한다. 둘째，순수 연극을포함해 비언어극
인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장르를 소재로 하는 축제
만을대상으로한다. 이것은복합장르를다루는축
제의 경우， 장르의 특성으로 인한 성패 차이를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공연
예술축제는 문화관광부의 2005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과 2004년에 이루어진문화연대에서 조사한지

역축제전수조사보고서 , 그리고 공연포털사이트6) 에
공지된 축제들을 바탕으로， 총 21개를 선정하였다.

(2005)

6) 공연전문포털사이트 OTR (www.otr.c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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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 공언 예술축제의 일반적 현황
단위:%

수원화성국제연극제

8회

8월

경기

(재)수원화성문화재단

과천한마당축제

9회

9월

경기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4회

5월

경기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4회

7워

경남

포항바다국제연극제

5회

7월말/8월

7J-5닙수

(사)포항바다국제 연극제진흥회

거창국제연극제

17회

7월말/8월

겨。나
D

(사)거창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9회

7 월말

부산

기장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5회

10~킬

서울

서울국제공연에술제

I 1028

서울연극제

26회

5월

서울

(사)한댁연극협회

I 1028

세계야외공연축제(남양주)

5회

8월

경기

김천전국가족연극축제

4회

9 월말

7J그
tjF

김천시

부산국제연극제

2회

5월

부산

부산국제연극제추진위원회

100

1. 4

368

춘천국제연극제

7회

8월

강원

춘전시

80

1. 8

25

춘천인형극제

17 회

8월

강원

춘천시

130

19

25

춘천마임축제

17 회

5월

강원

춘천시/한국마임협회

215

7

25

마산국제연극제

17 회

5월

경남

(사)마산국제연극제진흥회

처용연극페스티벌

16 회

11 월

울산

울산연극협회

109

공주아시아1 인극축제

10 회

10 월

?i「1님누

아시아1 인극협회

13

고양가족공연예술축제

1회

7월

경기

인전국제클라운마임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I 420

3

104

(재)과전한마당축제

750

113

6

의정부예술의 전당

480

1. 2

40

2.5

11

5

50

|3m(l%
160

1582(380) 1 11. 3
3

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

l

89

실행위원회

10월

| 인천 | 클아운마임협의회/소극장돌체 |

1회

|

5월

|

극단마임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MBC 프로덕션

참고

예산항목의 O는시·도·국비 지원액임. 빈칸은자료제공을거부한경우임을밝힘.

출처

2005 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문화관광부).2004 년 지역문화축제전수조사보고서(문화연대)

OTR공연포털사이트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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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고양가족공연예술축제

|

경기

8

368

15

110회

I

300

6

140

0.5

26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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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I 1 기 (1983"'1987년): 극단 입체의 창단

(2) 공연예술축제 현황

선정된 공연예술축제 21개 중 수도권 권역 에서

@창단배경

개최되는 축제는 9개로， 5월(봄)， 7-8월(여름)， 9-10

극단 입체는 “立體(몸을 세우다)"라는 뜻의 이름

월(가을) 시기에 각각 3개씩 분포하고 있어 계절별

으로， 거창군 내 위치한 극단이다. 거창군의 최초이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광역시 권에서 이루어

자， 유일한 극단으로 현재 거창 연극계를 주도하는

지는 축제 3개 역시 봄， 여름， 가을 시기에 1개씩 분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극단 입체는 1983년 이종

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군에서 열리는 축제

일현극단대표와그외 10여명의각학교교사들이

들의 경우， 7-8월에 개최되는 축제가 전체의 절반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종일 대표가 창단할 당

에 가까운 5개로 여름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눈 특

시 그는 중학교 영어교사였는데， 과거 연극을 했던

정을가진다.

경험1')을 살려 주변 사람들을 모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첫 개최시기를 기준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

당시 거창군에서는 학교 축제에서 이루어졌던 연극

도의 본격적인 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들이 유일한 공연이었음을 감안할 때， 참여했던 교

있는 축제 (11회 이상)는 전체의 약 28.5%인 6개로

사나 공무원， 간호사， 일부 지역 화가의 취미활동 및

비중이 작은 편이다. 개최시기는 특히 5월에 3개의

여가활동의 성격을 띠었던것으로 보인다.

축제가몰려있다. 이 시기에 시작된축제들을보면，
6개 중 2개의 축제(서울연극제， 처용연극페스티벌)

@운영

의 경우 축제라기보다 경연을 위한 대회의 성격이

극단 입체의 단원은 모두 아마추어 연극인으로， 2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4개의 축제

개의 직업을 가진 (일명， two-jobs)교사， 공무원， 간

는민간차원에서의자발적인모임에서 시작된특정

호사， 일부 지역 화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인

기을 가진다. 반면， 1995년 이후에 시작된 축제들은

터뷰에 의하면9) 당시 거초1군에서 이들의 이런활동

15개 중 7개가 여름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지

은크게 주목받거나，반대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

역에서 기대하는 축제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에 다소 무리하긴 했지만 참여주체들의 강한 의욕

의미한다고볼수있다

으로 운영이 가능했다고 한다.

재정 운영은 단원들이 공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4.

거창군 언극 공연의 발달과정 및
성과

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극단 대표와 당시 단원과
의 인터뷰에 의하면， 공연을 해도， 거의 초대권이거
나， ‘강매’ 하다시피 공연을 보러오게 했기 때문에

1) 거창군 연극 공연의 발달과정

공연 수입이 많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원들의 희생

7)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축제는 헤이만(1999)을 참고하였고， 마산국제연극제는 마산국제연극제 공식 홈페이지 (WWW.mitf. Of.kr)
을참고하였다.
8) 이종일 씨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절 고향 부산에서 교회 연극을 시작으로 하여， 대학 재학시절 경남대학교의 연극 동
아리 에서 활동하였었다고 한다

9 )극단 입체의 연혁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자료나， 기사블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극단대표및 창단단원과의 인터뷰를중심으로정
리함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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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애정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

@ 운영: 주처1/ 재정

시 극단 입체는 거초l군에서 연극 활동을 유일하게

제 2기 역시운영주체가되었던것은극단입체였

주도1())하였기 때문에， 관객을 모으고 연극을 알리기

다. 극단 대표 역시 동일인물로， 이 시기에도 단원

위해 당시 극단 대표를 위시한 교사 단원들은 재직

들은 교사를 주축으로 한 아마추어가 대부분이었

하던 학교 학생들을 연극 공연을 보도록 하여 연극

다. 따라서 주체들의 성격은 1 기와 크게 다르지 않

소비자 군을 개발했다. 더불어， 공무원 출신인 단원

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271 중반부터 시작된 연

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표를 판매하면서 지역 내에

극 축제의 주체는 1985년 인준된 연극협회 거창지

연극 향수가 기능한 계층을 늘려갔다. 이로 인해 연

부이다. 극단 입체 단원이 연극협회원이라는 점에

극계의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거창군에서

서 171 와 구분의 의미가 약할 수 있으나， 시월연극

극단 입체의 활동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를 비롯한 거창전국연극제 · 거창국제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가주체였다는점에서 차이

@시기와 장소

가 있다. 다시 말해， 271 에 접어들면서 거창군의 연

극단 입체 초기에는 경남연극제 출전과， 연 2회 공

극 공연은 극단 입체의 활동보다 한국 연극협회 거

연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시기는 계절로 살펴보면

창지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봄(4 ，5월)과 가을(8，9 ，10월)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연극협회 거창지부의 구성원은 극단 입체와 통일

그러나 일정한 시기를 정하고 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

인물군이었다. 즉， 극단 입체가 연극협회 지부로서

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당시 극단대표는，다들원래

기능하게 되면서 171 에는 일개 극단이었던 극단 입

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준비되는 데로하였기

체가 ‘챔군의 연극’ 을 대표하는 것으로 입지가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기적으로 공연하기 어려웠다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1 1)고답했다.

극단 자체 역량으로 운영해 갔다는 점에서 1 기와

당시 거창군에는 연극 공연을 위한 전용 장소가 마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기 운영에서 주목할 부

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이 준비될 때마다 연

분은， 1 기에 이어 지역 내 학생들과 단원들의 주변

극공연을위한공ι댈섭외했어야했다. 지역문화시

인물들을 중심으로 연극 향수계층을 늘리기 위한

설， 예식장， 거창농민회관과 같은 장소가 주 공간이

노력이 지속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되었기 때문에 공연뿐 아니라， 연습 공간 역시 부족

물론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연극을 잘 모르는 사람

하여 일정한공연을소화하기 어려운여건이었다

이 많았음에도불구하고정기적으로꾸준히 연극을
공연하였기 때문에， 차차 거창군 학생들과 거창군

(2)

저 12 기 (1987 rv 1998 년): 전용극장의 확보와

민들에게 ‘거창읍에서 ‘연극’ 이라는 것을 한다’ 는

지역연극제

것이 알려지기 시작12)했다.

10) 당시 거죠L군의 연극은 중고둥학교 학예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극단 입체를 중심으로 1985년 한국연극협회에
가입하였고， 거창지부로 인준되었다.
11) 극단 대표 이종일과의 인터뷰 중
12) 거창국제연극제 기획부장과의 인터뷰에서， “극장이 생기면서 좀더 많은사람들이 거창군에서 연극을하는사람들이 있다는것
을알게 되었다”고했다 .12) 극단대표이종일과의 인터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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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산청， 합천 (2회) , 진주， 함양에서 연내 총

이로 인해 거징l군 내에서 학생을 주축으로 한 연

5

극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확장， 구축되었다고 볼

회 공연활동을한다. 이러한활동을통해 극단입체

수 있으며， 이는 극단 업체의 관객 동원력이 높아졌

는공연 영역을거창군내에서 인근지역으로확장

음13)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통해 열악한 재정에도

한다.
극단 입체는， 연극의 4대 요소1ó)중하나이지만 171

불구하고， 극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

에는안정적으로확보하기 어려웠던 ‘무대’를가지

다.

게 되면서， 연극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킬
@시기와 장소

수 있었다. 이렇듯， 안정적 공간을 확보한 것은 기

제 271 에 들어서는 극단 입체의 공연 시기는 비교

존의 불안정한 재정 부문과 배우 수급으로 인한 극

적 정기적 형태로 바뀌었다.4 ，5월에 있는 경남연극

단 자체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해， 극단

제를 기점으로 사전 공연이 있은 후， 경남연극제에

입체의 확장에 계기가 된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의

출전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공연이 이루어진다. 하

영역 확장은 거초L군 내 유일한 극단인 극단 입체가

반기 공연은 10월， 12월 공연으로， 정기공연의 형태

전국적인 연극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로 이루어졌다. 상반기 공연의 경우 경남 연극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연극제와 같은 경연 축제 참가 공연으로 인해
거창군 내 공연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하반

@활동내용

기 공연은 9월 -12월을 사이로 꾸준하게 지 역 내 공

극단 입체로서의 지역 내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1

연을했다.

기와는 달리， 271 에 접어들면서 지역외 활동이 비

1989년 시월연극제가 개최되면서 하반기 공연은

교적 활발히 이루어진다. 특히 1989년 시작된 시월

축제 공연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3년부

연극제는 거창국제연극제의 모태가 된 연극제로，

터는 연극제 주관으로 역할이 전환되면서 지역 내

경상남도지역 연극단체들간의 화합과이 지역 연

공연 시기가 연극제를 전후로 하여 바뀌게 된다.

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 n되었다. 이

한편， 얼정한 공연장소의 확보는 271 로 접어드는

렇게 시작된시월연극제에서 극단입체가주도적인

결정적 계기로 볼 수 있다. 1987년입체예술극장14)

역할을 하게 되면서 5회 시월연극제 (1993년)를 주

을 마련하면서， 다소 안정적인 공연을 할 수 있었다

관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6회인 1994년부터는 ‘거

까 그리고이러한안정성이 확보되자，경남인근지

창 전국연극제’ 로 명칭이 바뀌면서 거창군의 연극

역에서의 공연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94년

제로 탈바꿈하게 되며， 1996년에는 ‘거창국제연극

13) 당시 극단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 “우리가 당시 동원 가능했던 관객 수가 약 2400명 정도 되었어요”라고 했다.
14) 입체예술극장은 2004년 수숭대 내로 이전하기 전까지 거창읍 중앙리에 위치하였었다. 거창읍 중앙리는 거칭L군 내 중심지로， 군
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각종 서비스 기능이 모여 있는 구역이다

15) 극단 대표와의 인터뷰

16) 연극의 4대 요소는 배우， 무대， 관객， 희곡으로， 혹지는 희곡을 제외한 3대 요소로 말하기도 한다.
17) 극단입체 대표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역 연극제로， 경남연극제가 있긴 하였으나 경연의 성격을 가져 ‘즐기기 어렵
다’고생각해 비경연성격을가진또하나의 연극제가기획된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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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거창에서 연극 공연이 성립하고 발달하는 과정

제’ 로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축제명

에서도 시월연극제/거창전국연극제에 관한 기사는

이 바뀌게 된 계기는 첫째 처음 축제의 발단이 된

문화면의 홍보성 단신 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

주체가 경상남도 지역 전체에서， 거창군 소재 극단

론 거창국제연극제， 해외 초청공연에 대한 기사는

인 극단 입체로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둘째， 시월연

크게 언급되고 있긴 하나 소개 기사 정도에 불과하

극제는 경연 위주가 아닌， 극단이 즐길 수 있는 거

다19) 이것은 이러한 축제들이 지역의 문화 활동에

의 유일한 장이었다는 점에서 타축제와의 차별성을

있어 주민의 관심과 쟁점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

가지고있었다뻐

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171 의 극단 입체가 공

더불어， 타 지역 출신인 극단 대표의 인적 네트워

연 활동에 중심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2기에 들어

크를 통해 해외극단까지 업외하게 되면서 연극제의

연극 활동 외에， 연극 축제 등을 통하여 관객과 무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것이 축제 이름을 통해 나타나

대， 연극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양태

게된것이다.

를보인다는점에서 의의가있지만，지역내의 연극

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키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할

한편， 잠재적인 연극 소비층과 생산층의 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한다. 이것

수있다.

은 확보된 연극 소비계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연고가 없었던 연극 01 라는

(3)

제 3 기 (1998년 ""'2005 년): 거창국제연극제

예술 부문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잠재력을 만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드는 기능을 했다.271 에 있어 또 하나의 주목할 것

Theatre)20)

은 극단 입체가 해외 초청공연을 했다는 점이다.

@ 운영: 주처1/ 재정

1996년 일본초청공연과 1997년 프랑스 아비농 연

3기에 이르러， 거창 연극계는 거창국제연극제를

극제 초청공연은 극단의 역량을 반증해줄 수 있는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1 기의 극단입체， 271 의 지

계기가되었을뿐더러，거창‘국제’ 연극제로도약할

역축제 운영자로서의 극단입체의 위상은약화되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사단 법인 거징L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의 거창국제

해외 초청 공연을 통해 해외 극단과의 직접적인 네

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거창국제연극제

트워크 형성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

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극단

역명이 들어간 연극제가 되었고， 국제적인 연극제

입체의 대표와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장과 거

로 전환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반

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은 통일 인물이란 점이

웅은 미온적이었다. 실제 당시 거창군의 지역신문

다. 이는 극단 입체의 성장 결과로서 사단법인 거창

18)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극단 입체 대표)은 인터뷰에서， “그 때(시월연극제를 기획하던 당시) 연극하는 우리가 즐거울 수 있
는장이 필요했고，그게 시월연극제였다”라고하였다

19) 아림신문(1993-1994년)을 참고하면， 시월연극제/거창전국연극제는 연극제 일정과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성 기사에 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경남 내 인근 지역신문에 역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아림신문도 1995년의 경우， 거창국제연극
제에 관해 문화면 전체를 할애하는 둥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1997년 사설에서는 군민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글(1997년
12월 5일자)이 있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0) 물론 극단 입체의 자체 활통， 겨울연극제(전 청소년연극제)， 해외공연이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시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거칭L국제연극제이기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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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거창국제연극제 언도별 예산(집행)액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출처

687 ,350
600.280
582.412
48 1. 811
493 ,844
498.002
339 ,787

420 ,000
370.000
370.000
352.000
384.400
247 ,000
180.000

90.000
90.000
90 ,000
81 ,000
81 ,000
81 ,000
81. 000

140 ,000
90 ,000
90 ,000
81. 000
72 ,900
22.500
23 ,000

190.000
190.000
190.000
190, 000
230.500
143.500
76 ,000

267350
230 ,280
212 , 412
129,811
109444
25 1. 002
159787

114.4%
103.0%
120.8%
f:::,

2.4%

f:::,

1. 3%

146.5%

: 거창군청 내부자료

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우와 단원 입장에서는 다소 개방적 형태의 조직으

것은 거창국제연극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극단 입

로바뀌었다.

체의활동은，거창국제연극제가해당지역축제임에

371 에 들어 거창군 연극계의 중심인 거창 국제연

도 불구하고 축제기간에는 작품 활동이 없다는 점，

극제의 재정 상황은 매우 호전된다. 이는 지방정부

오히려 축제를 전후로 해서 공연활동이 이루어졌다

의 지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창국제연극제와 지

는점에서 명확해진다.

방정부의 협 력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한편， 극단 입체는 공식적으로 거창국제연극제

바로 재정 부문이다. 거창군에서는 이전까지 민간

육성진흥회와 별개의 조직이나， 핵심적 위치의 인

부분의 축제로 보았던 거창국제연극제를 지역개발

물들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인사와 동일인

및 홍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2]) 국비와 도비를 포

물이라논 점에서 거칭L국제연극제에 맞춰 공연활동

함하여 연극제 재정깅)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단원들의 경우

23)

1 ，271 와는 달리 전문 배우를 작품 당 계약하는 방식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거창국제연극제

으로 바꿈으로써 극단 배우 수준이 향상되었고， 배

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는 참여관객수에서 쉽게

21) 거칭L군에서는 이러한 가능성 타진을 위해 제 16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결과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분석(경남발전연구원， 2004)을
의뢰했었다 이 연구에서， 16회 거창국제연극제 (2004)는 생산파급효과가 약 77 억 원， 고용효과가 16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
다고분석했다.

22) 이렇듯 지원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역 여론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지역주민 및
지역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이 있을 만큼 재정 부문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재정에 관해서만큼은 집행위원회 내에
서도 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편， 연구자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퉁 재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의하면，군 예산의 상당부분 연극제 지원으로돌아감으로 인해 지역 내 반발 여론이 높다 또한 거창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는 사업 확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여론 수렴과 의회 승인에 있어 애로 사
항이많은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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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2003년 거창국제연극제 관객은

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읍 입체예술극장을 중심으로

63 ，711 명 ， 2004년 관객은 총 92 ，901 명 24)으혹， 2005년

위천면 수승대 주변 야외극장에서 함께 이루어지

관객 예상인원은 11만 명에 이른다. 이는 타 지역

다， 15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승대 야외극장

공연예술축제의 참여관객 수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

을중심으로거창읍거창문화센터에서 진행되게 되

은수준이다.

었다. 다시 말해， 1998년을 기점으로， 지역주민의

또한， 거초L국제연극제에 대한 인지도 상승은 주요

60%가 거주하고 거초L군의 중심인 거창읍에서， 거

일간지의 기사 건수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 한

핸의 유명관광지 중 하나인 수승대로 장소가 바

국언론재단 검색사이트(KINDS) 에서 ‘거창국제연

뀐 것이다. 거창국제연극제 공연장의 이동으로 인

극제’ 를 검색해보면， 1996년 2건 이후， 2000년까지

하여，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의 중심인 거창읍보

검색되지 않다 점차 검색기사 건수가 늘어남건)을

다， 국민관광단지인 위천면 수송대에서 더 비중 있

알 수 있다. 이것은 거창국제 연극제에 대한 전국적

게 이루어지고 있다.2004년부터 사단법인 거창국

으로 관심이 늘고 있다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제연극제 육성진흥회 사무실까지 위천면 수승대로

것이다.

옮겨감에 따라， 거창국제 연극제는 실제 거징L군 위
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1998년을 기점으로 시기와 장소가 바렘으

@시기와장소

정기공연의 형태를 중심으로 늦가을과 겨울 축제

로 인해， 거창국제연극제가 10회 이전과 축제가 지

를 진행해왔던 1 ，2기와는 달리， 371 에 접어들면， 7

향하는 바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시기의 경우，

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로 시기가 변경된다. 즉， 축

하반기에서 상반기， 특히 여름 휴가철로 이동했음

제가 여름， 특히 휴가철로 옮겨진 것이다. 이전 시

은 농한기에서 농번기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에도 여름에 공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연극

장소의 경우， 거창군의 중심인 거창읍에서 거창군

부문의 주요 행사는 가을~겨울철에 이뤄져왔었다.

의 관광명소인 위천면 수승대로 이동했음은 거창군

그러나 1998년 이후부터 거창군 연극의 핵심사업인

민과의 접근성보다는수승대로의 접근성이 높은집

거창국제연극제는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개최되었

단-수승대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암

다. 이러한시기의 변화는거창국제연극제가적극

시한다. 다시 뺨， 농번기이지만 휴가철로 바뀌고

적으로 관객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지의 하나로 해

지역주민보다는관광객의 접근성을고려했다는점

석할수있다 왜냐하면지역주민의 약 40%.가농업

을 통해， 거초L국제연극제가 지역의 연극 축제로서

에 종사하는 거창군에 있어 여름철은 가장 번잡한

의 기능보다 전국 단위의 연극 축제로서의 기능을

농번기에 해당하기 때분이다. 한편， 1998년부터 거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ibid. (2003년도 이전 관람객 수에 관한 자료는 거초L군과 거호L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집계한 바 없다고 통
보)

25) 2000년 검색결과가 6건이었던데 반해 2004년 17건， 2005년 10월 기준으로 21 건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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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제연극제

〈그림

15회 이전 개최장소

5) 거창국제연극제

15회 이후 개최장소

@운영방식

이들 작품은 공연에 따른 공연료를 받으며， 극단들

거창국제연극제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선정은， 주

의 참가에 따른 부대비용은 거창국제연극제에서

로 집행위원회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따라

부담한다. 한편， KIFT-OFF의 경우 경연을 위한 참

서 집행위원장의 업외 능력은 연극제의 작품 구성

가로，주로 신생극단 • 단체의 참여를유도하며， 1 일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타 지역에 유사한 축제가

1작품으로 수승대 내의 극장에서만 공연하도록 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쟁력 있고 인기 있는 작

다. 이들 단체는 공연료를 받진 않으나， 집행위원회

품을섭외하는데 어려웅이 있을수밖에 없었다. 그

가 이들 극단의 체류비용은 부담하며， 경연에서 우

러나 2002년 이후， 공연과 관련한 운영에 있어 거창

승할 경우 시상금을 받는 제도로 되어있다. KIFT-

국제연극제는 프랑스의 아비농축제 (Festival

d’

IN의 경우 유명 극단， 알려진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Avignon)을 모델로 운영방식을 전환했다26) 아비농

많은 반면， KIFT-OFF는 신생 극단의 실험작이나，

축제 운영의 특징 중 하나는 초청작과 경 연작을 구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

분하여 공연하는 것인데， 거창국제연극제 역시

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KIFT-IN/ KIFT-

KIFT-IN(초청)， KIFT-OFF( 경연)로 나눠 운영하는

OFF 양 부문 모두 야외극으로서 조명과 세트에 의

방식을택한다.

존도가 낮은 것과， 가능하면 거창국제연극제를 위

KIFT-IN은 축제 참가를 신청한 극단에 대해 거창

한작품이거나，초연작품일것을권장한다. 이러한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초청한 작품으로 구성된

두 가지 차원의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참가할 수

다. 주로 경험이 많은 기존 극단을 대상으로 한다.

있는 자격의 극단 수가 늘어나게 되어 횟수가 거듭

26)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 참고 인터뷰와 자료에 의하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이 1996년 배낭여행으로 프랑스 아비놓 축제를 방문한 것을 통해 영감을 얻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아비농 축제는
1997년 초청 이후， 극단 입체 차원에서 매년 참석하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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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거창국제연극제에 참여하는극단이 점차

러시아 민속무용단， 페루의 민속음악패 등은 거창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극단의 수준도 높아지고끼있

국제연극제 내내 하루 평균 3번의 공연3])을 하도록

다. 그러나 반복하여 참여하는 극단도 상당수 있다

계획되어 있는데 이들 공연은 연극제의 주요 행사

는점에서 지정된참가자가있다는지적갱)도나오고

가 아닌 부대 행사의 하나로서 수승대를 방문한 관

있다29)

광객으로 하여금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
는 역할 이라고 한다 32)

@활동내용

(4) 소결

거창군의 연극을 주도한 극단 입체의 1 ，271 의 활
동과 달리 371 에 들어 극단 입체의 자체 활동은 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창군과 거창 연극계와의

소 정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거창군 연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극계의 중심이 되었던 극단 업체 대표의 활동 중심

이 거창국제연극제로옮겨짐으로인해극단입체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30)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창단 이래 극단 입체를 포함， 거창군
의 연극 부문의 양적， 질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1 명

의 동일 연출자를 중심으로， 연 1작품 다(多)공연한
다는점에서 아쉬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극

단 입체의 활동은 1 ，2기의 활동횟수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인근지역 순회공연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공연의 경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에서 양적인 차이는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거창국제연극제가휴가철 기간수승대로옮
겨감으로 인해 잠재적 관람객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행사가 늘어났다. 독일 거리인형극단，

〈그림

6)

거창군과 거창 언극계의 관계 변화

27) 극단 D 대표와의 인터뷰

28) 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소속 인사와의 인터뷰
29) 참가 극단은 부록1 참고.
30) 극단 F의 연출가는극단 입체에 대해， ‘거의 유령극단’ 이라고표현했으며， 대다수의 초청 극단과 경연 참가극단의 대표들은 거
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은 알지만， 극단 업체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극단 업체의 계약직 배우 중 1명은 극단 입체에 대해
“거 창국제연극제 산하 프로젝트 극단” 이라고 설명했다.

31) 대략 수승대 14:00공연， 거창읍 로타리 18:00공연， 수송대 23:00공연이 된다.
32)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관광시즌에 축제를하니까놀러온가족들이 우리가 뭘하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보
죠， 그게 연극을 보게 되는 시작이에요. 이제는 휴가 와서 낮에 애들 놀리면서 술마시고， 밤에 고스톱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극단 D 대표와의 인터뷰에서는， “낮에 물놀이하는데 음악소리가 들리고， 거리에 인형이 다니고
이러면 사람 감성이 자극돼요 ... (중략L 이런데 있다가 저녁때 연극하는 소리 들리면， 집중해서 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어
댔나요 7’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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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연극 공연의 발달과정을 통한 성

수 있다.2001년 설문조사34)결과를 살펴보면， ‘처음

과와한계

이다’ 가 35 .5%인 반면， ‘2번’ , ‘3번 이상’ 은 64.5%
로 재방문율이 높게 나왔다. 웅답자의 약 65%가 거

2003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거창국제연극

창군 외 지역에서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를 평가한 결과 A등급(적극 지원 해야 할 사업)으

재방문율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지역 외부에서도

로 구분한 바 있다. 평가에서뿐 아니라， 축제의 참

재방문했을가능성이 높음을보여준다.

여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인터뷰했던 연극 관련

또한 다음해 연극제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가에

인사들사이에서도거창국제연극제가성공적인 연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87.7%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

극축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답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는 축제에 참가

2005년까지 17회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얻은 지속성

한 공연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함과 동시에 다음해

에 대한신뢰는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한수승대

축제의 내용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

를 야외무대화 함으로 인해 배우들에게 독특한 경

에 축제의 성공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준다 할 수

험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성 33)

있다.

을가지고있었다.

@ 타 축제와의 비교

(1 ) 연극 축제로서의 성과

한편， 거창국제연극제에 참여한 관람객 수는 약

@ 전문가의 평가

11만 명으로， 과천한마당축제(13만)， 춘천인형극제

연극 배우， 연출가， 극단 대표와 같은 전문가들의

(19만)를 제외하고 전국 공연예술축제의 참여인원

의견 역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위의 인터

규모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예산 규모

뷰를토대로볼때，전문가들은 거창국제연극제가

는 약 5 억8천만 원으로， 과천한마당축제(약 7억 5천

연극을하기 어려운조건인 소도시에서 축제가성

만원)을 제외하고는 역시 전국 수준에서도 큰 규모

립했다는 점， 다른 축제와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한

의 축제에 속한다(문회관광부， 2(04). 특히 문화관

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

광부 자료에서 국비 (λ1 • .S:J군비 포함) 지원 수준에

를 형성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서는 3 억 8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더불어 거창국제연극제의 재정지원이

@관람객의 만족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

더불어 거창국제연극제의 성공을보여줄수있는

원은 축제의 성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표의 하나로， 관람객의 재방문 여부를 이용해 볼

33) 거칭l군의 야외무대는 수송대 내의 고택(古毛)과 마당 등을 최대한 이용한 후 나머지는 막사를 짓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대장치가
다양하게 필요한 경우 소화해내기 어려운 단점과 동시에 자연친밀도를 높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34) 2001 년 거창군청 문화공보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설문 대상은 400명이고， 웅답자는 335명(웅답율 83.8%) 이다. 조사기간은
2001년 8월 9-15 일 (7 일간)으로， 위천극장(천막 극장)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즉석 출구조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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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거창에서 연극 공연이 성립하고 발달하는 과정

@경제적 파급효과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랍들도 있어요... "(극단F 연출

이러한 거창국제연극제의 성과는 우선 경제적 파

71-와의 인터뷰)"

급효과를들수 있다.17회 거창국제연극제에서 연

구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거창국제연극제가

그러나 무엇보다 거창국제연극제가 높이 평가받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을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연극제들이 요구하는 경력

대한 질문에 거창군민의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항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생극단이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극축제를 휴가철 관광지에서

프로젝트 극단， 경력이 많지 않은 배우들에게 KIFf-

개최함으로 인해 관광자원 운용에도 상당부분 기여

OFF에 참가승F는 것은 협회의 소속이어야만 신청이

한 것으로 보인다3')) 제 16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기능하다거나， 이미 작품의 성공이 검증된 것만을

결과에따른경제파급효과분석에서 직접적인수입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매력이 높

이 2 억 7천여만 원 인데 비해， 지역경제에 대한 직간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적 파급효과는 7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한 바 있
다(경남발전연구원， 2 어4).

‘꺼창이 좋은 정은 협회 자압 같은거 오빼도 참여

할 수 잊다는 점이에요， 밀양도 그렇고... 보통 연극
체들은 유명했IÃl만 철지난 작품올 올리는데 거창을

@ 차별적인 축제 운영

다음으로， 거창국제연극제는 연극축제 중에서도

은 아직은 유명하지 않도 7똥성 있는 작품을 올렬

타 공연예술축제에 비해 비교적 차별성을 가진다는

기회를 주거든요 ... "(B교수(순천향대)와의 인터

점에서 공연예술축제 내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점하

뷰)"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생극단의 경우， 거창
국제연극제가 타 연극제에 비해 새로운 시도에 대

“연극 협회에 가압하려면 청력이 있어야만 하고，

한 관용이 높다고 평가36)했다. 또한 거창국제연극

가압하면 매번 돈올 내죠. 그게l 큰 혜택올 주는 것은

제가 야외극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인지화 높다

아니지만， 딴극체 참가나 샤절 대관 때 없으면 정말

고평가했다.

불리해요.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게 있으면 왜
그렇게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거창은 그런 것보다

거창에서는 야외극이 적당하다고 쟁각해요. 야

내용올보니까씨로운 시도를 하는 극단들에 대해 열

외극이나 마당극하는사랍들 중에 거창에서 하는걸

려있다고보는거죠... "(극단E 연출가와의 인터뷰)"

35) 실제 지 역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 “설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 못하는 것은 관광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얻는 수
익 때문” 이라고 언급했다.

36) 극단 E 연출가와 극단 I 연출가와의 인터뷰 중에서， “.. 선생님들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우신 편이에요， 다른 연극
제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라고 하였다.
37) 극단 E 연출가는， “연극협회에 가입하려면 경력이 있어야만 하고， 가입하면 매번 돈을 내죠， 그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만， 연극제 참가나 시설 대관 때 없으면 정말 불리해요. 막 시작핸 사람들이 그런게 있으면 왜 그렇게 고생하겠어요 ... 그런데
거창은그런 것보다내용을보니까새로운 시도를하는극단들에 대해 열려있다고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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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연극인들이 지적하는， 연극인들 간 의 네

으로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지역 이라는이미지→0)

트워크 문제 38) 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

가 형성되는 가운데， 거창국제연극제가 이러한 긍

다고볼수있다.

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거창군 지 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λ}-í])를
“여기있으면선쟁납들도 만날수있고 해서 안면를기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지역주민이 생각

회가 쟁기거든요. 그렬 기희도 찰 없는데 여기기서 연락

하는지역 이미지로선정한답변의 순위는사과，거

해 달라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들긴 했어도 오길 잘했구냐

창고등학교， 거창국제연극제 순서였지만， 앞으로

싶죠"(전 극단 압체 단원(남， 24세)과의 인터뷰)"

지향해야 할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답변은 교육특

성화도시， 문화예술도시 순서로 나온 것이 그것이
즉， 신생극단이나 배우들이 참여함과 동시 에 기존

다.

의 극단과배우들이 함께 참가할수있다는점에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이루어진 것이 17년에 불과하

거창국제연극제가 기존의 연극계가 부족했던 부분

다는 점에서 거창국제연극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을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착함과동시에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

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거창국제 연극제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지 역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 지역이미지의 변화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거창’ 하면 떠오르

거창국제연극제의 성장은 거창군의 지역이 미지

는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거창군 외 지역

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27%가 연극의 도시로 인식하고 있었고，

거창군에 있어 거창양민학살 사건과 같은 어두운

거초L군 주민들김)은 26%.가 그렇게 답했다.

과거로 거창이 언급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비록 거창군의 농산물， 교육 관련 이미지도 비등

이미지를줄수 있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성장함으로

한 수준이긴 하나 거창국제연극제가 본격화 된 것

인해 지역 이미지의 변화에 도용을 줄 것으로 기대

이 3기에 해당하는 1998년 이후라는점을감안했을

되고있다:\9)

때， 10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조사 결

또한 거창고등학교와 같은 지 역 명문학교를 중심

과는거창국제연극제가지역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

38) 극단 D 대표，극단 G 대표인 C 씨， 극단 H 소속 연극배우 A 씨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연극계의 문제가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
문에 연극인들사이의 연계가잘안되고，있다해도영세적이라는점을지적했다.
39) 거창박물관 연구원(여， 30대)과의 인터뷰에서， “거창 하면， 양민학살사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연극제가 많이 약하
게 해준거죠， 연극제가 유명해져 버렸으니까요라고 하였으며， 지역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불행
한 역사로 기억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는부담“이라고하였다. 더불어 거창연극제 집행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거창군민들은 거
창양민학살사건 같은 과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거 같아요. 거창국제연극제로 인해 이런 부분이 해소되길 기대하는게 아
닐까합니다”라고했다.
찌) 거칭받은 특히 주변지역에 대한 교육의 중심성이 높다(거창군사， 19까). 더불어 연극제 기간 통안 인터뷰하였던 한 고퉁학생(남，
18세， 함양군 출신)의 경우， “거창은 대입 준비할 때， 농어촌지역 혜택도 받으면서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저도 함양에서 유

학왔구요， 그런 애들 사는거 때문에 우리학교는 기숙사도 있고 그래요

라고 하였다.

41) 2차 설문조사는 거창군 거 창읍 중앙로 일대에서 2005년 11 월 5 일 이루어졌으며， 총 155부를 수거하였다.
42) 거창국제연극제에 참가한 지 역주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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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지역 이미지

거창국제언극제
용 연극의 도시

18%
사과 동 농산톨

45%
거창의 민학혈사건

8%

거창고등학교 둥
교육의 도시

27%

〈그림

7)

거창군의 지역 이미지 (지역주민대상 2차 설문)

거창군의 지역이미지(거창군 주민)

거창군의 지역이미지(거창문 외 지역주민)

거창양민학살
사건

18%

13%

〈그림

8)

거창군의 지역이미지 (거창군 외 지역주민/거창군 주민)

다. 크게 2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각겨울에

을 주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겨울연극제(청소년 연극제/어린
이 연극제)이고， 둘째， 거창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 지역 교육부문과의 연계 효과

가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문화예술교육사업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 연극계에 미친 영향은， 거

이그것이다.

창군이 주변지역에 대해 비교적 큰 중심성을 가지
는 교육부문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

43) 거창군사편찬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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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겨울연극채를 통해) 딴극이라는과목도 없고， 동

있었냐봐요. (그 여학쟁은) 그쨌죠. 다른데도 그

네에 딴극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모르니까， 애들한

렇겠지만， 여기는 축재도 하고， 뭐 딴극 열짚히 하는

태 딴극도 르쳐주고， 잘하는 애들 E딸어주고(그런

동넨떼도 (연극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네요’(극

역할을 하는 것이다J. "(01종일 대표와의 인터뷰)"

단 압체 단원과의 인터뷰)"

“(작품 활동 외에는)학교ofl서 of이들한태 연극올

그러나 위와 같이 아직까지 지역 정서 상 연극에

르첩니다. 학과 외 활동이긴 하지만 고풍학교 of이

대해 개방적이지 못해 실제 연극을하는학생들에

들이 연극 참 열짐히 찰해요’(극단 압체 단원과의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다시 말해，

인터뷰)"

이러한교육활동은 연극을소비할수 있는학생들

“꺼창군에)와서 앉풍학교)아01들한테 연극 가

로 훈련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으나， 연극을 할 수

르쳐주는 일이 재잊있었어요. 돈올 많이 받는건 아

있는 연극 생산자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니지만 애들하고 연극하는게 찌미있죠. 일주일에

의미로해석할수있겠다.

한 두번씩 7뻐"(전 극단 압체 탄원(남.， 24)과의 인

다음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가 지원하

터뷰)"

는 문화예술교육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각 학교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극 축제

특별활동 시간에의 연극 활동 지원교사 파견， 교육

(겨울연극제/청소년 연극제/어린이 연극제)의

연극을 위한 교사 연수， 여름기간 내의 연극 학교

경우， 1993년 즉， 271 중반부터 시작된 축제로，

운영 등이 해당되는데， 극단 입체 단원이나 거창국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

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연극 배우들

극 축제이다. 한국 연극협회 거창지부와 극단

이 학교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하고 있다. 이것은 지

입체가 각 학교와 공동으로 하여 연극 공연을

역 내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

데， 미국 애쉴랜드의 오레곤 세익스피어 페스티벌

이서로경연할수있는기회를주어 연극인재

(OSF)의 School Visit 프로그램 .14)과 유사하다.

를 개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가 운영하는 특별활

동 지원은 특히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갱말 연극에 재눔있는 여학쟁이 있었는데 공부

학기 중 월 2회 정도 파견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도 찰쨌어요. 제71 자도했었는데 아ol도 연극에 관

이에 참여하는학생，교사 역시 긍정적인반응을보

심이 많。써 열짐히 작품 올리고 했었거든요. 그런

이고있다.

데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부모남뽑만 아니라 학교
어써도 학생한테 딴극 그만 하라는 삭으로 압박이

깡사풀처l를 통환 전문강"1f류현주， 이루마극단)

44) 백선혜 (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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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기 적성활종(J1H주 수요일 2시간)의 일환으로

방 정부 차원에서의 관여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딴중 @시간 딴극 수업을 실시하고 있중이다. 또한

하다껴

지난 여름방학 중거창연극채 육성진흥회에서 봐견

(3)

한 전푼강사(박재우， 거창연극채~7f 화줄과 푸대연

거창국제연극제의 한계

기의 기본법칙올 지도했다. 아이들음 11월 초에 있

거창군 연극 공연의 발달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서

올 학교 축져l와 12월 거창 겨울연극꺼l얘서 발표할

고찰해본 결과， 농촌 소도시에서 지역주민의 일부

작품 딴줍 중이다"(거창S중학교 샤계， 거창교육마

가 주도하여 기존에 지역에 거의 없었던 연극을 도

당'， 2005. 1이”

입하여， 직간접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소비자

학교에서 KTFf(거창국채연극채 육성 진흥회 의

군을 개발하고， 지역 내 일종의 아트 마켓을 형성하

o/)에요청하는거 같0빠. 저는 대표남(이종일 대표

여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

의미)이 기회를 주신꺼고요.. .(중행... 한 한달에 2

다. 거창군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에서

번， 토요일에 7써 아이들 한타l 수업하는 건데， 전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교적 고른 연령별 분

초풍학교에서 했어요.. "(전 극단 압체 단원(남， 24)

포를 나타냈으나， 학력수준은 절반정도(약 49%)가

과의인터뷰)"

고졸 이하에 해당되었다. 거창주민들의 거창국제
연극제 관객으로서의 참여율은 약 63% 였으며， 이

들의 축제 중 연극 관람 평균 횟수는 2.6회 였다.

“(극단 압체 단원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 지도하

위의 설문조사 결과，

는 것에 대해훌은 것 같아요. 저야 안하지만， 애들

371 거창국제연극제의 수승

압장에서 이런 작은 동네에서 연극 배우랑 직접 만

대로의 장소 전환， 여름 휴가철로의 시기 전환은 지

날 기회가 거의 없찮ôf.요.. .(중랜... 겨울에 흩판 대

역주민과의 거리감을조성하여，지역주민이 참여하

회(겨울 연극채 의미)도 핸잖운거 같아요. (다른 지

기 어려운축제가된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 거창

역에서는) 그런거 활 기희도 거의 없는데，.... "(거창

국제연극제가 오히려 주민 생활에 어려운 부분을

군소재고등학교 학생(남， 18세)과의 인터뷰)"

조성하는 부분 또한 있어 지 역주민과 거창국제연극
제 간의 갈등이 더 커지게 된다고응답했다. 구체적

이렇듯 지역 내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음에도

으로 살펴보면， 주민들이 축제에 불만을 가지는 이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은 제대로 되어 있지

유 중 첫 번째는 주거환경의 악화가 문제였으며， 두

않은 형편이다.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강사풀제는

번째는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시기에 축제가 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축적된

루어진다는점이었다. 다시 말해，거창군에서 이루

자료가없기 때문이기도하지만， 실제 거창국제연극

어지는 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의축제가 오히려 지역

제 육성진흥회와 개개의 학교가 협력 관계를 만들

주민의 생활과 마찰이 나타남으로 인해， 지역주민

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어서 공적인 영역인 지

들의 불만은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거초L군청 및 거창교육청에서는아직까지 정리된문화예술교육관련자료가 없다고하였으며，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가
지고 있는 참가 학교 목록에 대해 위원회가 자료 공개를 거절하였음을 밝힌다
46) 앞에서 인용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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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역신문을 참고하면， 2001년 이전까지만 해

다만，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

도극단입체와거창국제연극제에대해 “호응높아

보았을 때 이 축제가 지역주민의 지지를 잃어가고

(1 995 ,12.29 문화)" , “(입체) 세계화에 바쁘다

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거창국제연극제가지역

0997.5.23 문화)"， “(거창국제 연극제를 위해서라

문화기능 중 문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획득과 지 역

도)공연공간 확보대책이 필요하다0997.11.14 ， 사

홍보라는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여 수행함으로 인

설)"， “군민이 키워야 한다0997.12 .5. 사설)"， “한

해 이전에 문화 향수 기회와 축제를 통한 지 역사회

국의 아비농， 군민이 키워야0998.8.13. 특집)"， “거

응집 기회 등의 수혜를 받았던 지역주민들이 그 혜

창국제 연극제 에 관심을0999.7.30. 사설)"， “거창국

택으로부터 과거보다 소외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갈

제연극제를 성공사키기 위해 넉넉한 재원 지원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교적 소수에

필요하다(2어0.8.16 ， λ냄)" 등 긍정적인 차원의 기

해당하는 문화리더들이 전국 규모 내에서도 큰 축

사와 격려성 기 λ}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01

제에 속하는 축제를 운영함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년 이후 기사는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 “우리 것이

대한 문화 복지 측면을 일부 간과한 것이 갈등의 원

되어야 하는 국제 연 극제 (2001. 8.7 사설)"， “3년 묵

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

은 식대 외상 말썽 (200 1. 8.14 사회)"， “거창국제연

회가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극제육성진흥회 신뢰할 수 없다(2001.9.14 종합)"，

문제 제기에 다소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지역주민

“한 고비 넘긴 국제 연극제 (2003.8.29 사설)"， “거창

들의 불만은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지 역 내

국제연극제， 이대로는 안된다 (2002.11.1 사설)" ,

언론과 지역 외 언론4~) 에서 조명한 거창국제연극제

“그들은 ... 정복자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2003.10 .3 1 사설)"， “연극제， 키우는 것만이 능λ}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갈등은 거창국제연극

아니다(2005.8.19 사설)" 등의 기사를 비롯해， 주체

제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거창국

를 언급하지 않지만 거창국제연극제를가리키며 쓰

제연극제는 거창군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지방 재

여진 “문화감리제도 도입해야(2002.5.24. 논단)"등

원， 지역의 유형문화자산의 이용 등은 지역주민의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2001 년

지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창국제연극

이후 관련 기사 중 연극제홍보 기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는 축제에 지

긍정적인 기 λ}가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역주민의 참여얘) 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와， 운
영의 투명성 ;9) 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것이 실제 거창국제연극제의 비정상적

운영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할수있다.

47) 중앙일보(2004.7.22자)， 부산일보(2004.12.17자) 둥 거창군의 성공적인 축제로서 거창국제연극제를 진단하는 기사가 있었다.
48) 17회 거창국제연극제의 거칭L군출신자원봉사자중한명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거라왔는데요 .. c..,) .. 진짜다신
안올꺼에요라고말했다

49) 전 거창국제연극제 관련자한 명이 인터뷰요청 거절 이유에 대해， “...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도몰라요. 한두명 핵심인물이 다
해버려요. 우린 영수증만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 (그래서)할 말 없어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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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톨이 인식한 거창국제연극제의 문제점

기타

(홍보부족， 역량부족， .. J

6%

몇몇 인물애 의한
배타쩍 훈엉

12%

생활환경의 악화

27%

과도한지방
채정 치월

12%
싫질적인 경제적
파급력 약합

지역주민의 참여가

14%

23%

〈그림

5.

9)

어려운 시기

지역주민들이 인식한 거창국제연극제의 문제점

요... 수업 시ζ해 연극 얘기혜서 랩도 불러일으키

거창군 연극 공연의 발달 요인

려고 해봤고... 힘... 처음엔 안요니까， 너네 선쟁납
하는거 보라고 해서 오깨I 했죠. 그냥 공짜로끼 (01

1) 전략적 요인

종일 대표와의 인터뷰)"

(1 ) 공급 목적 및 공급 방법의 변화
초기 극단 입체의 활동은 ‘뭇 맞는 사람들의 연극

“옛날엔 다 공째여서 막표7f 학교에 있고 그랬는

활동’ 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아마추어적이었다.

데요， 요즘은 그꺼l 많이 없어서(예전보다) 찰 안와

즉， 연극 수준의 문제를 떠나서， 활동 자체가 경제

요"(거칭l군 소재 고둥학교 학생(남'， 18세)와의 인터

적 이익을 위해 도모되었다기보다다분히 한사적

뷰)"

집단의 예술 취미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소속된 학교나 직장에 공연 티켓 을 무료로

그러나 점차 지역 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배포했다는 점 ,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보다는 초기

및활동의 전문성，주변지역의 연극부문에대한선

부터 상당기간 개인이 나 소속 구성원들의 자발적

점 여부를 인식하면서 연극 공연을 통한 수익 확보

투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알수 있다)())

를 위한 공급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치

“(다론요인들도 많겠지만)우리~f 처읍이짧빠.

f체음엔 애들 데려와"1 억지로 보여주고 그랬어

50) 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적자를 감수하고 창단 당시부터 상당 기간
구성원들의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활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51) 1996년까지 극단 입체의 대표이자，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인 이종일 씨가 교사로서 재직했던 점에서 이전까지는 경제적 수
입을 가져올 수 있는 직장이 펼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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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가는 길이 뀔지 않긴 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씨가 와서 βl휩f고있는 작품을 거창국채연극

사랍이 없으니까 좋값다)"

체에서) 팍 좀 해달라고 부탁혔었어요. 그렇재 혜서

“먹고 살려고 파샤 쟁활올)했어요. 밤얘 (연극)

시작된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이번(aXJ5년씩품

연습하니까 낮에 수업하기 어려와서 윗환들(선배

은 거창에서 처음 올리고 서울로 가져갑니다."(극

교사들 의미)이 이해해주셔서 담암이나 이런건 때

단 D 대표와의 안터뷰)"

주셨죠"(이종일 대표와의 인터뷰)"
f체음에 제 선배님이 거창 한번 7f.봐라 혜서 온꺼l

이를위해 인근지역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순회

지금까지 이어진거죠."(극단 D 연출가와의 인터

공연을 기획하고， 거창군 내에서 공연을 하는 것에

뷰)"

대한 지향이 다소 약화된다. 즉， 연극을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지역주민까지 소비

‘친구 연출자7f 작년에 거창 7f봤는데 선쟁남들

층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점차 공

(딴출， 선배 배우 의미) 만날수도 있고 (.그 밖에 다

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른면에서도)핸잖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가 신청

것이다.

올하게되었어요."(극단 E 연출가와의 인터뷰)"

꺼창군민만 대상으로 하면， 연극이고， 연극제고

이후 거창군의 연극계가 이 축제를 주관하는 역할

힘활않.거창에사람들이왜해뼈.거창인구

을하면서 이들은인근지역뿐아니라타지역，해

5만대상으로하면발전할수없요. 대구，서울뽑만

외지역의 연극 집단과의 연계망이 형성된다. 이를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거창 업l 혜램이종일

통해 연극 부문에 있어 지 역 외 생산챔을 유입할

대표와의 인터뷰)"

수 있는 네트워라 확대된다. 이렇게 공급의 범위
가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극단 입체의 활동은 거창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영역의 확대는 인근지역의

국제연극제의 육성을 위한 하나의 단체로 역할이

연극 활동 집단과의 연결， 연대 가능성을 높여주었

축소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 및 공급 집단이 중

고 결과적으로 시월연극제를 시작하게 된다.

심이 되었던 것에서 생산물을 거래， 공급하는 장을
제공하고기획하는조직이 중심이 된 것이다.

져음에 이종일 씨가 연협f는 사랍들올 칙첩 창

이것은， 주축이 된 소수의 초창기 구성원들이 처

아다니면서 거창얘와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거창국

음에는 연출 및 배우로서 주로 활동했던 방식에서

제 연극체를 알게 된것도 이종일 씨가 직첩 찾아와

자신들의 역할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급-소비

이야기해주어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사랍이

라인을 공고하게 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전환하는

그렇게 갖아다닌 사랍이 한두사람이 아닌 겁니다”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체들의 목표가 연극 취

(B교수와의 인터뷰)"

미활동에서 연극을 통한 수익 창출로 목표가 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거창군의 연극계는 공급

}9년안7f， 그땐 거창이 어틴자도 몰랐는데 이종

방법에 있어서도변화가나타난다. 이것은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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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바와 같이 공연장 공연 중심에서， 공연예술축

것이다. 즉， 거창국제 연극제는 연극 부문에 있어 정

제 운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뺨 거창

기시장적 특성을 지닌 아트마켓의 역할을 하고 있

군의 연극 공연 공급 방식이 불규칙한 단일 컨텐츠

다고할수있다.

공급 방식에서， 상설은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다양

한 컨텐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2)

있다.

연극 컨텐츠의 변화

한편 연극 컨텐츠 부분을 살펴보면， 거창군의 공
연예술계는 기존의 컨텐츠 시장에서 공연 기회를

P/ 않으니까， 사랍들

확보하기 어려운 컨텐츠에 대한 틈새시장 기능을

이 올 때 연극올 하면 어쩔까(쟁각한 것이다). 여릎

하게 된다. 이것은점차연극을통한수익을창출하

에 수숭대에 관광잭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역이용

기 위해서 연극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21 에

한 것압니다.’(거칭묵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기획부

서 비롯된다. 축제라는 형식이 이러한 연극의 다양

장과의인터뷰)"

화에 1차적인 역할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연극올 한다고 사랍들이

축제가 증가하면서 연극 섭외에 있어 경쟁력을 갖
이것은 일종의 ‘정기시장’ 과 같은 특성， 즉， 공급

출필요가있었다.

자들이 일정 시기에 소비자가 모이는 공간에 공급

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정 시설을

꺼창이 7댄l 자원ð/ 뭐냐. 수려환자연청관이죠.

매개로 하여 공급과 소비가 만나는 형태의 연극 공

처음에 여기 쐐 깜짝 놓했요. 우리나라에 이렇

연이 소도시라는 공간적 조건으로 인해， 연극 공연

게 좋은곳이 있구나'..(중략L. 배우들에게 높은 출

이 상품화되기 위한 배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

연료는 못준다 해도 청관도 좋고 그러니까 휴가 겸

비자가 몰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선택하여 공급

좋은 일 겸 거창국제연극쩨 오는거죠"(극단 D 연출

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특히， 연

가와의인터뷰)"

극제가 1998년， 즉 371 에 접어들면서 연극제의 시
기를 7월 28일에서

‘f저회 공연할때， 무대 장껴:f7f 필요가 없더라구요.

8월 16일까지로 정확한 날짜를 정한 것과， 연극제

밤하늘에 달이 위엉청 떠있고，그냥 나무 조각 몇개

의 장소를 ‘관광객이 모이는’ 수승대로 지정한 것

갖다 놓으나 저절로 훌륭한 무대가 되더라구요.

에서 다시 한번확인할수있다. 즉，관람객이 될가

ð

능성이 있는 관광객이 가장 집중되기 쉬운 통상적

었어요. 쉴꺼l 청협하기 힘둔걸 혜본거죠."(극단 E연

인 관광시기를 축제 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출가와의안터뷰)"

f... 이런게 그

b얘’ 연극이구나... 그런 쟁각이 들

연극소비자를기본적으로확보함과동시에 연극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장소 역시 확보하는 형태를 취한

이를 위해 거창국제연극제는 자연과 인간이 라는

52)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은， “연극제를 하면서 거함이나 서울 이외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연극들이 거창에 온다. 거창군민
뿐만 아니라 다른 통네 사람들까지 와서 다양한 연극을 볼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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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즉 도시에서는 갖추기 힘든 환경을 가졌다는

연 공급자들이 거창국제연극제를 새로운 마켓으로

이점을 이용하였다. 즉， 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대도

인식하고 공급하게 된 것이다.

시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역이용하여， 대도
시에서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3)야외극을 거창군으

(3)

로 유치하는 전략을 취한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거초L군의 경우，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장소자산의 하나인 지역의 관광지를축제 개

지역 외부에서 전문적인 연극 컨텐츠를 유인하기

최 장소로안정적으로확보함으로써 외부공급자들

위한 방법으로， 연극 부문의 완성된 작품이 나오기

로 하여금 진정한 야외극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을 제

이전에 드는 초기 자본과 공연을 위한 무대를 비롯

공하게된다.

한 기본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관

지방정부와의 연계 형성

다음으로， 신생극단을 비롯한 실험적 극단들의 시

계 맺음을 통해 선(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너그러우면서도 기존 연극계

즉， 연극이 완성되기 전에 드는 비용을 대줄 수 있

인사들을 꾸준히 초청할 수 있는 KIFT-IN/OFF 운영

는후원자로서 지방정부를포섭한것이다

방식은 연극계의 주류/비주류 집단들에 대해 기존

우선， 완전한 사적 집단에서 재단 법인이라는 형

연극축제들이 가진 장벽 )4)을 상대적으로 완화한 것

태로，반(半)공공적 형태를띠는조직으로전환시키

으로서 기존에 연극계가 필요로 했던 틈새를 매워

면서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변화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쥐

킨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이 여전히 극단 입체의 구

성원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조직 형태상의 변
‘딴 축체에서는 일단 대학로 같은데서 떠야 출연

화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은 공

시켜짧뾰. 불러쿼야갈수있고， 그런데거창국

적 지원을보다쉽게유치하기 위해 지역군수를형

제연극제는 일단 연극이 참신하고 하면 신청할 수

식적인 조직위원장으로 직위를 부여하였고 이로 인

있거든요. 기희를 주는 거죠. 거창， 밀양 이런곳이

해 보다 쉽게 세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

그래요. 그런데가 몇 군데 없어요"(극단 E연출가와

해 지역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정적인 지역 여

의 인터뷰)"

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것이다.

또한 예술감독의 독특한 취향이나 기존의 강한 네
트워크 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56)다양한 기존

(4)

극단들 역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다시 말

다음으로， 매개한 공연들을 축제의 형식으로 공급

해， 기존의 연극 아트마켓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공

하는과정에서 축제 이름에 지역명을부여함으로써

지역 브랜드로의 활용

53) 현재 과천， 남양주， 수원 둥 야외극을 위한 축제들이 있긴 하지만， 거징L군과 같이 자연환경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무대를 마련하
는축제는아직까지 거의 없다고할수 있다.

54) 공연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등록 자격이 아직까지 없는 신생극단들의 공연 공간이 될 수 있다.
염) 극단 E 연출가는， “거창국제연극제는 다른 연극제에 비해 새로운 것에 너그럽다”고 하였다.
56) 대표적인 사례로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를 들 수 있다. 이 축제의 경우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폐쇄적인 평가로 엇갈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감독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축제란점에서 기인한다고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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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거창에서 연극 공연이 성립하고 발달하는 과정

결과적으로 수승대라는 지역 관광지， 지방정부의

거창군의 지리적 위치는 경상남도 중에서도 서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다시 말해，

내륙지역，즉산간지역에 해당한다. 주변 지역 역

사적 집단이 지역의 이름을붙인 연극공연과관련

시 분지 지형으로 산지에 해당하는데， 거창군의 경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

우 주변 지역과 차별적으로 계콕이 잘 형성되어 있

는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이 일련의

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물지

활동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않는다는 점은 주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이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57)

할 수 있다(거창군지편찬위원회， 1979

이렇듯재정후원자의 역할을하는지방정부로인

; 신정일，

2어4).

해 거창군의 경우 비교적 어려움 없이 축제를 확장

이러한조건하에 국민 관광지인 수승대는수려한

할 수 있었다. 즉， 공적지원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

경관과 더불어 계곡 유원지라는 점에서 인근 지역

으로 연극 부문의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은 초기와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 가 될 수 있다. 다시

다른 성격으로 이전의 o}u}추어적 성격의 연극 활

말해， 인근 대도시인 대구 • 진주 지역， 함양 • 산청

동과 달리 투자를 통한 공연 상품의 생산01 가능해

군과같은가까운지역에 대해 희소성을가진다. 따

지는 기반이 갖추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

라서 여름 시기에 주변 지역주민들은 쉽게 수승대

한 관광 명소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관련 시설물을

로 모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설치함으로써， 본래 없었던 지역과의 연고를 만들

또한 수승대를 비롯한 거창군이 인근 지역주민들

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동시에， 연극 컨텐츠에 있

에게 익숙한 관광지라는 점에서 거징L국제연극제는

어 야외극과 실험극에 관용적인 축제의 성격과 수

새로운 컨텐츠로서 기능한 측면이 있다. 즉， 자연을

승대가 가진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면서

즐기는 관광과 더불어 문화적 욕구를 함께 충족시

‘거창’ 이라는 지역명을 하나의 브랜드로서 사용하

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하여 거창군을 방문하게

고 있음)8)을 알 수 있다.

2)

하는데일조하게된다.

지역적 특수 요인

"71족들하고 왔는 데 밤에 이런행사(연극 공연)도

었고 물률이도 할 수 있어서 좋O빠.. J중랜... 밤어l

(1 ) 관광자원: 내륙의 계곡 유원지

57)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영시의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해당하지만， 거창군의 경우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편이다.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가 동댄 것은 돈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자료는 다 그 쪽에서 주는
것”이라고할 만큼 철저히 축제 운영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렇게 거창군이 소극적일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정
책이 거창국제연극제와 연관성이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한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홍회 소속 위원 회원이었었다는지역
인사(남， 50대， 건설업)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른다는 군민 여론이 만만치 않다” 며， “거
창은 솔직히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 군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지역의 주된 이마지와 미래상으로서 교육과 관련한 응답이 1순위로 조사된 바 있다.
58)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인 이종일 대표는， “거창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니까 거호L군 저절로 홍보되는거죠”라고 말
한 바 있다. 한편， 배우 A 씨는 “수숭대가 관광지인데 야외극하고， 그러니까 신선하죠， 거창(국제연극제) 만의 개성이 드러나자
나요”라고답한 것을통해 수숭대의 이미지가 역으로거창국제연극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줌을의미한다고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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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들이 할게 없찮0뻐. (방학) 국재도 되고 좋죠”

림픽 고속도로와 2005년 개통된 대전-통영 간 고속

(관광객 (40대주부， 겸남샤천새과의 인터뷰)"

도로로 인해 비교적 접근성이 높다고볼수 있다.

(2)

끼}질 전에 첩이 여기라 휴가 때 북상꺼창군 북

교육 부문의 중심성

상면 의미)에 갖었는데요， 친구들이랑 그냥 딴극하

거창군이 연극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고 그빠f 분위기 좋고 해서 여기 매년와요"(거창

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 입체가 비교적 쉽게 연극

군 소재 고등학교 학생(남~ 18세)과의 인터뷰)"

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거창군이
주변 지역에 대해 중심성을 가지는 교육 부문과 연

위의 인터뷰 결과와 더불어， 연구자의 거창국제연

극 부문이 극단 입체 구성원들을 통해 유대 관계를

극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실제 재방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다른 소도시

문율은 37% 였으며， 앞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와 달리 학교 수와 등급이 다양하다. 특히 학교 등

답한 결과는 89.2 %란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뒷

급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은 고급 학교에까지 교육

받침해준다. 이렇듯， 주변 지역에 대해 차별성을 가

내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는 관광자원의 활용은 거창군의 연극 발달에 긍

가져올수있다)9)

즉， 극단 입체는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교육 현장

정적인 영향을주었다고할수있다.

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연극을소개함으로써，

(2)

편리한 교통

반강제적인 형태로소비자를확보함과동시에 교육

거창군의 상징에서 나타나듯이， 거징J군은주변 대

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극을 관람할 수

도시에 대해， 가깝지는 않지만， 교통이 편리하다.

있는 예비 소비자군을 육성하였다. 더불어 교과 교

이는 거창군 인근의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진주시

육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연극을 하나

의 시간적 거리를살펴보면，두도시에서 거창군까

의 생활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

지는약 1 시간정도소요됨을통해 알수있다. 또

써 생소한 문화에서 익숙한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한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한 관람객 출신 지역을 분

다른 소비자를 연계하여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

석한결과를보면，앞에서 정리한바와같이，부산，

군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 현장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온 관람객이 43% , 대구， 경북

의 직접적인 연계는극단입체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지역에서 온 관람객이 13%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로 중심이 전환되고， 관련 주체가 교육현장을 떠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창군의

면서 다른형태으로바뀌게 되는데，이것은비단이

위치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경계에 있는 내륙 산

전까지의 학생들을 소비자로서 개발하는 방식을 넘

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1984년에 완공된 88올

어서서 ,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59)1985년에 Ziff Marketing Inc. 와 Clark , Martire & Bartolomeo Inc 가 “Marketing the Arts in Cleverland: An In-Depth Suπ야’ 를 통
해， 예술 관련 경험에 있어 유년시절의 경험， 교육， 동료집단의 영향이라는 3가지 요소와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술 관람 활동과의
연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과 통료집단의 영향이 갖춰졌을 때 성인이 된 후 예술 관람 활동을 지속할 확률이 56%로
가장높았고，유년시절의 경험，교육，동료집단의 영향이 갖춰진 경우는 48%로 2순위에 해당했다(Kotler and Schef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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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겨울연극제라고 하는 청소년 연극제를 기획

이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

하여 학생들이 직접 연극 공연을 하는 방법을 배우

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고，경연을할수있는장을기획하게 된것을의미

연극 공급 측면에서의 전략적 요인과 연극 소비 측

한다.

면에서의 지역적 특수요인이 영향을끼쳐 정기시장

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 교육을 실시함

적아트마켓을형성할수있었다. 거창국제연극제

으로써，생활문화를넘어선문화예술로서의 연극을

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축제로서 기능한다는 면

배움으로써 소비자군의 성격이 생산자로서의 가능

도 없지 않으나， 공급측면의 전략 변화와 더불어，

성을 잠재하는 것으로 확대되게 된다. 또한 현재 매

소비자층을 관광객까지로 확대하면서 연극의 공급

개자로서 역할이 전환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

자인 공연자들과 축제의 기획을 담당하는 매개자

회를 비롯한 극단 입체단원들이 학교로 특별활동

들， 마지막으로 공연을 보고자 하는 소비자인 관람

수업에 출강 하면서 축제를 통한 일시적인 시기에

객들을 연결해주는 장인 아트마켓으로 기능하게 되

국한된 교육에서 상시적인 연극교육을 할 수 있도

었다. 특히 소비자와 공급자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록기회를넓히고있다. 이러한교육부문과의 연계

시기에 거래를한다는점에서 거창국제연극제는 연

는 우리나라 소도시에서 소비자군을 개발하는 것을

극부문에 있어， 정기시장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넘어 생산자로서의 가능성까지 포훤F는 것이라는

수 있겠다. 그리고 거창군의 연극계가 현재 거창국

점에서 거창군 차원에서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연극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에서 거창

념어 공급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기 위한 시도라

군의 연극계는정기시장적 아트마켓의 형태로발달

고볼수있겠다.

하였다고해석할수있다.

3)

6.

소결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농촌소도시인거창군에서 연극공연이

지금까지 거창군의 연극을 전략적 요인과 지역적

성립하고 발달한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 영향

특수 요언을 중심으로 그 발달과정의 요인을 정리

을 준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연극 문화가 성

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립하기 어려운소도시 차원에서 지역 내 주체들의

이러한요인들을바탕으로발달한거초l군의 연극

전략과 지역의 여건이 연극 공연의 발달 과정에 끼

부문은 아트마켓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독특한 양

친 영호t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상을나타낸다. 즉，거창국제연극제를통해 비상설

설문조사와， 지 역의 연극 활동 주체 및 관련 전문가

적이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트마켓으로서

와의 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도시라는 공간적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창군은

첫째 , 초기 거창군의 연극 공연은 자발적으로 이

소도시이기 때문에 적은 인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루어진민간극단이 희생을감수하고취미활동으로

많은 관람객을 만들어 내거나， 대도시가 가지는 문

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연극 활동이었으나， 교

화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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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언극의 발달 요인

육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지 역 내 관객을 개

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연극활동 주체의

발하고，입체예술극장과지역축제에서 시작한거창

연극 공급 측면과 기반 측면에 대한 전략이 긍정적

국제연극제를 통해 공연 공간， 관객， 공연 공급자

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극 공연을 직접적

(예술인)의 폭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창군에

으로 공급하는데서 연극 축제의 기획자， 즉 연극 공

정착할수있었다.

연의 매개자로 역할을 전환하면서 지역에 공급된

둘째， 이러한 연극부문의 정착과정에서， 연극계

연극의 내용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할

와 거창군과의 관계맺음이 변화하였다. 특히 초기

수있었다. 더불어 이러한축제로인해 지역과의 관

연극계는 거창군 지 역주민일부， 특히 교사였던 주

계맺음이 보다 강해졌으며，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체들의 학생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지원을획득할수있었다.

그러나점차전용극장을만들게 되면서 지역 내에

넷째， 이러한 전략적 요인뿐 아니라， 거창군의 독

안정된 공연 공간을 확보하였고， 이후 지역축제의

특한 지역 여건도 연극 활동이 발달할 수 있는 요인

형식을 빌리게 되면서 지방정부와 연계를 가지게

이 되었다. 이전부터 주변 지역에 비해 교육 부문이

되는 한편， 지역의 관광자원인 수승대를 주요 거점

발달했다는 점과， 88올림픽 고속도로와 대전-통영

으로하여자리잡는과정에서 ‘거창군의 연극’로서

간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 여건이 비교적 좋은

자리매 김할 수 있었다. 즉， 초기에는 지역과 거의

편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계

무관하였던 연극 공연 활동이 지 역자산을 적극적으

곡 유원지인 수승대가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었

로 이용함을 통해 지역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

다는 점은 연극 공연 활동의 발달에 상당한 기여를

었던것이다.

하였다. 즉， 연극 부문의 소비 측면에 이러한 지역

셋째， 거창군이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극 활

의 다양한 여건들이 긍정적인 역할을하였다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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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어내는 것은 지속적인 거창군의 연극 발달을 위해

다섯째 ,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발달한 거창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 연극 공연 활동이 대도시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가능했던 것은 연극 공연에 있어 정기시장의 특성

소비자군의 개발이 생산자군의 개발로까지 이행되

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거초F군의 경우， 극단 업체의

기 위한 별도의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활동보다 거창국제연극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편， 이 연구의 의의는 거창군을 사례로 소도시

지역 외부로부터 일정 시기 동안 연극 컨텐츠를 수

라는 공간적 조건에서 연극 공연 활동이 성립하고

급하는 한편， 지역의 관광자원을 축제와 결합시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펌으로써 앞으로 문화를 통한

을 통해 관광객의 관람객화를 유도하였다. 이로 인

지역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에

해 다양한 컨텐츠의 공급과 지속적으로 관람객을

게 성공적인사례를제공함과동시에， 연극공연의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도시에서 연극 공연이

발달이 중소도시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능할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소도시인 거

알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 더불어， 앞으로 공연

징l군에서 연극 공연 활동이 성립하고 발달하는 과

예술을발전시키끄냐}는지역에 있어 공연예술의

정에서 정기시장적 아트마켓의 형태가나타나게 된

정착과정 및 그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도시라는 공간적 조건은 거

것이다

창군에 있어 연극 공연 활동이 발달한데 장애가

되었으나，거징L국제연극제라는축제의 형식으로정
기시장적 아트마켓의 형태로변화되면서 비교적 성

공적으로 연극공연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거창군의 연극 부문이 양적 • 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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