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논문】

링컨 신화의 재 조명: 
수잔 로리 팍스의 미국연극에 나타난 수행성*

1)

연희

(성신여 )

“역사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참조물이다, 즉 우리의 신화일 뿐이다.”
“History is our lost referential, that is to say our myth.”
(Baudrillard 43)

Ⅰ. 서론

2002년도 흑인 최초의 퓰리처상 드라마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된 수잔 

로리 팍스(Suzan-Lori Parks)의 독창적이고 미학적인 극적 전략의 바탕에

는 팍스가 화두로 적용하고 있는 흑인 역사의 재현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연극(The America Play)(1994)에서 팍스는 해체적 수

행성을 통해 역사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과거 역사적 사건의 ‘플라스틱적’

인 성질을 강화 하며 관객에게 미국 역사서술의 허구성을 인식하게 함으

로써 흑인역사 서술의 왜곡을 강조한다. 모든 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는 링컨 대통령의 역사적 신화는 탈 자연화 되면서 서커스와 유사

* 이 논문은 201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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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케이드 사이드 쇼(Sideshow)1)의 메뉴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팍스

는 역사가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는 과정과 조작의 코드가 실제 어떻게 작

동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서사극의 게스투스(Gestus)2)의 전략을 차용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코드화한다. 팍스의 역사를 향한 재현적 욕구는 연극의 

수행적 특성(performative)을 통해 전경화 되며 이는 팍스가 미국연극
의 서문격인 ｢소유｣(Possession)에서 보여준 역사관과 ｢무대 위의 흑인을 

위한 방정식｣(An Equation for Black People Onstage)에서 설명한 “+X”

의 극적 철학에서 잘 나타나 있다. 팍스는 자신의 극에서 구현하게 되는 

“+X”의 극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신의 극이 이전의 흑인 연극

과는 차별화 되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흑인 연극” 

(BLACK DRAMA)의 구도가 “흑인을 피 억압자로 표현”(the presentation of 

the Black as oppressed)하는 것이었다면 자신의 극은 “흑인+x=새로운 

극적 갈등(새로운 역)”(BLACK PEOPLE +x=NEW DRAMATIC CONFLICT 

(NEW TERRITORY)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 설명한다(20). 이전의 극

과 차별화 되는 팍스의 “+X”에 대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사이드 쇼는 1800년대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서커스, 카니발 혹은 축제에 포함된 별

도의 공연을 일컫는 말로 프릭 쇼(freak show)라고도 불리어진다. 주로 외적으로 기

형적 인간이나 동물들을 무대에 전시함으로 이윤을 벌어들 으며 미국에서는 1850
년도 이후에 뉴욕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하 다. 현대에

도 대규모 서커스단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공연을 펼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2013년도에 런던 벌레스크(Burlesque)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짐 로즈(Jim 
Rose) 서커스 공연은 현대의 대중적 팝 문화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Robert 
Bogdan, Freak Show. (Chicago: U of Chicago P, 1990), 41.

2) 게스투스는 이화 효과의 개념과 함께 관객의 감정이입을 배제하고 비판적 태도를 

극의 주된 목표로 삼은 브레히트의 연극론의 핵심개념이다. 브레히트는 연극 구성

의 모든 요소, 즉 대사, 무대화, 음악, 배우의 연기를 게스투스에 근거시켰으며 게스

투스를 다른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사회적 관계의 표현함으로써 동작, 표정, 진술의 

복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게스투스는 관객의 비판적 거리를 가능케 

하며 객관적으로 인물과 사회적 상황을 추론 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송동준은 

브레히트의 미학은 오직 게스투스라는 연극 재료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송동

준. ｢소외극과 게스투스극으로의 서사극｣, 브레히트의 서사극.(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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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신의 극에서는 더 이상 피해자로서 흑인들의 슬픔, 좌절 그리고 

분노를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지금까지 흑인 연극에 잠재되어 

있는 억압자인 백인과 피 억압자인 흑인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해체하고

자 하는 의지로서, 팍스는 억압자/피억압자의 이분법적 구도를 소유자/피

소유자(possessor/possessed)의 개념으로 보고 이 관계는 다양한 방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구도임을 언급한다.3) 또한 기존 무대의 도식적 구도

인 “블랙박스 모델”(black box model),4) 즉 텍스트에 의존하는 연극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공연’(performance)적 특성을 강화할 것 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서사극의 극작 의도와 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으로 기

존의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 극의 지나친 텍스트 중심의 언어화 혹은 

문학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 미학의 측면에서 팍스

의 극은 전통적인 텍스트와 공연의 접한 관계를 지지하는 권위적 극장

에 도전하며 둘 사이의 전통적 관계의 일탈을 예고한다. 텍스트의 권위는 

무너지고 무대 위에 다시 재현되는 극장은 권위를 잃어버린 놀이를 반복

적으로 보여준다. 역사적 사건의 기록된 의미를 해체하는 놀이와 이의 반

복적 행위는 공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반복성의 미학적 의미 

또한 조롱하면서 이 반복성이 오히려 극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수립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폭로한다. 

팍스는 제이 오스틴(J.L. Austin)이 규정한 텍스트의 효력을 인용하지 

않는 새로운 ‘수행성’(performativity)의 의미를 정립한다. 수행성 이론을 

공연의 모델에 적용한 학자는 앤드류 파커(Andrew Parker)와 이브 새지

3) Suzan-Lori Parks, “Possession,” America Play.(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1995), 4.

4) 블랙박스 모델(black box model)이란 용어는 앤드류 파커와 이브 세지윅이 고안한 

용어로서 무대와 관객사이의 관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의미하는 하나의 작은 공간

으로서의 극장적 특성을 지칭한다. 주로 어두운 객석과 제4의 벽에 국한된 전통적 

공연을 의미했으나 산업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공간적 다이나믹스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진화하 다. W. B. Worthen, “Drama, Performativity, and 
Performance,” PMLA 113.5(1998), 109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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윅(Eve Sedgewick)으로서 제이 오스틴의 수행성 이론과 이에서 변형된 

탈구조주의적 수행성 이론과는 차별화된 연극과 수행성과의 접한 관계

를 제시한다. 이들은 연극에서의 수행성의 특성은 ‘기표의 내향성’(introversion 

of the signifier)과 ‘배우의 외향성’(extroversion of the actor)사이의 간

극을 확장해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무대에서의 수행성의 특징을 탈구

조주의의 특성중 하나인 ‘해체’(deconstruction)가 강조하는 세계와 그 의

미간의 원인과 결과의 어긋남으로 규정하며 참조물(reference)과 수행성간

의 분열과 편재성을 극적 수행성의 특징으로 설명한다.5) 팍스의 극 미
국연극에는 앤드류 파커와 이브 세지윅이 규정한 연극적 수행성과 같은 

범주의 특성이 존재한다. 텍스트의 언어와 참조물의 전통적 의미는 해체

되고 정반대의 또는 왜곡된 현상을 보여준다. 무대는 하나의 놀이터가 되

어 역사적 사건이 놀이처럼 재현되고 근엄함은 가볍고 변화되어야 할 성

격으로 대체된다. 무대의 놀이터화 전략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남

으로써 심각성을 훼손하고 역사의 도그마를 인식케 한다. 이 같은 극적 

전략은 극의 이데올로기를 전경화 하는 서사극적 게스투스를 통해 더욱 

강화되며 팍스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미학

적인 수단으로 소외효과(alienation effect)를 사용하게 된다. 

미국연극은 독특한 극적 방법론으로 인해 팍스의 극 중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평가들은 주로 극에 나타난 역사의 

의미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숀 개럿(Shawn-Marie Garret)은 팍스

가 피하고자 하는 인종적 의미를 다시 극적 상징성 속에서 꺼내 보임으

로써 미국연극이 인종적 억압을 상징적으로 그린 극이라고 논한다. 리

나 프래든(Rina Fraden)은 무대에 설치된 ‘구멍/전부’(hole/whole)의 의미

와 극의 각 인물과 상황이 의미하는 텍스트의 극적 상징성을 분석하는데 

주력하 으며 컬트 불락(Kurt Bullock)은 팍스의 극이 언어와 형식의 해

5) Richard Schechner, Performance Studies.(New York: Routledge, 200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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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한 역사의 기록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집중 조

명함으로써 극의 중심 소재인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논의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극의 중심 화두인 역사적 허구성의 

재현과 관련된 극적 담론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비해 해리 엘람(Harry Elam)과 엘리스 라이너(Alice Rayner)의 공동 연

구6)는 주로 극의 연극성(theatricality)과 수행성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된다. 이들은 극의 연극성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 견고하게 확립되어온 링컨 신화와 미국흑인들의 정체성의 탐색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 다. 그러나 연극성에 관한 논의가 주로 극에 나타난 

인종적/정치적 이분법적 차이를 규명하는 방법론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보

여준다. 본 연구는 미국연극에 나타난 ‘수행성’(performativity)의 전략

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극 텍

스트의 의미와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수행성의 전략적 측면에

서 팍스가 숙고해 온 기존의 미국 역사서술 방식의 해체와 재조명이 어

떠한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전달되는지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팍스가 선언한 극적 미학인 “+X”철학과 수행성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팍스의 역사인식의 세 단계인 연속성－부정-재구축의 전경화

(foregrounding)과정과 이 가운데 나타난 수행성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보편적 신화의 해체: “+X” 수행성

팍스는 텍스트와 공연간의 전통적 관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수행성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녀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많

은 여백들은 연출자에게는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것

6) Harry Elam and Alice Rayner, “Echoes from the Black (W)hole:” Performing 
America.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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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다. 소위 제 4의 벽이라는 좁은 극적 공간을 점유하는 텍스트의 

우위를 해체하고 전도적 극장을 실현하는 것은 극적 근본주의를 해체하

고자 하는 팍스의 정치적인 전략이다. 팍스는 자신의 극적 전략이 이전의 

흑인 작가들의 극적 전략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미국연극의 서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는 기존 연극의 형식과 의미와는 다른 일탈적/대안

적 극의 새로운 형식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억

압자/피억압자의 구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드라마의 공식이다. 그녀가 주

장하는 “+X”의 새 역이란 미국 사회의 정형화된 내러티브와 집단적 

신화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미국의 미래를 무대 위에 구현하

는 것이다. 팍스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극에서 다루는 역사의식이 백

인/흑인 혹은 지배자/피지배자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띠고 있었다고 개탄

하면서 하나의 단일화 모드로 작동하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흑인

성’(Blackness)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현실과 무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흑인 연극에 반드시 백인인물이 등장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흑인들을 반드시 피 억압자로 표현하는 오래된 낡은 방식이 더 이상 존

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무대에서 흑인을 묘사

해온 “은 한 근본주의”(insidious essentialism)를 타파하고 단일성이 아

닌 다양성으로 흑인사회의 아름다움을 표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7)

단일화된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극적 구도를 재현하기 위해 팍

스는 현실을 수행적 특성의 역으로 재현한다. 이때 공연은 상호텍스트

적인 장소로 정체성의 정치학이 서로 교섭되는 곳이 되며 역사와 사회적

인 실천들이 어우러진 관계 망의 중심이 된다. 동시에 힘과 정체성의 다

중적 상징으로서 토(territory)와 그것의 전용(appropriations)이 충돌하

며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Kapchan 482). 이러한 공연의 특성은 제이 

오스틴의 수행이론8)을 변형한 탈구조주의적 공연 이론과도 접한 관계

7) Suzan-Lori Parks, “An Equation for Black People Onstage,” America Play and 
Other Works.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199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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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수행성에 대한 계보학적 관찰을 해온 힐리스 러(J.Hillis Miller)

는 수행성이 성, 인종 등의 정치학과 접한 관계를 지니며 ‘반복성’을 

통해 주체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제이 오스틴의 

이론을 탈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변용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

행성이론과 쟈크 데리다(Jacque Derrida)의 탈구조주의적 수행성이론을 

통해 수행성이론의 창시자인 제이 오스틴의 관점이 어떠한 시각으로 해

체되고 변용되는지 설명한다. 공연은 특별한 텍스트, 개별적 공연자들, 그

리고 공연의 역사적 도와 물성이 상호 작용 하는 이성애적 사회화 정

권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윌리암 워든(W.B. Worthen)은 미국연극을 

통해 나타나는 “+X”의 양상을 기표의 내면과 배우의 외연을 통해 드러

내는 흑인 연극의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설명한다.9) 워든은 드라마와 수

행성간의 연구에 큰 이정표를 세운 앤드류 파커와 이브 세지윅의 이론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수행성 이론은 팍스의 “+X” 수행성의 구체적인 실천

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앤드류 파커와 이브 세지윅은 제이 오스틴의 발화와 수행이론을 재 정

의하면서 오스틴이 예로 든 결혼식의 수행적 힘이 “서약합니다”(I do)와 

같은 발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식가운데 수행되는 발화 텍스

트에 의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공연을 진정성이 결여된 공허한 

외침으로 선언한 오스틴의 주장을 반박하고 수행성의 공연적 의미와 공

연의 수행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공연의 위치를 강화한다.10) 특히 연극 

매체를 통한 수행성을 통해 끊임없는 해체와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무대의 가장 큰 공연적 특성을 ‘편재적 연극성’(pervasive 

8) 오스틴에서 시작된 발화와 수행성간의 이론은 탈구조주의 이론에 의해 향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의미의 수행성을 지니게 된다. 푸코와 데리다의 향을 받은 

주디스 버틀러는 정체성의 정치학으로서의 수행성을 언급하 으며 수행성은 이성애

적 사회화 정권에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9) W.B.Worthen, “Drama, Performativity, and Performance,” PMLA 113.5(1998), 

1093-1107. 
10) Ibid.,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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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icality)과 ‘반복성’(iterability)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팍스가 미국연

극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행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들이다. 부

조리극과 유사한 실험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연극의 플롯은 인과

관계의 어긋남을 통해 전통적인 극 무대에 도전한다. 극 중 액션에 대한 

인과 관계가 해체됨에 따라 관객들은 극이 시작되면서 무대에서 “구

멍”(the Hole, 162)11) 혹은 “전부”(the Whole, 164)를 파고 있는 배우들

의 행동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받지 못한다. 극중 인물들이 위치한 시간

적 공간적 장소역시 열려있으며 이들은 개별적 특성을 지닌 인물이라기

보다는 우주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 되어 질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상징

적 인물이다. 무대는 커다란 구멍을 제외하고 비어 있으며 이 구멍은 “위

대한 인물”(The Great Man, 159)이 거주했던 커다란 구멍”(A Big Hole, 

162)으로 명명된다. 이곳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과 이미지의 후광

이 아직도 비추고 있는 곳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규

모면에서 압도할 만한 “장소의 역사성”(the Historicity of the place, 

162)을 지니고 있다. 평생 동안 “무덤 파는 자/디거”(Digger, 160)12)로서 

땅을 파는 일을 반복해 온 “덜 알려진 자”(The Lesser Known, 159)는 

신혼 여행길에서 이 구멍을 발견하고 자신이 다시 방문해야할 곳으로 생

각한다. 그의 “발자취”(footsteps, 162)를 따라 그는 그간 자신이 해온 직

업과 가족들을 버리고 서부로 떠나게 된다. 그에게는 아내 루씨(Lucy)와 

어린 아들 브라질(Brazil)이 있었지만 그는 냉정하게 이들을 버리고 자신

의 이상적인 직업인 링컨 대통령 모사하는 일을 택하기 위해 서부로 떠

나면서 “디거”의 직업은 아들인 브라질을 통해 계승된다. 링컨 대통령의 

11) Suzan-Lori Parks, The America Play and Other Works.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 Group, 1995. 이후 페이지만 기입함.

12) 텍스트에 명시된 등장인물 “덜 알려진 자”의 직업인 “디거”(digger)는 “무덤 파는 자” 
혹은 “구멍 파는 자”로 해석 할 수 있으나 “디거”(digger)의 발음이 니그로(nigro)
의 니거(nigger)와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의미가 강력하여 어 발음 그대로 표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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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장면을 모사하는 그의 새로운 직업은 그가 현실의 세계를 떠나 가

상의 세계인 시뮬라크라(Simulacra)13)의 위치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재현하는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하나로 인식되는 링컨 

대통령의 암살 장면은 내레이터 역할인 “아브라함 링컨 역인 파운들링 

파더”(THE FOUNDLING FATHER AS ABRAHAN LINCOLN, 159)

의 설명으로 재현된다. 그는 덜 알려진 자의 삶의 궤적을 객관적 시각으

로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멍을 파면서 지내던 덜 알려진 자가 “큰 

도시”(Big Town, 160)에 다녀온 이후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과도한 집착을 가지게 되는 과정, 이를 위해 그의 모

든 삶을 링컨 모방에 집중하며 사는 모습, 마침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링컨 모사의 삶을 살기위해 집을 떠나는 장면에 이르기 까지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 파운들링 파

더가 묘사하는 덜 알려진 자의 시뮬라크라의 세계에서는 현실과 모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공간으로 견고한 토의 개념이 해체되고 진실로 규

정되어온 역사적 사건이 놀이의 소재로 변용된다. 극 중 주요인물인 덜 

알려진 자는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위업을 이룬 링컨 대통령을 

모사하는 일에 그의 전 인생을 소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삶의 

궤적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관객들은 극에 내재한 ‘결핍된 

가능성’(absent potential)을 찾아내는 데에 골몰하게 된다. 극은 끊임없이 

관객들에게 배우의 외향성과 그 속에 잠재해 있는 의미의 내향성사이의 

“구멍”혹은 갭(gap)을 파헤치고/메우는 작업을 부지런히 할 것을 요구한

다. 이때 “구멍”은 팍스가 제시한 거대한 역사적인 화두로서 탐색되어져

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독자/연출자/관객들이 채워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탐색의 과정은 연대기적인 시간 개념의 해체, 텍스트의 지시문의 

13) 포스트모던 이론가인 장 보드리야르의 대표적 저서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시옹
(Simulacra and Simulation)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뮬라크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졸고 “수잔 로리 팍스의 극 
승자/패자에 나타난 탈 인종의 논리”(현대 미드라마22.1 (2009):109-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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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익숙한 언어의 낯설게 하기와 같은 서사극적 수행성과 긴 한 관계

를 맺게 된다. 팍스는 이와 같은 전통적 극장의 특성을 배반하는 전도성

을 “새로운 극적 갈등”(New Dramatic Conflict) 혹은 “새로운 

역”(New Territory)이라고 표기한다.14)

팍스의 “+X”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또 다른 극적 전략의 하나는 ‘반복

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반복과 수정의 전략이 극 작업의 핵심적인 요소

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단순한 반복과 수정이 아니라 흑인들의 삶과 문학

적 구전 전통을 통합하는 요소라고 언급한다.15) 힐리스 러에 따르면 

등장인물들의 반복적인 수행성은 인물의 주체성의 형성에 결정적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타고난 자아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역할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는 가정에 의거한다. 탈구조주의 비

평가들은 이것이 인간의 성적 정체성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을 밝히게 되는데 연극적 수행성의 시각에서는 배우에게 강요된 반복성

은 그가 연기하는 인물들과 동일한 무의식적인 자아형성의 단계로 이끌

게 된다고 주장한다.16) 팍스는 덜 알려진 자를 통해 그가 왜 인생전체를 

“위대한 인물”을 모사하는 삶에 빠져 살게 되었는지 반복적 수행성을 통

해 설명한다. 덜 알려진 자의 수행성은 반복적 공연의 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이드 쇼의 배우가 된 그는 자신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무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그의 자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과거

의 역사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우리의 무의식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

고 역사는 무의식의 산물이며 이는 의식적으로 만들어 질수 없는 경험에

14) Parks, “An Equation for Black People Onstage,” 20.
15) Ibid., 9.
16) J.Hillis Miller, “Performativity as Performance/Performativity as Speech Act:Derrida’s 

Special Theory of Performativity,” South Atlantic Quarterly. 106.2 (Spring 
2007), 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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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17) 덜 알려진 자는 

자신의 무의식속에 각인된 위대한 링컨을 따라야 한다는 “울림”(echo)을 

따라 인생의 항로를 수정하게 된다.

그가 다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불러들이는 소리를 듣게 되

었다. 처음에 그들은 이 소리가 그저 하나의 울림이라고 생각했다. 때로

는 기억들이 그렇게 울림처럼 각인되었고 그와 루씨는 환상을 본적이 있

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울림은 그에게만 들리기 시작했다. 울
림소리는 마치 그가 그 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강렬하게 

들려왔다. 

When he got home again he began to hear the summoning. At first they 
thought it only an echo. Memories sometimes stuck like that and he and his 
Lucy had both seen visions. But after a while it only called to him. And it 
became louder not softer but louder louder as if he were moving toward 
it.(163)

덜 알려진 자에게 지속적으로 공명하는 울림은 단순한 과거의 인상 깊

은 기억을 넘어선 것이며 그의 인생을 수정하라는 지시와 같은 강력한 

소명 의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레이터는 그가 선천적으로 링컨과 

비슷한 체형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설명한다. 큰 키에 긴 다리를 지닌 그

는 링컨과 같이 수염을 붙이고 그의 외모를 완벽히 재현할 뿐 아니라 링

컨의 언어까지도 완벽하게 구사한다. 그의 “소명”(calling)의 삶을 상징하

는 물건들, 링컨 사이드 쇼를 위한 분장품, 수염, 가발 등은 “A.L”이라고 

표시된 벨벳 장식 보석함 속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소품들은 링컨 분

장과 함께 대통령 암살이라는 미국역사의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한 사이

드 쇼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1막에서 여섯 차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링

17) H.D. Kittsteiner, “Walter Benjamin’s Historicism,” Walter Benjamin, Ed. Peter 
Osborne. (New York: Routledge, 2005), 2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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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암살 모방 놀이는 반복적 수행성을 통해 역사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조롱한다. 쇼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링컨 시뮬라크라는 링컨이라는 

미국 역사상의 위대한 자가 백인들의 허구적 신화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동시에 흑인들의 의식 속에 각인된 역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팍스의 “+X”의 철학은 전도성과 반복성이라는 두 가지 수

행성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역사의식의 서사극적 게스투스로 

확장되어 수행되면서 “+X”철학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연극에는 미국인에게 가장 명백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링컨 

대통령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인 암살 장면이 게스투스로 재현되면

서 익숙한 역사적 기정사실의 명백한 것을 제거하고 역사 속 특정 인물

들과 그를 둘러싼 사건을 낯설게 함으로써 놀라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 시간적인 개념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카이로스적 시간에서 사건 중

심의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진행되며 링컨의 암살되기 두 시간 전의 극장 

장면은 극 전체에서 무려 열 번 가까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파운들링 

파더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역할극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자세히 상황

을 설명한다. 

어 험. 링컨의 죽음!:-. 연극 관람, 웃음소리, 링컨과 메리 토드의 미소, 
대통령 석으로 몰래 미끄러져 들어온 부스, 노예해방, 총을 겨낭하기, 총
알이 왼쪽 귀를 관통함, 위대한 머리에도 총알이 박힘, 위대한 오른쪽 눈 

뒤로 총알이 박힘, 링컨의 쓰러짐, 무대로 뛰어오른 부스, 토드부인의 비

명, 이어지는 토드 부인의 비명소리.........., “독재자의 종말”을 외치는 부

스, 링컨의 죽음!-그리고 국가의 침묵.

Uh Hehm. The Death of Lincoln!:-. The watching of the play, the 
laughter, the smiles of Lincoln and Mary Todd, the slipping of Booth into 
the presidential box unseen, the freeing of the slaves, the pulling of the 
trigger, the bullets piercing above the left ear, the bullets entrance into the 
great head, the bullets lodging behind the great right eye, the slump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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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 the leaping onto the stage of Booth, the screaming of Todd, the 
screaming of Todd........, the shouting of Booth “Thus to the tyrants!”, the 
death of Lincoln!-And the silence of the nation.(188)

1막 무대의 모든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내레이터는 링컨 모사에 전 생

애를 던진 “링컨 역할의 파운들링 파더”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 포함된 

“파운들링”(Foundling)의 의미는 고아라는 뜻으로 그는 스스로 자신이 역

사의 시간적 연속성의 맥락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극적 

아이러니를 유발한다. 또한 링컨 대통령이 ｢우리의 미국인 사촌｣(Our 

American Cousin)연극을 관람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클라이막스적 순간

에 아이러니컬하게 비극적 총격을 당했다는 사실과 흑인 해방의 아이콘

이 된 그가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한 역사적인 기록은 게스투스화 되어 

나타난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역사의 객관적 사실들은 낯익은 사실

들을 지우고 그 이면의 무의식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반복적 놀이의 

재현으로 무대화 된다. 1막에서 이 같은 역사적인 장면은 조금씩 다른 방

식으로 여섯 차례나 반복된다. 동일한 링컨암살 사건은 남자 그리고 여자 

A, B, C의 부스 역할들로 재탄생한다.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반복되는 링

컨 암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기록한 역사의 ‘불안정성’ 

(instability)을 의미하며 동시에 ‘실재’(reality)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게스투스는 특별한 계층이나 위치

에 나타나는 태도를 재현하는 사회적 태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동일 사

건의 반복적 게스투스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사건이 함의하는 역사적/사회

적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게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18) 앨린 다이아몬드(Ellin Diamond)가 

브레히트의 게스투스를 “연극 대본에 코드화된 사회적 태도가 관객들에게 

18) 황훈성, “Dance of Death: A Gestic Critical Approach to Ogu by Yun-Taek 
Lee,” Comparative Drama 18.1(2010), 31-62.



14   전연희

드러나는 하나의 제스처, 언어, 연기, 타블로”(a gesture, a word, an action, 

a tableau, by which separately or in a series, the social attitudes 

encoded in the play text become visible to the spectator)19)로 정의한 

것처럼 배우들의 연속적 동작들은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

의 표현이며 역사적 인식의 이데올로기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재

현의 순간이 함의하는 특정한 인종적 역할은 링컨과 부스와의 관계처럼 

하나의 고정된 역할관계에서 벗어나 성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수행된다. 

흑인의 해방을 주도한 역사상의 인물인 “위대한 자”인 링컨 대통령의 

신화는 그를 모방하는 덜 알려진 자에 의해 하나의 사이드 쇼 놀이의 항

목으로 전락하고 엄숙함은 해체 되며 게스투스는 놀이화 전략과 결합하

여 링컨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쟝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는 권력은 그 존재의 소멸을 그리고 그곳의 정당성을 재발견하기 위해 

죽음을 무대화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모든 제도는 진짜 

죽음을 탈피하기 위해 죽음을 시뮬라시옹(simulation)함으로써 자신을 표

현한다고 말한다.20) 마치 반 예술을 통해 예술을 증명하고 ‘반 연극’(Anti 

Theater)을 통해 연극을 증명하듯이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권력의 왕좌를 굳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팍스는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을 통한 미국 역사의 신화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죽음의 놀이화를 통해 강조한다. 극중극의 형

태로 재현된 쇼는 더 이상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된 시뮬라크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실재가 더 이상 실재가 아니라는 사

실”(the fact that the real is no longer real)을 감추는 것에서 한걸음 더 

19) Shannon Baley,“Death and Desire, Apocalypse and Utopia: Feminist Gestus and 
the Utopian Performative in the Play of Naomi Wallace,” Modern Drama 47.2 
(Summer 2004), 237-49에서 재인용

20) Jean Baudrillard, Simulacra and Simulation, Tran. by Sheila Faria Glasser, (Ann 
Arbor: U of Michigan P, 199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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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실재가 지닌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21)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는 커다란 “구멍”은 역사 속의 부재의 공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완벽한 전체”(the Whole, 164)

를 지향한다. 팍스는 그녀가 창조한 “+X”의 수행성의 전략들을 통해 역

사의 빈 공간의 탐색과 재해석을 위한 수행성을 실천한다. 그리고 서사극

적 게스투스의 전경화 및 반복적 놀이화 전략을 통한 연극성의 실현은 

극적 전도성을 강화하며 역사의 변증법적 과정인 연속성과 해체 그리고 

재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Ⅲ. 역사의 재인식: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최적의 장소가 극장이라고 언급한 팍스는 극

장이 역사적 사건들을 창조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 역사를 창조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역사를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의미하며 텍스트는 역사를 다시 쓰는 기록의 장소이고 무대는 설계

도(blueprint)에 따라 묻힌 조상들의 뼈를 파고 그 뼈들이 다시 노래를 부

르게 하는 장소라고 규정한다.22) 팍스는 이러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과거부

터 존재해온 그러나 추앙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흑인 역사와 시간을 재

창조 하는 작업을 자신의 극작이라고 언급한다.23)그녀의 이러한 작업은 역

사가 고정된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록된 역사적 사

건 사이에 많은 갭(gap)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이치 키트스

타이너(H.D. Kittsteiner)는 발터 벤야민의 역사관에 대해 언급하는 글에서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che)의 “히스토리아 앱스콘디타”(Historia 

Abscondita) 개념을 소개하며 역사의 유연성을 강조한바 있다. 

21) Ibid., 6-13.
22) Parks, “Possession,” 4.
23) Ibi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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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앱스콘디타－모든 위대한 인간은 반동적 힘을 지닌다: 자
기 자신을 위해 모든 역사는 다시 한 번 저울대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천 가지 비 들이 태양을 향해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 나온다. 어
느 부분이 역사가 될 것 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과거

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동적 힘이 필요

한지 모른다! 

Historia Abscondita-every great human being has a retroactive power: for 
his sake, all history is again placed on the scales, and a thousand secrets of 
the past crawl out of their hiding places in to his sun. How much will yet 
become history is entirely unforeseeable. The past is perhaps still essentially 
undiscovered! So may retroactive powers are still needed! (Kittsteiner 265 재인용) 

키트스타이너는 니체가 역사 서술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당대의 지배

적인 서술 코드나 역사가의 주관적인 코드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허구이

자 유동성을 지닌 플라스틱 적 성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음을 지적한다.24) 

이는 팍스의 미국연극의 핵심적인 역사관으로 인용되어 기본적인 역사

서술의 탈 자연화를 무대 위에서 실천하게 된다. 역사화 과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시도하는 팍스의 수행성의 전략은 지금까

지 백인 중심 사회가 만든 역사의 긴 기억을 해체하고 부재의 상태로 남

겨진 흑인의 역사를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팍스는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 링컨 역할을 하는 내레이터인 파운들링 파더가 역사적인 

계보학 속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지금 그리고 현재’의 극 

무대를 통해 변방의 위치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1막의 전체는 파운들

링 파더의 내레이션으로 할애되어 있으며 링컨 암살놀이를 반복 지시하

는 그의 역할을 해리 엘람은 “흑인 연기자가 지니는 백인의 특권을 향한 

욕망과 함께 동시에 자신을 미국의 역사 속에 삽입하려는 욕망”으로 정

의한다.25) 그의 욕망은 한 개인의 욕망 이라기보다는 미국 흑인 전체의 

24) Kittsteiner, “Walter Benjamin’s Historicism,” 2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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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은 한 욕망이기도 하다. 그를 통해 드러나는 잠재

적인 욕망은 역사의식과 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지시하는 반

복적 링컨 암살 놀이의 게스투스화는 역사의 편향된 기록과 신화의 해체 

전략과 접한 관계를 지닌다. 역사의 게스투스화와 놀이화 전략은 기존 

역사서술의 위계질서를 뒤엎음으로써 그간의 모든 역사적 서술이 실제로

는 인위적 허구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의 투박한 사건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성한 역사적 사실 간의 차이에 대한 새로운 자의

식”의 산물이기도 하다.26) 이때 극에 나타나는 역사의식은 계승-부정-재구

성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극의 중심인물인 파운들링 파더가 서 있는 곳 가까이에는 “역사의 위

대한 구멍의 정확한 복제품”(an exact replica of the Great Hole of the 

History, 159)인 “하나의 커다란 구멍”(a great hole, 159)이 무대의 중심

을 차지하고 있다. 극중 인물 위대한 자에 비해 덜 알려진 자인 파운들링 파

더는 시간적/공간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역사적인 연속성의 메타포(metaphor)

로 등장한다. 그는 링컨 암살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텍스트가 명기한 

대로 적어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 

연결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파운들링 파더는 그가 처음 링컨과 조우

하는 순간을 내레이터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와 루씨는 신혼이었고 신혼의 흥미거리를 찾고 있었지요: 커다란 

구멍. 놀이 공원. 그 곳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퍼레이드들. 그 구멍의 

크기는 구멍 파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소의 역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답니

다.................구멍과 그것의 역사성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덜 알려진 자의 인생과 그의 후손에게 결코 그가 흔들 수 없는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답니다. 

25) Harry Elam and Alice Rayner, “Echoes from the Black (W)hole:” Performing 
America.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1999), 178-91.

26) Kittsteiner, “Walter Benjamin’s Historicism,” 2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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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he and his Lucy were newly wedded and looking for some 
postnuptial excitement: A Big Hole. A theme park. With historical parades. 
The size of the hole itself was enough to impress any Digger but it was the 
Historicity of the place................The Hole and its Historicity and the part he 
played in it all gave a shape to the life and posterity of the Lesser Known 
that he could never shake.(162) 

덜 알려진 자가 그의 신혼여행지에서 이 “커다란 구멍”(A Big Hole)

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들이 신혼여행을 갔던 이곳은 덜 알려진 자에게는 전 세계의 한 축소

판인 미국을 상징한다. 이곳에서 그는 링컨을 떠올리게 되고 링컨의 위대

함을 상징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어느 누구에게

도 악을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푼!”(Of thuh people by thuh 

people and for thuh people! Malice toward none and charity toward 

all! 197)그의 연설의 일부는 미국적 신화의 전형인 링컨을 상징적으로 

압축하여 보여준다. 이어지는 웃음소리, 총소리, 그리고 퍼스트레이디 토

드여사의 통곡은 링컨 대통령의 마지막 시간들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짧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링컨 대통령의 비극적 생애의 현장과 함

께 미국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향들의 상징이다. 덜 알려진 

자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커다란 역사의 “구멍/전부”(hole/whole)는 사이

드 쇼의 “경이로움의 전당”(thuh hall of Wonder, 176)으로 전환된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인 미국의 자부심의 상징인 토의 “크고” 또한 

“위대한 구멍”은 그의 위대한 마지막을 모방하는 시뮬라크라 놀이로 그

리고 텅 빈 부재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파운들링 파더이자 덜 알려진 자의 부인인 루씨는 신혼여행지에서 “그

는 이때 자신도 위대한 자의 발자취를 따라 후대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길 바랐다”(He hoped he’d be of interest of posterity. As in the 

Great Mans footsteps, 162) 고 회상한다. 루씨의 증언이 반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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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남편인 덜 알려진 자의 무의식속

에는 미국의 역사와 링컨이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인간의 무

의식속에 작용하는 역사의식에 대해 발터 벤야민은 “과거가 현재를 비추

거나 현재가 과거를 비추진 않는다. 오히려 과거가 성좌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이미지가 발생한다. 이 이미지들은 부지불식

간에 오게 된다. 엄 한 의미에서 역사는 비자발적 기억에서 오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언급하면서 단연코 역사는 “무의식의 산물”(unconscious 

production)이라고 정의한다.27) 

“작은 마을”(Small Town, 160)에 사는 덜 알려진 자가 캘리포니아로 

떠난 후 그의 직업은 아들인 브라질이 이어서 맡게 되는데 루씨는 남편

의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승계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들 브라

질을 향해 “넌 디거야. 넌 디거라구. 너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너도 

이렇게 무덤을 파는 일을 하는 디거가 된 거라구”(Youre uh Digger. 

Youre uh Digger. Your Daddy was uh Digger and so are you, 192)

라고 한탄하는 루씨의 어조는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니거’(nigger)와 

라임을 이루며 역사의 불가피한 전승을 보여준다. “계속 파내려 가라

고.........”(DIIIIIIIIIIIIG!, 178)소리치며 루씨는 아들 브라질에게 역사의 

구멍파기를 쉬지 말고 계속해 나갈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해리 엘람과 

엘리스 라이너는 대를 이어 전승되는 디깅의 의미를 “블랙 앤 홀”(Black 

and Whole)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평가한다. 휴스턴 베이커

(Houston A. Baker)는 흑인의 문화적 공간을 하위문화를 배태한 “블랙 

홀”(black hole)로 규정하고 이곳은 역사적 부재의 공간이자 백인문화 지

배의 헤지모니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장소이며 백인담론에 의한 문화 재

현의 음향이 꺼지는 새로운 표현질서가 재생되는 완전한 공간이라고 규

정한다.28) 

27) Ibid., 267.
28) Houston A. Baker, Jr. “Reassessing (W)right: A Meditation on the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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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는 브라질이 구멍을 파내려 가는 동작은 역사적 계보학 속에 위치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극의 여러 곳에서 암시한다. 파운들링 파더는 그가 

지속적으로 파내려 가는 일이 창조적 행위이며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

위라고 설명하는데 이 게스투스의 동작은 극의 메타포적 의미를 증명하

는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정치적 동작이다. 워든은 2

막에서의 루씨와 브라질이 역사가와 고고학자의 전형을 나타낸다고 주장

한다.29) 파내려 가기의 게스투스는 과거를 들춰냄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설명하는 공연의 미학으로 나타난다. 1막이 덜 알려진 자의 구멍 파는 행

위의 개연성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면 2막에서는 파운들링 파더의 아들 

브라질에 의해 전승된 무덤 파는 작업이 역사적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

자의 작업과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된다.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과거의 사

건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유물들을 파내려 가는 브라질에게는 하나의 “새

로운” 의미와 경험의 감격으로 다가온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루씨는 

“너희 아버진 모사가 어. 최고의 가짜 지. 너의 아버지가 흉내 내지 못

한 사람은 없었단다”(180)라고 회고하고 “링컨모사는 네 아버지의 소명이

었다”(181)고 평가한다. 소명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서부로 떠

난 그의 여정은 하나의 기념비적인 행동으로 평가된다. 그가 공연하기 위

해 떠난 서부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 공원”(A theme park, 162)이기

도 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구멍”(A Big Hole, 162)이며 “장소의 역사

성”(the Historicity of the place, 162)을 의미하기도 한다. 덜 알려진 자

와 그의 아들에게 전승된 직업은 역사의식의 연속성이라는 화두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역사의 한 현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역사의 일원이 되

기로 결심하고 떠난 그의 결심 역시 역사적 계보학 속에 자신을 위치시

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W)hole,” Blues, Ideology, and Afro-American Literature.(Chicago: U of Chicago 
P, 1984), 152.

29) W.B. Worthen, “Citing History: Textuality and Performativity in the Plays of 
Suzan-Lori Parks,” Essays in Theatre 18.1(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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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팍스는 위대한 인물인 링컨을 모방하고 그

를 모방하는 삶을 사는 덜 알려진 자인 파운들링 파더가 “아마도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도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maybe running 

too fast in the wrong direction, 171)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리고 그

녀는 역사적 연속성과 동시에 역사를 통해 재현되는 과거의 “결정적인 

힘”(determining power)이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연속적으로 향을 미치

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과거 속으로 작동하는 ‘반동적’역사로 인해 역사

의 연속성은 부정될 여지가 있음을 무대를 통해 보여주며, 동시에 역사가

들의 편향된 시각과 신화적 창조의 힘이 ‘타자’ 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

음을 상기시킨다.30) 팍스의 극적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신화에 내재된 

‘타자성’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링컨 역사의 놀이화

를 통해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무대에 올림으로

써 역사가 지배적인 서술코드나 역사가의 주관적인 코드에 의해 이루어

진 하나의 허구, 유동성, 혹은 플라스틱적 성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희화

화하여 보여주면서 이는 미국 흑인들의 역사관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

는 흑인 해방의 신화적 인물인 링컨 이데올로기의 해체로 나타난다. 1막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의 사이드 쇼 놀이에서 관람객인 한 여성의 

게스투스적 동작은 지금까지의 역사관을 부인하는 외침으로 나타난다.

여자A: 시작해요.
파운들링 파더: 하 하 하 하

(휴지)
하 하 하 하

(부스가 총을 쏜다. 링컨이 의자에서 쓰러진다. 부스는 뛰어간다)
여자B (휴지): 거짓이야!
(휴지)

30) Kittsteiner, “Walter Benjamin’s Historicism,” 2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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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야!
(휴지)
거짓말................................................... 장이!
(휴지)
거짓말

(휴지, 나간다. 다시 들어온다.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휴지)
거짓말!
(휴지)
거짓.....................이야!
(휴지)
거짓말..................................................... 장이!
(휴지)
거짓말.
(휴지, 나간다) 

A WOMAN: Go ahead.
THE FOUNDLING FATHER: Haw Haw Haw Haw
(Rest)
HAW HAW HAW HAW

(Booth shoots. Lincoln “slumps in his chair.” Booth jumps)
B WOMAN (Rest): LIES!
(Rest)
LIIIIIIIIIIIIIIIIIIIIIIIIIIIIS!
(Rest)
LIIIIIIIIIIIIIIIIIIIARRRRRRRRRRRRRRRRS!
(Rest)
Lies.
(Rest. Exits. Reenters. Step downstage. Rest)
LIES!
(Rest)
LIIIIIIIIIIIIIIIIIIIIIIIIIIIIES!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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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IIIIIIIIIIIIIIIARRRRRRRRRRRRRRRRS!
(Rest)
Lies.
(Rest. Exits) (167)

연극을 관람하는 링컨이 파안대소를 하는 장면과 동시에 부스 역할을 

맡은 여성들의 외침이 오버 랩 되면서 네 번째 사이드 쇼가 시작된다. 여

성 B로 명명된 이 여성은 이 순간 무려 여섯 번이나 반복적으로 “거짓

말”(lies)과 “거짓말 장이”(liars)를 외치게 되는데 그녀는 무대를 퇴장한 

후 다시 등장하면서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리친다. 텍스트에 명기된 

그녀의 대사인 “거짓말”과 “거짓말 장이”는 무려 스무 번 이상 반복되고 

확장되면서 대사의 의미를 강화한다. 이때 대사가 주는 음악적 감각 즉 

리듬과 라임을 이루는 단어들의 잦은 사용은 전통적 내러티브와 결별하

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해리 앨람과 앨리스 라이너는 이 장면에 대해 

“이 여성은 링컨의 죽음과 미국흑인들 사이에 놓인 죄의식의 연대감을 

지속시켜온 거짓말을 상징적으로 파괴하고 있다”(she symbolically 

destroys the lies that have sustained the guilt of association between 

Lincoln’s death and African Americans)고 언급한다.31) 이 순간에 팍스

는 철자와 단어의 반복 그리고 대소문자의 불규칙한 변용을 통해 언어를 

해체하고 유희의 도구로 사용한다. 흑인고유의 언어를 확립하고자 하는 

팍스의 의지가 구축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통적인 

의미와 기표의 관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언어로 구축된 세계는 모

두 자의성에 의해 구축된 허구임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철

자법의 임의적 변용이 만들어내는 언어의 유희는 무대전체의 놀이터화 

전략과 유의미한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무대의 놀이터 화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들을 소재로 사용

31) Harry Elam and Alice Rayner, “Echoes from the Black (W)hole:”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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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관객들을 당황하게 하는 불편한 전략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파운들링 파더는 “일부 오류는 오히려 비즈니스에 활

력이 되고 도움이 된다”(Some inaccuracies are good for business, 168)

고 표현하면서 역사적 오류의 부당함을 비꼰다. 링컨의 생애의 마지막 순

간의 웃음소리는 부스의 총 소리와 오버 랩 되면서 극중극의 형태로 희

화화 된다. 파운들링 파더는 검은 머리와 검은 턱 수염을 링컨의 트레이

드마크처럼 알고 있는 관객들에게 “자 이제 우리의 존경하는 링컨을 금

발로 만들어 볼까”(Let us pretend for a moment that our beloved Mr. 

Lincoln was a blonde, 168)라고 농담하며 금발의 링컨을 “위대한 금

발”(the Great Blonde, 168)이라고 칭하는 놀이를 진행한다. 해리 앨람과 

엘리스 라이너는 이 장면을 파운들링 파더가 자신을 “주변화 된 흑인

성”(marginalized blackness)에 위치시키고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수행성

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역사의 부정확함을 입증하기 위

해 다양한 놀이를 시도하면서 흑인 해방의 신화를 해체하는 “인종적 수

행성”(performativity of race)이라고도 할 수 있다.32)

팍스는 놀이를 통한 역사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통해 미약하나마 과거

와 현재와의 화해의 필연성을 피력한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고

학자와 같이 무덤을 파내려가고 그 곳에서 발견된 모든 역사적 증거물들

을 탐색하던 브라질은 마침내 그의 아버지 파운들링 파더의 관을 발견하

게 된다. 이 순간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성을 초월하는 상징적 게스투스의 

일환으로 파운들링 파더는 아들 브라질이 파낸 관 속에서 걸어 나와 그

와 대화를 시도한다. 어두운 심연인 지하의 구멍 속에 거주했던 그는 새

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시간의 갭을 극복하고 현실세계에 도착하지만 실

망스럽게도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역사의 후광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들과 조우하는 파운들링 파더는 현재 자신이 서 있는 

32) Ibid.,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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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게티즈버그(Gettysburg, 195)라고 생각하고 그의 부인인 루씨 조차 

현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남편을 흠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

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상황은 텔레비전을 통해 재방송되는 “링

컨 장면”(The Lincoln Act)으로 재현된다. 

루씨: 텔레비전을 꺼, 아들.
(휴지)
지금 다시 관속으로 들어 갈 거 에요? 아님 나중에?
파운들링 파더: 조금 더 기다리겠어.
루씨: 잠시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군요.
브라질: 엄만 아버지 때문에 화가 폭발할 거 에요. 이것 보세요, 흙 

속 묻혀있는 이빨, 손, 그리곤 벌떡 일어나서 내 옷을 다 찢

어 버리고, 그리고 나선 모두 떠나가잖아요.
파운들링 파더: 관을 열어 놓을 까 아님 닫을 까?
루씨: ___, 닫아요.
(휴지)
꺼라, 아들.
브라질: K.
파운들링 파더: 날 안아줘.
브라질: 아직 안돼요.
파운들링 파더: 당신은?
루씨: 기다려 주세요. 

LUCY: Turn that off, son.
   (Rest)
   You gonna get in yr coffin now or later?
THE FOUNDLING FATHER: I’d like tuh wait uhwhile.
LUCY: Youd like tuh wait uhwhile.
BRAZIL: Mmgonna gnash for you. You know: teeth in thuh dirt, hands 

like this, then
    jump up rip my clothes up, you know, you know go all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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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NDLING FATHER: The Foundling Father: Howuhboutthat. 
Open casket or closed?
LUCY: ____. Closed.
   (Rest)
   Turn that off, son.
BRAZIL: K
THE FOUNDLING FATHER: Hug me.
BRAZIL: Not yet.
THE FOUNDLING FATHER: You?
LUCY: Gimmieuhminute 
   (A gunshot echoes. Loudly. And echoes) (195-96)

파운들링 파더는 부인과 아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청하나 이들은 머

뭇거린다. 그리고 화해하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파

내려간 “구멍/전부”(hole/whole)는 “전당”(hall)이 되어 링컨의 모든 생애

를 기념하고 기억한다. 그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도 명예의 전당

에서 기억되고 그의 이야기는 모니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된다. 여전히 

신화 속에 거하는 파운들링 파더의 귀환과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화해는 

팍스 자신이 느끼는 힘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전히 현재에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역사 이데올로기의 견고한 벽을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완전한 “블랙 홀”(Black (W)hole)33)의 완성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팍스는 게스투스와 극증 극 놀이의 반복과 전도성을 통

해 역사의 연속성, 부정 그리고 화해의 시도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미국 역사서술의 불완전성과 흑인 역사의 부재를 지적한다. 

33) Baker, “Reassessing (W)right: A Meditation on the Black (W)hole,” 154. 



 링컨 신화의 재 조명   27

Ⅳ. 결론

팍스는 극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고 역사를 만드는 가장 완벽한 장소이며 그녀는 이곳에서 

역사속의 인물들을 불러오고 이들을 위해 극을 쓴다고 고백한다.34) 실제

로 되돌릴 수도 재현될 수도 없는 역사의 특수성을 팍스는 무대라는 공

간을 빌어 마음껏 재현하고 수정하고 재생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미국 역

사의 연대기적 크로노스적 시간의 흐름은 팍스가 극의 서두에 배치한 존 

로크(John Locke)의 “태초에 모든 세계가 미국 이었다”(In the beginning, 

all the world was America, 159)의 인용문과 함께 모든 것이 열려져 있

는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는 시공의 개념을 초월한 카이로스적 시간개념

으로 재해석 된다. 그 속에서 팍스는 소유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무대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위해 극을 쓰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무대에서 전경화 

하게 위해 지시물과 의미의 관계를 결별시키는 탈구조주의적 전도적 수

행성의 전략을 시행한다. 팍스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

루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흑인들의 삶이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역사적 

믿음을 하나의 조작된 불완전한 신화라고 폭로한다. 팍스는 자신의 극적 

철학의 선언문을 근거로 극적 수행성을 실천해 나가며 이를 통해 역사 

기록의 불완전성을 폭로하며 역사 서술의 공백을 무대 위의 미장센(mise- 

en-scene)을 통해 전경화 한다. 무대에 설치된 구멍과 함께 “파헤치는” 

동작은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이며 미국역사 전체 속에서 자신

의 중요성을 찾아가는 동작을 의미한다. 미국 역사의 중심인물로 추앙받

는 아브라함 링컨과 이 위대한 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가 그의 의도

와는 달리 미국 흑인들을 소외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에는 명기하지 않지만 관객들이 납득할 만한 미국흑인을 전형화한 인물

들을 무대의 중심에 배치하여 역사 속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팍스는 

34) Parks, “Possess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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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대화의 과정에서 피 억압자/억압자의 정치적 

구도를 배제하며 수행적 메타 연극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역사의 엄숙한 

순간을 불경스러운 의미 없는 극 중 극 놀이로 반복 재현하고 전통적 무

대 문법의 해체와 서사적 게스투스의 소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관객

들에게 공백상태의 흑인 역사를 각인 시킨다. 공허한 구멍을 파내려가는 

행위는 과거를 파헤쳐 지금 현재의 나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스투

스적 동작이다. 팍스는 흑인의 경험과 미학은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쓰

여지고, 생각되고, 해석되어 질수 없음을 선언한다. 수행적 특성은 참조물

과 수행성의 상호 전도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팍스는 이를 통해 보

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미학으로 흑인성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 무대인 것을 입증한다.

퓰리처상 수상 이전부터 이미 팍스의 재능을 알아본 벤 브란틀리(Ben 

Brantley)는 그녀가 요즘 연극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무겁고 껄끄러운 주

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한다.35) 팍스는 비록 더디게 이루

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극적 세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적 화해의 방

향을 모색해 나간다. 이는 미국 연극에서 시도한 것과는 또 다른 방식

으로 링컨신화를 차용한 탈 인종적 작품세계를 통해 완성되어 간다. 팍스

는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는 완벽한 장소라고 언급한 극장에서 이상적 흑

인 미학의 구도인 존재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완전한 흑인적 정체

성”(Black Wholeness)을 완성하기 위해 “+X”의 수행성을 지속적으로 실

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백인 담론 속에서 신음해온 흑인

들의 삶속에 내재한 무한한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위대한 몸짓으로 평가 할 수 있다.

35) Brantly, Ben. “A Family Triangle of Archetypes Amid the Sandbags of 
America.” (http://theater.nytimes.com/2010/03/18/theater/reviews/18grace.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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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ying Lincoln Simulacra: Performativity in 

Suzan-Lori Parks’ The America Play

Yon Hee Chu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original and aesthetic dramatic methodology 
in The America Play by Suzan-Lori Parks. She proclaimed “+X” strategy, 
which is a new dramatic method used to make/rewrite African American 
history. Through The America Play, Parks exposes recorded and remembered 
American history by adapting elements of dialectical grammar/process of 
historical consistency, negation/deconstruction, reunion/forgiving, and flexible 
and plastic attributes of history. She sees African American history as 
something hidden under the veil of commonly purported as American history. 
She unveils the myth of Abraham Lincoln and performs deconstruction with 
her performative strategy. As Derrida calls “iterability”, a fundamental 
feature of performative, Parks includes the strategy of repetition and revises 
her work with three other strategies of performativity: perversion, Gestus, 
and alienation effects of epic theatre. With her dramatic aesthetics Parks 
challenges traditional theatre, which has approved close relation between text 
and performance, and anticipates deviant relation between them. As a 
repetitive strategy of playground game in the side show substitutes important 
historical event, Lincoln’s assassination, The play scorns the authority and 
sincerity of written American history while revealing this performativity 
stabilizes the ideology of history. The instability of African American history 
leads Parks to reject the linear narrative of traditional theatre and deconstruct 
the typical format of the oppressor/oppressed dichotomy. Through The 
America Play, Parks suggests a new model of relation between theatre and 
performativity, defines the traits of performativity as a deviation between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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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nd meaning, and tries to achieve “Black and Whole” where 
independent cultural representation blossoms. The diverse presentation teaches 
that Black history has been hidden in the hole of the Great Whole of the 
History of America and needs to be put on display as beautiful, powerful, 
and filled with infinite variety.

Key Words

Suzan-Lori Parks(수잔－로리 팍스), The America Play(미국연극), performativity
(수행성), simulacra(시뮬라크라), Black history(흑인 역사), Gestus(게스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