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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미디어, 관객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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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의 유토피아’를 위한 하나의 실험실로서 수어연극의 가능성
전영지(한국예술종합학교)
1. 들어가는 말
연극에서 ‘장애’는 오랫동안 하나의 ‘은유’였다. <리처드 3세>의 ‘일그러진 몸’은 ‘사
악한 정신’을, <유리동물원>의 ‘지체장애’는 로라의 ‘가련함’과 ‘무력함’을, <생쥐와 인
간>의 ‘지적장애’는 주인공 레니를 자신의 힘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로 표상하
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비극으로 이끌었다. 즉, 장애는 ‘인간 조건의 붕괴된 측면’에
대한 상징으로 선택되어 왔으며, 비극은 그러한 주인공의 불가피한 최후로 그려지곤
했다. 물론 극작가들이 유달리 장애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해온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학자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이 지적하듯, “문학적
묘사가 사회적 스테레오 타입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경제적이고 강력”
하기 때문에 장애를 하나의 극적장치로 활용해온 것일 뿐일 터다.1) 허나 이러한 얄팍
한 재현의 반복이 신체적 다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의 오래된 역사와 무관
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재현은 강한 유착관계
속에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희곡 속 장애를 가진 인물들을 연기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비장애인 배우들
이었다. 이에 장애연극학자 페트라 쿠퍼스는 “무대 위 실제로 눈이 멀거나, 미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인물들 없이, 장애는 스토리텔링의 중심이 되는 의미의 저장
소로서 오랫동안 기능해왔다”고 강조한다.2) 더 나아가 쿠퍼스는 비장애인 배우의 장
애 표현은 관객이 인물과 은유 사이를 쉽게 분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장애는
비장애인 배우에게 내재된 육체적 특질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은 장애를 배우와 분
리하여 – 극작가가 의도한 대로 – 하나의 상징으로 인지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손상
된 신체는 손상된 영혼을 의미한다’는 극작술적 설정이 개개의 인물을 벗어나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것이 쿠퍼스의 주장이
다.3)
위와 같은 문제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영국을 시작으로 장애를 의학이나 병리학이 아니라 인문·사
회학적 탐구의 대상로 파악하는 학문인 장애학이 등장하면서, 문학과 예술분야에서도
장애를 비평적 분석의 범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학은 장애를
1)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옮김,『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
가』, 그린비, 2015, 26쪽. 같은 맥락에서 데이비드 미첼과 샤론 스나이더는 ‘장애’가 ‘서술적 보조
장치(narrative prothesis)’로 사용되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David T. Mitchell, Sharon L.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2) Petra Kuppers, Theatre & Disability, London: Palgrave, 2017, p.5.
3) Ibid.,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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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일환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이를테면 톰슨은 자신의 연구
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를 인종, 젠더, 사회계급, 민족, 섹
슈얼리티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화적 연관(culture-bound)으로, 그리고 신체
적으로 정당화된 차이로 재구성함으로써, 몸과 정체성의 문화적 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관련된 용어를 바꾸어 내는 것이다.”4) 즉, 장애란 문화적 재현과 사회
적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다름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인종이나 젠더문제를
다루듯 문화비평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학과 연극학·퍼포먼스 연구 사이의 간(間)학제적 연구가 2000년
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5) 장애가 – 톰슨이 지적했듯 – 정체성 정
치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는 인식으로 장애 재현의 문제에서부터 장애의 수행적 측
면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배리어프리 공연과 공연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예술가들의 교육과 고용 문제 등 실질적인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
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업이 눈에 띄게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럼 비장애인의 장애 재현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의 복합성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왔다는 판단으로,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작
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장애인 예술가들은 전통 서사 속 정형화된 재현과
그러한 재현에 수반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미학적 관습에 도전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는 소수자 정체성의 하나로서 그 고유의 미학을 생산하는 조
건으로 재규명되고 있는 것이다.6)
국내에서는 2019년을 장애연극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본다. 국내 장애인 극단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으며 관련 연구 또한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2019년 들어 배리
어프리 공연이 공공극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장애에 대한 포럼이나 좌
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다양한 학술·비평 매체들이 기획기사로 장애연극을 다루
었기 때문이다.7) 본 발표는 이러한 최근의 흐름이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
4)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앞의 책, 15쪽. 장애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덕, 「미국 장애연극에 나타난 다양성의 정치학」, 『영어영문학』56.4, 한국영어
영문학회, 2010, 507-601쪽.
5) 캐리 샌달은 연극 전문잡지『미국 연극(American Theater)』이 장애연극을 특집기획으로 다룬
2001년 4월을 주류극장과 학계가 공식적으로 장애연극을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잡고 있다.
Carrie Sandahl, “From the Streets to the Stage: Disability and the Performing Arts”, PMLA
120.2, 2005, p.622.
6) Carrie Sandahl, Philip Auslander, “Introduction: Disability Studies in Commotion with
Performance Studies”, in Bodies in Commotion: Disability & Performan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pp.1-12.
7) 국내의 대표적인 공공극장 중 하나인 남산예술센터는 4월 공연작 <7번 국도>을 시작으로 극장
공연작품들을 베리어프리로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극단 애인은 두산아트센터에서 <인정투쟁:
예술가편>을 공연함으로써 장애연극의 관객 바운더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장애연극에 대한 논의 또한 전에 없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2019년 초 서울문화재단은 ‘같
이 잇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장애/비장애인의 공존을 모토로 한 예술포럼을 개최했으며, 하반기에
는 발행 웹진인 『연극in』의 기획기사로 장애인 연극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섯
차례에 거쳐 실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발행되는 『연극포럼』은 2019년호 기획기사로,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발행하는 『연극평론』은 2020년 봄호 특집기사로 장애연극을 다루었다. 김지수,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장애연극? 물길을 만들어 온 장애연극!! - 장애예술에 대하여」, 『웹진 연극in』,

77

연극에 대한 논의가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어연극’
을 주목하고자 한다. ‘수어(手語)’8)는 다른 음성언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의 언
어이며, ‘수어사용자’ 즉 농인(聾人)들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정체화하지 않지만, 수어
연극은 ‘장애연극’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농인 정체성과 농문화(聾文化)의
고유성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어연극이 – 캐리 샌달과 필립 아우슬란더가 지적
하듯 – “장애의 우연성(즉, 장애인 정체성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장애학의 사회적
관점)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신체적 다름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미학 모델을 제시하
며,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통역’ 방법론을 제안하기 때문이다.”9)
이에 본 연구자는 수어연극을 대상으로 ‘통역’의 무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수어연극은 – 농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 거의 언제나 수어와 음성
언어를 혼용하는 ‘이중언어극’의 형식으로 공연화되는데, 두 언어를 무대화하는 구체
적인 방식이 장애, 또는 신체적 다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제공해왔는지 검토할 것
이다. 더 나아가 어떠한 통역의 무대화 방식이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자 농인 정체성
의 기반인 수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미학으로 발
전할 수 있는지 질문코자 한다. 이에 본 발표는 장애학의 관점에서 청각장애/농문화가
논의되어온 방식을 확인한 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어연극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농인극단(National Theater of the Deaf)과 데프 웨스트 극단(Deaf West
Theater)을 중심으로 수어와 음성언어가 사용된 방식을 검토하여, 그러한 통역의 무
대화 방식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진단할 것이다. 수어연극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미국 무대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창작자들이 소수자 정체성으로서 장애에 접근하
여 이를 무대화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다.
2. 장애학과 청각장애/농문화
소설가 김초엽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애학은 “몸의 손상이 장애를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손상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구조가 장애를 만[드는]” 것이며, “특정한 형태의
몸에 맞추어 설계된 세계가 어떤 종류의 몸을 장애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0) 즉 장
<https://www.sfac.or.kr/site/theater/WZ020300/webzine_view.do?wtIdx=11894>(접속일: 2020.10.19.); 문
영민,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장애연극 #5 - 우리는 노를 저어 어디로 갈 것인가」, 『웹진연극 in』,
<https://www.sfac.or.kr/site/theater/WZ020300/webzine_view.do?wtIdx=11946>(접속일: 2020.10.19.); 이
성곤, 「장애연극의 개념과 미학적 가능성」, 『연극평론』, 2020년 봄호, 145-149쪽.
8) 일반적으로 ‘수어(手語)’와 ‘수화(手話)’가 혼용되고 있지만,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당시
‘수어’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결정됐다. ‘수어’는 ‘수화언어’의 준말로서 ‘수화’가 ‘농인들의 공용어’로
서 하나의 독립된 ‘언어’라는 사실을 담아내는 용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적으로 공식명칭이
‘수화’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어’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다.
9) 캐리 샌달과 필립 아우슬랜더가 편집한 『소란 속의 몸들(Bodies in Commotion)』은 장애학과 퍼
포먼스 연구 사이의 첫 번째 간학제적 연구서로 평가된다. Carrie Sandahl, Philip Auslander,
op.cit., p.8.
10) 김초엽은 본인 스스로 후천적 청력손실을 경험한 청각장애인으로서 SF와 함께 장애를 주요 화두
로 집필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초엽, 「작가노트: 어디에도 없는 세계」, 『2020 제11회 젊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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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학은 장애를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개선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결함으로 보
는 전통적 관점에 대항하여 ‘사회적 모델’ 또는 ‘소수자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사회적 모델’은 – 김초엽이 지적했듯 – 장애는 비장애인만을 위해 설계된 사
회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계단이, 맹인에게는 묵자(墨字)
로 된 책이 그들을 ‘장애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장애는 언제나 사회적 장애이며,
중요한 것은 그 장애를 보완하는 제도를 사회가 갖고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결
국 장애는 “신체적 ‘비정상’의 속성, 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몸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는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규칙”과 관련한다고 톰슨은 지적한다.11)
기실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경도는 천차만별이며, ‘장애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의료
적 조건, 또는 몸의 상태라기보다는 오로지 사회적 차별에 대한 기억뿐이다. 수잔 웬
델이 지적하듯, 장애의 다양성과 일반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이라
는 단어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12) 따라서 사회적 접근만이 ‘장애’라는 이토록 인위적 용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장애의 정의와 의미가 결코 절대적이거나 고정
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종교적·정치적·경제적·건축학적 요인 등에 근거
하여 변화해왔음을 지적한다.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로는 인류학자 노라
엘렌 그로스의 『마서즈 비니어드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를 들 수 있다. 미국 남
부에 위치한 마서즈 비니어드섬에서는 유전적으로 고립되었던 까닭으로 섬인구의 반
이상이 농아로 태어났는데, 이를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테면,
“섬의 한 노인은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
으로 생각하지 않았소.’”라고 말했다고 그로스는 인용한다.13) ‘듣지 못함’을 장애로 규
정하는 대신에, 수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가 개인 능력의
결손이 아니라 주변 사회에 의해 조립되는 ‘사회적인 구조물(social construct)’임을
실제적으로 증거한다.
‘사회적 모델’에서 더 나아가, ‘소수자 모델’은 새로운 장애 정체성을 스스로 개발함
으로써 장애의 가변성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전제를 확장한다. ‘소수자 모델’에 따르
면, 장애인들은 교육·고용·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기억을 바탕으
로 소수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농인커뮤니티가 ‘소수자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고 볼 수 있는데, 농인들은 – 장애학의 발흥 훨씬 이전부터 –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
역사, 관습을 발전시켜왔다.
수어는 흔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의사소통의 보조수단’ 쯤으로
여겨지지만, 고유의 통사구조와 문법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언어이며, 이 언어를 바탕
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183쪽.
11) 로즈마리 갈런드 톰슨, 앞의 책, 17쪽.
12) 수전 웬델, 김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
린비, 2013, 76쪽.
13) 노라 엘렌 그로스, 박승희 옮김, 『마서즈 비니어드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한길사, 2003,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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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인 커뮤니티는 농문화를 구축해온 것이다.
기실 ‘듣지 못함’을 장애로 간주할 것인가 농문화의 특징으로 긍정할 것인가는 수
세기 동안 경쟁해왔으며, 이에 따라 수어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금지시켜야 하는지의
문제 또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재에도 청력을 손실한 사람들이 모두 수어
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리’가 독점적인 힘을 갖는 주류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 택한 사람들은 구화법(口話法, 입술을 읽는 방식)
을 익혀 음성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한다.14) 그러나
농문화 운동가들은 ‘농(聾)은 하나의 문화의 표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일례로 영국 농문화 운동가 패디 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어적 소수집단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기 원한다. 우리를 장애인
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불편하지 않
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음을 증명할 뿐이다.15)
농문화 운동가들은 이렇듯 구화법이나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등을 통해 자신들을
‘정상화’ 혹은 ‘건청인(健聽人)화’하려는 교육적·사회적 제도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고유
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수어를 모국어로 받아들이고 농문화와 자신을 일체화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의 삶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농인과 청인
(聽人)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 농인들의 문화적 가치 맥락에서 이해할 때[야
비로소]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16)
‘수어연극’은 수어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한 농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미국 수
어연극의 역사는 수어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반대의 근거가 무효함을 예증한다. 수어
사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1847~1922)은 수어교육이
청각장애인들을 주류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17) 그러
나 수어연극 작품들 중 상당수는 농인만을 위한 작품으로 기획되기보다는, 청인과 함
께 창작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극의 형식으로 공연되어 왔다. 다음 단
락에서 소개하듯, 수어연극은 – 적어도 미국에서는 – 농인과 청인의 소통의 접점을 확
14)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차이를 영어로는 ‘deaf’와 ‘Deaf’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 이현화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청사회에서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
인을 같은 범주인 농인(deaf)으로 묶곤 한다. 하지만 농사회에서는 그 특성이 달라 서로를 다른 집
단으로 분류한다. 문화와 정체성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며
농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사회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삼아 스스로 ‘농인(Deaf)’으로 불리기 원
한다. 하지만 청각 장애가 있더라도 음성언어를 사용하며 청사회에서 주로 지내는, 소리의 문화에
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인보다 ‘청각 장애인(hearing impaired)’으로 불리기 원한다.” 이현화,
「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 『우리는 코다입니다』, 교양인, 2019, 75-76쪽.
15) Jessica Berson, “Performing Deaf Identity: Toward a Continuum of Deaf Performance”, in
Bodies in Commotion: Disability & Theatre, Carrie Sandahl, Philip Auslander(e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p.44 재인용.
16) 장윤영, 정호영, 「농인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소리 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
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11.4,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0,
519쪽
17) 라일라, 『나는 귀머거리다』, 텀블러 북스, 2015,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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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런 까닭으로 통역의 무대화 방식이 수어연극의 최
대 난제이자 다양한 도전을 자극하는 미학적 실험의 원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 수어연극과 통역의 무대화 방식
미국 수어연극(sing language theater) 또는 농인연극(theater of the deaf)18)은
‘세계유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교’로 알려진 갈라우뎃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 갈라우뎃 대학의 영문과 학과장이었던 윌리엄 C. 스토키는 미국수어에 대한
언어학 연구서인『수어의 구조(Sign Language Structure)』를 출판하는데, 이 저서는
‘현대 수화언어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19) 수화를 언어로 접근한 최초의 학술서적
이기 때문이다. 같은 해, 스토키의 동료 교수였던 레오나드 시거는 “제대로 학습되고
제대로 사용된 수어는 상당한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측
면에서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감정 표현에 적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
며, 수어의 연극적 잠재성을 시사한다.20) 더 나아가 갈라우뎃 대학은 그 다음 해인
1961년,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를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수어연극의 가능성을 증
명하는데, 바로 이 공연을 세계 최초의 수어연극 극단인 국립농인극단(National
Theatre of the Deaf)을 설립한 데이비드 해이가 관람했다고 한다.21)
1966년 설립된 국립농인극단은 수어연극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
으며 수어연극의 형태를 실험해왔으며, 현재까지 미국 전역과 해외 투어 공연을 지속
하며 수어연극의 모델로서 기능해왔다. 무엇보다 미국 수어연극의 발전 방향을 농인
들만을 위한 작품을 계발하기보다는 농인과 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설정
한 것이 바로 국립농인극단이다. 마빈 칼슨에 따르면, 초기에는 ‘농인을 위한(for the
deaf)’ 공연을 만들어야 하는지, 농인과 청인을 아우르는 관객을 대상으로 ‘농인의(of
the deaf)’ 공연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극단은 후자를 택한다.
칼슨은 이러한 선택이 “수어가 일반 관객을 위한 연극적 표현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당시 갈라우뎃 대학에서는 수어통역자
를 무대에 세우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 통역을 전달하게 한 반면, 국립농인극단은 처
음부터 모두를 무대에 세워 “상이한 요소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연극적 결
합”을 도모했다는 것이다.22)
18) 농인 퍼포먼스는 ① 예술가의 문화적 정체성, ② 사용되는 언어, ③ 공연의 내용을 기준으로
‘Deaf theater’와 ‘sign language theater’로 대별하기도 한다. 즉 ‘Deaf theater’는 농인 예술가가
수어만을 사용하여 농인의 문제를 다루는 작업을 칭하며, ‘sign language theater’는 주로 청인의
희곡을 청인과 농인배우가 함께 수어와 음성언어를 혼용하며 주제에는 제한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다. 제시카 버슨은 이와 같은 단순한 이분법에 문제제기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개한다. Jessica
Berson, op.cit., p.43.
19) 조정빈, 「같은 나라 다른 언어의 공존, 한국어와 한국수어」, 『대학신문』, 2017년 10월 22
일.<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3>(검색일: 2020.10.05.)
20) Leonard Siger, “The Silent Stage: Classical Drama and the Deaf”, Johns Hopkins Magazine,
12.1, 1960, p12.
21) Marvin Carlson, Speaking in Tongues: Languages at Play in the Theatr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9, pp.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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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립농인극단은 수어와 음성언어를 혼용하는 이중언어극의 형태를 청인
사회에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국립농인극단은 교육프
로그램 등을 통해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작품은 대중에게 ‘청각장애’라는 의학적 상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농문화를 소
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23) 그 대신에 “상업연극 세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자신들의 다름을] 생색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 극단의 예술감독 해이는 말한다.24)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청각장
애인 연극’이나 ‘농인 공연’이라고 칭하는 대신에 ‘시각적으로 놀라운 언어 연극
(visually stunning language theater)’으로 소개하는 것을 선호한다.25)
국립농인극단이 열어낸 이중언어극으로서 수어연극의 미학과 가능성은 이후 수많
은 연극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저명한 실험연극 연출가인 피터 샐러스와 로
버트 윌슨은 국립농인극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미학을 발전시킨 작
업자로 꼽힌다.26) 그러나 무엇보다 국립농인극단의 영향력은 다른 농인극단의 창단으
로 이어졌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체는 데프 웨스트 극단(Deaf
West Theatre)이다. 이 극단은 갈라우뎃 대학 졸업생이자 국립농인극단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워터스트릿에 의해 1991년에 설립되어 전술한 미국 수어연
극의 방향성을 계승했다. 워터스트릿은 한 인터뷰에서 농인들이 하는 작품을 누가 감
히 비판하겠느냐고 물으며, 그러한 시혜적 시선을 넘어 자신들의 작업이 하나의 ‘신기
함(novelty)’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27) 그리고 그는 그 ‘증
명’을 – 국립농인극단과 유사하게 – ‘대중성’을 통해 하려는 듯, 주로 주류공연예술계
의 작품을 선택해왔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농인과 청인이 함께 만드는 ‘농 뮤지컬
(deaf musical)’이라는 장르를 계발하여 공연하고 있다. 그 중 2002년 공연작 <빅 리
버(Big River)>는 특히 캘리포니아 공연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재연되어 ‘데프 웨스트
극단’의 이름을 미국 전역에 알린 작품으로 여겨진다.
마빈 칼슨은 <빅 리버>를 “<미라클 워커(Miracle Worker)>(1959) 이후 농인배우를
기용한 프로덕션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소개한다.28)
이 작품은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기반으로 하여 계발된 ‘농 뮤
22) Ibid., p.209.
23) Shannon Bradford, “The National Theatre of the Deaf: Artistic Freedom & Cultural
Responsibility in the Use of American Sign Language”, in Bodies in Commotion: Disability &
Performance, Carrie Sandahl, Philip Auslander(e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p.86.
24) David Hays, “The National Theatre of the Deaf-Present and Future”,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12, 1967, p.590.
25) Shannon Bradford, op.cit., p.87.
26) 피터 샐러스와 로버트 윌슨이 농인배우들과 만든 공연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Willy Conley,
“Away from Invisibility, Toward Invincibility: Issues with Deaf Theatre Artists in America”, in
Deaf World: a Historical Reader and Primary Sourcebook, Lois Bragg(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54.
27) Karen Wada, “A Show of Hands”, American Theatre 20.6, 2003, p.25 & p.69.
28) Marvin Carlson, op.cit.,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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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컬’로서, 백인 소년 허클베리 역에는 농인배우를, 흑인 노예 짐 역에는 청인배우를
캐스팅하여 두 사람 사이의 다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싹트는 유
대감을 시각화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수어연극이 초기부터 고민해
온 통역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한 명이
나 두 명의 통역자가 모든 농인배우들의 수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 (일부 캐릭터의 경우) 하나의 캐릭터를 청인배우와 농인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방
식을 도입하여 수어연극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즉 2인 1역의 방식으로, 농인배우는
수어로 연기하고 같은 배역을 연기하는 청인배우가 수어를 통역해서 대사를 전달하고
노래하는 방식을 계발한 것이다.29) 이를 통해, 카렌 와다는 청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 함께 동시에 웃고 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공동체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한다.30)
데프 웨스트 극단의 2015년 공연작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는 2인 1역의 캐스팅
방식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배역에 적용해서 공연했는데, 농인배우들은 극 중 배경이
되는 시대의 의상을 입은 반면 그림자 배우(shadow cast)로 불리는 청인배우들은 현
대적인 옷을 입고 등장하여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설정을 택했다.31) 이러한
선택은 2007년 초연된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원(原) 창작진들이 – 출판된 대본의 서
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 프랑크 베데킨트의 <눈뜨는 봄>(1891)을 각색하는 과정
에서 작품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지속됨을 표현하기 위해 원작의 시대적 배경을 변경
하는 대신, 19세기 설정은 유지하되 음악을 현대적인 팝 느낌으로 작곡한 것과 맥을
함께 한다고도 볼 수 있다.32) 그런 까닭인지 데프 웨스트 극단의 <스프링 어웨이크
닝>은 기존 뮤지컬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원래 주제였
던 ‘19세기 청소년에게 주어진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과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부재’라
는 테마에 구화법 습득을 강제했던 농인 교육문제를 대입하여 ‘소통’의 주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33)
더 나아가 무대 위 농인배우와 청인배우들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관객들로 하여
금 농인과 청인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주목하게 한다. 이에 한 리뷰는 “베데킨트의
작품이 요구하는 ‘소통의 정체(停滯)’를 [음성언어와 함께] 미국수어 제스쳐와 안무화
된 움직임들을 통합(incorporation)하여 독특한 재현적 이중언어성을 통해 전달했다”
29) Ibid., p.212.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담당하는 청인배우가 덜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하
는데 반해, 핀의 아버지역을 함께 연기한 청인배우 라일 카노스와 농인배우 트로이 코트런은 마치
코미디 듀오처럼 연기했다.
30) Karen Wada, op.cit., p.25.
31) 여지현, 「[뮤지컬&컬처] [NOW IN NEW YORK] <스프링 어웨이크닝> SPRING AWAKENING」,
『The Musical』, 2015년 10월호,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2558>(접속
일: 2020.10.20.)
32) Steven Sater, “Preface”, Spring Awakening: A New Musical,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 Group, 2007, p.IX.
33) 연출가 마이클 아든은 작품을 준비하며 리서치하던 중, 베데킨트의 작품과 1880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던 ‘제 2회 청각 장애인 교육 국제회의(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of the Deaf)’ 사이의 접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독일의 청각 장애인 교육을
개혁하고자 개최된 국제회의로서, 수화법 보다 구화법을 교육적 방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결정했
기 때문이다. Sarah Wilbur, “Gestural Economies and Production Pedagogies in Deaf West’s
Spring Awakening”, TDR 60.2, 2016,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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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한다.34) 그러나 소통의 문제가 이중언어성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성적 언어들의 ‘통합’보다는 ‘대립’과 ‘충돌’이 더욱 중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무대화보다 불통(不通)의 무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작품 영상을 세세하게 분석한 박혜성은 “침묵, 상호작용의 공백, 즉 극 중 소
통이 좌절되는 순간이 의도적으로 연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언어와 감각의 차이에 기인한 의도된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며 장애인들의 상황을 직
시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35)
이와 같은 불통의 무대화는 <빅 리버>에 비해 발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실
<빅 리버>의 제작과정에서도 “어떤 장면은 결코 수어로 통역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
했었다고 한다.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경험’이라는 환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통역불가능성의 문제를 전면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인배우와 농인배우가 협
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무대화함으로써 소통가능성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점은 마
크 트웨인이 인종문제가 여전하던 1880년대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쓰며,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노예제 폐지 이전으로 잡고 허클베리와 짐이 쌓아가는 우정을 전시하
여 마치 인종문제가 지나간 세기의 일인 것처럼 구성한 것과 맥을 함께 한다고도 볼
수 있다.37) 소설책을 덮으면, 극장문을 나서면 이내 사라져 버릴 판타지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선택은 – 물론 작품 내용의 단순한
반영일 수도 있으나 – 관객으로 하여금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다름’이 공존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경험토록 하는 진일보된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어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하는 미학이라는 면에서 말이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인으로서 수어연극을 공연하기도 하는 공연예술학자인 샤논 브
레드포드는 국립농인극단이 항상 사용하는 마켓팅 슬로건인 “당신은 모든 단어를 보
고 듣는다(You see and hear every word)”의 불가능성에 대해 일갈한다. 그는 청인
배우와 농인배우가 함께 연기하며 서로의 언어를 실시간 통역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논증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통역의 방식이 마치 미국수어와 영어가 시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미국수어와 영어
는 –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관계가 그러하듯 – 판이하게 다른 어휘와 문법을 지닌 별
개의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의 개수 또한 상이하
다. 따라서 이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어
연극의 동시통역방식은 두 언어 사이의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감추어내는 것이
다. 어떤 경우에는 청인배우가 농인배우의 수어에 맞춰 말의 빠르기를 조절하기도 하
34) Ibid., p.148.
35) 박혜성,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리바이벌>의 미학」, 『한국예술연구』 17,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7, 122쪽.
36) Karen Wada, op.cit., p.69.
37)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과 반인종차별적이라는 옹호를 동시에 받은 작
품으로, 마크 트웨인이 흑인에게 가졌던 양가적 감정을 반영한다고 논의된다. 유이나, 「『허클베
리핀의 모험』에 나타난 인종문제의 양가성」, 『미국학』36.2,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3,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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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농인배우가 청인배우의 속도와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수어 대신에 일종의
‘영어대응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38) 즉 영어 문법대로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것으
로, 농인들의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두
경우 모두 오독을 야기한다는 점인데, 관객은 농인배우의 수어와 청인배우의 음성언
어가 정확하게 동일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미학적으로는 매혹적
일 수 있으나 미국수어를 마치 영어의 하위언어 또는 ‘손짓 버전’ 정도로 보이도록 만
들며 고유한 언어로서의 미국수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브레드포드의 지적이
다.39)
문제는 수어가 농인 정체성과 농문화의 토대라는 것이다. 수어를 하나의 독립된 언
어로 구현하는데 실패하면 농문화의 근본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브레드
포드가 인용한 국립농인극단의 공연 리뷰들을 살펴보면, 작품이 다른 모든 측면에서
성공적인 경우에도 미국수어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어
떤 평론가는 “공연자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쓰며 청각장애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노출했으며, 또 다른 평론가는 “농인 관객들이 공중에서 팔을 들고 [밀
밭의 흔들리는] 수많은 밀처럼 손가락을 흔들었다”고 묘사하며 미국수어를 마치 하나
의 ‘독특한 신기함’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40) 사실 관객 모두에게 수어와 음성언어의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실 수어와 음성언어 모두에
유창하지 않은 경우 무슨 수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문장들 속에서 다른 문법
과 통사구조를 감지할 수 있겠는가. 공연이 수어에 대해 어떠한 이해도 제공하지 않
는다면, 청인관객은 수어에 대해서는 계속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극장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브래드포드가 국립농인극단의 공로로 평가하는 것처럼, ‘대중성’ 확보에 주력
해온 수어연극 작품들이 “주류 사회가 농인과 농문화를 경험토록 하고, 농인 예술가
들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어의 연극적 표현력을 증명하며
“다른 농문화 커뮤니티에 연극적 활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은 결코 경시되어서
는 안 된다.41) 뿐만 아니라, 수어가 중심이 되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농인들
의 자존감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수어연극의 공
로이다. 장애학의 ‘사회적 모델’이 설사 모든 종류의 차별과 장애를 설명하는데 실패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오랜 세월 무의식적으로 갖고 살았던 ‘죄책감’을 씻겨준다
38) Shannon Bradford, op.cit., p.89; Jessica Berson, op.cit., p.46. 국내에도 한국어 문법에 따라 한
국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체계가 있으며, 이를 일컬어 ‘한국어대응수어’ 또는 ‘수지한국어(Singed
Korean)’라고 한다. 이현화, 앞의 책, 52쪽.
39) 샤논 브레드포드는 영어와 미국수어(ASL)가 얼마나 다른 언어인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시로
설명한다. 영어로 “Let’s go to the store”를 미국 수어로 번역하면 “STORE WE-2 Go”인데, 이는
미국수어에는 영어의 to나 the에 대응하는 단어는 없으나 영어에는 없는 동사의 방향지시성이나
관련된 인물의 구체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영어에서는 문장의 내용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다섯 단어가 필요했으나, 미국수어로는 세 개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Shannon Bradford, op.cit., p.87.
40) Ibid.,
41) Ibid.,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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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쿠퍼스의 지적처럼,42) 장애예술의 확대는 그 자
체로 장애인들의 자기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브래드포드는 ‘수어연극’을 표방하는 창
작자들이 수어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편견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정하지 않으
면 농인 정체성과 농문화는 계속 오해받고 왜곡되어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다.43) ‘수어연극’이라는 이중언어극의 형태가 ‘대중화’된다 할지라도, 수어 자체에 대
해서, 그리고 수어를 바탕으로 한 소수자 문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역설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열며 말했던 것처럼 무대 위 재현은 일상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이어지며, 이는 작품의
내용이나 캐릭터 설정뿐 아니라 형식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형식 또한 그 자체로 이
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하여 데프 웨스트 극단의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보여준
‘불통의 무대화’는 수어연극의 새로운 지향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인과 농인
의 화합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농인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언어
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고 무지해도 조금도 불편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철저하게 소리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장에서 잠시 머물렀다 이내 사라
질 ‘공동체 경험’보다는 다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경험해나가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
다.
4. 나가는 말
국내에서도 수어연극이 공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2020년 4월 Naver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던 수어 예술콘텐츠 창작집단 핸드스피크44)
의 <사라지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작품은 본고에서 소개한 다른 수어연극 작품들처
럼 농인배우와 청인배우가 서로가 서로의 통역자가 되어 극을 전개하는 형식을 택했
는데, 이 작품을 리뷰한 모든 사람들이 입 모아 강조하는 점은 ‘농인 창작자와 청인
창작자의 협업’ 또는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공존’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리뷰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장애예술연구자 문영민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는 무대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다”45)
고 쓰는 반면, 연극평론가 이유영은 수어와 음성언어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한다. 이
를테면, 어떤 장면에서는 “수어를 하는 배우들과 음성어를 하는 배우들이 한 몸인 것
42) Petra Kuppers, op.cit., p.8.
43) Shannon Bradford, op.cit., pp.91-93.
44) 연극평론가 김소연은 극단 핸드스피크를 배우는 물론 제작진 중 다수가 농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서 수어를 중심으로 공연을 구축하고 비(非)수어사용자 관객을 위해 청인배우의 목소리를 ‘보완’한
다고 소개하며, “공연에서 수어와 소리의 위치가 역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소연, 「감각의
확장을 넘어」, 『연극포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2019, 32쪽.
45) 문영민, 「수어와 음성언어가 다채롭게 공존하는 무대」, 『웹진
연극in』<http://webzine.e-stc.or.kr/01_guide/actreview_view.asp?SearchKey=L&SearchValue=
%EC%82%AC%EB%9D%BC%EC%A7%80%EB%8A%94%20%EC%82%AC%EB%9E%8C%EB%9
3%A4&rd=&flag=READ&Idx=1543>(접속일: 2020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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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동시에 음성어와 수어로 연기”했으며, 또 다른 장면에서는 “두 목소리가 동시에
전달되면서 하나의 목소리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46) 이러한 차이는 공연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오는 것일 테다. 그
러나 달리 말하면 공연이 ‘수어연극’을 표방하면서도 수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기회
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한 다른
작품들처럼 수어가 어떤 언어이며, 음성언어와는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르고, 수어로 사
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소리중심사회가 지금껏 놓치고 있던 어떠한 감각
을 깨우는지를 추적하는 데는 무심했거나 실패한 것이다.
<사라지는 사람들>의 줄거리가 시사하듯, 지금껏 ‘다름’은 이해도, 화해도, 공존도
쉬이 허락하지 않았다.47) 다름은 언제나 차별과 배제의 근거일 뿐이었다. 그런 측면에
서 무대 위 농인배우와 청인배우의 짧은 공존이 농인과 청인의 깊은 이해를 전제하는
듯, 변화된 또는 곧 변화될 관계를 예증하는 듯 감격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
로서 수어통역자이자 언어학 연구자인 이현화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농인과 청인은 같은 지리적 공간에서 공통된 문화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
나 각각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두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가늠
할 수는 없지만 시각에 기반한 사고와 소리에 기반한 사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
다. (중략) 비단 언어의 사용만 다른 게 아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도 농인과 청인의 관점은 다를 때가 많다. 이런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어와 음성언어의 언어학적 차이, 농인과 청인의 인식
론적 차이에 대해 말한다.48) 수어와 음성언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사고
체계와 지각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별개의 언어이듯, 농인과 청인은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사유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다름이 수어연극의 미학적 기반이 되
46) 안타깝게도, 이유영은 배우들을 ‘수어로 연기하는 청인·농인 배우들’과 ‘음성어를 하는 배우들’로
구별하며 ‘청인/농인’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노출한다. 이유영, 「연극 <사
라지는 사람들> - 사라지지 않을 목소리의 하모니」, 『오늘의 서울연극』 116호, 2020년 6월
30일. <http://www.ttis.kr/2020/06/8302/>(접속일: 2020. 10. 12.)
47) 이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끝끝내 서로를 이해하지도 화해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
들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공존과 소통’의 지난함을 전한다. 이에 연극평론가 장윤정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두 서사 모두 무책임한 희망으로 타협하지 않기에 냉정할 정도로 비극적이다.”라고 평
하기도 했다. 장윤정, 「[연극 월평]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발견되는 새로운 가능성」, 『문화잡지
쿨투라』, 2020년 7월 3일, <http://www.cultur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접속일:
2020.10.12.)
48) 일례로, 갈라우뎃 대학의 극작전공 교수인 윌리 콘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묘한 얼굴 표정과
몸의 움직임이 수어의 토대이기 때문에 농인들은 청인들에 비해 인간관계를 ‘읽는’ 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 사회적 만남 중에 청인들은 몸보다 목소리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데 반해, 농인들은
화자의 얼굴이나 몸이 말하는 것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Willy Conley, op.cit.,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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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하며, 수어연극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름을 찾아나가는 일이 되
어야 하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일반화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겠지만,
‘다름’을 찾는 과정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농인을 단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고유한 감각과 감수성과 만나
다름의 매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트라 쿠퍼스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이 모두 사라지면 ‘다름’만이 남
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장애학의 지향점을 탐구하는 하나의 ‘실험실’로서 연극을 제안
한 바 있는데,49) 지금까지 상당수의 수어연극은 농인배우와 청인배우의 하모니를 무
대화하며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물론 농인이 이처럼 동등
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청인과 공존가능함을 증거하는 무대도 계속되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름’에 방점에 찍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의 지
난함을 기억할 때50) 우리는 어쩌면 끝내 ‘유토피아’에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다름’에 대한 탐구는 적어도 우리를 유토피아로 향하는 과정 위에 세워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필자는 ‘다름에 대한 탐구’를 수어연극뿐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으로서
의 장애, 그리고 이를 기반한 고유의 미학을 탐험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안한다.
어쩌면 이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다름’을 찾아 그를 ‘명분’ 삼아 차별과 배제를 반복
해온 인간의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일지도 모
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49) Petra Kuppers, op.cit., p.9
50)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연을 해온 0set 프로젝트의 신재 연출은 한 좌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데 장애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해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공감이나
동의를 떠나서 자기 식대로 해석한 후 쉽게 ‘버려지는’ 것” 같다는 것이다. 신재 외,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장애예술 #3: 장애연극 창작자편」, 『연극in』,
<http://webzine.e-stc.or.kr/03_story/plan_view.asp?SearchKey=L&SearchValue=%EC%9E%A5%
EC%95%A0&rd=&flag=READ&Idx=1459>(검색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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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퍼포먼스의 주요 쟁점과 ‘관객’ 연구
백로라(숭실대학교)
1. 서론
1990년대 이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퍼포먼스의 생산 및 수용 과정에서 주요한 역
할을 담당하면서, 퍼포먼스 연구의 대상과 범주도 이전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디지털 매체 자체에 대한 관심,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퍼포먼스

의 형식 실험, 그리고 과 그리고 관객의 체험방식과 반응 등은 퍼포먼스 연구의 주된
테마라 할 수 있다. 물론 표현매체라든가 공연의 생산 및 수용방식에 대한 논의 자체
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학문적 이론과 기

술, 그리고 그것의 고유한 활용 방식(혹은 존재방식)에 주목하는 것은 이전의 퍼포먼
스 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라이브 퍼포먼스가 공연의 ‘라이브니스
(liveness)’에 주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개념을 의식하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처럼, 뉴
미디어 퍼포먼스나 디지털 퍼포먼스와 같은 용어도 ‘미디어’나 ‘디지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뉴미디어 퍼포먼스51)는 미디어 아트로부터 비롯된 용어다. 미디어 아트는
현대 사회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대중 매체(mass media), 즉 잡지,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을 창조적 수단으로 접목시킨 예술행위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술사에서는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컴퓨터 아트, 인터렉티브
아트, 웹 아트, 멀티미디어 아트 등 그 표현수단이 곧 예술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미디어 아트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매체가 접목된 예술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미디어는 과거의 미디어와 달리, 디지털을 바탕으로 급격
히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예술에 접목시킨 경우를 바로 ‘뉴미디
어 아트’라고 부르며, 뉴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뉴미디어 퍼포먼스’라 한다. 또한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설치 작품 같은 미디어 아트
와는 다르게, 미디어 퍼포먼스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성’이 강조
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디지털 퍼포먼스,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오디오비쥬얼 퍼포먼
스,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등은 넓은 의미의 미디어 퍼포먼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미디어가 주는 새로움, 그 확
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퍼포먼스에 적용한 예술로서 뉴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의 특성
을 복합적으로 지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90년대 이후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라이
브 연극, 댄스, 퍼포먼스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뉴미디어 퍼
51) 미디어아트 및 미디어 퍼포먼스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박신민·박상현, 「재매개 관점에서 본 무대 공간에서의 미디어 퍼포먼스 특성 연구」. 『디지털디자인학
연구』,8(2),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편, pp.45-5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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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먼스는 공연 현장뿐 아니라 연구와 비평의 영역에서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제이 데이비드 볼터(Jay David Bolter)와 리처드 그루신(Richard Grusin)의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52)은 뉴미디어를 계보학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
적이다. 비매개, 하이퍼매개, 재매개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관습과 인터페
이스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주로 미디어의 시각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디지털 퍼포먼스의 경우,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내용, 테크닉, 미학, 전달 방식 등을
보조해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작품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주가 상당히 넓다. 스티브 딕슨(Steve Dixon)에 따르면, 1990
년부터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라이브 연극, 무용, 퍼포먼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기 시작하였고, 인터랙티브 작품이나 인터넷에서 새롭고 드라마틱한 형식과 퍼포먼스
장르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배우를 둘러싼 스크린 위에 디지털로 창조한 이미지를
영사하는 작품,53) 비디오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퍼포머
들을 라이브 무대 위로 함께 불러 모으는 작품도 있었다.54) 또한 윌리엄 포 사이드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CD-ROMs을 창조하였고, 머스 커닝햄은 모션캡쳐 기술과 에니
메이션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서 무대 위에 가상 댄서들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고 한
다. 이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창조된 프로젝션을 활용하는 연극, 무용, 퍼포먼스 아트
로부터 컴퓨터 센서로 작동되는, 기계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로봇 퍼포먼스와 가상현
실 퍼포먼스, 설치작품과 연극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퍼포먼스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사이버 연극 이벤트, MUDs, MOOs, 가상세계, 컴퓨터 게임, CD-ROMs, 수행적인
net.com 작품들을 포함하여,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수행적인 작품과
활동까지 모두 디지털 퍼포먼스로 범주화할 수 있다.55)
뉴미디어 혹은 디지털 퍼포먼스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 중에서도 볼터와 그루신
의 뉴미디어 이론을 활용하여 로베르 르빠주의 퍼포먼스를 분석한 이진아의 논문이
나, 스티브 딕슨의 핵심적인 퍼포먼스 이론을 검토하여 텔레마틱 인터미디어의 공간,
라이브니스, 현존에 대해 분석한 이경미의 논문은 본 논문의 출발 선상에서 미디어
혹은 디지털 퍼포먼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확인하고, 논문의 방향성을 정
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56)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는 거의 10여 년 전의
52) Jay David Bolter & Richard Grusin,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it press, 1999. 제이 데이비드 볼터· 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
뮤니케이션북스, 2006.
53) 로베르 르빠주(Robert Lepage), 더 빌더즈 어소시에이션(The Builders Association), 조지 코티스
공연작품(George Coates Performance Work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teve Dixon, Digital Performance : A History of New Media in Theater, Dance,
Performance Art, and Installation, Cambridge, MA : The Mit Press, 2007, p.1
54) Ibd. p.1 The Gertrude Stein Repertory Theatre and Kunstwerk-Blend의 작품.
55) Ibd. pp.1-3. 요약
56) 일례로, 이진아는 볼터와 그루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로베르 르빠주(Robert Lepage)의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상이한 차원의 리얼리티의 혼재,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현존하는 배우의 몸과의 관계, 전통
적인 연극 관습의 재매개, 뉴미디어를 이용한 공간의 편집 분할” 등과 같은 르빠주 연극의 특징을 뉴
미디어 시대의 연극의 변화와 특징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경미는 “21세기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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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퍼포먼스 이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퍼포먼스를 이해하는 데 일정
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튜 커시(Matthw Causey)의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천사:유보된 제목>을 분석한 주현식의 논
의는 본 연구와 공유하는 바가 크다. 단, 작품 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퍼포먼스
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디지털 퍼포먼스 이론 중에서도 매튜 커시의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
’57),

필립 아우스랜더(Philp Auslander)의 ‘디지털 라이브니스’58), 그리고 이마뉴엘 쉬

퍼(Imanuel Schipper)의 ‘수행적 관객’59)에 대한 논의를 분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
다. 이러한 논의들은 첫째, 디지털 퍼포먼스의 전환과 변화의 징후를 날카롭게 포착하
고 있으며, 둘째 새로운 관점으로 디지털 매체, 표현 형식, 관객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서 다루어진 핵심적인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퍼포먼스 이론과 공연, 그리고 감상과 비평의 영역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
매튜 커시에 따르면, 1999년 12월, 학술지 『씨어터 저널(Theatre Journal)』에 “연
극과 테크놀로지”라는 특별 주제로 주요한 논문들이 게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디지
털 문화를 향한 공연예술인과 퍼포먼스 연구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포함하여, 아우스랜더나 베링거 등 퍼포먼스 연구자들이 초기 디지털 퍼포먼
스에 대해 문제적인 논의를 전개한 바 있지만, 이 저널의 출판을 계기로 디지털 퍼포
먼스에 대한 핵심적인 관심사가 정립되었다.

현장작업에 기초한 연구(Johannes

Birringer), 컴퓨터 리서치 방법과 시각적 모델링의 기록(Frank Mohler), CD-ROM 디
지털 인문학 프로젝트(Chritie Carson), 공연현장의 역사화(Anja Klöck) 등이 바로 그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학자와 예술가들이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날로그
네트워킹 사회 속에서 인터넷이나 각종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공간을 원격으로
동시적으로 연결하는 공연”들을 ‘텔레마틱 인터미디어 시노그래피’로 정의하고, 공간, 라이브니스, 현
존과 관련한 다양한 퍼포먼스 이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딕슨의 저서에서 다루어진 디
지털 퍼포먼스의 다양한 이론 중에서도, 특히 라이브니스와 현존, 디지털 연극과 스펙터클, 가상현실,
텔레마틱스 이론과 공유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을 분석적으로 탐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이진아, 「뉴미디어와 연극 언어의 재매개: 로베르 르파주의 <안데르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드라
마연구』제39호, 한국드라마학회 편, 2013. pp.157-189.
이경미, 「인터미디어 시노그라피 : 공간, 라이브니스, 현존에 대한 담론의 재구성」, 『드라마연구』제
47호, 한국드라마학회 편, 2015. pp.133-173.
57) Matthw Causey, “Postdigital Performance”, Theatre Journal, vol.68, No.3,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 pp.427-441.
58) Philp Auslander, “Digital Liveness: A Historyco-Philosophical Perspective”,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 Vol.34, No.3, 2012. The Mit Press, 2012. pp.3-11.
59) Imanuel Schipper, “From flâneur to co-producer :The performative spectator”,
Performing the Digital, ed. Martina Leeker et al., Bielefeld:Transcript Verlag, 2017.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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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디지털로의 기술적, 이론적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집에 커시는 “더블의 스크린 테스트 : 테크놀로지의 공간에 있는 언캐니 퍼
포머”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라이브 퍼포먼스 속에 있는 매개된 더블들이 언캐
니로 읽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언캐니는 죽음에 대한 징조, 다른 어떤 것,
정착되지 않은 것 등을 의미하였다. 당시 우스터 그룹의 퍼포먼스와 많은 당대의 영
화들, Wag the Dog, Pleasantville, and The Truman Show 등은 현실감과 개인적
자율성의 상실, 매개된 시뮬레이션을 침몰시킬 것 같은 불안을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비디오 이미지는 살아있는 배우보다 훨씬 현실감이 있었다.
이후 커시는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가 디지털의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며,
퍼포먼스 작품들은 디지털의 구조와 전략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포먼스
속에 내재된 디지털의 구조적 요소와 논리는 비동기성과 다차원성, 트랜스 미디어와
트랜스 아이덴티티, 버그와 글리치, 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와 버그 등을 포함하게 된
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이 퍼포먼스 속에 결합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 그 자체로
돌아가서, 디지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포스트 디지털의 미학적 맥락 속에 포함된 디지털 영향의 요소와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비비동기적 시간 기록기와 다차원적 공간 구성, 복제와 모방, 네트워크의 상호
접속과 매체전이, 버그와 오류, 정체성의 전환, 가상현실, 복사와 붙이기 등등이 그것
이다. 디지털의 다양한 영향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요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밍의 언
어를 소개하거나, 차별화된 연구 영역과 확장을 요구한다. 커시에 따르면, 그는 가상
현실 속에 있을 때, ‘after 혹은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현대의 퍼포먼스 시스템은 이머시브 연극, 증강 현실, 인기 있는 게임들, 스트리밍
과 웹 미디어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의 관객성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리고 그것은 포스
트디지털 퍼포먼스의 기능과 과정, 그리고 디지털 사고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일랜
드의 이머시브 공연집단, ANU Productions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공연집단
은 관객 경험의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을 재배열함으로 디지털 미학을 성취한다. 이것
은 1960년대, 그 자체로 이머시브 공연형식을 취하였던 환경연극이 관객과 공연자의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대의 이머시브 연극
은 훨씬 더 전략적이다. 지역적 공간과 사회적 역사를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갑 스쿼드의 <Revolution Now!>라든가 리미니 프로토콜의 <Best Before>와 같은
작품들은 게임의 컴퓨터 인터랙티브 구조와 관계된다.60) 텔레비주얼 환경 속에서는
관객들이 멀티 웹에 기반하는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논평과 상호작용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관객들은 다중적, 비동기적, 동시적
인 전망으로부터 대상을 이해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교환 속에서 주체와 지각된 대상
은 새로운 지각모델을 제공받는다.
커시는 결과적으로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들이 이머시브, 증강현실, 트랜스미디어,
60) Jenifer Parker Starbuck, “The Spectatorial Body in Multimedia Performance”, Performing
Arts Journal 99, no3, 2011. pp.60-7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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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술을 포함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확장된 자아의 감각을 결합한 혼종성의 구
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포스트 디지털 퍼포먼스 이론이 새로운
관객 개념을 논의하는데 유효한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필립 아우스랜더의 디지털 라이브니스
필립 아우스랜더는 자신이 이전에 출판한 저서, Liveness의 1999년 초판과 2008년
수정본을 재검토하고, 라이브니스 개념의 역서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라이브 경험에 대한 생각은 변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라이브니스 개
념과 또 다른 개념을 ‘디지털 라이브니스’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라이브니스는 존재론적으로 규정되는 조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미디어의
작용과 관계된다. 특히 라이브 퍼포먼스의 역사는 녹음 매체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9세기에 녹음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19세기 중엽에는 녹음된 퍼포먼스와
라이브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었다. 그런 점차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면서, 녹음과 라이브는 이항대립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라이브 공
연의 기본 정의는 퍼포머와 관객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방송 기술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이
러한 인식은 바뀌게 되며, 라이브 방송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퍼포머와
관객이 시간적으로 공존하나, 공간적으로는 공존하지 않는다.
또 다른 용어, ‘녹음된 라이브 퍼포먼스 recording live’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라이브 녹음의 경우에는 관객이 시간적 프레임과 물리적 장소를 공연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대신에 처음 녹음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경험한다.
이때 듣는 경험의 라이브니스 혹은 녹음된 것을 보는 것의 라이브니스는 상당히 정서
적이다. 이것은 라이브 레코딩이 특별한 퍼포먼스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청취자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라이브니스도 두 개의 형식을 보여준다. 닉 코드
리의 경우, “두 개의 라이브니스 형식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온라인 라이브니스”와
“그룹 라이브니스”가 바로 그것이다. 온라인 라이브니스가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적인
‘공존’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룹 라이브니스는 모바일 그룹의 라이브니스로서, 메시지
나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통해 지속적인 연결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라이브니스의 경험은 특정 공연자와 관객에 제한되지 않는다. 대신에 항상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의 감각’을 의미하게 된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매개
된 시간적 공존이다.
요컨대, 이러한 아우스랜더의 라이브니스 이론이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1999과
2008년을 거쳐서 2012년에 다시 새로운 라이브니스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디지
털 라이브니스가 그것으로, 아우스랜더의 이론은 컴퓨터와 모바일 등 디지털 테크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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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가 구성하는 라이브니스의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
욱이 1990년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발전한 라이브니스 개념 속에는
무엇보다도 관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퍼포먼스에서 관객
의 문제를 탐구하기에 아우스랜더의 관점이나 이론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
으로 기대된다.

4. 수행적 관객, 산책자로부터 공동창작자로의 전환
이마뉴엘 쉬퍼의 관객이론은 가장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해준다. 이글은 파리의 산
책자에 대한 사유로부터 출발하여, 관객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LIGNA의 <Walking the City>와 리미니 프로토콜의 <Situation Room>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걷는 행위에 참여하는 관객, 그리고 증강현실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관객-배우의 역할과 경험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쉬퍼는 관객을 수동
적으로 감상하는 자가 아닌, users/players/spectators/co-producer로 제시한다. 이
와 아울러 이러한 관객과 디지털 기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디지털 기계의 가이드로
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쉬퍼의 이론은 장소 특정
적 퍼포먼스, 이머시브 퍼포먼스를 포함하여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퍼포먼스에서
관객의 역할과 경험, 이로부터 완성된 공연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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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예술: 수행적 프로덕션, 보이지 않는 현실
백영주(중앙대학교)
영역주의의 패권성에 저항하는 전치(轉置) 방법론으로서 ‘비장소(non-site)’의 전술
은 동시대 모바일 네트워크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대중적으로 변
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빅데이터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이 견인하는 개
별 사용자 중심의 사회관계망 문화의 발달, 나아가 사물인터넷과 A.I 기술 발전은 우
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로 일상에 침투해 현실을 재조직하고 있다. 근대 아방가르
드 예술에서 매체 기술은 관습의 타성에 길든 감성 구조를 와해시키며, 무정부주의적
저항을 넘어 혁신적 미래를 가시적 실체로 구현해내는 구축적 수단이 되었다.
전후(戰後) 상업 소비주의 이미지 환경 속 이미지 패러다임은 해방적 해체와 파열
을 넘어,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몸의 현실을 드러내고 현상을 포착하는 수행적 내러티
브로 옮겨져 왔다. 심화된 시장 만능주의와 결합해 비자발적 무연고자를 양산해온 세
계화와 양극화, 비대칭적으로 고착된 기술 자본의 분배방식 등 현실 인식은 생태계/공
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는 ‘상생’과 ‘공유’ 의식을 깨우며 시스템적 의식을 추동하고 있
다. 예술에서 이러한 위기감은 파편화된 개인들이 한시/상시 접속해 자기 목소리를 내
고 연대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을 기획, 프로젝트화, 생산, 유통시키는 형식의 ‘플랫폼
예술’이 출현한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도/시스템적으로 유통, 폐기 처분되는 기성 형식(오브제, 양식 등 유무형의 자원
을 통칭)을 논쟁적으로 차용, 전용, 유용, 재활용, 재생함으로써 1. 이미지 생산 시스
템 작동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2. 시스템에 길든 인지 구조를 굴절시키거
나 실제 현장에 개입하면서, 중심 반경을 확장해내며, 3. 수용과 생산의 경계 와해를
추동해온 사용자 세대와 소셜 네트워킹 문화를 가용자산 삼아 플랫폼 모델(사회적 기
업, 공정 무역 등의 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예술 활동에 도입)을 구축, 좀 더 지속 가
능한 형태로 현실 구조에 이식하는 방법론이 미술/건축/공연/영상 영역을 가로지르며
테스트 되고 있다.
이는 사건(event), 해프닝, 설치/퍼포먼스, 사이트, 미디어 예술 등, 기성 형식의 재
구성 및 재조합으로 가시화된다. 여기서 ‘플랫폼’을 새로운 형식이나 범주 용어로 이
해하기보다, 의도의 지향성을 봐야 하고, 수용자/참여자 관점에서 인지 부조화의 상황
을 인지 가능한 구조로 치환해낸다는 점에서 구성적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개념이 유튜브 같은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산업 발달의 기
반이 된 콘텐츠 문화 생산/유통/소비/사용자로서 수용자(관객)의 위상 변이와 연동되
고, ‘수행’ 개념과 더불어 예술사적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참여/인지
방법론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플랫폼 개념이 적용된 미술/공연 프로
덕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의 체계성과 경험성의 분석을 통해 (인지) 방법론이자 프
레임으로서 플랫폼 예술을 논제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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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디지털 · 모바일 통신 문화가 일상을 잠식함에 따라 인간의 지각 체계와 소통 양식
은 매체 형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학의 위상 또한 매체학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
세이다. 인과성보다는 상관성이 부각되는 네트워크 시대에 예술 담론은 창작뿐만 아
니라 수용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예술의 의미는 이미지 시스템과 경험 양식과의
관계 안에서 재정의되고 있다. 큐레이터/비평가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b.1965)는 인터넷 사용자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피동적 수용자였던 관객의 위상이 참
여자로 격상되는 예술 현장을 목격하며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 1998)’1)을
주창했다. 나아가 부리오는 ‘포스트프로덕션(Post- production)’2)개념을 통해 예술의
활동 범위가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확장하며 창작의 주체가 다중화 되고 있는 동시대
현상을 시의적으로 포착해내고 있다.
90년대 ‘관계 미학’이 인터넷 세대의 집단 감성을 읽어내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2000년대 출간된 ‘포스트프로덕션’은 현실 참여로서 예술과 시스템을 논하고 있다. 논
제 프레임으로서 포스트프로덕션은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개인
모바일 기기와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플랫폼 경
제가 확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선견적으로 투영해낸다.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담을 공유하며 공동 구매나 크라우드 펀딩을 조직하는 집단 행위는 복
제 재생산을 넘어, 미래비전을 열어내는 창조 개념과 연동되고 있다.
창조의 의미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재맥락화 되면서,
독창성과 독점성에 기초하던 예술의 의미 가치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매체 시스템을
사용하며 함께 누리는 일상 교류 속에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장 재편되는 것
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문화가 발달하면서 현장 예술가들은 사용
자 문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일각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은 ‘아무나’ 하는 예술의 대중화·상업화 현
상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포스트프로덕션은 양극화가 심화된 시장 체제 속 예술이 처
한 현실을 드러내고 미래 향방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 가치가 있다.

2. 사용자(user), 사용(the use), 포스트프로덕션
근대 기술 발전과 산업 혁명을 계기로 범접 불가의 영역에 위치하던 예술이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예술/디자인, 작품/상품, 가상/현실을 구분 짓던 경계 의식은
1)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Dijon: Le Presse Du Reel, 1998.
2) Nicolas Bourriaud, Postproduction:Culture as Screenplay:How Art Reprograms the World,
3rd Ed. Berlin: Lukas & Sternber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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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현실에서 예술의 존재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기성
품과

복제

이미지를

가져다

재구성하는

뒤샹(M.

Duchamp)의

‘레디메이드

(readymade)’를 필두로 아방가르드의 ‘콜라주’, ‘전치(轉置)’, ‘구축’에서 팝아트(Pop
Art) 계열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차용(appropriation)’ 기법 등으로 확장하며
예술과 일상, 실상과 가상, 매체 간 경계 와해 현상을 촉진했다. 대상을 손수 그리고
만들면서 내면세계를 투사적으로 외현화하던 작업은 기성의 것들을 체제 전복적으로
전용(轉用)하는 파격적 행위로 대체되게 된다. 탈권위와 무정부주의를 추구했던 근대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미지 전략은 대중문화와 오락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장 논리
에 수렴돼왔다. 현실 저항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유용되면서 정치적 의미는 희석되
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변형 ‧ 변용의 테크닉은 모바일 기기와 소셜미디어의 사용
이 일상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창발적으로 구사되고 있다. 동시대 매체 환경에
서 ‘형식(form)’은 소비자/대중/시민성이 혼재된 ‘사용자’를 중심으로 임의적 재편과
유용이 가능한 가변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늘날 대중은 ‘시스템 유저’로서 문
화 생산/소비/유통 영역을 상시로 가로지른다. 익명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들은 상호적으로 잠재된 시민 의식을 일깨우며,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프로듀서/
스토리텔러/넷티즌으로서의 역할을 터득해왔다. 이 지점에서 부리오는 현실 쇄신의 행
동태로서 ‘사용’의 수행성과 실천력을 쟁점화하고 있다.
‘후기’ 혹은 ‘탈 생산 체계’로 직역되는 포스트프로덕션에서 형식은 정치사회 문화
적 소통 코드가 새겨진 ‘자원(source)’이다. 여기서 ‘세계(world)’는 유무형의 자원이
분류돼있는 ‘상품 목록(catalogue)’에 비유되며, 창조는 바로 이 ‘목록’의 사용법과 직
결된다. 대량생산된 기성품이나 유행이 지난 양식을 ‘차용’하고 ‘재활용’하는 이미지
생산 방식은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소비주의 생활양식을 극복하고, 자본 권력이 주도
하는 현실을 주체적으로 인지하는 방법이 된다. 예컨대 부리오는 개발도상국에서 대
량 수입된 저가 생필품이나 산업 자재를 활용한 설치 작업을 통해 교환 행위의 관계
역학을 고찰하는 수라시 쿠솔롱(Surasi Kusolwong, b.1965, 태국), 도시 괴담, 만화,
밴드 음악 등의 비주류 10대 문화 이미지를 차용한 몽타주 작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억압된 유년의 기억을 재가공해내는 마이크 캘리(Mike Kelley, b.1954, 미국), 벼룩시
장에서 수집한 기념엽서나 가족사진, 아날로그 필름을 재편집하며 기억과 재현, 상실
과 부재를 서술하는 테시타 딘(Tacita Dean, b.1965, 영국) 등, 베이비부머 및 이후
인터넷 세대 작가들의 작업에 방법론적으로 투영돼있는 현실 인식을 읽어내는 것이
다.
일상 속에서, 일상의 언어로 시스템의 산물을 사용해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 태도는 ‘거주’, ‘프로그래밍’, ‘환경’, ‘생태계’, ‘지속 가능성’, ‘호혜’
등의 사회 구조 및 행동학 용어와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은 생산, 교
환, 분배, 소비로 집약되는 자본주의 삶을 지속시키는 행동 양식이자 생활 습관이다.
특히 상업 소비주의와 유착된 신자유주의 체제 하, 과잉과 소외 현상을 맥락으로 하
는 포스트프로덕션에서 ‘사용’은 무한경쟁 체계 속 불평등과 잉여를 양산해온 시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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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주의에 대한 쇄신력을 가진다. 여기서 ‘사용자’는 일상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변
화를 주도하고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해내는 실천 주체이다. 생산자-소비자, 예술가-관
객 쌍방이 ‘시스템 유저’로 상정되면서, ‘사용’은 서로의 위상을 대등하고 상호적인 구
도로 치환해내는 행동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 인식은 가상/현실을 상시적
으로 넘나들게 되면서, 문화 생산과 수용 영역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IT 네
트워크 환경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프로덕션은 탈중심을 넘어 사용자 중심으
로 재편되고 있는 경험성과 분리해 설명될 수 없는 형식성의 문제를 논제화하고 있
다.

3. 형식(form)으로서 예술
포스트프로덕션의 부제 ‘스크린플레이로서 문화: 예술은 어떻게 세계를 재프로그래
밍하는가(Culture as Screenplay: How Art Reprograms the World)’가 명시하듯,
부리오의 논제는 스크린 매체의 메커니즘을 일상 언어로 체화해내고 있는 동세대의
감성 구조와 예술형식 사이의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구조주의적 프레임에 전제한
부제에 반해 여기서 형식은 의미를 저장, 전달, 보관하는 ‘하드웨어’나 ‘컨테이너’ 개
념을 넘어, 집단 활동과 연계되며 경험주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형식은 유구한
시간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면서 패턴화 되고, 이해관계의 각축장에서 공증(公
證)된 것으로서 지속성과 공표성을 가진다. 관례와 관습으로서 형식은 기계적으로 반
복되는 공식이 아닌 사회적 삶의 실현이다. 무엇보다 형식이 실행될 때마다 생성되는
에피소드나 경험담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나리오처럼 각색되고 공유된다. 서로 다른
생각과 욕망을 투사하며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놀이성에 근간한 유
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식은 ‘공유 자원’으로서, 이는 고정관념에
상충하며 상호 상관성을 가진다.
‘복합(mixed)’과 ‘혼종(hybrid)’으로 표상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해체 대상이
었던 형식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은 근대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경시되던 가치가 재고
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전후 모더니즘에서 형식은 환원 불가한 순수 원형(原形)으
로서, 이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된 현실을 거부하고 성찰을 도모하
는 것이다. 형식주의는 스펙터클로 표상되는 상업주의 소비문화를 양산하는 현실 환
경에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해방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론이 된다. 예술이 시장 논리
를 따라 쾌락을 좇는 대중문화 산업에 편입되는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자본 권력에
예속되길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으로부터 철저한 격리를 통해 본질과 가까워진
다는 환원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야 성립 가능한 것이다. 이에 개별 매체의 절대성과 자율성이라는 불변적 관념이 추
구된다.
엘리트주의로 곡해될 만큼 경계 의식과 통제 기전이 강한 모더니즘에서 수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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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조 vs. 관여의 대립 구도로 이원화되며, 순수와 응용, 예술과 비예술은 구분된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은 이상/현실, 지성/감각, 이성/감성, 공/사 등 우열법적
관계 논리로 고착된 근대적 위계질서를 전복하고 관념을 해체하는 과정으로 전개된
다. ‘현재’ 어디에 속해있는지 의 위상보다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성찰하는 ‘현존
(presence)’ 문제가 중시된다. 이에 불가항력적이고 예측 불가한 ‘우연(chance)’, ‘사
건(event)’,

‘해프닝(happening)’

등이

조형

전략으로

도입되고,

‘비정형성

(informality)’, ‘과정(process)’, ‘불안정성(precariousness)’이 조형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한다. 진행형의 시간과 주관성이 중요시되면서 ‘형식’이 아닌 과정으로서 ‘형성
(formation)’ 개념이 부각된다.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예술은 소유될 수 없기에 ‘형성’
은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 역작용한다. 생산주의와 물질주의에 역행함으로써,
착취와 소외를 야기해온 근대적 시공간 관념은 해체된다.
반면 포스트프로덕션에서 형식은 그 자체로 시스템이자 산물로 인식된다. 여기서
예술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사용자로서, 통용되거나 역으로 배제되고 용도 폐기된 유
무형의 기성 형식을 선별적으로 가져다 재구성해 유통시키는 테크닉을 구사한다. ‘리
(re-), 업(up)-사이클’처럼, ‘사용’은 생활 습관이자 일상의 실천으로서 기성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반한다. 이는 힘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폐기된 것들을 공공의 장
으로 올려 ‘재생(replay)’하고 ‘재프로그램(reprogram)’3)하는 행위로서 논의된다. 후기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유지되면서도 생산적 태도로 전환된 것이다. 무
엇보다 기성 형식을 자신의 언어로 유용하는 과정에서, 이의 가용 여부와 쓰임새를
놓고 묻고 따지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여기서 예술가는 제도권의 수칙을 배우면서도
기존의 가치 체계와 집요히 협상하며 대안적 비전을 도출해낸다. 형식은 유용할 때마
다 사용법이 개정되는 개방적 구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리오는 ‘프로덕션’과 결합
된 접두어 ‘post’가 체제 부정이나 초월적 탈피가 아닌, 상호작용이 활발한 “활동 지
대(zone of activity)”4)라 주장한다. 시스템의 산물을 전용하며 공론의 장이 활성화될
때, 사회적 변화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포스트프로덕션 상황에서 프로덕션 참여자들은 사용자로서 기성 형식이 과거에 사
용되었던 방식과 사용 현황, 나아가 추후 사용법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상상력 속에
서 가늠하면서 시스템 메커니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상호
성에 근간하는 사용의 행동 양식은 관습에 예속되거나 매몰되지 않기 위해 적정한 거
리를 유지하며 대등한 관계성을 지향한다. 기성의 것을 선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능적 활용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된 규약(protocol)을 공공 영역에서 실시간
재생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 상호 간의 수행력을 상향 촉진하며 잠재력을 견인해낸
다는 점에서 단체 게임이나 스포츠 시합에 비유된다. 규약은 일방적 전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속에서 갱신되는 것이다.
3) Nicolas Bourriaud, op.cit, 2010, pp. 19-20. Postproduction 의 부제는 “스크린플레이로서 문화:
예술이 어떻게 세계를 재프로그램하는가(Culture as screenplay: How art reprograms the
world.)”로 제시된다.
4) ibid.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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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오의 논제는 구조적 모순 속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는
전향적 태도를 포착해낸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원본과 사본, 전후의 인과 관계
를 따지는 일이 무의미해진 디지털 이미지 환경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기하급수
적으로 축적되는 정보량은 빅데이터 시장을 열어내기 이르렀고, 비선형적 사고 패턴
이 확산되면서 예술가들은 수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성의 것들을 부정하기보다
공동체의 경험이 새겨진 오픈 소스로서의 가용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리
오는 2007-08년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인터넷 세대의 위기감이 투영되어 나타나
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확장세가 가속화되던 신자유주의는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야기된 세계금융시장 위기를 변곡점으로 찍었다. 부리오
는 이 지점을 분기로 시장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내재화된 무력
감과 냉소를 극복하려는 연대적 움직임을 포착한다.5)
‘사용자(user)’는 ‘쓸모’와 ‘쓸데’를 지정 등급제로 계급화하는 비인격적 시장 현실의
경쟁 구도 속에서 출몰한다. 부리오는 글로벌리즘과 시장만능주의로 표상되는 신자유
주의의 대안이 사용자 문화의 도래와 더불어 모색되는 작금의 상황을 탈-탈근대로의
전환기로 보고 있다. 포스트프로덕션의 연장선에서 부리오가 주창한 ‘엑스폼(The
Exform)’6)은 제도권에서 도태되거나 배제되고 축출되거나 폐기 처분된 잉여/불순물/
쓰레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재생(再生)하는 작업, 산물, 징후 등을 뜻한다.
‘탈정형’으로 번역되는 ‘엑스폼’은 내부적으로 형성되고 알려진 ‘인폼(inform)’에 반하
며7) ‘수용’과 ‘배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정치 사회적 현실의 시스템적 산물인 동
시에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여기서 ‘사용’은 역사의식이 부재하고 맥락 없는 혼성 모
방(pastiche)이나 절충주의(eclecticism)와 구별되며, ‘엑스폼’은 현존재적 구성 의식
개념인 벤야민의 ‘성좌(constellation/星座)’에 비유된다.8) 궁극적으로 엑스폼은 포스
트프로덕션 개념과 더불어 이념의 해체로 표상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계에 봉착한
현장의 동향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부리오는 이를 탈-탈근대의 이미지 전략으로 상정
하고 있다.

5)

Nicolas Bourriaud, “Altermodern”, Supplanting the Postmodern, D. Rudrum & N.
Stavris(Ed.),
NYC: Bloomsbury, 2015, pp. 261-265.
6) Nicolas Bourriaud, The Exform, NYC: Verso, 2016.
7) 디지털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엑스폼은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비정보가 공존하는 정보 홍수 속에
서, 이를 구별하는 데 있어 혼란을 겪는 현상을 뜻한다. Tor Norretranders, The User Illusion:
Cutting Consciousness Down to Size, London: Penguin Books, 1999, pp. 91-96.
8) Nicolas Bourriaud, NYC: Verso, 2016.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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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니콜라 부리오의 Exform 개념, 발표용 슬라이드

3. 공공 플랫폼으로서 예술형식
1. 개혁(reform) 혹은 재건(再建) 체계로서 플랫폼:예술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트프로덕션에서 ‘사용’은 제도권 시스템 및 이의 산물을 이용
하면서 소비 행태와 유통 경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적 행동 양식이다. 이는 시
장 전략에 의해 소외되고 소모되는 식의 피동적 수용 양식을 거부한다. ‘사용자’는 글
로벌리즘과 인터넷 문화의 수혜자로서 상품 가치로 위계화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면서 좀 더 호혜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예컨대 공유 소비나 공정 무역처럼, 착
취적 거래 관계를 넘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을 체제 내에서 구상하는 것이
다. 따라서 여기서는 음원 샘플링, 디제잉(DJing), 리믹싱(remixing), 매슁(mashing)
기법이나 영상 후반 작업 체계에서처럼, 소스 자체의 가치보다는 이의 발굴, 발췌, 각
색, 재배치해내는 편집 기술과 수집 방식이 중요시된다. 방법론적으로 이는 정치사회
문화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력과 구성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계 인식이 부재한 혼
성모방과 구별된다. 여기서 요구되는 조직적 사고는 서로 연대하고 공유하며 현실 문
제를 타결하려는 공조 체계로 현시화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은 사회
적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고자 했던 근대 러시아 구축주의의 개혁성
을 계승한다.
무산 계급인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공산주의 혁명을 배경으로 출몰한 구축주의자들
은 반자본주의 반부르주아를 표방하며, 작업실에서 거리로 나와 현실 환경에 직접 개
입하며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영화, 연극뿐만 아니라 프로파간다 기념비, 포
스터, 직물, 노동자 유니폼,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서 실내 환경, 건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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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주의 예술은 이념-내용-형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사회주의적 삶을 실천하는
실행 체계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영감과 재능을 부여받은 천재 예술가라는 신화와 결
별하고, 공학 기술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지식 습득과 응용을 도모하였다. 이에 수공
예는 ‘산업 예술’로 격상되었으며, 생산 현장에서 삶의 형식을 도출하고 정체성을 디
자인하는 기술자/설계사/프로듀서가 예술가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9) 여기서 구축주의
자들은 노동자들을 생산 주체로 교화시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측면에서
교조주의적 자세를 보인다. 반면 한 세기 후 포스트프로덕션의 ‘사용자’는 노동자이자
생산자이며 시장 소비자로서, 위상과 역할이 복합 다중적이며 개별화되어 있다.

그림 62. 플랫폼 개념, 발표용 슬라이드

영역과 영토를 초월한 무한경쟁 체제인 신자유주의 현실에서 무엇이 살아남고 도태
될 것인지의 기준은 시장 논리로 결정된다. 동시에 정치 경제적 준거를 설정하고 실
행하는 과정에는 사회 윤리적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제도권과 팽팽한 관계 역학 속
에서 ‘엑스폼’으로서 동시대 예술은 ‘인폼’인 관습적 규범을 쟁의적(爭議的)으로 성찰
하며, 대안적 비전을 모색 공유하는 협의적 ‘플랫폼’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명사로
는 ‘구획된 땅’, 동사로는 ‘지도를 만들다’를 뜻하는 ‘plat’과 ‘form’이 결합한
‘platform’은 ‘단상’, ‘승강장’ 또는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골격’을 칭한다.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플랫폼’은 서비스나 상품을 가리
키는 ‘생산물(product)’과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며, 사
용자들 간 교환 거래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모델을 가리킨다.10) 구조, 시스

9) Maria Gough, The Artist as Producer: Russian Constructivism in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05-106.
10) Andrew McAfee & Erik Brynjolfsson, Machine, Platform, Crowd: Harnessing Our Digital
Future, NYC: W. W. Norton & Company, 2018, pp. 15-16. 예컨대 ‘페이스북’이 플랫폼이면 ‘공
유 스토리’는 생산물이다. 동일 논리로 ‘유튜브’-영상 콘텐츠, ‘배달의 민족’-배달, ‘타다’-차량 이동,
’에어비앤비(Air B&B)‘-숙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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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장(場), 상황, 현장, 사이트 등으로 다중 다변화돼온 예술형식과 수행성 논의는 새
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참여자의 시공간적 맥락이 네트워크 환경 속 포스트프로덕션
과 사용자로 전환하면서, 형식적 양상이 근대의 ‘기계’, 탈근대의 ‘사이트’에서 동시대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재맥락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존을 넘어 공조 체계를 이루는 플랫폼-예술은 참여자 개개인이 사회적 자원으로
서 서로에게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도록 이끄는 갱생적 프로젝트로 실체화되고 있다.
덴마크-아이슬랜드 다매체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b. 1967)의 예시
그림 3. <그린 라이트>(Green Light, 2016-17)에서 공조는 분산적 네트워킹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알리아슨은 워크숍과 전시 형식을 빌려, 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난
민/이민자 수용 문제를 주류 예술 현장 한가운데 위치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은 NGO를 통해 다국적 난민/이민자 청소년들과 현지 학생들이 연대하고, 여기에
멘토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 공예가, 건축가, 행정가 등의 전문가 그룹이 연결되는 아
웃소싱을 표방한다.
이어 알리아슨은 자신의 스튜디오에 초대한 기하학자와 공동 개발한 램프 유닛의
형태와 설치 얼개를 함께 고안해가는 워크숍을 주최한다. 여기서 램프는 촉각적 매개
로서, 노드 간 접합·적재· 배치가 자유로운 형태와 스케일로 변조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되어있다. 재활용 자재와 노드마다 초록빛 LED를 사용하는 제작 방식은 “환영의 행
위(act of welcoming)”를 상징하며, 은유적으로 전개된다. 개별 단위에서의 접속과
확장이 무한한 램프 모듈 또한 그림 3-좌의 분산적 유형으로 디자인되어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예술 생산과 소비, 이론과 실습의 장이 동시에 펼쳐지면서 사
회적 기여는 전 방위적으로 실행되게 된다.

그림 3. 좌: 폴 버렌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구조 다이어그램 1964: 좌측부터 중심-탈중심-분산적 유
형:
여러 중심 중 하나가 파괴되면 불통되는 중심과 탈중심 유형에 비해 분산적 유형은 서로 독립적이며 개
별 사용자가 중심이 된다. 이는 인터넷 시스템 모델로 적용되었다.
스튜디오 올라퍼 엘리아슨(Studio Olafur Eliasson), 그린 라이트(Green Light), 57회 베니스 비엔날레,
2017: 2016년 오스트리아 빈(Vienna)에서 처음 시작한 워크숍은 Thyssen-Bornemisza Art
Contemporary와 협력 프로젝트로서, 시리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중국 국적
등의 난민/이민자 청소년 40명이 참가했다.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반-난민/이민자 정서가 팽
배해진 오스트리아 빈과 미국 텍사스 휴스턴(Houston)을 거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진행되었다.

“예술적 워크숍”(artistic workshop)으로 명명된 협력 프로젝트는 무너진 일상을 복
구하고 포용과 확장의 가치를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제시되며 구조적이고도 융합적인
사고를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현장에서 제작된 램프 판매와 모금 행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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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제 난민 구호 단체를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지원 체계로 설계되었다. 프로젝트는
더 나아가 어학 코스와 정책 세미나 등의 이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연동되면서,
일상으로 파고든 글로컬 난제에 대한 해법이 구조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여기서 예술
은 변위(變位)와 표류, 거부감과 불안정의 표상이 된 난민/이민자 청소년들이 소속감
을 느끼며, 현지 학생들과 함께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계기
를 도모한다.
공간적으로 이는 워크숍을 유선형으로 가로지르는 공동작업 테이블 좌우로 강의/수
업/세미나가 진행되는 원형 극장과 휴식용 라운지로 구성되며, 상층 발코니에서 현장
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구역화되어 있다. 진열장 및 책장 등의
모듈 가구 또한 램프 공정 과정처럼 용도/용처에 따른 조합이 용이하도록 가변적으로
배치된다. 작업장/교육장/전시장/극장 등의 다중 역할을 공시적으로 해내는 워크숍은
약자/강자, 교수/학생, 생산자/소비자 등의 이원적 관계 도식을 벗어나, 온오프 사이트
에서 램프를 구매한 소비자를 포함한 참여자 모두가 사용자로서 창조적 활동에 직간
접적으로 교차되도록 유도한다. 이는 서구 열강이 자초한 후기 식민주의 상황과 난민
정책에 대해 폐쇄적 경향을 보이는 유럽 연합(EU)의 관료주의 현실에 대해 탈정형적
네트워킹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는 재건적 태도를 보
인다.
<그린 라이트>는 ‘창조력=자본(Creativity=Capital)’임을 주장하며 ‘사회적 유기체로
서 예술’을 피력했던 조셉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의 연장 선상에
있다. 보이스는 사회주의 혁명에 동참했던 구성주의의 연장선에 있으나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결별했다. 대신 개별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시스템 모델
로 삼고,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적 노동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협
력하는 대안적 시스템을 구상했다. 실천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조각은 드로잉, 다이어
그램, 오브제, 퍼포먼스, 장소 특정적 설치, 다학제 교육 프로그램과 강연에 이르기까
지 초매체적으로 확장하며 전개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
며 좌절된 혁명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와해된 이상을 재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서 개진된 것이다.
여기서 보이스는 행위 예술가, 조각가, 연설가, 선동가, 정치사회 운동가, 교수, 그
사이 어딘가에 자신을 대외적으로 위치시킨 보이스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Every
human being is an artist)’11)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조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연설하고 토론하는 장을 조직하였다. 여기서 예술은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삶
의 현장에서, 영역을 가로지르며 행해지는 전 인류적이고도 사회적인 수행으로 그려
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예술을 하고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개인
이 이미 관여되어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자유롭게 계발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이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잠재되어있는 지식과 가치를 발굴
11) Luisa Santos, Multidisciplinarity: Projects for Social Change in Art and Culture, NYC:
Routledge, 2020,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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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로의 의도를 읽어내며,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틀을 갖추어 나가는 유기적 공
조 과정이 된다.
‘사회적 조각’은 물질적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조형하는 것이며, 이는 정
신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적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의식을 실현하고 전개시키는 일이
다. 새로운 질서를 향해 무엇인가를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여 서로 생각
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이 예술 속에 통합될 때 예술의
가치가 획득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스는 연대 책임과 상호 규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창조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구성원 개개인임을 피력한다. 사회와의 상호성을 획득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내가 위치하는
세계 안에 또한 존재하는 타자의 모습을 보고, 그의 생각을 듣고 접촉하는 것이다.
사이를 트고, 연결하며, 재조직하는 일은 혼란의 상태에서 어떤 형태나 구조를 갖춰
나가는 상태로 변환시켜나가는 일이며, 이는 개인과 공동체, 주관과 객관, 의식과 감
각이 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서 ‘form’은 예술형식뿐만 아니라 활
동의 성격에 따라 공간의 기능이 지정되는 통념적 분할 방식을 흩뜨려 놓는다. 이는
형식적으로 퍼포먼스, 세미나, 강의, 대담, 워크숍 사이를 오가며, 갤러리, 작업실, 교
실, 강의실, 무대 등 장소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이는 예
술 생산 과정의 공유인지 유통인지 혹은 결과물의 전시인지 선형적 분류법의 논리를
흩뜨려 놓는다.
사회적 조각 개념의 연장선에서 알리아슨은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사용자 중심의 실행 체계를 만든 설계자이자 프로듀서로 나서면서 사회적 조각의 확
장판을 보여준다. ‘그린 라이트’를 매개로 병합된 워크숍과 전시 형식은 지정학적 이
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에 대해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용처(用處)로써 제공된다. 여기
서 참여는 해프닝이나 설치에서처럼 예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 관객이 융화
되는 형성과 달리 중층적 역할 구조를 이룬다. 노동을 제공하는 워크숍 참여자와 알
리아슨의 조력자를 포함한 ‘그린 라이트’ 사용자 모두가 기회 생산자/윤리적 소비자/
자원 공유자로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은 인본주의 가치와 공익을 실현
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 지성의 창발력에 전제하는 실행 체계로
제시되고 있다.
2. 공유와 재분배 체계로서 플랫폼: 예술
알리아슨은 설치 형식을 주축으로 지각 현상의 메커니즘을 실험하며 자연과 인공의
관계성을 탐구해왔다. 그림 5. <작은 태양>(The Little Sun, 2012-현재)에서는 행동주
의(activism)와 운동(movement)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프로젝트는 사회적 사
업 모델이자 캠페인으로 제시된다. 이는 태양열 조명의 생산, 판매, 판촉 활동을 통해
전력망이 부재한 저개발국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을 구축해 동참을 촉구한다. 알리아슨이 디자인한 해바라기 모양의 램프는 대량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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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서, 제품의 유통망이 확산되고 소비가 늘어날수록 공유 경제가 실현된다. 알리
아슨은 선진국에서의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저개발 지역 참여자가
소속된 공동체에 귀속되도록 시장에 개입한다. 저개발 지역 참여자들은 배당된 램프
를 종자돈 삼아 해당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적 사업가로 훈련받고 활
동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별 사용자들은 집열판이 장착된 휴대용 램프가 ‘노
드’가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편중된 자원과 자본을 재분배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그림 5. 작은 태양(The Little Sun), 2012-현재 장시간 유지되는 태양열 LED 램프와 모바일 기기
충전기와 세컨드 라인인 Little Sun Diamond가 판매 중이다.

그림 6. <기후 프로젝트>는 관객의 현존과 시지각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반면, <작
은 태양>에서는 개별 사용자들이 시스템적 변화를 매개하는 현실 참여로 전환된다.
미술관 내부를 비추며 관객을 감화하던 인공조명은 여기서 일상을 밝히며 전 지구적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창조 자본’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알리아슨은 제품 디자이너
이자, 브랜딩 마케터이며, 플랫폼 제공자로서, 파트너들과 함께 ‘산업 예술’과 ‘사회적
조각’의 연장 선상에서 참여 예술의 의미를 확장해낸다. ‘작은 태양’ 사용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각자가 생산 주체가 되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착취와 노동 소외를
야기하던 근대적 생산 체계는 삶과 예술을 융합해내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갱신된다.

그림 6. 기후 프로젝트(The Weather Project), 2003, 설치 이벤트,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영국 런던
그림 7.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무제 2015(14,086 unfired),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프로젝트는 2008년 올림픽 준비 기간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었던 베이징의 거리 곳곳에
쌓여있던 벽돌과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촉발되었다. 이는 2010년 Tang Contemporary Art에서
전시되었다. “절대 일하지 않기”는 기 드보르(Guy Debord)가 1963년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 건물 담벼락에
그래피티로 남겼던 유명 슬로건 “Ne Travaillez Jamais"를 한문자로 차용한 것이다. 드보르는 앞서 구성주의가
관여되어 있던 사회주의 국제 노동자 연맹의 계보를 이으며 ‘국제상황주의자’를 주창했다.

반면 부리오가 ‘관계 미학’에서 ‘엑스폼’까지 실천 사례로 항시적으로 인용하는 리
크리트 티라바니자의 경우, ‘예술’이라는 개념은 현장에서의 즉흥적 참여를 통해 현실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연동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림 7. <무제 2015(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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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ired)>에서 작가는 기계적 공정의 몰개성과 획일성을 표상하는 산업화의 표상적
산물인 ‘벽돌’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관람자를 개입시킨다. 형식적으로 이는 장소 특
정적 설치, 퍼포먼스, 이벤트가 교차하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조선소 창고를 전시실
로 개조한 공간의 장소성을 이용해 벽돌 공장/출고장으로 제시된다. 바닥에는 실제 가
마와 함께 자연 건조 중인 벽돌이 미니멀리즘 작품처럼 적재되어 있다. 벽돌은 작업
년도 수를 명기한 ‘무제’의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1에서 14086까지 일련번호로 관리
된다. 벽돌 표면에는 “절대 일하지 않기(別干了)”를 뜻하는 한자 슬로건이 상표처럼
찍혀 있고, 이는 장당 10유로에 한정 판매되면서 관람자가 소장품처럼 구매해갈 수
있도록 전시된다.
여기서 역설은 한낱 건축재에 불과한 벽돌 한 장 한 장에 예술적 가치가 편의적으
로 부가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전액이 국제 노동자 연맹 가입자의 권
익 증진에 쓰인다는 데 있다. 단위‧단가로 비인격화된 산업주의 시스템의 상징물이자
연대 파업을 서약하는 저항의 징표인 벽돌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현실 참여’라는 행
위는 예술화되는 동시에 상업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더욱이 작
품의 부제는 핵가족 주택 1호를 짓는 데 사용되는 벽돌 단위 수 ‘14,086’과 ‘불붙지
(굽지) 않은’ 내지는 ‘재고용된’을 의미하는 단어 ‘unfired’의 조합으로서, 이는 재고
물량과 고용 상태의 함수 관계를 환유적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예술’이라는 개념이
생산·유통되고 사회적으로 입증되는 일련의 과정이 임금 노동의 시장 가치를 재설정
하는 일과 연동되면서,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이고도 즉흥적 참여로 성립되는 티라바니자의 작업에서 예술
은 실제 현실과 연동된 ‘소셜 플랫폼’으로서, 이는 ‘예술’이라는 관념 그 자체를 가시
화해낸다. 이러한 가치 쇄신적 형식주의는 통념 밖의 것을 시스템 망에 유포시키기
적합한 형식으로 갖춰내고,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탈정형적(ex-formal) 작업이다. 참
여자가 의미 공유자이자 쇄신의 촉매제가 되는 작업 구조는 전작들에서도 일관적으로
적용된다. 예술품 유통을 매개하는 갤러리 사무용 공간에 주방 구색을 갖춰놓고 즉석
해서 태국 음식을 요리해 갤러리 방문객들과 공짜로 나누는 그림 8-1 <무제
1992(free)>, 음악가인 지인이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물건들을 가져다가 아파트
구조를 본뜬 세트장에 재배치하고, 이를 관람자 편의대로 사용하도록 개방한 8-2.
<무제 2012 (그 시절 17E 런던 테라스에서)> 등, 먹고 마시고 쉬고, 어슬렁거리며 어
울리는 지극히 일상적이고도 비생산적인 퍼포먼스의 의미는 공/사, 일과(日課)/자유시
간의 경계를 흩뜨려 놓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실시간 환기된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사
용자로서 타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사물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기능-효율성, 수
요-공급 원칙에 따라 가치 매김 되는 자본 시장의 논리로 짜인 ‘적재적소’의 배치법을
갱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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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좌: 무제 1992(free) 2012년 재연, 뉴욕 MoMA PS1
8-2-중: A. 린제이(Arto Lindsay)와 협업, 무제 2012(All those years at NO. 17 London Terrace), 2012,
멕시코시티
8-3-우: Land 재단, Kamin Letchaiprasert와 공동 커미션, 더랜드, 1998-현재, 태국, San pa tong 구역

역할 경계 의식 없이 즉흥성과 순간성이 부각되는 전작들에 반해 8-3. <The
Land>에서 참여는 분업에 따른 협동 체계로 설계된다. 이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
해 예술가, 건축가, 엔지니어 등의 참여자 각자에게 할당된 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일궈가는 시범 프로젝트로서 참여/사용의 범위는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친환경적 집
을 짓고,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유기농을 재배하는 등, 지역 생태계를 복
원해나가는 일련의 협동 생산 과정은 무소유와 덜함(doing less)을 원칙으로 인접 마
을과 공조 아래 진행된다. 여기서 토지의 사용 방안을 놓고 공론장이 열리고 궁극적
으로 자생적인 공동체 모델이 추구되면서, 사회적 조각은 농경 사회의 전통 관습과
테크놀로지, 공산(共產)과 자급(自給), 주민과 외지인, 실제와 관념의 논쟁적 융화 속
에서 전개된다.
반면 그림 9. <그린 고 홈>(Green Go Home, 2014)에서 참여는 선동적 구호로 촉
발되며, 저항 문화의 표상인 그래피티, 선전 포스터, 콜라주, 프린트, 벽화 기법 등이
혼용되는 장소 특정적 설치와 퍼포먼스 형식을 빌려 개진된다. ‘그린 고 홈’은 중남미
문화권에서 주로 북미권 외국인, 특히 미국인을 경멸적으로 이르는 ‘그링고gringo)’(에
근간한다. 이는 19세기 멕시코와 미국 간 영토 전쟁 후 배치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로서, ‘양키 고 홈’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퍼포먼스의 서브텍스트가 되는 작품명
에 직설적으로 드러나듯이, 프로덕션은 설화/논픽션, 이해/곡해, 억압/저항, 적대감/동
경심, 긴장감/놀이성이 상충적으로 혼재하는 집단 내러티브로 이미지화된다.
실제 작업은 현지 뉴스 매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섹션에서 발췌한 인물 사진을
확대 복사해 전시장 벽면에 포스터처럼 직접 도배하고, 그 위에 은색 페인트로 텍스
트를 병치하는 트라나비자의 퍼포먼스로 개시된다.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지역 관람객
들은 현장 곳곳에 그래피티를 남기고, 티셔츠에 초록색 슬로건을 날염해 나눠 입는
이벤트와 세미나에 동참한다. 여기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생산, 소비, 유통 과정은 시
각적으로 중첩되며, 예술은 복제 재생산과 창조 사이에서 여러 층위의 의미를 포용해
낸다. 더욱이 작업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Bogota)에서 시작해 라틴계 이민자가
밀집해있는 미국과 역이주지가 되는 스페인에서 재연되면서, 지정학적 관계 역학과
역사의식에 따라 각양각색의 해석을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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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토마스 뷔(Tomas Bu)와의 협업, 그린 고 홈(Green Go Home), 2014/2017, 미국, 밀워키
(Milwaukee)와 라스베이거스(Las Vegas)

수평적 연대와 협동의 유토피아성이 부각되는 <The Land>와 달리, <그린 고 홈>
은 병치와 상충 효과를 이용해 해석과 상상력의 공간을 쟁의적으로 열어내는 데 방점
을 두고 있다. 실제 현실 공간에서 이러한 이미지 생산 방식은 ‘무단 도용’, ‘재물 손
괴’ 등의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화이트 박스로 표상되며 ‘순수’ 예술품 거래장이었던
갤러리 공간은 ‘페이스북의 담벼락’처럼 개방 공유되면서, 주/종, 내/외, 주류/비주류,
공/사의 구분과 위상 관계는 흐트러지고 이야기의 주체는 다중화된다. 여기서 이미지
는 덮어쓰기와 재구성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그 의미 또한 끊임없이 재수정된다. 오
픈소스처럼 개방된 벽면 이미지는 참여자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되고 사용되면서, 내
러티브는 비선형적으로 전개되며 확장된다. 원본과 복제본의 경계가 무너진 이미지는
‘사회적 유기체’로서 화합과 일치의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차이와 다름의 현실을 드러
낸다.
사용자성이 사회 의식화되는 작업 구조는 앞서 논했던 <무제 2015 (14,086
unfired)>와 더불어 예시 그림 10. <무제(1달러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꿈을 꾸는가
/One Dollar Do We Dream Under the Same Sky)>(2015)에서 반어적으로 드러난
다. 작품은 글로벌 시장 질서의 상징적 척도 단위인 1달러 지폐 위에 검정 잉크 스탬
프로 반어적 문구를 찍어낸 것으로, 예술품 경매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매물로 공
개되었다. 20매 한정판으로 거래되는 작품의 본질은 훼손된 화폐이자 시스템 부정으
로서, ‘창조력이 곧 자본’이 된다는 보이스의 이상주의 신념은 역설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서 티라바니자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글로벌리즘과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직접
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경매 수익을 국제 예술가와 큐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하는 비영리 단체에 귀속시켰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용자들은 창조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일에 공모하며 예술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서 예술과 자본,
자원과 자산, 소유와 공유, 투자와 투기 개념을 놓고 다양한 의미 조합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 간 경쟁의식과 소유욕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자본의 재
분배가 촉진되고 공동체 의식은 함양되는 반면, 반체제적 행위가 주류 예술로 수용되
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관람객은 플랫폼 사용자이
자 시장 소비자이며 유통책으로서, 예술의 가치를 규명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결정
권자로서의 역량을 테스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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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Untitled(One Dollar Do We
Dream Under the Same Sky),
2015: 온라인 경매 플랫폼 Paddle 8
과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과의 협업: 현재 패들 8 서비
스는 종료된 상태이다.

3. 관객성과 현실 인식
문화예술 수용자로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쇄신하는 역할을 분담 수행하게 되는 포스
트프로덕션 상황에서 관객성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 전통의 극장 제도
에서 관객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몰입적 관극 양식을 타파하려 했던 근대 극장주
의(Theatricalism)에 기인한다. 이는 환영주의적 사실성(verisimilitude)에 속박된 재현
논리에 반하며 전개되었다. 여기서 극예술은 현실 상황의 완벽한 모방을 추구하였고,
관객은 만들어진 이미지에 감정이입과 동일화를 통해 극세계에 몰아적으로 빠져듦으
로써 무대 위 가상 세계의 환영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브레히트는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이에 역
작용하는 방법론으로서 서사극을 주창했다. 이러한 시도의 궁극적 목표는 현실 도피
처가 된 극장의 장소성을 공론장으로 재정립해 일상 정치를 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
이는 것이다. ‘보는 장소’를 뜻하는 테아트론(theatron)의 어원처럼, 관람객들이 실시
간으로 무대 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현실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
식을 공유하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쟁 장으로서 극장이 거듭나길 원한 것이다. 브레
히트는 이 과정에서 실제 변화를 강구하기보다 가상의 드라마 세계에 몰입하며 현실
의 무력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로 축소된 연극을 쇄신해낼 실천 강령으로 ‘학습극
(learning-plays)’을 제시하였다.
이는 관객과 배우, 내면과 외현의 끊임없는 ‘합성(synthesis)’ 과정으로서, 역할 놀
이(role play)와 자세 잡기 등의 신체 활동을 통해 ‘현실성(reality)’을 습득하는 데 목
적을 두며, 글쓰기와 리허설의 병합 형식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actor’는 가상 세계에
몰입된 상태로 캐릭터를 재현하는 연기자, 혹은 이에 자기 투사적으로 동화되는 관객
도 아닌 ‘행위 주체’로서 교훈적 우화처럼 설정된 상황에 대해 개별 시나리오로 대응
한다. 자신의 현실을 상관적으로 인식하면서, 특정 선택이 초래할 파장과 영향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판단력을 시험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적 상황을 풀어
가는 법을 주체적으로 체득해가는 것이다. 이에 ‘acting'은 극작가의 비전을 따라 합
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응적 과정이 아닌, 상관적 관점에서 상황을 직시하며 통찰
하는 자기 주도적 수행으로 이해된다.12) 여기서 브레히트가 추구한 것은 시스템이 짜
놓은 각본대로 역할 연기를 하는 대리적 삶을 거부하는 대신 스스로의 내러티브로 현
실을 재구성해내는 창의적 삶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lay’는 사회적 인식 과정을 공
12) Douglas Kelliner, “Brecht’s Marxist Aesthetics“ in Bertolt Brecht: Political Theory and
Literary Practice,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0,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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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실천이자 참여 양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앞장에서 논했던 ‘replay’와 맞닿아
있으며, 모바일 기기와 SNS의 사용이 일상화된 포스트프로덕션 상황에서 이는
‘screenplay’로 발전하고 있다.
행동주의 예술가로 일컬어지는 아이웨이웨이의 경우에서 ‘play'는 표현의 자유를 실
천하는 연대적 정치 행위로서, 여기서 개인사는 사회와의 상관적 관점에서 구축된다.
작가는 국제적 팬덤을 가진 스타이자 반체제 인사이며 정치적 난민으로서, 소셜미디
어를 수행적 플랫폼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예시
그림 11 <#안전통행권>(#Safe Passage, 2016)에서 전시장 벽면을 가득 메운 저해상
도 사진은 작가가 지중해 해안을 따라 형성된 임시 난민촌 방문길에서 만난 난민 가
족, 자원봉사자, 인권운동가, 정치인, 문화계 인사들과 찍은 ‘인증샷’이다. 여기서 이미
지는 클라우드로 내려받은 스마트폰 사진 폴더 보관 형태 그대로 그리드 패턴의 아카
이브로 제시된다. 여기에 해시태그(#)로 이어진 팔로워들의 댓글과 인증사진까지 더해
지면서, 셀프 마케팅과 나르시시즘으로 연결되던 ‘셀카’ 행위는 살아있음의 인증으로
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이미지 파일은 국경, 계층, 온·오프라인을 초월해 현실 변화
라는 이상을 추구하며 연대기적 내러티브를 이룬다.

좌에서 우로 그림 11-1: #안전통행권(#SafePassage)
11-2: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참여자들 공유 이미지, 2016
11-3: 승강기에 동승한 중국 공안이 거울에 투영된 모습을 셀프 카메라로 찍은 아이웨이웨이, 2009
11-4: 스마트폰 사진 프린트 이미지 벽면 전시 전경, Foam Fotografiemuseum, 암스테르담, 2016

이 과정에서 아이웨이웨이는 중국 공안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상을 스
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복수의 CCTV를 설치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상황의
‘actor'로서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동시에 행위 주체가 됨으로써, 파놉티콘의 시선 구
도를 역전시키는 역설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림 12-1 <웨이웨이 캠>(WeiweiCam,
2012-13)에서 현실성은 시스템 메커니즘을 전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획득된다.
작업은 베이징 공항에서 탈세 명목으로 중국 공안에게 여권을 압수당한 후, 출국 금
지 1년을 기념하는 날로부터 강제 차단되기까지 46시간 동안, 자신의 일상을 사저 내
/외부에 설치된 웹캠을 통해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한 것이다. 이는 공유 방식이나
콘텐츠에 위법 요소 없이 자기 검열과 사찰 메커니즘의 동어반복일 뿐임에도 불구하
고 셧다운 조처되었다. 이는 중국 당국 스스로 공안(公安) 시스템의 위법성과 부조리
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사이트는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과 52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한시적 구경거리로 대상을 소비하
던 스펙터클 문화와 관음적 시선이 현실 자각의 장을 펼쳐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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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
예시 그림 12-2 <헨젤과 그레텔>(Hansel & Gretel, 2017)에서 현실 인식은 대중오
락과 경계가 풀린 공공 미술의 현실을 드러내며, 온건히 사용자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이미지 프로덕션은 첨단기술과 결합한 감시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는
반면, 프로덕션 현장은 참여자들에 의해 놀이터처럼 전용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된
다. 실제 이미지는 천장 파이프 그리드에 설치된 수십여 대의 적외선 카메라와 드론
캠이 다시점· 다각도에서 관객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촬영한 것이다. 캡
처된 조감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바닥에 투사되는 동시에 정보로 저장· 축적되며 버퍼
링과 시차로 인한 잔상을 남긴다. 1,550평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은 외부와 차단된 체
블랙박스 극장처럼 제시되며, 시야각이 제한된 관객들은 그림자 놀이하듯 서로의 궤
적을 쫓으며 다양한 포즈와 패턴으로 이미지를 변형해낸다. 현장은 라이브 스트리밍
되는 동시에 셀프 카메라의 사용과 SNS 공유가 적극적으로 권장되면서, 개인 정보가
예술 마케팅에 유용· 유통되는 과정까지 그대로 드러낸다.

그림 12-1-좌: <웨이웨이 캠>(WeiweiCam): 작가의 베이징 사저에 웹캠 4곳(작업실, 화장실, 침실,
정원)에 설치, 라이브 캡처 이미지: 2012년 4월 3일부터 46시간 동안 weiweicam.com에서 라이브 스
트리밍 후 강제 차단되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공유되고 있다.
12-2-중/우: 헨젤과 그레텔(Hansel & Gretel), 인터렉티브 설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디
자인 협업자였던 건축가 그룹 헤르초크와 모이론(Herzog and Meuron)과의 협업 프로젝트, 근대 격납
고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파크 에베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 뉴욕, 2017.

여기서 아이웨이웨이는 ‘모르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교훈을 설파하는 독일 민담을
서브텍스트로 제공한다.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작업 체계와 상충하는 모순
적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공사 구분과 시스템의 성격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일은
오로지 관객의 선택에 맡겨진다. 무엇보다 교화 대상이었던 대중이 개별 플레이어로
상정되면서, 전체주의 통치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던 첨단기술이 정치적 도덕주의를 해
체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여기서 예술은 개방주의의 양면성을
실험하는 자치구를 열어낸다. 시스템 문제는 개별 사용자의 경험과 더불어 집단의식
과 연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는 대중매체로서 극장 시스템에 내재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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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과 논쟁적 기능을 활성화해내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개혁의 주체임을 입증하
고자 했던 브레히트의 논제와 맞닿아 있다. 공유와 오픈소스에 전제하는 포스트프로
덕션의 맥락에서 볼 때, 아이웨이웨이의 작업은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거
버넌스의 문제를 쟁점화해낸다는 점에서 공공 플랫폼으로서 예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내고 있다.

3. 맺음말
본문에서 표본 사례로 분석한 올라퍼 알리아슨,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아이웨이웨이
의 작업 양식에서 드러나듯이, 예술은 개인과 사회와의 상관성 속에서 의미화되고 있
다.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진 포스트 프로덕션 상황에서 출현한 플랫폼-예술
은 실행 체계이자 접촉 장이며 변용이 가능한 형식으로서, 현실 메커니즘을 투영해내
는 동시에 시스템 쇄신적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위계질서로 이원화되던 생산-수용
의 관계 구도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며 호혜적인 사용자 중심의 공조 관계로 전환되
고 있다. 본고에서 예시한 협업 작업들은 워크숍, 사회적 사업, 캠페인, 운동, 펀딩, 학
습장, 온라인 경매, 라이브스트리밍, SNS 셀프 카메라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유
무형의 자원 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해 현실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 양상은 매체 간 융복합적 실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
은 현실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동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언어를 몸으로 체득한 사용자
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열어내며 공공 차원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예
술가는 기획가/설계가/연출가로 활약하며 포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양식을 추구함에
따라 관람자의 위상은 플랫폼 사용자이자 개별 플레이어로서 격상된다. 이들은 시지
각적 관여를 넘어 시스템의 잠재성을 활성화하고 재생해내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예술은 모순적 현실의 산물인 동시에 쇄신을 추구하고 있다. 탈-탈근대
로 접어들고 있는 시류 속에서 예술가들은 기성세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탈
정형적 연대를 추구하는 사용자 문화를 쇄신 동력으로 삼고 있다.
도제식 스튜디오에서 혁명의 거리로, 대지(大地)에서 대지(垈地/site)로, 화이트 박스
에서 극장으로, 팩토리에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이미지 프로덕션의 의미는 기성 시
스템과의 관계 역학 속에서 방법론적으로 확장해왔다. 포스트/프로덕션 상황에서 예술
은 어떻게 현실에 저항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변화를 끌어낼 것인가의 물음으로 선회
하고 있다. 언텍트(untact) 시대, 인공 지능에 의해 인간이 시스템적으로 배제되는 플
랫폼(경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인 중개소가 된 플랫폼과 초(秒) 단위로 착취되
는 노동,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비인격적 통제방식 등, 공유 없는 공유 시스템의 현
실을 드러내는 매개 경로 또한 ‘플랫폼’이라는 구조 의식이다. 상생과 공존의 이상을
투사하던 플랫폼 또한 기존의 주종 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성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수
순에 있다. 동시에 이는 배제된 존재들을 중심부로 끌어와 대안적 시나리오를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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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펼쳐내는 수행적 과정에 동참해온 리얼리스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용되고 변
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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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CQsZ0AAheY
http://www.theland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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