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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과 (신)체화된 기억(Embodied Memory)
김용수(서강대학교)

<발표 요지>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① 의식적인 기억과 독립되어 존재
하는 몸 기억(body memory)은 연극에서 중요하다. ② 그와 같은 (신)체화된 기억은
인지과학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③ (신)체화된 기억은 연기자와 관객
모두에게서 작동되며, 개인적 기억 그리고 집단적 기억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④ 인
간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려는 그로토프스키는 그 방법으로 개인적인 몸 기억과 집단
적인 몸 기억을 사용했다.

1. 서론

우리는 몸을 통해서 기억한다. 이런 몸 기억(body memory)은 연극의 제작과 수
용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체화된 연극론(embodied
theatrology)’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1년 3월 마르코 데 마리니스(Marco De
Marinis)가 제안한 ‘(신)체화된 연극론’은 연극의 본질을 ‘(신)체화된 경험’에서 찾는
인지과학적 접근을 택한다. 이것은 인지작용이 세상에 대한 몸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는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연
극의 논의에서 신체적 경험이 핵심으로 떠오른다. 어떻게 보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경험은 연극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연극은 ‘행동하는
인간(men in action)’을 모방하는 것이며, 관객은 바로 이런 행위들을 직접 체험한
다. 따라서 ‘(신)체화된 경험’은 연극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체화된 경험은 20세기가 돼서야 연극이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
비로소 연극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비신체적이고, 이성 중심적이며, 문화
연구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시작했다.1) 연극의 모든 측면은 ‘(신)체화된 연극론’
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본 발표의 주제인 ‘(신)체화된 기억(embodied
1) Marco De Marinis, “Body and Corporeity in the Theatre: From Semiotics to Neuroscience.
A Small Multidisciplinary Glossary,” Theatre and Cognitive Neuroscience, eds. Clelia
Falletti, Gabriele Sofia and Victor Jacono (London: Bloomsbury, 201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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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억은 뇌 어딘가에 저장된 정보가 아
니라, 몸에 의해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한 냄새는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과거의 경험(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앞선 경험은
우리의 몸에 저장되어 있어서, 유사한 신체적 자극은 과거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몸
기억은 살아 있는 경험의 형태로서, 신체를 가진 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시 현실
화되고 되살아나는 것이다.2) 이런 점에서 마음을 통해 소환되는 ‘의식적인 회상’과
성격이 다른 ‘몸 기억’이 분명 존재한다.
사실 20세기 이전에 연극은 ‘몸 기억’을 의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
의 철학자이자 연극평론가인 루이스(George Henry Lewes, 1817-1878)는 배우의
연기와 관련한 ‘몸 기억’을 언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몸으로 기억되는 경험
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특정한 신체적 움직임이 특정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 사례
로 루이스는 배우 메크리디(William Macready, 1793-1873)가 샤일록의 분노를 느끼
기 위해 사다리를 흔든 일화를 소개했다.3)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연기 이론가인 델
사르트(François Delsarte, 1811-1871)는 신체적 표현과 감정의 관계를 “내적 기억
(interior memor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내적 기억이란 일종의 “무의식적 창고”
로서, 연기자는 잠들어있는 창고에서 특정한 신체적 표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
그 결과 우린 “다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이” 신체적 표현을 하게 된다.4) 즉, 신체
적 표현은 기억 속의 감정을 되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몸 기억은 연극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다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증명하기 위해 우선 ‘(신)체화된 기
억’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신)체화된 기억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인지과학에 따르면, 신체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지각과 인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신)체화된 경험은 ① 몸을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② 그러한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때 우리 몸의 ‘감각 운동(sensorimotor)’ 혹은 ‘운동 근육
(motor)’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고 느끼게 된다. 이를 소위 (신)체화
된 인지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컵을 쳐다보는 것은 자동으로 이 컵을 잡으려는 동
2) Michela Summa, Sabine C. Koch, Thomas Fuchs and Cornelia Müller. “Body Memory: An
Integration.” Body Memory, Metaphor and Movement. Eds. Sabine c. Koch, Thomas
Fuchs, Michela Summa and Cornelia Müll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2), p.425.
3) Lea Logie, “Theatrical Movement and the Mind-Body Question.”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vol.20, no.3 (1995): p.258.
4) Genevieve Stebbins, Delsarte System of Expression (New York: Dance Horizons, 1977),
p.142.

14

작의 운동 근육을 활성화시킨다.5) 외부자극은 관찰자의 감각 운동 혹은 운동 근육을
움직이면서 그와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어진다.
위와 같은 현상은 거울 뉴런(mirror neuron)의 발견으로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된
다. 예를 들어 관객은 연극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의
얼굴과 신체표현을 지켜본다. 이것은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을 작동시켜 ‘신체적 상
태의 감정’을 복제하게 한다6)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고도로 진화된 ‘거울 뉴런’을 가
졌으며, 따라서 타인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감정과 의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관찰된 행동이 내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카멜레온 효과(chameleon
effect)” 혹은 “은밀한 모방(covert imitation)”이라 부른다. 즉, 우리는 상대방의 행
동을 지켜보면서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응하는 운동 근
육의 활성화를 통해 그리고 거울 뉴런의 복제를 통해 (신)체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심지어 예상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화하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내적으로 모방하면서 상응하는
감정을 느끼고 이해한다.7) 그리고 그것은 때에 따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세상을 이해
하고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가 소위 말하는 연극의 동일시 효과이다.
(신)체화된 경험은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연극
대사는 (신)체화된 인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비극 <아가멤논>의
코러스는 아가멤논의 군대가 트로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
다.

새들의 왕들 새부리 뱃머리 왕들,
왕궁을 스쳐 지나가 창 잡은 손 오른쪽으로
급강하하네,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발톱으로 어미 토끼 찌르자
터져 나오네, 태어나지 않은 새끼가, 흘리네,
빠르게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 생명을 얻은 자손을 절단 내네!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어미 토끼를 찢어 죽이고, 이로 말미암아 뱃속의 새

5) Christina Jung and Peggy Sparenberg, “Cognitive perspectives on embodiment,” Body
Memory, Metaphor and Movement. eds. Sabine c. Koch, Thomas Fuchs, Michela Summa
and Cornelia Müll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2), p.141. 재인
용.
6) Bruce McConachie and F. Elizabeth Hart, “Introduction,” Performance and Cognition:
Theatre Studies and the Cognitive Turn (London: Routledge, 2006), p.5.
7)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Jung and Sparenberg, pp.14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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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까지도 피를 토하며 같이 죽는다는 대사는 그에 상응하는 운동 근육의 활성화 그
리고 거울 뉴런의 복제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관객은 대사에 담긴 사건을 신체적으
로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은 듣거나 읽으면서 언어에 표현된 행동을 내적으로
모의한다. 이런 점에서 외부자극으로서의 언어도 신체화되었다.8)
여기서 운동 근육의 활성화 그리고 거울 뉴런의 복제가 특별한 생각과 감정을 일
으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신체화되었음을 말한다. 즉, 육체적 움직임은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신체화된 감정과 생각
은 19세기 이후의 연기이론 속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비록 그 연기이론들은 인
지과학적인 이론의 뒷받침이 없었으나 경험론적으로 신체화된 감정과 생각의 가능성
을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델사르트는 신체적 동작이 “가슴과 영혼”을 직접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각하는 몸”을 그의 연기이론의 중심에 둔다.9) 그 후 마이어홀드의
생체역학도 신체적 동작이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포감
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눈썹을 치뜨고 눈을 크게 뜨고 오직 달아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포감이 자동 반사적으로 몸 전체를 통해 느껴진다. 유사한 인식이 아르토의 연
기이론에서도 나타난다. 특정 근육의 자극이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유발한다는 아르
토의 생각은 상당히 인지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슴을 치면 영웅심과
숭고함의 감정은 물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10) 이처럼 아르토는 “감정의 신체적
지점에 해당되는 일종의 정서적 근육조직(affective musculature)”이 있다고 보았
다.11) 따라서 그는 배우가 무엇보다 신체적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몸 기억의 이론적 가능성이 성립한다. 쉽게 말해 특정한 근육 운동의
활성화는 그에 상응하는 기억을 일으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형식 특징적 감각
운동적 포맷(modality-specific sensorimotor format)”으로 저장되었고, 이런 감각
운동의 시뮬레이션은 옛 경험에 대한 기억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몸 기억에 관
한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기본 가정이다.12) 이를 다른 식으로 설
명하면, 몸 기억은 세포 차원의 감정적, 운동 감각적, 혹은 화학적 저장으로, 그와 같
은 화학적, 감정적 혹은 운동 감각적 조건을 재창조했을 때 과거 경험은 회복 가능

8) Jung and Sparenberg, pp.141, 142 참조.
9) Delaumosne (Abbé) and Angélique Arnaud and François Delsarte, The Art of Oratory,
System of Delsarte (Memphis: General Books, 2012), p.11. Greg Cavenaugh, “Corresponding
with Delsarte: Occult and Ontological Dimensions of Nineteenth-century Elocutionary
Performance.”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vol.31, no.w (2011): p.140.
10) Antonin Artaud, The Theatre and Its Double, trans. Mary Caroline Richards (New York:
Grove, 1958), p.39.
11) Artaud, p.133,
12) Koch, Fuchs, Summa, Muller,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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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몸 기억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단순화된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행동 혹은 행동관찰 –> 운동 근육 활성화 그리고 거울 뉴런의 복제 –> 상응하는
기억

위와 같은 몸 기억의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다. 행동 혹은 행동관찰을
통해 활성화된 운동 근육은 문화적·민족적 감각, 과거 경험, 선지식 등에 의해 번역
되는 것이다.13) 예를 들어 한국의 살풀이춤은 보는 사람의 운동 근육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활성화된 근육은 보는 사람의 문화적·민족적 감각, 과거 경험, 선지식에 의해
매개되어 이해되고 느껴진다. 따라서 같은 살풀이춤을 보아도 한국 사람과 문화적·민
족적 배경이 다른 관객은 다른 이해와 감정 혹은 기억에 도달할 수 있다.

3. 연기자와 관객의 (신)체화된 기억

(신)체화된 기억은 ① 연기자와 관객 모두에게서 작동되고, 그것은 ② 개인적 기억
이나 집단적 기억과 관련된다. 먼저 (신)체화된 기억은 연기자의 개인적 경험의 차원
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가 육체적으로 경험한 과거는 적합한 조건 아래서 되살아
날 수 있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몸짓 구성(gestic compositions)’으로, 과거에 취
했던 몸 자세나 몸의 위치를 통해 연기자의 신체는 “재 영향, 재 몸짓, 재 감각
(re-affect, re-gesture, re-sensation)”을 겪게 된다. 이처럼 봉인된 과거 기억은 특
별한 몸짓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다. 아울러 그것은 냄새, 맛, 음악, 장소 분위기, 상
황 같은 신체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소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루스트의 자서전
적 기억이다. 그는 차에 적셔 먹은 마들렌의 냄새와 맛이 폭풍처럼 일련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과거 경험에 대한 (신)체화된 연결이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정서적 기
억(affective memory)’의 핵심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정서적 기억’은 과거에 경험
했던 느낌 혹은 감정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기억’을 이용한 연기는 실제

13)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글들을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취합하여 얻은 결론이다. Gabriele
Sofia, “Introduction: Towards and Embodied Theatrology?” Theatre and Cognitive
Neuroscience, eds. Clelia Falletti, Gabriele Sofia and Victor Jacono (London: Bloomsbury,
2017), p.51. Erika Fischer-Lichte, 『수행성의 미학: 현대예술의 혁명적 전환과 새로운 퍼포먼스 미
학』, 김정숙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7), p.317. Rafael F. Narváez, Embodied Collective
Memory: The Making and Unmaking of Human Natur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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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한 것에 기초하므로 진실성을 확보한다. 진실한 ‘체험의 연기’를 창조하는 방
법의 하나가 세트와 의상과 음향효과 등의 분위기를 통해 배우로 하여금 그것과 관
련된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자매>의 리허설에서 누군
가 의자를 긁는 소리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연극이 필요로 하는 권태
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과거의 감정은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육체적인 자극을 주는 ‘미끼’가 필요한 것이다.14) 다시 말해 정서적 기억은 머
리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신체적 자극에 의해 (신)체화된 경험으로 되살아나
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기자의 몸을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연기자는 자신의
몸에 일종의 ‘연기 기억(acting memory)’를 축적할 수 있다. 이는 바이올린 연주자
의 연주에 비유될 수 있다.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는 어려운 음을 내기 위해 그(녀)의
눈썹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다 한다. ‘음악적 기억(musical memory)’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특별한 동작에 장착되어서, 연주자는 그런 동작이 없이는 원하는 음에 도달
할 수 없다.15) 같은 현상이 배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연기자는 특별한 감정이나
심리를 특정한 몸 자세 혹은 몸동작을 통해 불러일으킨다. 흔히 상투적 표현이라 치
부할 이런 신체적 움직임은 사실 그 배우에게는 필요한 감정이나 심리를 되살리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배우에게는 일종의 ‘체화된 연기 기억’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체화된 연기 기억은 배우들이 대사를 암기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된
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제스처를 써가며 대사를 외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16) 이런 점에서 연기자의 몸은 그 자체가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연기자에 못지않게 관객도 몸의 기억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 관객이 연극을 지각
하고 이해하고 즐기고 반응하는 모든 일은 그의 몸과 함께 그리고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17) 이런 (신)체화된 관람의 특징은 해석이나 숙고를 선행하는 즉각적인 육
체적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1980년대

연극

인류학이

제안한

‘전

해석

(pre-interpretation)’의 성격과 유사하다. ‘전 해석’의 개념에 따르면, 관객은 연극을
관람할 때 문화적 해석으로부터 독립된 “생리학적 반응(physiological response)”을
먼저 한다.18)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연극에 대한 관객 경험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14) Rose Whyman, The Stanislavsky System of Acting: Legacy and Influence in Modern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P, 2008), p.57.
15) 이것은 다음에서 재인용된 것임. Summa, Koch, Fuchs and Müller p.423.
16) Neal Utterback, “Embodied Memory and Extra-Daily Gesture,” Affective Performance and
Cognitive Science: Body, Brain and Being. ed. Nicola Shaughnessy (London: Bloomsbury,
2013), pp.148-149 참조.
17) Marinis, p.63.
18) Eugenio Barba and Nicola Savarese, A Dictionary of Theatre Antrhopology: Th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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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떻게 보면 이를 통찰한 것이 18~19세기의 디드로와 델사르트의 연기이론이
다. 18세기 디드로는 연극이 ‘도덕적 텍스트’만으로 관객에게 도덕을 전할 수 없고,
강력한 동정심을 유발하여 도덕적 진실을 깨닫게 하는 ‘신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9) 19세기 델사르트는 “모든 제스처의 가장 강력한 힘
은 관객이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 델사르트에게
진실된 이해는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언어 대신 신체 감각적 경험을 통해 터득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신체적 감각은 음악의 예에서 보듯 “가슴과 영혼”을 직접 움직이기 때문이다.21)
(신)체화된 경험에 따른 운동 근육의 활성화는 그에 상응하는 과거 기억을 소생시킨다. 예
를 들어 <미스 줄리>(Miss Julie)에서 줄리는 하인 장에게 다리를 뻗으며 발에 키스하라고
한다. 이에 장은 줄리의 발에 키스한다. 이 액션은 관객의 운동 근육 활성화 혹은 거울 뉴런
의 복제를 일으키면서 그와 관련된 특수한 자전적 기억을 소생시킬 수 있다. 이렇듯 “새 경
험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옛 경험의 기억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에서 일
반적인 경향이며,” 이는 특히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여기서 과거의 경험은
관객마다 다르기에, 같은 장면에 대한 몸 기억은 관객마다 다를 수 있다. 운동 근육
과 거울 뉴런은 관객의 ‘수행적 경험(performative experience)’을 가능케 하면서
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신)체화된 경험은 집단적 기억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집단적 기억의 연구들
은 대부분 그것의 (신)체화된 측면과 실천을 간과했다.23) 집단적 기억의 유력한 수단
은 퍼포먼스이다. 예를 들어 살풀이춤은 한이 서린 우리 민족의 삶을 집단적으로 기
억하게 할 수 있다. 그 기억은 음악 반주와 어울린 춤 동작을 신체적으로 경험하면
서 형성된 (신)체화된 감정에 의해 불러일으켜 진다. 이처럼 기억과 신체는 개인에게
속할 뿐 아니라 집단과 역사에 속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체는 집단적
기억의 저장고이며, 그 기억은 퍼포먼스를 통해 불러일으켜 진다. 그 결과는 ‘(신)체
화된 집단적 기억(embodied collective memory)’이다. 그로토프스키의 후반 작업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인도 서부 히말라야 지역의 제의적 퍼포먼스는 (신)체화된 집단적 기억에 대한
그로토프스키의 믿음을 뒷받침한다. Kachiya Bairav의 숭배 제의에서 이해는 상징이

19)

Art of The Performer (Routledge: London, 1991), p.203.
Benjamin K. Kolstad, Reading Signs: The Theory and Practice of Gesture in
Enlightenment Literature, a disseration. Comparative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1. pp.86-7.
20) Ted Shawn, Every Little Movement: A Book About Francois Delsarte (New York: Dance
Horizons, 1963), p.25.
21) Delamonsne and Arnaud and Delsarte, p.11.
22) Carlson, pp.5-6 참조.
23) Narváez, pp.2,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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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가 아닌 직관적인 (신)체화된 지식에 기반한다. 이 제의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유사한 신체적 체험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신)체화된 기억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이다.24)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춤을 추고 ‘홀림 상태(possession)’의 제의적 동작을
취하면서 집단적 기억의 상태에 빠진다. 그것은 낮은 카스트 계급이 겪은 고통을 신
체적으로 경험케 하는 기억이었다. 이를 통해 제의적 퍼포먼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의식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며 홀림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때의 홀린 몸은 뒤틀리
고 고통스러워한다. 이처럼 집단적 기억은 퍼포먼스를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면서
집단적 정체성과 연대감을 강화한다. 몸은 집단적 기억 그리고 전통의 저장고인 것
이다.25)

4. 그로토프스키 연극에서의 몸 기억

(신)체화된 기억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극인은 아마 그로토프스키일 것이다. 그는
(신)체화된 기억을 개인적 기억 그리고 집단적 기억 모두에서 탐색하였다. (신)체화된
개인적 기억은 1957년에서 1969년 사이의 연극제작 시기에서, 그리고 (신)체화된 집
단적 기억은 1980년대 시작해서 ‘수단으로서의 예술(Art as a Vehicle)’에서 절정을
이룬 후기 작업에서 추구된다.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몸 기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려는 것이다.
공연에 몰두했던 연극제작 시기의 그로토프스키는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자신의 은밀한 것을 털어놓는 것”
으로,26)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숨겨진 내면을 드러
내고 발견하는 것은 배우연기의 핵심이며, 그 여파는 관객에게도 미쳐야 한다는 것
이 그로토프스키의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은밀한 내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충동(impulses)’이며,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과 관련이 된
다. 이와 같은 숨겨진 내면 그리고 충동을 재발견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개인적인
몸 기억이었다. 그로토프스키는 신체와 기억의 관계를 1966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다.

내가 말하는 개인적 연상[기억]은 생각이 아니다. 난 손으로 동작을 만든 다
24) William Sax and Karin Polit, “Moved by God: Performance and memory in the Western
Himalayas,” Body Memory, Metaphor and Movement, eds. Sabine c. Koch, Thomas Fuchs,
Michela Summa and Cornelia Müll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2), p.230.
25) Kachiya Bairav 제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Sax and Polit, pp.227, 230, 232, 234.
26) Jerzy Grotowski, Towards a Poor Theatre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6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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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연상[기억] 을 찾는다. 무슨 연상[기억]? 누군가를 만진다는 연상[기억]은 단지
생각이다. 우리 직업

[연극]에서 말하는 연상[기억]은 마음뿐 아니라 신체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기억은 항상 신 체적 반응이다. 우리의 눈, 우리의 피부는 잊지 않는
다.27) [밑줄은 저자 강조.]

위와 같은 그로토프스키의 생각을 후계자로 지목된 Thomas Richards는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한다: “간혹 우리는 기억을 우리 머리 어디엔가 있는 개념적인 것으
로, 일련의 순간적인 이미지들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 몸
에 살아 있다.”28) 여기서 몸 기억은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동작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고양이를 일
반적인 동작으로 쓰다듬는 것은 기억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억은 내가 본 적 있는
나폴레옹이란 이름을 가진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일어난다. 같은 원리로 Richards는
연기자가 7살 때 부르던 노래를 하며 어린 시절의 걸음걸이를 할 때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남을 목격했다. 그의 몸은 7살처럼 변하여 놀이하는 아이가 된 것이
다.29)
위와 같은 몸 기억의 성격에 대해 그로토프스키는 프랑스어 remémoriser란 용어
를 사용하여 몸에 의한 ‘적극적 기억(active remembering)’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다른 말로 행동으로 무언가를 다시 상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집으로 들어간다. 몇
년이나 가지 않은 집을 다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재발견한다. “아, 테이블이 어디
있었지? 테이블은 여기에 있었어, 맞아. 난 의자에 앉는다. 의자는 낮아서 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어.” 이것이 그로토프스키가 말한 remémoriser이다. 몸 기억은 행
동을 통한 기억으로, 과거를 현재로 다시 불러들인다.30) 이와 같은 몸 기억의 특성
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인 John Outterbridge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스프를 만드는
일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머니가 일했던 부엌과 현관의 크기
를 손가락으로 그렸다. 그리고 그는 간간이 깊게 숨을 들어 마시며 향내의 체험을
상기했다. 그는 몸 기억에서 과거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을 찾았다고 설명한다.31)
27) Grotowski, p.3.
28) 재인용. Dominika Laster, Grotowski’s Bridge Made of Memory: Embodied Memory,
Witnessing and Transmission in the Grotowski Work (Calcutta: Seagull Books, 2016), p.26.
29) Laster, p.38.
30) 지금까지의 설명은 다음을 요약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Laster, p.31.
31) Richard Cándida Smith. “Introduction: Performing the archive.” Art and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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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몸 기억의 탐구에서 그로토프스키가 주된 관심을 가진 것은 신체 동작에
선행하는 충동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목적은 과거의 그 순간을 되살리는 충동과 의
도의 재발견이었다.32)

여기에 그로토프스키가 생각하는 배우 창조력의 원천이 있

다. 그에게 연기는 감추어진 내면인 충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온몸이 기억이
며, 충동이 해방되는 것은 바로 몸 기억을 통해서이다. 이런 몸 기억 사용의 대표적
인 사례가 <불굴의 왕자>(The Constant Prince) 연습에 있었던 시에슬락(Cieslak)
과의 협업이다. 그로토프스키는 몇 달 동안 다른 연기자나 관찰자 없이 시에슬락과
단둘이서 작업을 했다. 시에슬락이 맡은 불굴의 왕자는 포르투칼 왕자로서 모로코
왕국의 포로가 되어 감금, 심문, 고문, 채찍질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의 액션들은 시
에슬락이 십 대 시절 큰 사랑에 빠졌을 때 경험했던 황홀한 기쁨의 기억에 기초하였
다. 그 사랑은 청소년 시절에만 가능한 “관능과 기도(sensuality and prayer)” 사이
에 있는 무엇이었다. 그로토프스키와 시에슬락은 기억된 그 순간의 충동들을 재발견
하려 했다. “그것은 마치 십 대 소년이 몸의 무게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하며, 무게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았다.” 이 모든 것은 충동
과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로토프스키는 설명한다.33) 이를 위해 배우는 생각
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 기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어
떤 손과 손가락의 세부적인 동작은 과거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접촉했던 경험
으로 돌아가게 한다.34)
그로토프스키의 후기 작업은 집단적 기억에 초점을 둔다. 개인적 기억을 통해 숨
겨진 내면 즉, 충동을 재발견하려던 그로토프스키는 집단적 기억에서 인간 본성의
본질적 근원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런 노력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시도
된 ‘원천 연극(Theatre of Sources)에서 서서히 윤곽을 잡아나간다. 이제 그의 관심
사는 ’삶의 원천‘으로, 삶의 근원적인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로토프스키의 증
언에 따르면, 원천연극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10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35) 그는
브런턴(Brunton)이 쓴 『신비의 인도 탐구』에 나오는 ‘신성한 바보’인 인도의 수도승
으로부터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식을 배운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를 연구
하면 할수록 “제한된 나(limited ‘I’)”는 사라지고 “무엇인가 진정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천’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나’는 소멸되는 원리로서, 강의 원

of Memory, ed. Richard Cándida Smith (London: Routledgy, 2003), p.1.
32) Laster, p.23.
33) 시에슬락과의 협업 설명은 그로토프스키의 인터뷰 그리고 Dominika Laster의 설명을 참고하여 요
약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Laster, pp.28-30 참조.
34) Laster, p.25.
35) Jerzy Grotowski, “Theatre of Sources,” The Theatre of Grotowski, Jennifer Kumiega
(London: Metheun, 1987), pp. 250, 253,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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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강이 없는 이치와 같다. 그로토프스키에
게 인간의 본질은 문화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성된 자아 이전의 본성에 있었다. 따라
서 그는 삶의 원천으로 다가가면 문화적으로 길들어진 ‘제한된 나’가 사라지고 진정
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한 방법이 고대의 제의적 노래였다. 그로토
프스키는 특별한 동작과 진동(vibration)을 수반하는 고대의 제의적 노래가 ‘삶의 원
천’에 대한 집단적 기억, 그것도 몸 기억을 통해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집단적 기억을 일으키는 고대의 제의적 노래 중에서 그로토프스키가 특히 관심을
둔 것은 아프리카계 아이티인의 제의에 사용된 진동적인 노래였다. 이런 노래는 소
위 yantra라는 정확한 기교 즉, 정확하게 실행되는 노래와 춤을 통해서 행위자에게
강력한 효과를 미쳐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때 행위자는 “고대의 몸(ancient
body)”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법칙”과 재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몸과 공명기를 울
리는 노래의 진동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로토프스키는 이러한 (신)체화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신인가? 그러나 이 노래가 할머니 것이라면,
아직도 당신인 가?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신체적 충동으로 당신의 할머니를 탐구한다
면, 노래하는 것은 당신 도 당신 할머니도 아니다. 그것은 할머니를 탐색하며 노래하
는 당신이다. 즉, 당신은 당신

의 할머니/노래하는 사람을 탐색하는 것이다.36)

이런 조상과의 연결은 몸동작의 생생한 기억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이에 대해
Richards는 다음과 같은 가정적인 사례를 설명한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앞으로 몸을 기운다. 이때 ‘~~인양(as if)’이 포함된다. 나
는 내가 기억

하고자 하는 특별한 순간의 아버지 인양 행동한다. 나는 아버지가 펜

을 집으려 몸을 테이블 앞으로 어떻게 기울었는지 행동을 통해 묻는다.37)

위의 기억은 아버지 몸의 정확한 자세에 대한 (신)체화된 탐구를 포함한다. 그런
다음 이런 적극적 신체적 탐구를 통해 기억된 아버지의 육체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즉, 아버지의 육체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놔둔다. 이런 원리에 따라 행위자는 더 먼
과거의 알지 못한 사람의 육체를 탐구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은 아
는 조상과 달리, ‘어땠을까(how it might have been)’의 탐구로 이루어진다. 이때

36) Laster, p.33.
37) Laster,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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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여 알게 된 것은 명백한 기억은 아니지만, 행위자에 의해 기억으로 경험된
다.38) 먼 조상의 육체를 상상하기 위해 행위자는 몸과 마음과 가슴으로 행해진 연구
를 해야 한다. 강조점은 육체이되, 그 육체는 마음이나 가슴과 동떨어질 수 없다.39)
그로토프스키에게 몸 기억은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에게 배우의 창
조력은 여기서 출발해야 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몸 기억을 통해 자신의 충동을 재발
견하는 것이며, 집단적인 몸 기억을 통해 ‘삶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로토프스키에게 연기는 적극적인 기억하기의 과정이다.
위와 같이 전개되는 그로토프스키의 몸 기억은 인지과학적인 이론을 전혀 모른 채
오직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얻은 이해였다. 따라서 그의 논의에서 행동이 운동 근육
활성화와 거울 뉴런 복제를 일으켜 그에 상응하는 집단적 기억을 일으킨다는 논리는
없다. 몸 기억에 관한 그로토프스키의 논리는 행동이 그에 상응하는 기억을 불러일
으킨다는 인과관계였다. 비록 이론적 설명은 미약하나 결론은 인지과학이 생각하는
몸 기억과 일치한다.

5. 소결

인지과학의 이론은 최근 연극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이론
의 중심에는 (신)체화된 인지가 있다. 연극의 창작과 수용의 과정은 이와 같은 (신)체
화된 경험의 시각에서 새롭게 고찰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반성도 일어난다.
연극 경험의 본질은 이성 중심의 비신체화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이해하고 느끼는‘(신)체화된 경험’에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호학적
으로 해독하는 비신체화된 연극관람은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연극 경험은 생
생하게 살아 있는 육체적 경험을 제외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신체적
경험은 ‘(신)체화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신)체화된 기억은 연기자의 작업과
관객의 수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주제가 앞으로 연극연구에서 보다 심도있
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38) Laster, p.41.
39) Laster,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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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disembodied attitude) 연구
- 체화주의 개념과 라반의 이론을 중심으로 최정근 (예원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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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disembodied attitude)”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논의를 이어나가기 전에 거칠게나마 살펴봐야 할 개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체화(embodiment)”이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연구자는

“체화

(embodiment)” 혹은 “체화된(embodied)”이라는 개념을 특정 움직임과 결부된 정
신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움직임 속에 특정한
태도, 사상 혹은 이념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국인의 움직임에는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가 ‘체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듯, 체화는 특정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거나 담겨 있다고 여겨
지는 정신적인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어떤 움직임 속에 체화된 마음의 상태가 그 ‘움직임의 특질’과 서로 어울
리지 않거나 이질적일 수 있다.1)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손으로 가볍고 천천히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의 양상 혹은 특질은 적어
도 ‘공격적인’ 마음 작용과 서로 어울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겁고(heavy)’ ‘갑작스러운
(sudden)’ 것이기 때문이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내지르는 주먹을 생각해보면
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특정 움직임과 이질적인 인지
적인 태도를 ‘비체화적 태도(disembodied attitude)’라고 규정할 것이다.
1) 여기서 논의하는 ‘움직임의 특질’은 우리가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움직임의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움직임은 천천히 시작해서 그만큼 천천히 지속한다. 이런 움직임은 ‘천천히 지속하는
(sustained)’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움직임은 갑자기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은 ‘갑작스러운(sudden)’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는 직관적으로 특정 움직임의 특질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의 특질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사람이 바로 루돌프 라반(Rudolf Laban)이라는 무용가이다. 이 연구는 라반의 여러 개념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론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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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화적인 태도는 사회문화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국인들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슬픔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행동한
다. 한국에서의 유족들은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을 슬픔으로 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문화권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최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움
직임을 자제한다.2) 또한 비체화적 태도는 개인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
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찡그려 있고, 우리가 그 얼굴 속에서 따스함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녀는
비체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극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에 주목하였다.
비체화적 태도는 관객에게 긴장감을 유발하고 관련 인물을 각인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공격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의 손을 부드럽게 쓰
다듬는다면, 관객들은 그 움직임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극적 장면 속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논의하
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배우가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를 연기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화된 인지에 관한 최근의 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비체화적 태도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은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가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여러 세부 개념들
로 발전·분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 “구현된 인지(embedded cognition)”, 그리고 “행화적 인지(enactive
cognition)”이다. 체화된 인지와 더불어 이 세 개념을 ‘네 개의 체화주의 개념(4E
cognition)’이라고 칭한다.3)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비체화적 태도를 학문적으로 규
명해보자 한다.
둘째, 비체화적 태도가 나타나는 움직임과 그러한 인지적 태도의 특질을 개념적
이고 분석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러한 논의는 루돌프 라반(Rudolf Laban)의 “에
포트(effort)”와 “정신 에포트(mental effort)”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반은 무용이론가로서 신체 움직임의 특질을 분석적으로 관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에포트 개념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라반은 움직임과 특정 인지적 태도가 결
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인지적 양상을 정신 에포트 개념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에포트와 정신 에포트 개념으로 비체화적 태도의 양
상과 그 특질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비체화적 태도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2016년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Suicide Squad)>의 등장
2)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장례 문화 및 다른 일상에서의 체화된 태도는 한국인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Leon Rubin and I Nyoman
Sedana, Performance in Bali, London: Routledge, 2007.
3) 이러한 용어 사용은 다음 문헌에 근거한다. 이영의, 「체화된 인지의 개념 지도: 두뇌의 경계를 넘어
서」, 『Trans-Humanities』 8(2), 2015, 10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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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할리 퀸(Harley Quinn)의 연기 즉 비체화적 태도를 논의할 것이다. 할리 퀸
이라는 인물은 비체화적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일 수 있다. 할리
퀸이 등장하는 장면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비체화적 태도가 주는 효과를 더 구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련 논의는 비평가와 관객이 할리 퀸에 주
목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를 밝혀 줄 수도 있다. 그녀의 연기에 관한 논의를 마무
리하면서, 비체화적 태도를 연기하기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간략
하게 기술해보고자 한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론은 스튜디오와 현장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를 통해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를 분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연기자가 비체화적 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
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연기자가 극적 상황 속에서 비체화적 태도를 만들어
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관객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연기자는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삶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비체화적 태도는 소위 ‘비
정상적인 인물’들에게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 혹은 사회문화적
인 이유로 끊임없이 비체화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4)
2. 체화된 인지와 비체화적 태도: 체화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는 먼저 ‘인지(cognition)’의 의미를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지는 사
물을 인식하는 심리 작용으로 지각, 상상, 추론 등 모든 ‘의식’ 과정”을 포함한다.5)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지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이기도 하다.6) 인지 개념과 함
께 우리는 ‘지각(perception)’과 ‘감각(sensation)’ 등의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
다.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인지 능력을 말하고, ‘감각’은 어떤 신체
부위에서 느끼는 것을 지시한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자들은 지각, 감각, 인지 등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일련의 과정으로 ‘포개’져 있다고 믿는다.7) 따라서 우리가
인지라고 명명하는 마음 작용은 인간의 지각과 감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통합적
인 어떤 것이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거나 그 개념을
4)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 혹은 ‘삶의 리듬’이라는 관점에서 특정 태도를 체화시키고 있다.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앙리 르페브르, 정기헌 옮김,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서
울: 갈무리, 2013.
5) 이을상, 「신경과학이 철학적 반성을 필요로 하는 까닭은?: '신경적 유물론'에 대한 베넷과 해커의 비
판」, 『철학논총』 81, 2015, 170쪽. 이정모, 『인지과학: 학문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 대
학교 출판부, 2009, 40쪽.
6) Martha Nussbaum,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1st Paperback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2005, p.23.
7) 헐리(S. L. Hurley)가 “샌드위치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르면 감각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낮은 단
계의 어떤 체계는 사고를 담당하는 중앙 집중적인 높은 단계의 어떤 체계와 분리되어 있다. 그 양상
과 상호작용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샌드위치의 모양을 연상시킨다. S. L. Hurley,
Consciousness in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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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지가 신체 구조 및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
인지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점들이 있다.
첫째, 인지는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의지하는 과정이다. 둘째, 인지는 자
연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을 이용하는 활동이다. 셋째, 인지의 경계가 우리 몸을 벗
어날 수도 있다. 넷째, 인지는 행위에 좌우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네 가지 개념
으로 구체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확장된 인
지(extended cognition)”, “구현된 인지(embedded cognition)”, 그리고 “행화적
인지(enactive cognition)”이다.8)
우선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는 다른 개념들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확장된 인지, 구현된 인지, 그리고 행화적 인지는 체
화된 인지 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발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러한 경향은, 비록 체화된 인지가 움직임과 인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서 처음 제안되었지만,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기에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체화된 인지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작동이 몸의 구조에 의해 부분적으
로 결정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식의 사고는 체화된 인지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두 눈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직립보행을 한다.
시간을 하나로 이어지는 선과 같은 길에 비유했을 때,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것이
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한다는 마음의 작용을 눈의 위치와 직립보행에 따라 ‘과거
를 돌아본다’라고 말할 수 있다.9)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지 과정이 두뇌와 몸
의 경계를 벗어나 환경적 요인들과 결부되어, 확장 가능하다고 주장한다.10) 예를
들어, 우리가 연필과 노트로 수학 문제를 푼다면, 연필과 노트는 ‘수학 문제의 답
을 찾는 인지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확장된 인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합과 구성의 오류(coupling/constitution fallacy)’를 범하는 것이
라고 비판받기도 한다.11) 연필과 노트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인지 과정과 결
합된 물체를 활용하는 것일뿐, 그것이 인지 과정의 한 부분일 수는 없다는 셈이다.
인지 과정과 결합된 물체 혹은 과정을 인지 과정 그 자체와 구분하자는 것이, 결
합과 구성의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이다.12)
8) Albert Newen, Leon De Bruin, and Shaun Gallagher, “4E Cognition: Historical Roots, Key
Concepts, and Central Issues,” In The Oxford Handbook of 4E Cognition, Edited by Albert
Newen, Leon De Bruin, and Shaun Gallagh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3-15.
9) 물론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헌을 참조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서울: 박이정, 2002 (2008), 71쪽.
10) Andy Clark and David Chalmers,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1), 1998, pp.12-13.
11) Fred Adams and Ken Aizawa, “Defending the Bounds of Cognition,” In The Extended
Mind, Edited by Richard Menary, Cambridge, Mass: MIT Press, 2010, pp.67-80.
12) 그런데 처음부터 확장된 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나의 절차’라고 정의하고 그것이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인지를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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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인지(embedded cognition)는 확장된 인지와 공유될 수 없는 부분을 내
포한다. 구현된 인지 개념에 따르면, 일부 인지 과정들은 환경적 구조들과 결합해
야만 한다. 우리의 인지 활동은 인지 활동에 사용되는 체내 에너지가 최소화되기
위하여 환경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반면에 확장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외부의 비계체계(scaffolding system)에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유기체의 행위가 바로 그런 인지적 비계체계를 구성한다. 이점이 바로 확장된
인지가 결합과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지점일 것이다.
행화적 인지는 인지를 행위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다. 행화적 인지 이론의
출발은 지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행화적 인지에 따르면, 지각은 행위와 분리
되지 않는다. 탁자 위에 꽃병과 토마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토마토는 꽃병에 가
려져 있다. 우리는 탁자에 다가가면서 ‘가려진 토마토’의 정체를 점차 확인해 나간
다. 걸어가는 도중에 얻는 시각 정보를 통해 가려진 물체가 무엇인지 예상하고 탐
구하며, 어느 정도 다가간 후에야 그것이 비로소 ‘토마토’라는 것을 알게 된다.13)
행화적 인지에 따르면, 본다는 것은 내적 표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
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것과 같다. 행화적 인지는 행위와 인지가 독립적일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한다.14)
정리하면, 체화된 인지는 우리의 인지가 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반
대하며 제안된 것이다. 체화된 인지는 우리 몸과 그것의 작용이 인지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는 개념으로 처음 제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화된 인지는 이어서
확장된 인지, 구현된 인지, 그리고 행화적 인지로 발전되었다. 이 네 가지 개념으
로 인해 우리는 인지가 단순히 뇌를 중심으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네 가지 개념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아직 진행 중
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인지 작용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역동적이라는 현상이라는 점이다.15)
13) 연구자는 다음 논문에서 행화적 인지에 관하여 논한 바 있다. 최정근, 「극 중 상황 속 연기자의 감
정에 관한 연구: 샌포드 마이즈너의 연기론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59, 2019, 245~246쪽. 관련
논의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원한다면,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Alva Noë, Action
in Perception, Cambridge, MA: MIT Press, 2004, p.63, p.77.
14) 행화적 인지를 좀더 급진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킨 연구자들이 있다. 관련 연구자에 따르면, 인지는
생물체의 자동적인 행위 조절 및 규제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뇌
안의 표상의 존재를 거부한다. 후천적·언어적·문화적인 이유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상상하기 위해
행위를 재구성할 때 표상을 사용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Daniel Hutto and Erik Myin, Radicalizing Enactivism,
Cambridge, MA: MIT Press, 2013.
15) 지금까지 정리한 네 가지 체화주의 개념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내재주의와 외
재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내재주의는 진정한 인지가 오직 두뇌 및 신체 안에서만 발생한
다고 보는 견해다. 다시 말하면, 내재주의는 인지 과정이 우리 몸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바라
본다. 반면에, 외재주의는 인지가 우리 몸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노트와 연필도 우리의 인지 과정을 담당하는 한 부분일 수 있
다. 외재주의는 우리가 인지 현상을 생각할 때, 그것이 몸 외부의 환경적 요인과 연결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Shaun
Gallagher, “Decentering the brain: Embodied Cognition and the Critique of
Neurocentrism and Narrow-minded Philosophy of Mind,” Constructivist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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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체화적 태도 특성 분석: 라반의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는 앞에서 네 가지 관점에 따라 인지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
여 공연예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루
돌프 라반(Rudolf Laban)의 “에포트(effort)”와 “정신 에포트(mental effort)” 개념
이다. 라반의 에포트 개념은 동작 분석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이다. 반면에
연구자들은 정신 에포트에 관하여 별다르게 주목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에포트와
정신 에포트가 체화된 인지의 한 단면을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제안한다. 지금부터 두 가지 개념 체계로 비체화적 태도와 그것이 드러나는 움직임
의 특질을 규명해보자 한다.16)
에포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임 요소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라반은 총 네 가지의 움직임 요소를 제안하였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언급
되고 활용되는 “무게(weight)”, “공간(space)”, “시간(time)” 요소 등을 살펴볼 것
이다. 첫 번째 요소는 특정 움직임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를 가늠하는 ‘무게
(weight)’ 요소이다. “무거운(heavy)” 움직임은 우리가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
용하는 움직임이고, “가벼운(light)” 움직임은 그와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즉 우리는
무게 요소에 따라 움직임을 ‘무겁거나’ 혹은 ‘가벼운’ 움직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움직임을 묘사하는 ‘무거운’과 ‘가벼운’이 무게 요소의 “에포트 성분(effort
elements)”이며, 다른 움직임 요소도 같은 양상으로 각각 두 개의 에포트 성분을
하부 개념으로 갖는다.
두 번째 요소는 움직임의 진행 양상을 가늠하는 ‘공간(space)’ 요소이다. 공간
요소에 따라 움직임은 “직접적인(direct)” 움직임과 “유연한(flexible)” 움직임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어떤 움직임이 최단 거리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움직임이다. 만약 어떤 움직임이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유연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과 ‘유연한’이 공간 요소의 에포트 성
분이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움직임의 시작과 지속의 속도를 가늠하는 ‘시간(time)’ 요소이다.
“갑작스러운(sudden)” 움직임은 움직임의 시작과 지속 속도가 ‘평균적인’ 속도보다
빠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천천히 지속하는(sustained)”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14(1), 2018, pp.8-21.
16) 에포트와 정신 에포트에 관한 논의는 다음 문헌을 기반으로 한다. Rudolf Laban and F. C.
Lawrence, Effort: Economy of Human Movement, 2nd ed. London: Macdonald Evans,
1974. Jean Newlove and John Dalby, Laban for All, London: NHB, 2004. Rudolf Laban,
The Mastery of Movement, 4th ed., Revised and Enlarged by Lisa Ullmann, Alton,
Hampshire, UK: Dance Books, 2011. 최정근, 「감정의 지형에 대하여: 라반의 에포트 개념에 대
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15호, 2017a, 117~138쪽. 최정근, 「정서의 유목주
의적 양상 고찰: 유목주의와 정서 에포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61호, 2017b, 325~363
쪽. 최정근, 「라반 이론의 철학적 함의와 확장성 고찰: 라반 이론을 통한 푸코의 ‘체화된 미시권력’
양상 고찰」, 『우리춤과 과학기술』, 제38집, 2017c, 91~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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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과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100미터 달리기 선수들은 출발선에서 ‘갑작스러
운’ 움직임을 보이고, 지친 등산객은 ‘천천히 지속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산을 오를
것이다. ‘갑작스러운’과 ‘천천히 지속하는’이 시간 요소의 에포트 성분이다. 우리는
무게, 공간, 시간 등의 요소와 그에 따르는 에포트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3차원의
좌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7)

<그림 26> 움직임 요소와 에포트 성분
앞의 <그림 1>이 나타내듯이, 모든 움직임의 특질을 에포트 성분으로 지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옮길 때 우리는 ‘무겁고’, ‘직접적이며’, ‘천천히 지속하
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피아노를 옮길 때 나타나는 움직임의 특
질이 우리가 평소에 움직일 때 보여줄 수 있는 여덟 가지 움직임의 특질 중 하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다(2×2×2=8).18) 이러한 양상을 정리한 것이 바로 여덟 개의
“기본 에포트(basic effort)”이고 그것을 정육면체 위에 표기한 것이, 널리 알려진
“다이너모스피어(dynamosphere)”이다. ‘다이너모스피어’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
어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19)

17) 해당 그림은 다음 문헌에서 제시한 것을 새롭게 도안한 것이다. Jean Newlove and John Dalby,
op.cit., p.141.
18) 물론 각각의 움직임이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서로 비슷한 특질을 보이는 움직
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라반의 개념은 움직임 특질을 분석하거나 기록하는 개념으로서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점을 간과해 왔기에,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부적절한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황혜원, 「A
Problem of Dance Notation(무용기보의 한계점)」, 『무용역사기록학』 2, 2002, 109~124쪽.
19) Rudolf Laban, op.cit.,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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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림 27> 다이너모스피어
라반은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는 무게감과 방향, 속도, 그리고 흐름을 분석할 것
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에포트(effort)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에포트는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움
직임의 특질을 규명하는 여러 개념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
요소에서 비롯되어 에포트 성분을 도출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조합하여 움직임의
특질을 규명하는 여러 개념의 총합이 바로 에포트인 셈이다. 사실, 여기서 논의한
것 외에 에포트에는 여러 하부 개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움직임 요소
중 “흐름(flow)” 요소를 논의하지 않았다. 앞에서 기본 에포트 개념을 논의하였지
만, “불완전 에포트(incomplete effort)”, “완전 에포트(complete effort)” 개념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에포트의 몇몇 하부 개념들
만 논의하였다. 다음에 논의할 “정신 에포트(mental effort)”는 이러한 에포트 개
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신 작용을 규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신
에포트는 에포트 움직임 속에 체화된 정신 작용을 가늠하는 시각을 제시해 준다.
정신 에포트의 세부 개념들이 도출되는 과정은 에포트의 그것과 같다.
라반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 혹은 그 움직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움직임과 상응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에너지가 생성
된다고 믿는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정신 에포트는 에포트 움직임
속에 체화되어 있는 마음 작용을 가늠하는 개념인 셈이다. 라반은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미처 제안되기 전에 관련 생각들을 선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정신 에포트를 논의하지 않는 에포트 논의는 피상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
다.20)
20) 정신 에포트를 감안하지 않는 에포트에 관한 논의는, 특히 그것이 연기에 관한 것일 때, 피상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다음 연구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나라, 「배우의 습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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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반은 정신 에포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내적 혹은 정신적 노력을 가늠하는
기준인 “정신 요소(mental factors)”를 제시하였다. 정신 요소는 에포트 개념의 움
직임 요소와 다음과 같이 연관된다. 첫째, 라반은 무게(weight) 움직임 요소와 상
응하는 정신 요소로서 “의도(intention)”를 제시한다. 라반은 어떤 움직임을 진행하
기 위하여 들이는 물리적 에너지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 혹은 목적이 결부된
다고 믿었다. “무거운(heavy)” 움직임은 그것을 들어 올리겠다는 “강한(strong)” 의
도와 함께 일어난다. 예를 들어, 체육관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사람의 마음 상태
를 상상해보자. 이 사람은 ‘강한’ 의도를 가지고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 혹은 의도를 가져야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강한’ 의도와 상반된 것이 “가벼운(light)” 의
도이다. 에포트 개념과 같이 ‘강한’과 ‘가벼운’이 ‘의도’라는 정신 요소의 에포트 성
분이 될 수 있다.
둘째, ‘공간(space)’ 움직임 요소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주의(attention)”라는 정
신 요소이다. 움직임 요소에 따라 ‘직접적으로(direct)’ 움직일 때 우리의 주의 혹
은 집중 상태는 “직접적인(direct)” 양상을 보인다. ‘직접적인’ 정신 양상과 상반되
는 것이 “간접적인(indirect)”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지하철
역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즉 옛 연인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만
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며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동안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
고 말았다. 그 남자의 주의 집중은 그 여자에게만 향하는 ‘직접적인(direct)’ 것이
어서 주의 상황을 미처 돌보지 못했던 것이다. ‘직접적인’ 주의 상태와 상반되는
“간접적인(indirect)” 주의 상태는 소위 ‘주의가 산만한’ 양상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직접적인’과 ‘간접적인’이 ‘주의’라는 정신 요소의 에포트 성분이 된다.
셋째, 라반은 ‘시간(time)’ 움직임 요소와 “결정(decision)”이라는 마음 작용을 결
부시킨다. 시간 요소에 따른 ‘갑작스러운(sudden)’ 움직임은 “갑작스러운(sudden)”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하철 객실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
정해보자. 그는 눈을 뜨고 정차한 역을 확인한다. 그러다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했
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열린 문을 통해 객실에서 내린다. ‘갑작스러운’ 의사 결정과 상반된 것이 “천천히
지연하는(sustained)” 결정일 것이다. ‘갑작스러운’과 ‘천천히 지연하는’이 ‘결정’
정신 요소의 에포트 성분이다. 아래 그림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3차원의 좌표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중 ‘()’의 내용은 움직임 요소를 나타낸다.21)
화술 패턴 극복을 위한 라반테크닉 활용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석사논문, 2015. 다시
강조하지만, 에포트와 정신 에포트는 항상 함께 살펴봐야 하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영국의 에섹스
대학 연극학교(East 15 Acting School, a Part of University of Essex)에서 라반 연기이론을 훈
련받았다. 에섹스 대학 연극학교는 라반연기론이 태동된 곳이다. 그곳의 라반연기론 교육과정은 “에
포트(effort)” 교육에서 시작하여. “움직임 감각(movement sensation)”, “정신 에포트(mental
effort)”, 그리고 “4개의 드라이브(four drives)”에 관한 교육으로 마무리된다. 참고로 영국의 에섹
스 대학 연극학교는 2020학년도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의 대학평가에서 연극·무
용 분야 1위로 선정된, 영국의 여러 명문 연극학교 중 하나이다.
21) 몇몇 용어들이 ‘같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벼운(light)’이라는 용어가 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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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움직임 요소와 정신 요소
움직임 요소와 정신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 예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괴한
에게 습격을 당해 큰 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사람은 ‘무겁고’, ‘직접적이
며’,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때 그 사람의 마음 작용은 ‘강한’ 의도로, ‘직접
적인’ 주의 집중력을 보이며, ‘갑작스러운’ 결정 양상을 보인다. 라반에 따르면, 우
리의 움직임과 함께 어떤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세 가지 정신요소에
따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 작용의 특질은 그것이 체화된 움
직임의 특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예와 달리 움직임의 특질과 마음 작용의 특질이 서로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A가 갑자기 화가 나서 B에게 ‘공격적인’ 마
음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마음은 ‘강한’ 의도와, ‘직접적인’ 주의,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정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A는 B에게 ‘가볍고’, ‘유연하며’, ‘천천히
지속하는’ 몸짓으로 인사를 하거나 혹은 악수를 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
는 대부분의 사람은 움직임의 특질과 이질적인 마음 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묘한
소와 정신 요소의 에포트 성분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실 라반 관련 연구들에서는 개념 및
용어 사용에 있어 약간의 혼선이 있어 왔다. 그 양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본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단지, 연구자는 최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용
어 사용에 관한 혼선을 정리한 후 관련 개념 및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만을 밝힌다. 라반 이론
에 관한 최근 동향과 여러 혼선 등을 살펴보고 싶다면,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최정근, 「라
반 이론의 철학적 함의와 확장성 고찰: 라반 이론을 통한 푸코의 '체화된 미시권력' 양상 고찰」,
『우리춤과 과학기술』 38, 2017, 91~118쪽. 정신 에포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다음
문헌도 참조할 수 있다. Jean Newlove and John Dalby, op.cit., pp. 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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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앞에서 제시한 정육면체 즉 다이너모스피
어 위에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나)
<그림 29> 친절함과 공격성의 대조적 양상
라반의 관점에서 비체화적 태도는 어떤 마음의 정신 에포트가 그것을 드러내는
움직임의 에포트와 서로 이질적일 때 발생한다. 앞에서 제시한 그림을 통해 비체화
적 태도의 전형적인 양상을 알 수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
는 마음은 ‘강한’ 의도와, ‘직접적인’ 주의,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정을 보여준다.
그런 공격적인 마음은 ‘무겁고’, ‘직접적이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서 잘 드러날
수 있다. 공격적인 움직임은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향해 앞으로 지르는 빠른 펀치와
도 같다. 그런데 ‘공격적인 마음 작용’이 권투선수의 펀치와 같은 동작이 아닌, 누
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가볍고’, ‘유연하며’, ‘천천히 지속하는’ 움직임을 통해 드
러난다면, 우리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정리하면, 비체화적 태도의
특질은 그것이 드러나는 움직임의 특질과 ‘이질적’이다.
비체화적 태도는 우리가 종종 맞닥뜨리는 ‘일상적’인 태도가 아닐 수 있다. 비체
화적 태도를 드러내는 움직임의 에너지, 진행 양상, 시작과 지속의 속도는 흔히 우
리가 목도하는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비체화적 태도는 종종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각
을 제안한다. 르페브르는 우리의 일상의 리듬이 ‘지배’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
한 지배적인 양상의 주체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
움직임의 주체는 아닌 셈이다.22) 라반과 르페브르의 관점을 종합하면, 일상 속 움
직임의 ‘시간적’ 특질과 그것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작용의 ‘결정적’ 특질은 서

22) 르페브르의 진단에 따르면, ‘자본’이 우리 움직임의 리듬을 ‘지배’하고 있다.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앙리 르페브르, 정기헌 옮김,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서울: 갈무
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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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질적이다. 즉 우리는 원하는 리듬에 따라 움직임의 시작과 지속의 속도를 결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우리가 일상 속 움직임의 ‘시간적’ 주체가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 외부적 환경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 움직임의 리
듬을 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비체화적 태도는 간혹 그것의 주체와 관찰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긴장감’과 ‘해
방감’을 동시에 줄 수 있다.23) 비체화적 태도는 그것이 드러나는 움직임과 ‘이질적’
이기에 ‘긴장감’을 줄 것이다. 또한,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체화적 태
도는 어떤 해방감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강요된 리듬에 벗어나서 일상 움직임의
리듬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반의 관점을 차용하자면,
단순히 움직임의 ‘시간’ 요소만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움직임의 진행 양상과 결
부된 주의 집중의 양상 또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영화 속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비체화적 태도를 논의해보려고 한
다. 그 인물은 바로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Suicide Squad)>의 할리 퀸(Harley
Quin)이다. 연구자는 할리 퀸이 연기하는 몇몇 장면에서 비체화적 태도가 잘 나타
난다고 본다. 여기서의 논의가 할리 퀸이 비평가와 관객들에게 주목받았던 여러 이
유 중 하나를 밝혀줄 수도 있다.
4. 비체화적 태도 사례 분석: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 퀸’ 장면
비체화적 태도와 관련된 앞의 논의에 따라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Suicide
Squad)>에서 등장하는 ‘할리 퀸(Harley Quin)’의 장면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는
할리 퀸이라는 인물이 비체화적 태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본다.24) 할리 퀸은 할
리 퀸젤이라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치료하던 범죄자이자 반사회적
인물인 ‘조커(Joker)’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25) 조커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는 비
체화적 태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할리 퀸’과 ‘조커’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
다. 연구자가 조커가 아닌 할리 퀸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리 퀸은
외부 요인으로 비체화적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 즉 그녀는 환경적 영향 때문에 움
직임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작용의 특질을 이질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23) 비체화적 태도로 인한 여러 감정들은 양가적 감정일지도 모른다. 양가적 감정 혹은 감정의 양가성
은, 감정이 어떤 하나의 기호 체계로 규정될 수 없음을 지시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양선이,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은 양가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프린츠의 유인가 표지 이론을 지지하여,” 『인간,
환경, 미래』 11, 2013, 109~131쪽.
24) 마고 로비(Margoty Robbie; 1990~)라는 여배우가 할리 퀸을 연기하였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 출
신의 연기자로서 현재 미국 헐리우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5) 다른 정신과 의사들도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당 환자에 대한 관심과 친절함이 애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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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셈이다. 그러한 설정은 ‘체화’ 혹은 ‘체화된 인지’ 개념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체
화된 인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 작용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하거나 생
성된다. 둘째, 할리 퀸의 비체화적 태도가 다른 인물의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
난다고 본다. 할리 퀸의 폭력성은 간혹 여성적인 움직임을 통해 드러난다. 할리 퀸
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성과 유리된다고 믿어지는 ‘비체화적’인 공격성을 잘 보여
줌으로써, 관객이 기괴함, 긴장감, 놀라움, 혹은 해방감 등을 느끼도록 만든다고 본
다.
할리 퀸의 비체화적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사건 진행에 관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고대부터 살았던 초인간적인 존재가 미국의 한 도시에 등장한
다. 그것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파괴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리 퀸을
비롯한 다른 ‘반사회적인’ 인물이자 범죄자들이 미국 국방성이 주도한 자리에 모인
다. 할리 퀸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은 초인적인 존재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전을 보
호하기 위해 ‘급하게’ 조직된 ‘자살특공대(suicide squad)’인 셈이다. 수어 사이드
스쿼드는 미 육군 정예부대와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통솔을 받는다.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할리 퀸의 첫 번째 비체화적 태도는 다른 등장인물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작전을 수행할 미 육군 정예
부대와 상견례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녕! 난 할리 퀸이야. 반가워. 하?
뭐라고? 다 죽이고 도망치라고? 미안, 머릿속의 목소리야. 농담이야, 농담!” 비록
그녀가 ‘농담’이라고 말하지만, 사건 진행을 고려해볼 때, 그녀가 주위 미군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때 드러나는 할리 퀸의 공격
적인 태도는, 정신 에포트 개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단 무겁고, 직접적이다. 시
간 요소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갑작스럽거나 천천히 지속해 온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는 가볍고,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드러난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여성이 연인에게 ‘교태’를 부리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 속에 ‘살인의 폭력성’
이 나타난다.
다른 인물들과 대비되는 할리 퀸의 비체화적 행위는 계속 이어진다. 스쿼드의
구성원들을 ‘지휘’하는 한 육군대령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들 목엔 초소형
나노 폭탄이 있다. 쌀알 크기지만 수류탄만큼 강력하지. 내게 불복종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도주하려 해도 죽는다. 날 짜증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 너희
들은 죽는다.” 이때 할리 퀸은 적대적인 내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미리
말하는데 난 짜증 유발자야.” 이때 그녀가 손을 들고 말하는데, 그 움직임 또한 앞
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가볍고, 유연하다.
그녀의 또 다른 비체화적 태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스쿼드를 지휘하는 대령
은 한 인물을 그들에게 소개한다. 그녀는 바로 카타나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자객
혹은 무사로서 대령을 호위하는 경호원과 같은 존재이다. 그녀를 보고 할리 퀸은
다음과 같이 조롱하듯이 말을 건넨다. “할리 퀸이야. 만나서 반가워. 냄새 진짜 좋
다. 무슨 향수야? 죽음의 악취?” 이 말을 들은 카타나는 칼을 쥐고 죽여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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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이때 할리 퀸이 보여주는 행위는 미소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 역
시 가볍고 유연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그녀의 폭력적인 내적 태도와 그것이 드러난
움직임의 특질을 도형 위에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그림 30> 할리 퀸의 비체화적 태도의 양상
앞의 도형에서 왼쪽 아랫부분은 공격적인 내적 태도와 어울리는 움직임의 특질
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겁고, 직접적이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내지르는 주먹이 이러한 움직임 양상을 보여준
다. 혹은 군인이 칼로 상대방의 몸통을 가격하는 것과 같다. 앞의 도형에서는 할리
퀸이 실제로 보여주는 움직임의 특질도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특질은 애
완동물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가볍게 웃으면서 보여주는 움직임의
그것과 유사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할리 퀸의 모든 내적 태도가 비체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녀의 애인인 조커가 죽었다고 믿었을 때 보여주는 내적 태도
는 충분히 체화적이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스쿼드의 다른 인물이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실수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할리 퀸은 그에게 독설을 퍼붓는다.
할리 퀸은 체화적 태도와 비체화적 태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인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할리 퀸이 영화 속 인물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영화는 ‘인첸트리스’라
는 초인간적 존재가 인간 세상을 파괴하고 정복한다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설정 속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결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할리 퀸이다. 즉 할
리 퀸으로 인해 영화 속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셈이다.
또한 할리 퀸은 다른 인물과 달리 갇힌 곳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인물이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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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위협하는 초인적 존재를 무찌른 후, 스쿼드 구성원들은 영화의 전반부와 같
이 다시 교도소에 갇힌다. 그런데 영화 마무리 부분에서 할리 퀸은 탈옥을 한다.
르페브르의 관점에 따르면, 할리 퀸의 탈옥이 일상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메타포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할리 퀸의 비체화적 태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연기자는 어떻게 비체화적 태도를 체계적이며 분석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련 연기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원칙만을 제안하며 논의를 갈음하려
한다. 첫째, 연기자는 자신의 움직임과 화술을 라반의 관점에서 훈련해야 한다.26)
움직임의 무게감, 진행 양상, 그리고 시작과 지속의 속도를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동시에 화술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연습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체
홉의 심리 제스처를 훈련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27) 둘째,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혹은 움직임 도중에 느껴지는 마음 작용의 특질
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릴 때, ‘강한’
의도가 수반되고, ‘직접적인’ 집중과 주의력이 필요하며, 그 움직임을 ‘천천히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듯, 어떤 움직임과 어울리거나 그것에 체화되
어 있는 인지의 특질을 먼저 분석적으로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에포트 움
직임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와 이질적인 마음 작용을 ‘실험’해봐야 한다.
그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움직임 당사자는 무엇을 느끼는지 자각할 수 있어야 한
다. 아울러 그런 움직임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서로 토론해야 한
다. 그래야 비체화적 태도가 주는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네 가지 체화주의 개념과 라반의 에포트 및 정신 에포트 개념
에 따라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보여주는 움직
임 속에는 특정한 인지적 태도가 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라반의
관점에서 움직임의 특질과 체화된 마음 작용의 정신적 특질이 이질적일 때, 비체화
적 태도가 나타난다.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는 관객에게 ‘인상적’일 수 있다. 때
로 비체화적 태도는 극적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 아울러 비체화
적 태도는 우리에게 긴장감 및 해방감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주기도 한다.

26) 라반의 관점에서 연기자를 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원한다면,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Newlove, Laban for Actors and Dancers: Putting Laban’s Movement Theory
Practice, London: Nick Hern Books, 2001(1993).
27) 체홉의 심리 제스처와 관련하여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Michael Chekhov, On
Technique of Acting.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Mel Gordon. Preface
Afterward by Mala Powers. New York, NY: Harper Perennial, 1991, pp.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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