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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한국연극의 다양한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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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연극계를 특징짓는 현상 중 하나는 ‘전통의 활용’ 또는‘ 전
통의 현대화’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연극계에서 전통 담론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1950, 60년대에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담론의 분화가 일
어났지만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 담론은 실제 공연 성과와 연계되는 기회를 거
의 갖지 못했다.1) 1950, 60년대에는 민속학계를 중심으로 가면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재개되고 있었고, 연극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며 전통의 활용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유치진은 전후에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1956년 6월부터
1957년 6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양연극계를 시찰하면서 한국 연극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는데, 이때 ‘전통 연극의 보존 및 계승’은 중요한 한 방향이었다.2) 유치진은 드
라마센터의 설립 이후 드라마센터 부설 서울연극학교에서 가면무극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드라마센터 단원을 중심으로 몇몇 배우들은 탈춤을 보다 심도 있게 배
우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에 비해 공연으로 구현된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극계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전통의 활용’에 대한 추구가 나타나는 것
은 1969년 실험극장이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 윤대성의 <망나니>, 1970년에 오
영진의 <허생전> 등 일련의 공연을 기획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실험극장은 우리
의 연극을 찾기 위한 민족전통극개발을 목표로 내세우며, 탈춤, 꼭두각시놀음, 판소리
등 민속형식 속에서 “우리만의 흥과 가락과 율동”3)을 찾고자 한 일련의 공연을 시도
했던 것이다.

1) 백현미, 「1970년대 한국연극사의 전통 담론」, 『한국연극사와 전통 담론』, 268-269쪽.
2) 유치진, 『동랑유치진전집9-자서전』, 서울예술대학교출판부, 1993, 234-265면; 유치진, 「가면무극을
구하라」, 『경향신문』, 1958.1.6.
3) 「오늘의 공연」, 『매일경제』, 196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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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극장의 공연은 그 취지와 함께 가면의 활용, 재담식 대사와 타악기의
동원, 전통적인 몸짓 등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 극단
광장, 가교, 창고극장 등 많은 극단들 또한 전통연희를 활용한 공연을 선보였고, 특히
드라마센터와 극단 민예극장은 전통연희의 현대극화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지속하였
다. 이처럼 1970년대에 전통극적 표현 방식을 이용한 연극의 공연은 거스를 수 없는
경향이었으며 일종의 유행4)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70년대에 ‘전통의 현대화’가 화두가 된 배경에는 연극계 내부의 요구만이 아니라
서구 연극에서 동양연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상황에 대한 평단의 관심과 정부의 전
통문화 정책과 문예지원 정책이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극평론』 중심의 비
평가 그룹은 ‘전위적 연극실험’, ‘현대성’에 대한 지지와 ‘전통연희의 현대화’, ‘아시아
적 연극정체성 구현’, ‘한국연극미학 정립’에 대한 학문적, 비평적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5), 이에 따라 그들의 관심은 다분히 ‘전통’과 ‘실험’에 집중되었다.6) 또한
70년대 연극계는 국가의 문예지원 정책 및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바, 박정희
정권은 70년대 전통 논의를 기획하며 국가의 문예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1973년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연극 분야 사업 방향은 ‘국민총화, 민족번영을
이끈 민족연극 지원 및 창작극 집중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7)
이처럼 1970년대 연극계에서 제기된 전통 담론과 공연 양상은 그 이전 시기부터
새로운 표현 형식을 고민하던 연극계 내부의 필요성과 국가가 수립한 전통 이념과 문
화정책, 제작자와 평단 등 다양한 연극 주체들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1970년대의 전통 담론과 공연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체들 사이의 역학 관계와 이에 따른 담론과 공연 양상의 변화 지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1970년대의 전통 담론 및 전통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민예, 드라마센터, 자유극
장 등 전통의 현대화를 실천했던 주요 극단의 활동으로 나누어 각 극단의 공연 작품
에서 전통을 활용한 방식의 차이점을 살피면서 각 극단이나 연출자의 공연 미학을 살
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왔다.8) 극단이나 연출자, 극작가에 따라 전통의 현대화 양상
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논의는 1970년대에 저마다의 목표로 이루어진 다기한 방향을
4) 백현미, 앞의 글, 269쪽.
5) 이진아, 「1970년대 연극평론의 해외연극론 수용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63, 한국극예술학회, 2019,
129쪽.
6) 김윤정, 「1970년대 연극평론가들의 부상과 정전화의 시작」, 『한국극예술연구』31, 한국극예술학회,
2010, 66쪽.
7) 정호순, ｢1970년대 극장과 연극문화｣, 한국극예술연구26, 한국극예술학회, 2007, 205쪽.
8) 김미도, 「1970년대 한국연극의 전통 수용에 관한 연구(1): 「동랑레퍼터리극단」의 경우」, 『한국연극학』
vol.15 no.1, 한국연극학회, 2001; 김미도, 「1970년대 한국연극의 전통 수용 양상: 극단 ‘자유’의 경
우」, 『한국연극학』 21, 한국연극학회, 2003; 김미도, 「1970년대 한국연극의 전통 수용 양상-허규와
「민예극장」의 공동작업」, 『한국연극학』 27, 한국연극학회, 2005; 김윤정, 「1970년대 희곡의 전통 활
용 양상과 극적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숙경,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극
연출에 나타난 전통의 현대화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백로라, 「1970년대 한국
실험연극의 담론」, 『한국극예술연구』 30, 한국극예술학회, 2009; 정혜원, 「허규와 전ㅌ오극, 그 현대
적 수용의 과제」, 『연극교육연구』 17, 한국연극교육학회, 2010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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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1970년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통
담론 및 공연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70년
대의 전통 담론은 다양한 주체들의 역학 속에서 제기되고 실천된 것이기 때문에, 전
체적인 흐름을 짚어보았을 때 그 면모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70년대에 부상한 평론가들의 관점과 비평 활동을 분석하거나9), 국가의 전
통 담론과 연극계의 실천 사이의 관계10), 제도권 연극 바깥에서 전통을 활용한 마당
극 계열의 작품에 대한 연구11) 등은 70년대의 전통 활용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움직
이고 있었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본 연구에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참조하여 1970년대에 ‘전통의 현대화’를 실천했던 공연 활동을
중심에 두고, 1970년대 연극계의 전통 담론과 그 실천의 방향이 제작자와 평단, 국가
의 문화정책의 역학 속에서 유동하고 있던 지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국면에서 중요하게 선택하거나 배제한 것이 무엇인지, 각 연극 주체들의 방향이 어떻
게 충돌하거나 공모하고 있었으며, 이 지점이 연극계의 문제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전통의 활용 방향에 대한 제작자와 평단의 시각
앞서 지적하였듯이 연극계에서 ‘전통의 현대화’라는 화두는 1970년대에 들어 갑자
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앞 시기부터 활발히 모색되고 있었다. 이때 1960년대에 모
색된 전통의 현대화는 전통 연극의 계승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양식적 동작과 ‘몸
으로 하는 연극’에 대한 탐색을 통해 연극적 표현을 확대하고 연기 방식의 변화를 꾀
하고자 한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의 연극계에서는 구태의연한 연극에서 벗어나 현대극으로의 전환을 이루
어야 한다는 연극 위기론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화술 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신체를 통한 연극적 표현을 모색함으로써 연극적 상상력을 표현력을 확대하고 관객에
게 새로운 보기의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새로
운 연기방식에 대한 추구는 마임이나 춤을 통한 동작의 양식화, 전통극의 수용과 현
대화에서 ‘한국적 몸짓’에 대한 탐색으로 이루어졌다.12) 사실적인 화술이나 동작 중심
의 연기 방식에서 벗어나 양식적이고 리듬감 있는 화술이나 동작을 통해 무대의 상징
9) 이진아, 앞의 글; 김윤정, 앞의 글; 이진아, 「1970년대 연극비평 제도화 시기의 연극비평지 『연극평
론』의 역할과 의미」, 『드라마연구』 60, 한국드라마학회, 2020 등이 대표적이다.
10) 박명진, 「1970년대 연극 제도와 국가 이데올로기」,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김
기란, 「1970년대 전통 이념과 극단 민예극장의 ‘전통’」, 『대중서사연구』 vol.26 no.3, 대중서사학회,
2010 등.
11) 배선애, 「1970년대 마당극의 양식 정립과정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8, 한국극예술학회, 2003; 김
현민, 「1970년대 마당극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박상은, 「한국 현대 연행예술운
동의 현장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등.
12) 박미란, 「1960년대 한국연극의 소통 방식과 현대극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54-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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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화하고 연기의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의 수용에 있어
그 내용적인 차원보다 탈춤, 장단, 리듬 등 율동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연기술의 차원에서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기의 방식을
선보이고자 했다.
이는 실험극장의 <맹진사댁 경사>(1969) 공연이 공연의 앞에 도창을 배치하고 시나
위 반주를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으나 본격적인 전통의 활용으로 여겨지지 않은
반면, 탈춤을 도입한 <망나니>에서부터 보다 본격적인 전통의 활용을 내세웠다는 점,
이후 작품에서 전통의 활용에 있어서도 전통극의 리듬과 몸짓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허규는 <허생전>(1970)을 연출하면서 탈춤에서의 굿거리
장단과 염불 장단을 연극에 활용하고, 양주산대의 춤사위 중 께끼를 군중장면에 응용
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사를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리듬화하면서 판소리의 아니리
적 효과를 시도하고 등퇴장을 탈춤 동작으로 율동화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13), 이와
같은 연출 방향에서 춤과 장단, 리듬의 수용에 초점을 맞췄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탈춤의 장단과 춤 등의 수용은 탈춤이 지닌 다양한 놀이적 요소나 재담을 활
용하여 연극의 놀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 민속극 연구에
서 가면극의 놀이성이 강조된 것14)과도 관련된다. 화소 중심의 탈놀이는 유희적 성격
이 강한데, 이는 독특한 의사선달방식인 재담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탈놀이의 재담은
일반적인 연극 대사와 달리 악사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듯 비속어, 성적인 육담, 동
음이의어와 유음어 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5) 1970년대 초의 전통 활용
공연은 이러한 재담을 수용하여 대사의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풍자성과 희극성을 강화
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관객의 부재에 따른 위기론과 연극 대중화는 1960년대 연극
계의 중요한 화두였던 바, 전통의 활용 방식 또한 그러한 목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
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극장이 공연한 윤대성 작, 김영렬 연출의 <너도 먹고 물러나라>(1973)는 황해
도의 장대장네 굿을 활용한 것인데, 이 공연에서는 굿의 제의적 측면보다 재담적 측
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의 활용은 탈춤이나 장단, 리듬, 재담 등이 지
닌 양식적 측면과 놀이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기술의 변화를 꾀하고 관객
과의 접점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재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허생
전>과 <너도 먹고 물러나라>, <약장수> 등의 관객 동원에 성공하였던 것으로 미루
어16) 이러한 재담의 활용과 희극적 장치는 관객의 호응을 얻는 데 유효했던 것으로
13) 허규, <한국 전통극의 정립 시도와 과제>, 윤용선, 「허규의 다시라기 분석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
문 2002, 11쪽에서 재인용.
14) 조동일, 「봉산탈춤 양반과장의 구성」, 『연극평론』, 1970. 겨울; 조동일, 「조선후기 가면극과 민중의
식의 성장」,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1972 등을 들 수 있다.
15) 김현철, 「윤대성 희곡의 전통극 양식 수용과 현실의 형상화」,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쪽.
16) <망나니>는 유료 관객 6천 명을 동원한다. 당시 유료 관객 5천 명 선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
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행에 성공한 공연임을 알 수 있다. 「시즌 업된 연극 아쉬운 질적 향
상」, 『경향신문』, 1969.10.25.; <맹진사댁 경사>는 유료 관객 8천7백 명을 동원하여 60년대 최고의
관객 동원을 보여주었으며,(「중흥의 길에 활력」, 『매일경제』, 1969.12.23.), <허생전> 또한 667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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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때 <망나니>, <허생전>, <너도 먹고 물러나라> 등 전통을 활용했던 다수의 작품
들은 서사 구조나 내용 면에서는 전통극의 서사 등을 차용하지 않고 있다. 탈놀이가
인간적인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망나니>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절망적인 탄식과 광기가 충만한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17)
는 지적처럼, 이들 작품은 인물의 좌절과 현실의 비극성을 주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 탈춤의 요소가 개입될 때 그것은 비극적인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
심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탈춤의 장면을 빌어 현실에 대한 풍자를 드러
내거나 해학적 장면을 만들어내는 주변적 인물들의 대사나 몸짓, 장면 구성에 할애된
다. 이처럼 작품 전체에 걸쳐 활용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작품에 수용된 춤과 재담,
장단, 대사의 리듬 등은 연기술의 변화와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었고 극적 구성
의 리듬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장면이 작품 내에서 현실을 풍
자하거나 민중의 고통을 그려내는 장면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작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평론가 집단은 이러한 연극계의 시도에 대해 양식적 통일성이 결여되었
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들은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한 작품이 보여준 주제의 현대성
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서구적 극작술에서 전통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
다고 비판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당대 공연되었던 다수의 작품에 대해 『연극평론』의
평론가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연극 특집’으로 꾸며졌던
『연극평론』 1970년 겨울호에서는 <허생전>과 <망나니>에 대해 지적하는데, <허생
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역 또는 군중의 등퇴장 및 연기의 일부는 타령조 장단에 맞춘 전통적 양식화
로 일관했는데 반해 사설조의 대사(나레이터 김동훈의 말은 물론, 대화 안에 나
오는 사설까지 포함하여)를 그냥 현대극식으로 처리해 보린 데서 오는 위화감은
편의적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전체의 양식이 부분적인 아아디어만으로
살기 힘들다는 사실은 특히 우리가 전통극의 연기 연출양식을 현대화시킬 때의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싶다.18)
여석기 또한 「전통 연극의 현대적 계승」(1973.4.)19)에서 현대 리얼리즘의 기본을 깨
뜨리지 않고서 부분적으로 전통 양식을 도입하려는 기도는 양식의 통일을 기하지 못
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그 도입된 부분이 장식적 요소, 기교의 도입 이상
을 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산하에서 공연한 윤대성 작, 표재순 연출의
<노비문서>(1974)에 대해서도 사실주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춤의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2백만 원 수입 올린 <허생전>」, 『조선일보』, 1970.11.17.)
17) 김현철, 앞의 글, 215쪽.
18) 「허생전」, 『연극평론』, 1970 겨울, 76쪽.
19) 여석기, 「전통연극의 현대적 계승」, 『한국연극의 현실』, 동화출판공사, 1974, 4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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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이나 소리 등이 타당성 있게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 전통의 활용을 내세웠던 <망나니>와 <허생전>
등이 관객 동원에 성공하며 그 성과를 입증하였음에 비해 평단은 흥행과 작품의 질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이들이 보여준 ‘전통 실험’의 방향을 문제 삼는다. 이들은 전통
극의 수용은 서구 사실주의 양식에서의 전면적 탈피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양식으로의 도약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때 이들이 염두에 둔 ‘양식성’과 그
미학적 지향은 아르토와 그로토우스키 등으로 대표되는 ‘비언어적 연극’과 셰크너와
커비 등이 보여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연극이었다. 이들은 언어와 논리적 사고에 기
반하는 리얼리즘 연극을 벗어난 새로운 연출과 희곡이 한국 연극의 급선무임을 강조
하며, 전통 연희와 아시아 연극이 가진 연극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언어적 논리를 넘
어서는 ‘연극의 본질’과 ‘연극적 원형’에서 찾았다.20)
즉 공연 제작자들이 연기술의 차원과 표현 형식의 확대, 관객과의 접점이라는 측면
에서 전통의 활용을 모색하였다면 평단은 비언어적 연극, 전위극의 가능성이라는 측
면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자유극장이 공연한 최인훈 작, 김정옥 연출
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이런 점에서 평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공연이다.
이들은 이 공연이 전통극의 특정 요소를 활용한 것이라기보다 설화적 소재와 시적 대
사를 바탕으로 상징적인 무대를 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평한다.
제작자와 평단이 보여준 서로 다른 방향은 1971년 <허생전>이 제7회 한국연극영화
예술상의 대상, 희곡상을 받았으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가 동아연극상 대상
과 남자연기상(추송웅), 여자연기상(박정자), 무대미술상(최연호) 작품상을 수상하는 것
으로 대별된다. 비평계는 지속적으로 전통의 부분적 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
며 전통 연희를 현대 전위극적 관점에서 재발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이자 욕
망21)을 드러냈으나, 1973년에 이르기까지 제작자들의 주된 공연 방식은 탈춤과 리듬
을 연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가 지닌
작품성이나 그 수상과는 별개로 이 공연은 ‘흥행’적으로는 실패였고, 자유극장은 이
공연 이후 기왕의 번역극 중심의 레퍼터리를 선보였던 것이다. 이때 이러한 흐름이
1970년대 초반을 지나며 점차 변화하게 된다.

3. 세계 속의 한국 연극에 대한 인식과 ‘전통 소재’의 확대
전통 연극에 대한 관심은 전후 세계 속의 한국 연극에 대한 관심 속에서 다시금 강
조되고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에 이러한 시각이 서구 연극을 시찰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유치진, 이두현 등이나, 해외유학 경험을 지닌 『연극평
론』의 평론가들이었다면 1971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세계연극제는 연극계가 세계
20) 이진아, 앞의 글, 150-155쪽.
21) 위의 글,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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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한국 연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3세계연극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속극을 주축으로 각
국가의 특색있는 극적 요소를 발굴, 현대극에 도입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ITI 한국본부는 제3세계연극제에 실험극장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한다. 실험극장은 연극
사상 ‘최초의 해외 공연’이라는 임무를 띠고 우리 고유의 정서와 상 풍습 등 민속문화
를 보일 수 있는 작품을 고른 결과 오영진의 <시집가는 날>을 참가작품으로 결정한
다.22) 실험극장 단원과 국제회의 대표로 김정옥, 유덕형, 김의경 등을 파견하기로 하
였으나, 실험극장의 참가는 경비 부족으로 불발된다.23) 이때 제3세계연극제에서 유덕
형이 연출한 <알라망>이 호평을 받으면서 연극계에 화제가 된다.
김의경은 참관기에서 유덕형의 <알라망>에 대해 이것이 한국 연극이냐고 물었던
한 미국인 교수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으나 유덕형이 활용한 동작과 소리 등의 요소
가 무한한 친밀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고백한다. 이어 ITI의 명예회장인 로자몬드
길더가 피터 브룩도 질투를 할 만하다는 농담을 했음을 인용하며 유덕형이 보여준 공
연의 성과를 전달한 그는, 제3세계연극제전에 관한 뉴스가 전해졌을 때 주변에서 한
국이 왜 제3세계에 속하느냐는 반문이 있었으나 “필자는 이번에 필리핀 연극을 몇 개
보고 우리의 연극이야말로 제3세계에 속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전통
극을 생활에 밀착시킨 현대극이 필요함을 역설한다.24) 제3세계연극제에 이어 ITI의 명
예회장이자 미국본부위원장인 로자먼드 길더가 내한하여 유덕형이 연출한 <알라망>
이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하며 피터 브룩 같은 서구의 연극인들이 동양 연극을 통해
서양연극을 살찌우고 있다고 전하고 봉산탈춤과 꼭두각시놀음 등 한국 전통 예술을
참관하고 떠난다.25) 또한 유덕형은 1973년 <초분> 공연에 이어 뉴욕의 라마마극단의
초청을 받고 미국에서 <초분>을 공연하고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이러
한 국제연극제의 경험과 해외 진출이라는 ‘사건’은 평단만이 아니라 연극계 전반이 서
양 연극에서 바라본 동양연극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유덕형이 연출한 <초분>의 공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3세계연극제를 위시한 해외
의 평가는 바로 『연극평론』을 위시한 평단이 이상으로 삼았던 전통의 활용 방식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유덕형 스스로도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서구적 시선에서 동
양연극을 바라보는 관점과 아방가르드적 연극 실험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작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70년대의 평단이 <초분>을 비롯하여 <태>, <하멸태
자> 등 유덕형과 안민수의 작업을 고평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당시 한국 연극계에서 이루어지던 공연과는 달랐던, 다분히 ‘외부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유덕형의 공연이 보여준 새로운 충격과 그에 대한 평단의 고평, 그리고
해외연극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당시 연극계가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대해 관
22) 「작품은 <시집가는 날> 등 – 국제연극제 실험극장 참가」, 『경향신문』, 1971.8.28.; 「실험극장 <시집
가는 날> 공연 – 마닐라 세계연극제 참가키로」, 『동아일보』, 1971.8.30.
23) 「돈에 막힌 마닐라행 – 실험극장 시연 포기」, 『경향신문』, 1971.11.10.
24) 김의경, 「제3세계연극제 참관기」, 『동아일보』, 1971.12.07.
25) 「동양 섭취로 서양극 살쪄...- ITI 명예회장 길더 여사」, 『동아일보』, 197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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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기울이게 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전통’에서 기본적인 모티브를 가져오되, 전통
연희의 ‘연기술/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을 선보인 이 공연들에 대한 관객의 반응
이 긍정적이었다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73년 공연된 <초분>은 평론가들만
고평했던 것이 아니라 관객 반응 또한 우호적이었고, 작품의 성과와 별개로 관객 실
적은 좋지 않았던 1970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의

1973년 재공연은 첫날부

터 만원 공연을 이룰 정도로 성공적이었다.26) 극단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관객의 호응은 관객의 감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초분>은 75년의 재공연이 요청되었으며, 이때 연장공연을 하고 1만
명에 이르는 관객 동원에 성공함으로써 기업화가능성까지 타진해보게 만들 정도로 관
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는 점27)에서 당시 제작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연극을 무시하기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전통 연희의 현대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이상을
구체화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관객과 제작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을 때,
산하가 공연한 윤대성의 <노비문서>(표재순 연출)가 공연의 성과를 두고 찬반의 논의
에 휩싸이게 된다. <노비문서>는 김세중이 안무를 담당하는 등 제스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통 연극의 몸짓이나 리듬을 수용하고자 한 공연이었다.
이 작품으로 윤대성은 이듬해 현대문학의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여 그 작품성을 인정받
았으나, 공연의 성과에 있어 평론가들은 어색할 정도로 유형화된 몸짓, 전통의 부분적
차용에 불과하다며 비판한다. 1973년은 민예극장이 창단되어 창립 공연으로 <고려인
떡쇠>를 공연하기도 하였는데, 평단은 이들 공연뿐 아니라 민예극장에서 마당극적 형
식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자 한 장소현의 <서울말뚝이> 등에 대해 주제설정이 너무
나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상일은 <노비문서>에서 사상성이 짙
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한다.
｢노비문서｣의 극적 계기에 알맞은 설정에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군중의 피지배
상태에서의 탈출, 즉 자유를 너무 생경하게 표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노
예계급이라는 민중의 정신이 결국은 치자(治者)나 지식인의 도구가 되고 마는
역리(逆理)를 증명해 보인다. 민중정신이 선언을 통해 표현되지 않는 이상 연
극예술에 있어서는 그 주장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면 그것은 오히려 감동을 죽
이는 무리가 된다.28)
전통의 현대화 과정에서 탈춤, 가면극의 인물 등의 활용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
자 및 비판과 연결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주제의 직접적 노출로 읽
히게 되는 것이다. <망나니>, <너도 먹고 물러나라>, <노비문서>를 통해 전통 활용의
26) 「첫날부터 만원 공연 – 자유극장의 <어디서...>」, 『동아일보』, 1973.9.4.
27) 「연극도 기업화 가능」, 『조선일보』, 1975.5.28.
28) 이상일, 「충격의 연극과 문화형성력- 실험극장의 「춘향전」과 동랑레퍼토리 「초분」, 「노비문서」」,
『한국연극의 문화형성력』, 눈빛, 2000,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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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제공했던 윤대성은 그가 민중을 주체로 한 연극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1960
년대 말부터 가속화된 이농현상과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공장 노동자, 이주농민,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하층민들의 존재가 수명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29) 하층민의 비참상으로부터 출발한 윤대성의 <망나니>와
<노비문서>는 민중의 승리를 확신하는 진보주의적 역사인식과 그것을 회의하는 허무
주의적 역사인식이 착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30) 그 비참상에 대한 재현과 픙자에서
뚜렷한 주제의식을 내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노비문서｣는 극단 상황이 1976년과 1978년 2차례에 걸쳐 공륜에 심의를 요
청하였다가 모두 반려되었던 검열의 상황을 겹쳐 놓아볼 필요가 있다. 1976년 공륜은
『공연윤리』를 통해 “작품의 주제가 현시점에서 부적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려”31)한다고
밝혔으며, 1978년 반려 사유는 『공연윤리』에 누락되어 알 수 없으나 주제 의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려 사유는 유사하거나 동일했을 것이
다.32) 이와 같은 검열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문화 정책이 국학 진흥을 통한 민족정신의
육성과 ‘호국문화유적의 복원 및 정화’, ‘역사적 인물의 재발견’ 및 이를 통한 ‘충효사
상의 강조’33)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창작극 지원을 앞세운 문예진흥 정책
이 1974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정부의 문화 정책에 걸맞거나 적어도 벗어나지는 않는 방향이 필요해졌다고 할 때
기존에 전통을 활용하던 방식은 그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다분했던 것이다.
평단은 주로 민예의 작업을 문제 삼으며 전통 활용의 방향은 한국적인 소재가 아니
라 한국적인 심성에 천착해야 함을 역설한다. 제작자들의 전통 활용 방향도 선회하게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1975년에 열린 ITI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다. 1975년 1월 17, 18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ITI 한국본부는 ‘전통연극의 현대적
수용’ 심포지엄을 주최한다. 여기에서 김열규의 「제의적 연극의 성격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심우성의 「전통 연극의 현대적 수용」, 허규의 「한국 전통극의 현대극에의 접입
시도와 과제」, 오태석의 「작가로서의 한 시도」로 이루어진 주제 발표와 질의토론 과
정으로 진행되었다.34)
이 심포지엄에서 김열규는 전통 연극으로서의 민속놀이가 현대적 연극 형태로 발전
되기 위해서는 극작 및 연출가의 특별한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여
석기는 한국인의 생활 정서가 복합적으로 녹아 있는 것은 탈춤, 꼭두각시놀음 등의
소박·단순한 전통 연극보다 민담, 민요, 설화 등인데 현대 극작가들이 아직 이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평단은 허규의 민예극장이 시도해온 민속의 현대연극화는 실패한 것으로
29) 홍창수, 『연극과 통찰: 대담으로 엮은 극작가 윤대성의 전기』, 연극과인간, 2010, 117-118쪽.
30) 박명진, 「1960년대 희곡의 정치적 무의식과 알레고리: 박조열, 신명순, 윤대성을 중심으로」, 『한국극
예술연구』 11, 한국극예술학회, 2000 참조.
31) 『공연윤리』, 1977. 1, 6쪽.
32) 정현경, 「1970년대 연극 검열 양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84쪽.
33) 백현미, 앞의 글, 280쪽.
34) 「고유민속연극 현대이식을」, 『조선일보』, 19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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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서 설화, 민담 등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 제시는
설화나 민담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연극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것과 관련된
다. 유민영은 이제까지 민속의 현대 연극화 시도가 실패한 것은 현대화의 근본이 되
는 몸짓을 보다 원초적 시기의 민속적 몸짓에서 구하지 못하고 이조말엽에 와서 토착
된 좁은 시야의 몸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인도의 카타칼리춤이나 남
방의 바리춤 등을 아르또가 착안하여 현대화된 몸짓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민속의 현
대연극화도 이런 관점에서 발상되어야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전통 연극의 현대적 수용을 위해 작가는 우리의 민요, 민담,
설화 등 전통적 민속을 소재로 다뤄야 하며 양식은 어쩔 수 없이 서구적 양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35)이라는 주장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허규는 ITI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평단의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자신
의 작업을 되돌아보면서 놀이와 연극, 탈춤과 연기는 분리해서 신중히 검토, 실험해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민속극 속에서 음악적인 면과 무용적인 면을 도입하려 했다는
것이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지금까지의 시도가 소재 선택
에 있어 극히 한정적(탈놀이, 판소리 인형극)이었고 또 다분히 형식 도입에 불과한 것
이었고 또 부분적 시도였으나 앞으로 소재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굿과 부락제 포함)
분석 검토와 종합을 통해 독자성을 추구해나갈 생각36)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
한상철은 ITI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가 전통극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개념을 좀 더 포괄
적인 개념, 즉 ‘한국적인 연극’, ‘민족연극’으로 확대시켜야 한다37)는 의견으로 모아졌
다고 정리하는데, 이때의 ‘한국적인 연극’, ‘민족연극’이라는 개념은 서구적 연극이 동
양 연극을 바탕으로 보여준 연극 실험과 검열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문화 정
책이 착종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4. 제의와 설화 소재 작품의 증가와 비어있는 ‘한국적 심성’
앞서 ITI 심포지엄에서 허규가 굿과 부락제를 포함하여 소재 선택의 범위를 넓힐
계획임을 밝히고, 평단에서 설화와 민담 등의 활용을 요구했듯이 70년대 후반기의 전
통 활용 양상을 보면 탈춤 중심이었던 전반기와 달리 굿 등 제의적 요소를 활용하거
나 설화적 소재를 활용한 공연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민예극장의 <한네의 승천>
<물도리동>, 동랑레퍼토리극단의 <춘풍의 처>, <물보라>, 산하의 <옛날 옛적에 훠어
이 훠이>, 시민극장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신협의 <탑> 등이 그 예이다.
1970년대는 굿의 연극성에 대한 논의가 연극학자나 연극계 인사에 의해 제기된다
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상일은 굿에는 제의적인 면과 유희적인 면이 있지만 그 자체
로 연극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굿거리에 포함된 모방적 요소나 도취적 요소를 연극
35) 유민영, 「전통의 연극의 현대화는 민속을 소재로 – 원초적 몸짓서 출발을」, 『경향신문』, 1975.1.21.
36)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 심포지움 - 전통연극의 현대적 수용」, 『동아일보』, 1975.1.18.
37) 한상철, 「전통연극의 현대적 수용」, 『한국연극의 쟁점과 반성』, 현대미학사, 1992,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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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으로 조명하면서 굿의 연극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8) 또 다른 글에
서 그는 굿의 연극학을 지향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굿의 드라마성을 양식화 세련화
하는 방식보다는 굿 관념에 남아 있는 제의성의 부활을 바탕으로 신화적 시공간과 공
동체적 공감을 회복하여 제의적 연극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았으며,39) 이 제
의적 연극의 수립에 의해 현대연극의 정신인 연극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40) 즉 이들은 굿이나 설화에서 역사적 시공간과 사실적 제약을 뛰어넘
는 제의성과 원형성에 주목하고, 이것을 연극에서 담아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규는 1970년대 중반 전통 수용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천
명하는데, 그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1977년 공연한 <물도리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도리동>은 별신굿탈 제작자로 알려진 허도령의 설화를 극화한 것으로, 허규는 노
래와 춤을 새로 만들고 12개의 탈 중 전해 내려오지 않는 3개의 탈은 새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민속적 요소를 풍부하게 활용하면서도 탈춤, 장단의 도입에 따른 연희성은
축소되고, 금기와 위반, 죽음과 탄생의 원형적 이미지가 중심을 차지한다. 허규가 새
롭게 시도한 설화적 소재, 굿 등 제의적 요소의 도입이 국가의 문화 정책과도 부합하
는 것이었음은 <물도리동>의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이 입증한다.
허규가 보여준 새로운 시도에 대해 평단의 반응도 비교적 우호적이었는데, 한상철
은 이러한 <물도리동>에서 보여준 작업에 대해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시도는 전통극
의 어느 형식만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빌어와 새로운 내용 속에 억지로 덧붙이는 식이
었으나 <물도리동>은 종래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의식과 정서의 핵을 한국의
설화에서 찾아 이를 연극적으로 형상화시켜야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며, 그
러한 연극적 형상화를 위해 모든 연극적 요소들을 새로이 창안해서 만들어 나가려던
계획도 좋은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이 극이 죽음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인 자
유를 얻게 된다는, 높은 차원의 질서와 생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표현하기 위한 양식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고도의 압축과 긴
장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한다.41) 즉 <물도리동>이 보여준 설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적 주제와 제의적 표현 방식은 평단과 국가 양자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
어냈고, 특히 대한민국연극제에서의 수상과 국가의 지원은 제작자들이 이러한 ‘전통의
현대화’의 방향을 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허규는 이후에도 탈놀음, 판소리, 남사당의 연희를 놀이적 연극유산으로, 굿놀이, 제
의를 제의적 연극 유산으로 나누면서 연극 유산의 외연을 확장시킨다. 이때 그는 탈
놀음과 유랑 집단 연희가 관습적 놀이성이 강한 데 비해 굿을 비롯한 각종 제의에는
연극성이 더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42) 아울러 허규는 “한국 극장예술에 대
한 올바른 진단과 검토가 있어야 하며, 전통예술에 대해 재인식하고 새롭게 가치관을
38)
39)
40)
41)

이상일, 『굿, 그 황홀한 연극성』, 공간, 1974.
이상일, 「굿의 양면성, 제의와 축제」, 『연극평론』, 1977, 여름.
이상일, 「드라마의 제의적 복귀」, 『충격과 창조』, 창원사, 1976.
한상철, 「전통극의 재창조: 「물도리동」의 경우」,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편, 『70년대 연극평론자료집
(Ⅱ)』 도서출판 파일, 1989, 360-362쪽
42) 허규, 「한국적 극장예술의 정립 가능성」, 『한국연극』, 1978.5, 1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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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여 민족 고유의 극장예술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때”라면서, 이를 ‘국가적·
민족적 사명’이라고 역설하였다.43) 1978년에 발표한 이 글은 대한민국연극제의 수상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굿과 설화 등을 활용한 연극이 ‘국가적·민족적’ 연극
으로 정향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70년대 문화정치의 장에서 국가로부터 합법화
된 전통의 가치, 연극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연극계가 수용한 전통의 가치, 그
리고 문예 지원을 통해 실천된 전통의 가치는 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다.44)
대한민국연극제에서는 굿이나 설화 소재 작품이 늘어난다. 1979년도의 제3회 대한
민국연극제에서 참가한 작품 중 두드러지는 현상은 신협의 노경식 작, 이창구 연출
<탑>, 시민극장의 최인훈 작, 심현우 연출 <달아달아 밝은 달아>, 민예극장의 허규
작·연출 <다시라기> 등 고대 설화나 역사에 바탕을 둔 작품이 다수45)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듬해인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도 참가한 9개 작품 중 민담이나
설화에서 나온 소재를 택한 작품이 5작품으로 절반을 넘는 것46)으로 이어진다.
평단은 이러한 설화 소재 작품에 대해 작품이 지닌 형식적, 주제적 차원에 대해 인
정하면서도 그 무대화에 있어 추상화와 양식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대담한 실
험을 선보인 무대가 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대담한 연극 실험, 양식성에 대한 요구
는 평단이 지속해온 것이지만, 1970년대 전반기 탈춤과 장단 등의 수용을 문제 삼았
던 것과 달리 제의적 구조, 굿의 활용, 설화의 활용 등을 ‘한국적 심성’에 대한 접근으
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석기는 1970년대를 정리하며 70년대 연극현상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표현
방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창작극의 새로움 모색과 관련하여 연출 및 무대양식에
있어서의 한국화 노력은 자기발견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한다. 또
한 그는 대부분의 탈 또는 탈춤의 편의적 이용에 시종한 가운데 민속적, 제의적 요소
를 연극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70년대 후반에 와서 돋보이는데, <초분>에
서 <무엇이 될고하니> 또는 <다시라기>에 이르는 일련의 연출적 시도는 민족적 양식
의 정착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한 방향을 정립해주는 것으로 보
아야한다고 정리한다.47) 1970년대 후반기 굿과 설화 활용에 치중한 전통 활용의 방향
은 제작자와 국가, 평단의 지향점과 욕망이 교집합을 보였던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제작자들도 평단도 공연에서 활용한 설화나 제의적 구조 등이 왜 ‘한국적
심성’인가에 대한 논의나 그것이 현재의 관객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준다. 굿과 설화 등의 소재와 구조를 선택했을 때 원형
적이고 한국적인 심성은 자명한 어떤 것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남은 것은 무대의 실
43)
44)
45)
46)
47)

위의 글.
김기란, 앞의 글, 59쪽.
「역사물 출품 많아 – 대한민국연극제 신청 마감」, 『경향신문』, 1979.7.6.
「막 내리는 대한민국연극제 – 수준 미달의 흉작」, 『동아일보』, 1980.10.25.
여석기, 「한국연극 70년대의 의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편, 『70년대 연극평론자료집(Ⅰ)』, 도서출판
파일, 1989,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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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과 양식성인 것이다. 즉 1970년대 후반기의 전통의 현대화 담론과 실천에서는 관
객에 대한 고민이 누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중반의 전통의 현대화 작
업에 대해 관객들이 호응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여 1970년대 후반의 작업에 대한 관
객의 외면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준다.

5. 결론
(생략)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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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우리도 아닌 ‘무엇’으로 사는 삶, 탈북자 이야기
- 「널 위한 날 위한 너(2017)」을 중심으로권미란(서강대)
- 목차 1. 들어가며
2. 작품 분석
2.1. 인물 구도: 공존의 윤리의식을 실천하는 ‘두 자매’
2.2. 공간성: 빛과 어둠을 가르는 분리의 시공간, ‘국경’
3. 나오며
4. 참고문헌

1. 들어가며
2010년대 한국 연극에서 탈북자1) 이야기는 이제 주요한 주제이자 소재로 자리 잡
고 있다. ‘탈북자 이야기’는 북한 사람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와 위험한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을 다룬다. 작가와 관객 그리고
연출가 모두에게 탈북자 이야기는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
게 하는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대가 다뤄야 할 사회문제로 여겨진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숫자는 대략 3만 명2)에 육박한다. 이제 우리는 탈북
자를 뉴스나 신문이 아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다. 북한에서 먹는 인조 고
기나 평양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새롭지 않고, 그들의 잔혹한 탈북 과정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지도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70∼80년대 흑백
TV에 나오던 북한 귀순자3)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하던 인파를 이제 더는 찾
1)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탈북자에 대한 명칭은 북한이탈주민(2008년 법률 용어로 제정)
이다. 해당 명칭과 함께 탈북자, 북한 귀순자, 탈북민, 새터민(2005년 탈북자라는 이름이 부정적 이미
지가 크다는 이유로 밝은 어감의 단어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다)이라는 용어
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어감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강조하고자 ‘탈북자’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
하고자 한다.
2) 현재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는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33,523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NGO 활동가나 시민 단체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숫자를 포함하여
최대 5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자료 출처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제
공-남북하나재단]로, 하나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1
년부터 매년 탈북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50년대 탈북자는 귀순 사건이라 불리며 신문과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다. 그중 1953년 9월 북한 공군
이었던 노금석 대위는 휴전 협정 이후 56일 만에 미그 15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다. 그의 귀순은 헤
어졌던 어머니와 극적 상봉으로 주목받았고, 1983년에 귀순한 공군비행사 이웅평 대령은 동해안에 떠
밀려온 삼양라면 봉지에 적힌 문구를 보고 인민의 편의를 챙기는 남한 사회를 동경해 귀순을 결심한
다. 당시 정부는 북한 장교의 자발적 귀순에 환영대회를 열며 환영했고 주택 2채를 제공하는 등(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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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한국에서 탈북자는 익숙하지만 낯선 존재로 우리 주변 곳
곳에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는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탈북자는 정부
로부터 초기 정착금을 지원받고 취업지원과 교육지원4)을 받으며 사회적 배려와 보호
(?)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실상 손에 쥐게 된 것은 초기 정착금 700만
원뿐이다. 고향을 떠나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
족한 돈은 곧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탈북자들은 그들이 떠나온 곳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봉착한다. 바로 생존이다.
지난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봉천동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세계 경제 순
위 13위에 빛나는 경제 대국 한국의 이면을 보여주었다. 통장 잔고 0원과 텅 빈 냉장
고로 대변되는 궁핍한 경제 상황이 죽음의 원인으로 짐작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의 현실을 성토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해당 기사 쓴 기자는 이달의 기자
상을 받았고, 국회에서는 ‘봉천동 탈북모자법’을 만든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탈북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탈북자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북한을 탈출한 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폐쇄성, 바로 부정적 인식과 이중적 태도에 있다. 중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탈
북자들의 사정5)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탈북자가 적응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낯선 제도뿐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을 이등국민6)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러므로 탈북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든,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 취업에 성공
했든 여전히 남의 나라에 사는 이주민이자 이방인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탈북자 이야기를 다룬 연극들7)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있다.

4)

5)

6)

7)

약 15억 상당) 엄청난 규모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환영과 절대적 지지는 곧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 탈북자들에게는 비행기도 남한에 대한
동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지원도 없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 따라 귀순자에게 국가유
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서 정착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다. 국제법상 북한이탈주민은 ‘위임난민’에 해당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하고 이들에
게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생활보호 등을 지원하여 정착을 돕는다. 해당 내용은 통일부에서 마련한
북한 이탈주민 정책과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참고됨.
1990년대 이후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아직도 적응 과정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부적응자들은 대체로 남한 정부 및 남한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와
편견에 실패의 탓을 돌리며 적대감을 키우기도 한다. 거듭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심한 경우 남한
에 적응 또는 정착한다는 의미, 나아가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한다.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 11권(1호), 2002
탈북자는 남한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된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전희 그들을 자신과
다른 부류로 보는 남한사회의 이중적 태도가 그들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보다 넘기 어렵다. 남한주민
들의 편견과 무시 이와 연결된 문화적 이질감이 그들을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다. 김복수 외 7인, 『21
세기 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78∼79쪽 참조.
탈북자를 다룬 연극으로는 김은성 작 <목란 언니(2011)>, 공영범 작, 박정희 연출의 <이인실(2013)>,
이대영 연출의 <이중사연(2013)>, 박찬규 작, 고선웅 연출의 <탈출, 날숨의 시간(2014)>, 이여진 작
<토일릿 피플(2016)>, 양종윤 작의 <구향(2018)>, 왕모림 연출 <탈북자(2018), 위너스컴퍼니의 <컨테
이너(2020)> 등이 있다. 그중 대만 연출가 왕모림이 참여한 연극 <탈북자 The North Defector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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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12년 두산아트센터에서는 경계인 시리즈로, 2017년 국립극단에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이름으로 탈북자를 다룬 연극을 기획 공연한다.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는 난민(Refuge)이다. 그들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
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 대다수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한국 역시
그들에게는 낯선 장소이다. 그래서 탈북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
음에도, ‘나’로도 ‘너’로도 그렇다고 ‘우리’로도 불리기 어렵다. 그들에게 북한은 어디
든 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갈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아 정mia chung의 희곡 <널 위한 날 위한 너 you for me for
you>(박해성 연출,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16일 공연)8)은 국제적 난민으로 살아가
는 탈북자의 현실 상황과 그들이 탈북을 경험하며 겪게 되는 정서적 고립감과 불안의
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 이야기는 이제껏 확고하게만 여겨졌던 한국인의 정체
성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논의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작품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그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그려내는 데 주력하지 않는다. 그보
다는 탈북자들이 북한과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경험해온 것들, 잔혹한 죽음과 굶
주림에 기억 그리고 떨쳐 버릴 수 없는 내면의 두려움, 절망감, 소외감 등을 나타내는
데 주목한다.
이 작품에서 탈북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존재’로, 관객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자각한다. 더불어 그들이 겪어 온
시련과 고난에 공감하며 탈북자의 정체성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제 탈
북은 자유를 위해 떠나온 특별한 누군가의 여정이라 보기 어렵다. 탈북은 비 선택적
이주9)로, 이제 우리는 그들이 겪고 있을 소외감과 상실감10)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
야 한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진 학살과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분단의 경험은 오롯이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 주변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의 다른 형태의 분단 또는 분리 경험과 연결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만 연출
가가 그려낸 탈북자 이야기는 곧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상황과 이어져, 국가와 민족이란 구획된 틀에
의해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는 개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3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탈북자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 문제로 확대되게 된다.
8) 2012년부터 해외에서 꾸준히 공연된 창작품으로, 첫 공연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2017년 한민족 디아스포라전에서 정식 공연된다. 해당 작품은 작가 미아 정이 2009년 여름, 미국 언
론인 유나 리 기자와 로라 링 기자가 북-중 국경에서 북한 경비원에게 체포, 억류된 사건에 염감을
받아 쓴 것으로 알려진다. 2018년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빅토리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영국계 미국
인 여감독이 연출을 맡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배우들이 탈북자 남매 역을 맡았다. 작기 미아 정은
미국계 한국인으로 해당 작품은 영어로 작성되었고, 작품을 읽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2017년 공연 당시 윤색과 연출을 맡은 박해성은 다른 의미에서 해당
작품을 공연하면서 세계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며 외부로부터 고립되어있는 우리
(한국)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 출처] 국립극단, <한민족 디아스포라 심포지엄>, 백
성희장민호 극장, 2017년 7월 15일자.
9) 탈북자들이 중국에 오게 된 이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발적 사유보다 비자발적 사유가 더 높은
비유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돈’과 ‘배고픔’ 그리고 강제 유인
납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이 글에서 설명하는 탈북자의 비자발적 탈북 사유는 그들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북한 정부의 지나친 감시와 처벌 방식에 있다. (자발적 23%, 비자발적 77%) [자료 출처] 강
동완, 『엄마의 엄마』, 동아대학교, 2018.
10) 앞의 글,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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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군분투하는 탈북자의 모습은 현실 사회 속 현대인의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증후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의 현실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공간과 인물의 특징에 주목
하고자 한다. 탈북자 문제를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현대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자매라는 인물 구도와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 대비되는
과거를 교차시키는 독특한 공간 구성 및 서사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공간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두 자매는 탈북자에 대한 도식화된 이미지, 편견에서 벗어나 실증적인 인
물과 사건을 구현하고자 한 작가의 세계관과 작품세계를 오롯이 드러낸다.

2. 작품 분석
이 글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연극 동영상과 연극 공연 대본이다. 2017년 한민족
디아스포라 전에 출품된 미아 정11)의 희곡 <널 위한 날 위한 너>는 연출가 박해성이
해당 작품을 번역된 대본을 윤색하여 만들었다. 다만 이 작품의 원작과 공연 대본을
소장할 수 없어, 직접 인용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일부 장면을 대신하는 사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작품은 2012년부터 해외에서 꾸준히 공연되어왔으나 한국에서 전문
극단과 배우 그리고 연출진으로 구성되어 공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가
미아 정 역시 국립극단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현재 해당 작품의 원본은 구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게도 당시 공연을 녹화한 영상과 대본을 참고하여 작품을 분석하였
다. 추후 해당 작품의 원본과 해외 공연 영상(해당 희곡은 2018년 시카고 공연장에서
외국인 여성 연출가와 한인 배우들이 두 자매 역을 맡아 재공연되었다)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2.1. 인물 구도 : 공존의 윤리의식을 실천하는, 두 자매

이 작품에 주인공은 두 자매다. 대내외적으로 북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12)는 강인한
11) 극작가 미아 정은 한인 2세로 뉴욕에서 태어났다. 예일대와 아일랜드 더블린대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2010년 브라운대에서 극작을 공부해 몇 편의 희곡을 썼다. 그는 이 작품을 쓴 계기를 “낯설고 동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친근하고 공감할만한 북한 사람 캐릭터를 제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 미디어가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실망감과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이유가 ‘유치하거나, 조종되기 쉬운, 이상한 사람들’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표현되는 북한 사람들을
친근하면서도 복잡한 인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도
관객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고미혜 기
자, <탈북 자매 소재 연극 美 무대에 올린 극작가 미아 정>, 2013년 2월 4일자, 이메일 인터뷰로 작
성된 내용이다.
12) 북한 여성의 뛰어난 적응력과 생존능력이 강조되는 데 비해 북한 남성은 상대적으로 유약한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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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력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으로 점철된다. 실제로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북한
이탈주민 중 72%13)가 여성이고 이는 북한의 주요 생계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히려 생활기반을 일구는데 여성의 역할이 주
요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여성들은 북한의 오랜 식량난 속에서도 장마당에 나가 식
구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여성들이 탈북을 강행하는 이유 역시 가족들의 생계를 책
임14)지기 위해서다. 그들은 어떻게든 어디서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
고 인내하는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바로 이런 점이 북한 여성에 대한 연민의 감
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객이 쉽게 공감하게 만드는 심리적 배경이 된다.
첫 장면은 두 자매가 냄비를 들고 어두운 방에 걸어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집
벽면에 나란히 걸린 김씨 일가의 초상화 아래, 어둡고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언니 민
희와 동생 준희가 실랑이를 벌인다. 자매의 실랑이는 냄비 안에 담긴 ‘강냉이죽’ 때문
에 일어나는데, 동생은 언니에게 언니는 동생에게 죽을 먹이려고 한다. 아픈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준희는 이내 냄비에 있는 죽을 다 먹는다. 준희가 그릇에 담긴 죽을
남김없이 먹고 나서야 민희는 안도한다. 음식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자 개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앉은 식탁 위
에는 냄비 하나와 수저 한 벌 그리고 접시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다. 애초에 냄비에
담긴 음식은 한 사람이 겨우 허기를 달랠만한 양뿐이었고 이는 둘 중 한 사람의 생명
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1) 민희와 준희가 밥을 먹는 첫 장면

[사진 출처] 국립극단 블로그

그려진다. 하지만 실제 다른 난민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남성의 숫자가 더 우세한
데 제주도 예멘 난민도 길고 험난한 탈출 과정을 이겨내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유독 북한이탈주민 비율 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북한 여성이
강인하기에 생존하기 유리했던 것일까.
13) [자료 출처]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9, 44∼60
쪽 참조.
14) 강동완, 『엄마의 엄마』, 동아대학교,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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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매는 혈육을 넘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동료이자 동반자적 관계로 그려진
다. 서로를 마주 보며 미소짓는 자매의 모습에서 누군가의 감시와 고발 속에서 살아
가야 하는 냉혹한 ‘이곳’에 유일한 신뢰적 관계가 두 사람임을 확인시켜준다. 오랜 식
량난에 음식 배급도 중단되기 일수인 이곳에서는, 한 줌의 곡식에 사람이 팔려나가기
도 하고, 쥐를 잡아먹겠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이들에게 배고픔은 그 어떤 질
병보다 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다.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두 자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애정을 잃지 않는다. 준희에게 언니 민희
가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민희에게 준희 역시 그렇다. 이 집에는
오직 두 자매만 살고 있을 뿐이다.
박영자는 “일상이란 남성과 여성이 생활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해서 갈등하며 협상하는 영역”15)이라고 했다.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인 부부와 모자
관계를 상실한 자매의 집은 이미 갈등과 화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 구성원 간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갈등 해결은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영위되기 어려운
무능한 현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매는 서로에게 부모이자 형제이며 동료이자 친구
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서로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는 자매가 북한을 탈출하게 된 결정적 사건인 병원
장면에서 잘 확인된다. 민희는 오랜 기간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준희는 그런 언니에
게 좋은 약을 주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건넨다. 하지만 의사는 언니의 병을 고치지
도, 덜 아프게 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약’을 줄 뿐이다. 이에 분노한 준희는 의사에
게 줬던 돈을 도로 빼앗고, 그 사건으로 인해 자매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당의 처벌
을 두려워하던 자매는 결국 북한을 떠나게 된다.
의사 앞에 선 두 자매는 두 다리를 반듯이 모은 채 정면을 응시한다. 의사는 자매
의 앞과 뒤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바라보며 ‘위대한 동지’의 은혜에 대해 설
교한다. 의사가 무대 좌우 전면에서 자매를 지켜보는 동안, 자매는 90도로 허리를 굽
힌 채 감사 인사를 반복한다. 그들이 감사를 전하는 대상은 실은 의사가 아니다. 의사
에게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지도자 동지’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그들을 감시하는 존재’다.
그래서 민희는 쓸모없는 약을 주는 돌팔이 의사에게도 끊임없이 ‘무한한 찬사와 감
사의 인사말’을 반복한다. 북한 정권은 ‘일상생활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통해 여성의 자
아 성찰을 요구’16)해왔다. 북한 사람들은 밥을 굶어도, 가족이 죽어 나가도 절대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만 안전을 보장받는다. 이는 두 자매가 오랜 기간 검열과 감시
에 익숙해졌음을 나타낸다. 또 생활총화란 이름으로 수시로 자행되는 ‘자아비판’의 결
과17)이며, 개인을 통제하려는 북한 정부의 주요 수단으로 자기검열과 감시가 활용되
15) 박영자, 『북한 여자: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앨피, 2017, 69쪽
16) 박영자, 앞의 책, 163쪽.
17) 생활 총화는 조직 또는 집단내에서 2일 또는 한주, 월간, 분기별로 자기 생활을 검증받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한 주간 생활에 대한 조직장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지적한 후 자아 비판으로 이어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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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민희가 한 감사 인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
상을 유지하려는 소망행위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북한을 탈출한 여자들은 중국으로 팔려가 성매매나 장기 밀매로
죽었다. 그래서 민희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준희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북에 남고자 한다. 때문에, 민희에게 국경을 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닌 유일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하지만 준희에게 북한 밖 세상
은 ‘여자도 편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곳’이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게 사상을 검
증받지도 의심받거나 처벌받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며, 돈만 있으면
병을 고쳐줄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준희는 몇 년이 걸리든 얼마나 위
험하든 국경을 넘고자 한다. 하지만 북에 남으려는 민희도, 북을 떠나려는 준희도 목
적은 모두 같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등 불빛 아래, 우둑하니 홀로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자,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낯선 사람
들 앞에서 준희는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처럼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
다.

그림 72] 미국에 도착한 준희

[사진 출처: 국립극단 블로그]

“지금 당장 우리 언니가 넘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북에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미국에서 준희는 새로운
아비판 후 상호 비판을 통해 서로의 생활을 비판하거나 비판받음으로써 자기 반성으로 검증을 받게
되는 회의이다. [자료 출처] NK조선 모바일 사이트, <생활총화란 무엇일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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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시작한다. 풍족한 음식과 일한 만큼 벌고 쓰며 친구와 쇼핑을 하는 평화로운 일
상이 이어진다. 그러나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자유는 생존
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꼭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선
택들이 반복되는 대도시의 삶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고 외롭게 만든다. 주희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던 사회에 벗어나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에 내재한 무수한 문제들
을 발견한다. 돈은 또 다른 차원의 감시이자 처벌의 수단이 된다. 돈은 누군가를 살리
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죽게 만들기도 하는 위험한 도구로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
하게 만든다.
준희는 병원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성실한 간호사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가 원치
않는 힘들고 고된 일을 떠안게 된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선
택’을 강요받는다. 힘없고 나약한 자에게 또 다른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돈이 지
배하는 세상에서도 준희는 여전히 힘이 없다. 하지만 준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냉혹
한 시장원리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는다. 흥정과 거래라는 새로운 방식
을 통해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
그녀에게 추가 수당과 정규직 보장은 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최소
한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다. 개인의 인내와
희생을 바탕으로 얻어진 ‘돈’은 세상 양 끝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의 시간을 보내는
두 자매를 만나게 해줄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자매의 삶은 곧 너를 위한 삶
으로, 그들의 강인한 생존력은 곧 누군가와 함께 하는 ‘공존의식’을 상징한다.

2.2. 공간성 : 빛과 어둠을 가르는 분리의 시공간, ‘국경’

늦은 밤, 자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수꾼을 찾는다. 준희의 부름에 무대 한 귀
퉁이에 서 있던 밀수꾼이 걸어 나온다. 준희는 밀수꾼에게 자신들을 가장 안전한 길
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밀수꾼은 국경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가장 안전한
길도 머나먼 태국 땅을 지나 몇 년은 걸려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가 걸릴
지 모를 길고 위험한 여정에 자매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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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 밀수꾼과 접선하는 자매

[사진 출처: 국립극단 블로그]

밀수꾼은 주변을 탐색하듯 자매를 먼발치에서 바라본다. 준희는 주변을 살피며 밀
수꾼에게 다가가 돈을 건넨 뒤 반대편에 가 선다. 어두워진 조명 아래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인물의 형상이 그림자로 비취며 무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인다. 유독 많은 직선과 직각으로 구성된 무대는 국경을 넘는 자매의 모습을 보
다 역동적으로 표현해낸다. 자매는 밀수꾼과 함께 무대 이곳저곳을 긴박하게 오르내
린다.
하지만 밀수꾼이 경고했듯, 함께 국경을 넘던 민희와 준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국경에서 잃어버리고 만다. 얼마 전에도 ‘건장한 청년’과 어린아이를 집어삼켰
던 국경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겨난 것이다. 괴물처럼 사람을 집어삼키는 국경,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돈과 재물이 필요하다. 준희는 돈과 함께 언니 민희를 제
물로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국경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국경은 돈과 함께 가장 소중
한 무언가를 잃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통한의 시간을 상징하게 된다. 준희가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국경이란 길고 긴 어둠
속에 가려져 무대 상에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자매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함께 머물고 있다. 국경에서 보낸 시간은 두
자매 모두에게 슬픔과 절망의 순간으로 기억된다. 중요한 순간마다 무대를 엄습하는
긴 정적과 어둠은 곧 자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국경이란 시공간을 암시한다. 특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 준희에게 어둠은 곧 북에 남아있는 민희에 대한 기억이자 반
드시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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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

두 자매

[사진 출처; 국립극단 블로그]

국경을 넘지 못한 민희는 검은 우물 안에 있다. 검은 우물이란 공간은 민희의 과거
와 현재 그리고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간으로 곰과 개구리 그리고 쌀 음악가가 나오는
‘동화적 환상’으로 환타지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뉴욕이란 대도시가 그이 마주하게 된
냉정한 현실 세계를 형상화한다면, 검은 우물 안 세상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자 더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민희는 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이곳 역시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녀가 갖고 있던 충실함, 꼼꼼함, 순종적인, 빈틈없는, 진심 어
림, 효율적인 그리고 “관대함” 이란 희귀한 품성 카드도, 그간 어렵게 모은 김정일화
1000장도 아들을 만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희
도 준희처럼 달라진 세상의 기준과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
간다.
그러나 민희의 우물 속 여정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된다. 그래서 준희와
달리 그녀의 여정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함께한다. 쌀 음악가는 아들에
게 줄 쌀 주머니를 주고, 곰은 허가증 대신 청색 호루라기를 주며 그녀가 아들을 만
날 수 있도록 돕는다. 민희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지나간 그녀의 슬픈 과거와의
작별을 상징한다. 어디서 굶어 죽었는지, 총에 맞았는지, 목을 맨 것인지 알 수 없는
남편과 재회한 민희는 비로소 자신을 괴롭혀 왔던 죄의식과 마주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며 새처럼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죽어간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
다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책감에서 비로소 벗어난다. 아들이 기억해준 민희의 예쁘고
부드러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암울한 기억에서 벗어난 민희는
그제야 빛으로 나아가고, 준희는 언니를 위해 어둠으로 걸어 들어간다. 엄연히 분리되
어 있던 과거와 현재란 두 세계는 두 자매의 삶 안에서 공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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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란 공간은 실재하는 장소나 영역이라기보다는 자매가 북한을 떠나 정착하기
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만들어낸 일종의 장소감이라 할 수 있다. 마틴 부버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참된 장소감을 ‘나와 당신’의 관계 유형‘18)으로 설명한
다. 여기서 주체와 객체, 사람과 장소 같은 구분들은 관계 그 자체로 대치되며 한 쌍
을 이룰 때 완전해지는 상호적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다시 자매 관계와 연계되
어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적 무대장치로 사용된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장소로 민희와 준희의 심리변화와 극적 사건을 형상화하는데 주요하게
활용된다. 관객이 현재와 과거 어디든 자유롭게 오가게 만든다. 이 극명한 시각적 대
비는 자매라는 독특한 인물 구도와 함께 무대라는 시공간을 무한히 확장 시키게 된
다.
4. 나오며
미아 정의 희곡 <널 위한 날 위한 너>는 두 자매란 상호적 인물관계를 활용해
인간이 지녀야 할 합리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탈북자는 우
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탈북자에 대한 사
회적 차별과 편견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들의 생존 과정과 평범한 일상에 주목하게 한
다. 이제까지 우리는 탈북자 이야기를 통해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김씨 일가의 독재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혐오의식은 모두의 삶을 위
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의미 없는 의식의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서로
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리를 지키는 자매의 헌신과 희생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북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들을 바꿔나가는 기점을 마련케 한다. 서
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두 자매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에 대한
의식을 내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들에게 느끼는 연민의 감정은, 단순히 그들이 북에
서 왔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기에 자연스레
생겨나는 공감이자 교감이다.

18)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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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개 이야기>에 나타난 복수 서사와 자기 찾기
임보람(서강대학교)
1. 들어가며
이 글은 공연 <왕서개 이야기>에 나타난 주인공 왕겐조의 복수의 여정을 자기 찾
기의 여정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수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
해자의 관계를 ‘기억하기’와 ‘망각하기’의 대립 상황으로 보고, 이 관계에서 형상화되
는 기억 모델을 밝혀, 이것이 작가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기억 모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약속의 기억’으로 해명하면서, 이 기억이 어떻게 왕겐조의 자기를 찾아가
는 여정으로 해명될 수 있는지 다양한 극적 표현기법과 연극 기호 등을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 공연에서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피해자 왕겐조의 복수방식이다. 왕겐조는 가해
자를 찾아가 자신이 받은 공격을 그대로 돌려주거나1), 자신의 상처를 끌어 올려 이를
그에게 투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왕겐조의 태도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보다 가해
자에게 복수하기를 바라는 삶의 태도를 병자의 부정적인 생존법으로 본 니체적 관점
과 유사하다.2) 왕겐조는 자신의 복수심을 자신에게 투사하여, 삶의 태도와 자기 자신
을 변형시켜가는 에너지로 활용한다.
이 복수심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 ‘기억’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과거 사건
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복수심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을 인식하
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사건을 기억하기를 요구하지만, 가해자들은 그 사건을 망각하고자 한다. 이를 지켜보
는 관객은 기억하기와 망각하기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사건에 공감하며, 그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작가의 새로운 기억의
방식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은 이 새로운 기억의 방식이 향하는 지점을 탐색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2020년 11월 4일에 남산예술센터에서 있었던 공연 <왕서개 이야기>(김도
영 작, 이준우 연출,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 공연)을 중심으로 하여, 이 공
연을 바탕으로 출간된 희곡집3)을 함께 비교하면서 무대구조, 인물형상화, 인물 구도
를 분석함으로써 복수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억을 요구하는 수사적 전략들이 어떻게
1) 누스바움은 이것을 비례보복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비례보복proportiona payback” 마사 누스바움,
『분노와 용서』, 김동혁 옮김, 뿌리와이파리, 2017, 10쪽.
2) “그들(고통받는 자들)은 제멋대로 괴로운 의혹에 빠지고 악의의 독특한 독에 취해 있는 어둡고 의심스
러운 역사를 찾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내장을 샅샅이 뒤진다. - 그들은 가장 오래된 상처를 찢고, 오
래전에 치유된 상흔에서 피 흘린다. 그들은 친구와 아내와 아이들과 그 밖에 그들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든다.” 니체,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 495
쪽.
3) 김도영, 『왕서개 이야기』, 이음, 2020. 이후에는 쪽수만 표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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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개념들은, 에리카 피셔-리히테의 The Semiotics

of Theater

4)의

기호학 이론을 참조할 것이다.

2. 균열 내기의 무대
<왕서개 이야기>의 무대 공간에서 주목할 점은, 앞과 뒷무대의 높이 차이다. 무대
구조는, 가장 높은 뒤의 무대를 조금 경사지게 하여 앞의 무대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관객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 공간이 있어, 관객은 무대의 높이차를 인식할 수 있
다. 무대의 기능적 차원에서 수직적 높이의 차이는 인물들이 상하좌우로 기동성이 극
대화된 움직임을 지니게 한다. 그러나 이 차이가 크지 않아 인물들의 움직임이 강조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대는 기능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도록 한
다.5) 경사 그 자체는, 수평이나 수직적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불안정
함의 물질성을 지님으로써 어떤 ‘균열’, ‘경계’의 극적 상황을 지시한다.

이 경사진 무대는 각기 다른 일본인의 집 내부로 네 차례나 바뀐다. 무대가 다른
극적 장소로 바뀌는 동안 실제 무대 공간에는 테이블, 의자, 몇몇 소품이 등장할 뿐이
다. 공연은 별다른 규칙이나 약속도 없이 인물들의 동작기호(mimic)나 배우의 대사나
청각적 기호 등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얻는다. 예를 들어 1장 작전명 이치고의 극적
장소는, 그곳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나 테이블 위의 책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 엔카의 소리로 그곳이 가정집 서재라는 것을 관객이 알 수 있게 한다. 2장 작전
명 임팔의 극적 장소도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나비넥타이를 매려는 임팔과 그 옆에 걸
어 놓은 서구식 검은 연미복,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등으로 관객이
집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그 음악소리가 전쟁 시기라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아닌 시기라는 것을 관객이 알 수 있게 한다. 3장 작전명
바로바로싸의 극적 장소도, 하나코의 의상기호와 하나코가 청소하는 제스처나 동작
4) Erika Fischer-Lichte, Jeremy Gaines & Doris L. Jones trans. The Semiotics of Theater,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5) 피셔-리히테의 말을 빌자면, 무대 공간은 “공간기호에 대한 기호”이다. ‘경사’ 이미지는 기호로서 어
떠한 의미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로서 자기-지시성(self-referentiality)을 지닌다. 위
의 책,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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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또 아들의 방이 무대 아래에 있다는 가정 등으로 관객이 가정집임을 알 수 있
게 한다. 4장 작전명 릴리의 극적 장소도 누워있는 릴리의 모습, 작은 테이블 등으로
관객이 이곳을 방안이라고 알 수 있게 한다.
극적 장소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극적 무대가 복수 서
사의 진행을 따르면서, 즉 왕겐조가 가해자들의 집을 찾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극적 공간이 모두 ‘집’이라는 점이다.
‘집’은 비호성의 장소이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집의 가치를 “내
부공간의 내밀함의 가치들”6), “원초의 아늑함”7)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집의 근본적인
가치를 인간의 거주함에서 찾고, 그 근거를 태어날 때부터의 집과의 애착에서 드러나
는 감정에서 찾았다.8) 집의 비호성은 등장인물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다. 집이란 개인 혼자서 편하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하다.9)
이처럼 무대가 계속 상징적 기호로서 집이 되는 것은, 집이라는 장소가 인물들에게
가족들과의 유대가 실현되는 삶의 터전이자, 한 개인이 그 속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왕겐조의 처지를 이해해볼 수 있다. 그는 만주
에서 관동군 5명에 의해 아내와 딸,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잃었다. 그래서 만
주를 떠나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중국 물건들을 팔며 이름을 왕서개
에서 왕겐조로 바꾸고 홀로 살아간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그는 더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

10)

극적인 무대는 왕겐조의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공간이다. 릴리와 나카노의 부인
인 하나코에게도 집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없는 공간이지만, 그들은 무대의 가운데
공간인 ‘집’ 안에 있다. 이와 달리 무대 좌우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왕겐조의 모습은,
구체적인 중심이 되는 공간을 찾아 방황해야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특히 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극적기호는 나무 상자이다. 왕겐조는 이 상
자를 들고, 처음 무대 위에 등장한다. 왕겐조는 요코하마에서 대학 선생이 된 이치고
의 집에 심부름을 와서 그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내 전달한다. 일본인으로서 중국인
을 무시하는 그의 비위를 어렵게 맞춰주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치로가 그가 들고 있
는 나무 상자를 보며 낡았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왕겐조는 왜 이 궤짝이 낡았는
지 그에게 묻는다. 왕겐조는 그 말을 듣고 왜 이 궤짝이 낡아 보이는지, 9개월 동안
묻지 않다가 왜 오늘 그렇게 물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왕겐조는
이 장면에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11)
6)
7)
8)
9)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옮김, 민음사, 1990. 113쪽.
114쪽.
114쪽.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번역총서
5)』, 에코리브르, 2011. 199쪽.
10)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거주”란, 집이라는 장소에서 머물러 사는 것(being)일 뿐 아니라 존
재(Being)자체라고 말했다. 인간존재의 의미는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11) 왕겐조의 분노 감정에는, 누스바움의 말을 빌자면, ①나에게 또는 나와 가까운 어떤 것이나 사람에
게 손상이 발생했고, ②그러한 손상이 사소하지 않고 심각하며, ③누군가 그러한 손상을 가했고, ④아
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믿음이 수반된다고 본다.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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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겐조가 분노한 것은 이치고의 말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21년
전 왕겐조는 관동군에게 딸을 잃고, 이 나무 상자를 만들어 관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왕겐조는 너무나 어린 딸아이를 관에 넣고 묻을 수 없어서, 그 상자를 관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궤짝은 그 후에 왕겐조가 물건을 배달하는 상자로 사용되었다.
나무 상자가 열리면서, 이제 과거의 사건이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①밖에서 여러 마리 말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마차가 도착하는 소리이며, 동
시에 21년 전 과거로부터의 소리이다. 말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실내를 가
득 채울 만큼 고조된다. 이치고와 겐조. 두 사람은 말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
럼 보인다.(28)
②전개되는 모든 과정에서 왕겐조가 다음 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은 결국
복수심을 지닌 채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누군가의 모습이다(30).
그리고 위의 지시문에서처럼 그의 복수심의 발현은 청각적 기호인 말의 울음소리로
나타난다. 그 소리는 21년 전의 과거로부터의 소리를 상징한다. 관동군 5명은 말을
타고 왕겐조의 마을에 와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 이 소리는 이후 왕겐조가 다른 세
명의 관동군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들린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왕겐조는 나무상
자를 들고 그 집을 향해 걸어간다. 상자를 들고 걸어가는 왕겐조의 모습은 딸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인물의 비참함을 상징한다.12)

3. 죄의 고백- ‘기억하기’와 ‘망각하기’의 대립
왕겐조는 21년 전 가해자들이 행한 일을 알기 위해 그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고 요
구한다. 왕겐조가 그들에게 궁금한 것은 그들이 살해했던 자신의 아내를 어디에 묻었
는지이다. 왕겐조는 먼저 이치로에게서 그날의 일을, 그가 없는 사이에 마을을 쑥대밭
을 만든 이유를 적어달라고 요구한다. 자백서를 써줄 것을 강요하는 왕겐조에게 이치
로는 그가 하는 복수의 행위들이 자신에게 어떤 승리를 갖다주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이 흔적도 없이 한꺼번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걸 말하지 말
고, “거꾸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28)라고 말한다.
왕겐조의 복수의 방식은 가해자들이 과거를 기억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자백’이란
자신이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이다. 리쾨르는 ‘죄에 대
한 고백의 현상’을 파고들어, ‘악의 개념’을 현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
김, 민음사, 2015, 63-64쪽.
12) “딸아이를 묻으려고 만든 거. 뒤뜰에 묻었는데, 관에 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을 다 보지도 못
했는데, 만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를 텐데. 작은 관 속에 묶어 두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거 하
나만은 내버려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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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백서’는 이치고의 ‘죄의 고백’을 통해 그가 행한 ‘악’의 실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기호가 된다. 이 자백서는 그 의미를 확대하면, 관동군 5명 모두가 자신의 악의 행위
를 드러내는 기호이다.
관동군 5명이 행한 악은, ‘이성에 근거한 악’이다. 이 악은 인식의 차원에서 행해졌
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호는 나카노가 하나코에게 보낸 편지이다. 하나코는
왕겐조가 나간 뒤, 서랍을 열고 편지 한 통을 읽는다.
하나코- 상부에는 이렇게 보고되었다. 만주 동북 평원 사냥꾼들의 집단 습격으
로 인하
허가해주길 바람.

여 전원 사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만주 사냥꾼 토벌을
토벌 요청은 승인되었고, 방법은 자유였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의 신념, 분골쇄신이었다. 더 이상 항의를 하러 찾아오는 사냥꾼은 없
다. 우리 앞길을 막는 건 무엇이든, (짧은 침묵) 죽여도 좋다. 대일본제국은 모
든 걸 승인한다. 일본은 반드시 승리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69)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5명의 사냥꾼은 사냥꾼 토벌을 일본제국에 요청했고, 일
본은 이를 승인했다. 토벌을 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단지 그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지고, 다른 누군가 그것을 당했다는 그 관계만 있을 뿐이
다. 즉, 왕겐조가 가해자들에게 과거를 기억게 하는 복수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
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 지점에서 명확해진다. 왕겐조가 가해자의 이성에 의한 행위에
피해를 당했다면, 그에 대한 그 이유도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누구
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5명의 사냥꾼과 일본 정부 중에 누가 이 악
을 행했는가, 누가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전쟁범죄자”(47)중
에 한 사람일 뿐이다.
전쟁범죄자들은 어떠한 처벌 없이, 왕겐조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가해자인 그
들은 왕겐조가 찾아가자 그날의 진실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왜 이제야 찾아왔냐며,
그날을 잊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앞을 봐”,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아요?”와 같이 말할
뿐이다.
가해자들이 그날을 잊는 행위는 그들의 몸을 통해 형상화된다. 그것은 하나코와 릴
리의 몸이다. 편지를 다 읽은 하나코는, “지독하게 냉정해지고, 탁자 위의 편지들을
서랍에 넣은 뒤 손에 쥐고 있던 편지 한 장을 그대로 이에 욱여넣는다.”(70) 편지를
먹는다는 행위 그 자체는, 그날의 기억을 망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기호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릴리는 반신불수로 집에 누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
지에 놓여 있다. 왕겐조는 감각도 없는 그의 다리를 계속 주무르며 그에게 아내를 어
디에 묻었는지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왕겐조는 아내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
갔는지를 듣게 되자 그가 준 총으로 그의 다리를 쏜다. 총을 맞고 그는 아프지 않다
고 말한다. 가해자들에게 과거 그들이 저지른 죄들은 전혀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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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 기억들은 릴리의 감각 없는 다리처럼, 망각되어 버렸다.
‘망각하려는 가해자’를 하나의 기호로 만드는 데는 ‘현재의 삶’을 유지해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활용된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이치고는, “전쟁이 끝나고
만든 이 생활에 만족하고”(26) 있다. 임팔은 외무성에서 근무하며, 왕겐조에게는 전쟁
범죄자였지만, 일본에서는 전쟁영웅이 되어 훈장을 받았다. 왕겐조가 방문한 날, 그는
천황폐하의 생일에 초대를 받았다며 나비넥타이를 매고 연미복을 입고 있다. 세 번째
로 왕겐조는 나카노를 찾아갔지만, 그는 오래전에 사망했다. 왕겐조는 그의 아내인 하
나코에게 그가 만주에 머물 때 보냈던 편지를 보여달라고 한다. 왕겐조는 이치고의
자백서를 보여주면서, 남편의 편지에서 그가 벌였던 일들에 대해 언급했다면 알려달
라고 말한다. 이에 하나코는 자신은 현재 고달프게 산다며, 자신에게 남편의 죗값을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 릴리는 하루하루 삶을 연장해나가기도 힘들다.
왕겐조는 망각을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규정하는 가해자들에게 자신 역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그는 기억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는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자면, 그들이 망각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 살아남았다.13)
4. ‘약속의 기억’과 자기 찾기
5장의 제목은 ‘왕서개’이다. 이 제목은 앞서 작전명이 붙여졌던 1장에서 4장까지와는
달리, 왕겐조의 과거 이름이다. 과거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5장에서는 왕겐조(현
재)의 기억이 그의 꿈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치 만주의 드 넓은 초원처럼 텅 비어 꽉 찬 무대.
왕서개가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그는 포수처럼 옷을 입고, 어깨에 긴 총을 메고 있다.
그때 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왕서개는 매가 회전하는 방향을 따라 몸을 빙빙 돌리며 하늘을 바라본다.
그 순간, 왕서개는 마치 21년 전의 사냥꾼으로 돌아간 듯 행복하게 웃는다.
(89)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꿈의 무대 위에서 그가 있는 곳은 왕겐조가 왕
서개였던 21년 전의 만주이다. 그는 4명의 사냥꾼을 만난 뒤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
는 아내가 이제 이곳에 묻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릴리에게 들었다. 그 사실은 그가 만
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작전명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기 위
해 가해자들을 찾아가 ‘과거의 사실’을 찾아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의 기억은 고통
스러운 과거를 고스란히 기억해 내서는 안 된다. 그가 기억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가
13) ‘악’은 망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망각이 가능하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항상 살아남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2006, 한길사,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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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호는 매이다. 그의 기억은, 과거 매를 훈련했을 때처럼 붉
은 천을 묽어 과거를 전부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다. 릴리가 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처럼, 그는 그 매를 기다렸지만 이제 그의 매는 그에게 돌
아오지 않는다. 매와 마찬가지로 왕겐조에게 이제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 복수가 없
다면, 그의 기억은 변주되어야 한다.
왕겐조가 아니라, 이제 왕서개가 구현해 나갈 기억은 니체의 말을 빌면 “본래적인
의지의 기억”이고, 들뢰즈의 말을 빌자면, “약속하는 능력이며 미래에 기능하는 기억”
으로써, “미래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해야 함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미
래로 향해 있”14)는 기억이어야 한다. 그 기억 속으로만 왕겐조는 죽은 아내와 딸을
데려올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그들을 이곳 만주로 데려오겠다고 한 자기의 약속이
다.15) 그 약속의 기억만이 과거의 ‘기억하기’에 맞서 왕겐조가 아닌 왕서개를 찾아갈
수 있게 한다.
또한 그가 일본인들에게 항의하는 사냥꾼의 집단에서 홀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
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아스만의 지적처럼 개인의 기억은 정체성 문제와 연결된
다.16) 자기 찾기의 여정이 정체성 문제를 요구한다면, 이 과정에서 언제나 타자의 존
재가 요구된다. 정체성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약속의 기억
은 궁극적으로 왕겐조가 자기 뿐만 아니라, 죽은 모든 이들을 애도할 수 있게 한다.

14) 질 들뢰즈, 니체와 철학, 238쪽. ‘약속의 기억’에 대해서는 진은영의 논의를 참조할 것.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 : 기억의 정치학을 위한 철학적 예비고찰」, 『시대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
구회,2010.
15) ”어디에 묻었어. 돌아가서 찾아야 돼. 내 딸 옆에 묻어서, 다시 만주에서 살 거야. 다시 매를 기를
거고, 몇 년이 걸려도 훈련을 시킬 거고, 이 지긋지긋한 지옥을 떠나서, 만주로 갈거야. 나는 왕서개
야. 요코하마 중국인 거리 왕겐조가 아니라, 왕서개, 어디에 묻었어.“(48)
16)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옮김, 경북대출판부, 2003, 175-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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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공연의 폭력 재현 방식에 대한 고찰
-극단 ‘신세계’ 작품들을 중심으로이지영(동국대학교 대학원)

서론

국내 페미니즘 연극은 1980년대 말 국내에 다양한 서구 페미니즘 계열의 희곡들이
소개되면서 잠깐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다가 1990년대에는 모노드라마 형식의 상업적
색채를 띤 연극들만이 그 명맥을 이어갈 뿐 주춤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연
극계에는 페미니즘 연극이라 불리게 되면 어느 특정하고 좁은 소수자의 관점을 대변
하는 소위 말해, 편향된 작품으로 비춰지기 쉽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호
명되기조차 꺼려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 이후로 한동안 페미니즘
계열의 연극이나 희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물론 부분적으로 페미니즘 색채를
띤 연극이나 희곡들은 존재했으나) 파격적인 여성 캐릭터를 보여준 한태숙 연출의
<레이디 맥베스>(2013), 여성의 욕망을 정면으로 다룬 최진아 작·연출의 <그녀를 축
복하다>(2015)와 같은 소기의 성과만 보이다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이후로 급격하게 판도가 바뀌게 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는 사회 전반에도 지
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연극계에도 쓰나미 같이 페미니즘 관점, 젠더적 관점의 필요성
을 대두시켰고 이러한 관점들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몇 년 사이에 당연시 되었다. 지
금은 ‘페미니즘 연극제’가 소소한 화제들을 낳으며 3회까지 치러졌고 페미니즘 관점이
나 젠더 이슈를 담은 여타의 공연들 역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수용자(관객)
측면에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젠더 프리 캐스팅(Gender-free casting)이나 젠더
밴딩 (Gender-bending, 성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 캐스팅 또한 낯설지 않
은 하나의 유쾌한 전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페미니즘 공연이 안정적으로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꼭 논의되어야 하는 뇌관
이 있는데 바로 ‘재현의 윤리’이다. 페미니즘 계열의 공연에서 재현의 윤리란 빗겨갈
수 없는 핵심적 고민의 지점이자 논쟁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재현에 있어 그것
이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 또는 소수자들을 또다시 타자화 시키지 않으
려는 노력, 기존의 관습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려는 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주변과 타자였던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체로 재구성하는 것이 윤리적 가치
와 충돌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물론 공연의 색채
마다 다른 전략을 취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자칭, 타칭 페미니즘 계열의 공연을 하는 극단으로 불리는 극단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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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주들>(2018, 2019, 2020)과 <이갈리아의 딸>(2019), 가장 최근작인 <생활풍
경>(2020)에서의 폭력의 재현 양상을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재현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극단 ‘신세계’의 작품들을 선택한 것은 극단 ‘신세계’는 그간
의 작품들을 통해 소수자의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가는 젊은 예
술인들 중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이미 열렬한 팬덤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영
향력이 커지고 있고 작품마다 관객과 평단의 극단적 평가를 받으며 무수한 화제를 몰
고 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가 다루는 것이 극단 ‘신세계’ 작품들 자체의 완성도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들춰내려는 것은 아니다. 같은 배우로서 또 창작자로서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의
리서치 작업과 사전 준비 작업, 치열한 공동창작의 작업을 거치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뿐더러 극 중 주인공이자 피해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매번 심리적 외상을 입
을 만큼 고통스럽고 충실하게 그들의 이야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페미니즘 계열의 공연에서
특히, 이 ‘재현의 윤리’는 꼭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
의 지점이 작품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극단 ‘신세계’ 공연의 최근 대표작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며 앞으로 ‘재현의 윤리’에 있어

길잡이가 될 만한 지점들을 들여

다보았다.
본론
1. 다양한 여성 정체성 복원의 실패
여성주체는 끊임없이 어떠한 이름으로 호명 당해 왔다.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2000
년대 이전 대부분의 희곡에서의 서사가 남성을 주인공으로 또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은 보조적 역할 또는 기능적 역할로 소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극단 ‘신세계’의 일련의 공연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억압당해 온 여성에 대한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김수정 연출의 <공주들>은 일제시대 위안부부터 탑골 공원
의 소위 말해 박카스 아줌마, 그리고 가장 근래에 있었던 충격적이고 조직적인 디지
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의 피해 생존자까지 시대가 바뀌었지만 끊임없이 누군가로
부터 약탈당하고 점령당하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본연의 권리를 질문하며 그녀들
을 다시 몸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성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여성 범주에 대한 상투적인 기존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극에서의 여성 정체성은 창작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성별화 된 주체라는 제한적인 관점으로 수렴되어 왔
다. 하지만 여성의 정체성은 성별로 이분화 하거나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특히, 여성이라는 단일한 범주 안에서 프레임화 되어 온 뿌리 깊은 여성
재현 방식을 탈피하자면 여성의 정체성 복원에 있어서도 여성주의 페다고지1)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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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예술작품에서 보여지는 관습적 주체구성 과정
에서 남성과 여성을 단순 도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소수자들의 경험과 언
어를 이해하고 답습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재현의 창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한
접근만이 여성주체의 복원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함께 성
찰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신세계의 <공주들>은 한 여성의 몸을 스쳐간 성폭력의 역
사를 거칠게 보여줄 뿐 그 굴곡의 역사 속에서 건져 올리지 못했던 그녀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즉, 여성들 간의 차이나 교차성2)을 염두하지 않고 거칠게
여성 주체들을 복원하다보니 각 여성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목소리를 보여주
지는 못한 것이다.3)
<공주들>에서처럼 자신의 주체성을 찾으려는 여성들을 역사적 맥락에 정확히 위치
시키지 않으면 보는 관점에 따라 어느 정도 그런 국가적 매춘사업에 개인적인 이익이
나 신념으로 동조한, 희생자라고 불리기엔 모호한 존재가 되어 버릴 수 있다. 사실 그
런 위험은 <공주들>의 흐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국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춘을
규제한다는 발표를 할 때 자신의 몸 위로 폭력적인 성 폭력의 역사가 아로새겨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계적 수단이 된 희생자는 오히려 ‘우리가 몸을 파는 것이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며 매춘을 통한 밥벌이를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여성단체4)
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성매매 반대운동을 다시 반대하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
각할 지점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그녀의 내면 속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
이 비춰지기도 한다.
‘여성 대 남성’으로 성별에 따라 구획된 젠더 개념과 페미니즘은 20세기 후반 미셸
푸코(Paul Michel Foucault)로 대표되는 후기 구조주의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로 대표되는 해체론적 철학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해체론적 관점은 사회와 개인
1) 배윤경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여성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한 교수법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가치실현과 실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윤경,「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페미니즘 연구』18, 한국여성연구소, 2018.)
2) 동시대 페미니즘에서는 교차성에 대한 개념들이 강조되고 있다. 교차성이란 '개별성의 윤리 (ethics
of singularity)'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여성을 단일한 범주로 생각하는 젠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여성이 어떠한 위치성에 놓여 있는지 그 횡단하는 지점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교차성은 '동질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이질성’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
제가 되어야 한다.
3) 포스트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여성의 재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들
은 오히려 이론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의미를 일부러 탈구’시키고자 하며, 또한 ‘한 여성과 여성
전체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순의 장소를 노출시키기 위해 ‘일관된 말하기’ 방식을 파괴하고
자 한다.(de Lauretis, 1984:7)
4)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담론이 도리어 억압과 차별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긴장
관계에 있는 지배적 담론과 맺는 관계 역시 그리 단순하지 않고 다층적이다. 왜냐하면 운동 담론은
흔히 지배 담론을 전유하면서 그 한계와 모순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것을 전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오
히려 그 담론에 사로잡히는 역설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운동 담론이 지배 담론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단절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이때는 운동 담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억압의
직접적 피해자인지 아니면 지식인이나 엘리트인지에 따라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박정미,「성 제국주의, 민족 전통, 그리고 ‘기생’의 침묵-‘기생관광’ 반대운동의 재현 정치,
1973~1988년」『사회와 역사』제 101집, 한국사회사학회, 2014,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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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이상 단일한 인과관계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정된 주체를 부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5) 그런 측면에 있어 극단 ‘신세계’의 여성 정체성 복원 방식
은 기존의 재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률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관객을 불편한 증언자로 위치시키기
극단 ‘신세계’ 공연의 전반적인 재현 방식의 가장 큰 특이점 중 하나는 폭력적인 장
면의 재현 시, 수용자(관객)에게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적나라한 역사적
진실을 이제는 증언자의 시선으로 견뎌내라는 압박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배우
들이 느끼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는 실제적 고통의 감각들을 관객과 적나라하게
공유하는데 온갖 힘을 쓴다. 그리고 <공주들> 같은 경우, 관객들은 타인의 고통을 공
유하는 감각 자체의 예민함이 극 중 배경이 동시대로 가깝게 옮겨 오면 올수록(특히,
‘N번방 사건’ 같이 얼마 되지 않은 충격적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할수록) 더 기민하
게 느껴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극단 ‘신세계’의 작품은 폭력을 재현할 때 그것을 정제하거나 상징화 하지 않고 오히
려 충격적으로 전시하는 전략을 택하곤 한다. 그래서 혹자는 극단 ‘신세계’의 이러한
전략을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의 제의극과 비교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6) 하
지만 필자는 극단 ‘신세계’의 작품들을 여럿 보면서 정말 그 작품들이 관객들의 정동
(affects)을 흔들고 인지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새로운 자극을 필터링 없이 흡수하
게 하는 잔혹극의 효과를 지향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생겼다. 물론 <파란나
라>(2016)와 같은 작품에서 배우들이 ‘파란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객석 사이사이에
서 제의적이며 광적인 에너지로 관객의 심리적 거리를 붕괴하고 집단의식의 단계까지
시도하며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
만 그 정도의 시도와 충격 요법을 쓴다고 해서 관객의 무의식적 억압을 풀어지게 한
채 강렬한 해방의 에너지를 통한 삶의 정수를 느끼게 했던 아르토의 잔혹극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계속 존재한다.
극단 ‘신세계’의 배우들은 억지로 막아 놓은, 또는 발화될 곳을 찾지 못했던 소수자
의(서발턴과도 같은) 말들을 수행자의 입장으로 대신 폭발적으로 쏟아내며 관객들을
그 발화들로부터 회피하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또 친다. 그리고 초연, 재연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였지만 배우 개인의 성(性)과 관련된 경험들을 관객들에게 직접 고
백하는 자기반성적 시간이 <공주들> 극 중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관객들은 으레 익
숙한 방식인 극 중 인물에 대한 감정적 이입을 하기도 전에 극한의 극적 상황 속에
현존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5) 오현경, 「여성감독 영화에 재현된 여성 정체성 연구: 2000년대 페미니즘 영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
교 영화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50쪽.
6) 극단 <신세계 작품에 나타난 한국적 잔혹극의 특성 연구: 김수정의 『안전가족』,『파란나라』,『말 잘 듣
는 사람들』을 중심으로(정부경,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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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적나라한 폭력의 전시를 함께 목격함으로써 극단 ‘신세계’가 의도했던 것은 그
폭력을 목격하는 동시대 사람들이 갖게 될 공동체적 성찰의 지점이었을 것이다. 하지
만 공연을 본 관객들은 거친 용어와 연쇄적으로 들어오는 충격적 사건들, 정신을 차
릴 수 없는 급박한 전개 때문에 그러한 성찰보다 말초적 불편함을 더 많이 호소하였
다.
<공주들>의 폭력 재현 장면은 가해자의 관음증적 시선을 탈피하기 위한 고민 역시,
그리 크지 않은 듯 보인다.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그려낸다거나 성폭행 장면을 지나치
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거나 그대로 형상화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가해자적 시점과 관
습적 폭력 재현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완충장
치로 실소에 가까운 웃음을 자아내는 상황과 캐릭터들을 탄력적으로 보강하였을 뿐이
다.
폭력적 상황을 겪은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한 폭력의 전시가 아닌 대
상에 대한 여러 층위의 고민과 접근을 쌓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은 크레이티브 바키의
<그녀를 말해요>(2016)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하
라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채 의식으로 인해 침묵에 가까운 애도
밖에 할 수 없는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 사건의 피해 당사자, 또 유가
족의 말과 인터뷰를 무대 위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 차원의 엄격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퍼포머이자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이 윤리적 심급
을 넘어서는 대화의 정치학7)을 매우 섬세하게 사용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상쇄한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평가나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
면 안되는 것처럼 이 작품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섣부른 연민, 감정적 동조 대
신 직접 인터뷰를 통해 쌓아온 그들의 선택적 기억과 말을 무대 위로 소환해 얼기설
기 잘 쌓아올린다. 즉, 창작자가 재현을 위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최대한 객관화
시키되 다양한 방법적 접근으로 그들의 기억들을 다양한 층위에서 중첩시키려 노력한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눈은 고통의 외부에 위치하며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우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런 접근 방식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체에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무책임한 관찰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극단 ‘신세계’의 <생활풍경>(2020)에서 여성 캐릭터를 소비하는 방식 또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주민 반대 세력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여성 인물들은 하나같이 논리적
근거 없이 거의 떼를 쓰는 듯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창작자는 재현을 통
해 피사체의 상징과 이미지에 개입하고 그것에 동의, 또는 부인 하기도 한다. 주목해
야 할 것은 재현에 있어서 특정의 주체가 상정되기 때문에 창작자의 개입 자체가 언
제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에서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일반화시켜 차용하는 창작자의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7) 김민관, ‘크레이티브 바키 <그녀를 말해요>, 입체적 복원과 정치적인 호명사이, 2016’, https://www.
artscene.co.kr/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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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란은「감각 나눔의 윤리, 문화예술의 책무-행동주의 연극의 정치성과 재현의 윤
리」(『드라마연구』, 제51호, 한국드라마학회, 2016)에서 타자의 모든 고통을 나의 것으
로 동일시할 수 없다면, 역으로 나의 고통을 타자화 함으로써 동일시의 전제 내재적
추론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8) 관객을 불편한 증언자로 위치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 역시 타자화 하고 공연을 통해서나마 연대의식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지점이 필요한지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 창작자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왜곡
극단 ‘신세계’의 작품은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원작을 모티브로 치열한 리서
치와 장면 재구성의 작업들을 통해 실제 사건들을 무대화 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이
러한 극작 배경에 대해 김수정은 “동시대의 폭력적이며 광적인 일들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대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9)
즉, 모든 배우들이 창작 주체가 되어 무대에 올릴 장면을 최종 결정하고 취합하는
‘공동창작’10)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면들 중 가장 극적인 부분
들이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되어진
장면들은 재현하는 대상들(극의 토대가 된 사건이나 실존 인물들)의 가장 극단적인 면
을 보여주기가 쉬운데 그것은 그 사건 자체가 실존 인물들의 삶을 뒤흔들 만큼 강력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본 극단 ‘신세계’ 공연 중 가장 최근작인 <생활풍
경>(2019)에서도 그런 점들이 두드러졌다.
<생활풍경>은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시 재구성한 연극이다.
장애인 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장애인 학부모측과 지역구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반대 세력들 간의 피 튀기는 설전을 그대로 무대에 옮겨놓았
다. 배우들은 오랜 준비의 과정을 증명하듯 마치 그 인물이 직접 발화하는 것처럼 자
연스럽게 상황에 녹아들며 그들이 했던 말들을 수행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공연에서
배우들이 쏟아내는 대부분의 대사들은 거의 말이 아닌 외침이나 비명에 가까웠다.(자
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는
배우들의 대사 톤은 배우들의 목상태가 걱정될 정도로 공연 내내 최고조로 격앙되어
있었고 그런 대사들을 2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듣고 있는다는 것 또한 관객으로
서도 꽤 고역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극단 ‘신세계’는 이러한 발화법을 하나의 전략으
로 쓰고 있기는 하다. 그들은 일상적이고 논리적인 말들보다는 고함, 울부짖음, 비명,
가학적 행위 등의 표현 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상에 쓰이는 언어의 영역을
극한으로 확장시켜 적극적으로 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11)
8) 김기란, 앞의 논문, 7쪽.
9) <안전가족>, 대학로예술극장, 2015, 01.29~02. 01 팜플렛 자료
10) 극단 신세계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김수정 연출이 하지만
장면 만들기와 같은 경우, 모든 배우들이 리서치 작업을 토대로 직접 장면을 만들고 연습과정에서 그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완성해 나간다.
11) 온현경, 62쪽.

157

하지만 실존 인물들이 특정한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보인 ‘극단성’만을 압축, 취사선
택하여 마치 그 인물의 신념이나 연속적인 의지인 것처럼 무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양태라 보여지기도 한다. 실제로 인터파크의 한 관극평은 만약 본인이 실제
그 사건의 장애인 학부모나 반대하는 주민이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극화한 이 연극
을 보았다면 본인의 재현된 모습(계속해서 울부짖고 상대방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
지 않으며 같은 맥락의 이야기만 쉴새 없이 고함지르듯 반복하는)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극단적 장면이나 전략의 취사선택의 문제는 <이갈리아의 딸들>(2019)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설《이갈리아의 딸》은 1977년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라튼 베르그
(Gerd

Brantenberg)의

작품인데

그

당시는

제

2물결

페미니즘(second-wave

feminism)이 활발하던 때였다. 소설《이갈리아의 딸》은 여성이 우위에 있는 여성지배
사회로 남자들이 여성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을 잘 다듬고 여성의 선택을 기다리는,
신체능력은 우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들에게 복종하는 ‘노예’들로 묘사된다. 이들
(남자들)은 자신들을 성적 노예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
고 이런 불합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성들끼리 연대하기 시작한다. 김수정 연출은
이 작품을 약 20여 개의 에피소드 장면들로 구성했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특히 2부
에서는 원작과는 다른 노선을 보여주고 1부에서는 성 역할의 전도를 ‘미러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성 배우들이 전도된 성 역할을 풍자적으로 또 감칠맛
있게 표현해서 정말 통쾌하면서도 흥미롭게 본 공연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존의 문법
들에서 ‘낯설게 보기’를 시도하는 것은 제 2물결 페미니즘 시기에 많이 쓰이던 기법이
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미투 열풍 이후 일종의 재의식화의 한 방법론으로
다시 각광 받는 추세이다.12) 하지만 이 작품의 미덕은 그 통쾌한 ‘미러링’에서 딱 그
치고 만다. 소설에서는 개인과 사회 속 젠더 역할과의 팽팽한 긴장관계, 인간으로서의
성찰적 부분들이 녹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축약되고 공연에서의 장면 전개는
이 모든 것이 성차(전도되긴 했지만)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아예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성 노예국에서의 다양한
성적 문제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극단 ‘신세계’의 <이갈리아의 딸들>은 두 성별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
를 전제로 그 부분을 희화화 하거나 극대화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물론 그러한 모
습들을 통해 그동안 사회문화적으로 학습화된 성 역할, 성 고정관념이 뒤집어서 보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해 자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차 본질론 자체의 논쟁이 있는 지금으로써는 이런 관점의 소설에
서 가장 문제적 부분을 각색이나 재해석 없이 오히려 더욱 부각하여 무대화한다는 것
에 대해 상당부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성차에 대해서는 페미니즘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
12) 심정순,「‘젠더/섹슈얼리티 해방’의 글로벌 트렌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연극평론』통권 95호,
2019,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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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다. 특히, 각계각층의 이견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
물학계와 여성학계 간의 관점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성학계 내부에서도 성차에
대한 시각 차이는 현격하게 존재하지만 가시적으로 가장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두 학계라 단언할 수 있으며 정신분석학계를 대표하는 지그문트 프로
이트(Sigmund Freud)와 자크 라깡(Jacques Marie Emile Lacan)의 성차이론에 대
해서도 페미니스트들은 남근 중심주의적이고 근대적 이론이라며 격렬한 비판을 가하
곤 한다. 성차에 대한 논쟁적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단 생물학계의 생물학
적 결정론은 “선천적인 생물학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사회
적 지위의 차이를 이끈다”는 등의 문구로 본질적 성차에 대한 기본 전제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 물론 생물학계 내부에서도 그동안 과학적 추론의 베이스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소들이 산재했고 남성중심주의 시각에 함몰되어 그러한 방향의
실험과 결론을 도출해 왔다는 반성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질적 성차
자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성학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때로는 타협이나 전유의 방식으로 때로는 강력한 반발의 방식으로 생물학적 결정론을
대해왔다. 후기 급진적 페미니즘의 경우, 여성적 가치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여성의 몸을 특별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생물학적 성차를 인
정하는 태도를 취해오기도 했다. 반면에 포스트 페미니즘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동시
대 페미니즘 이론들은 성차가 아닌 개인별, 상황별, 사회별, 위치별 차이가 있을 뿐이
라며 생물학적 성차를 맹렬하게 부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젠더 정체성과 성차 담론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페미니즘의 계보에 있어서도 이
문제들은 시대에 따라 항상 논쟁적 이슈였다.
이처럼 논쟁적인 성차담론을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젠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미러
링’을 했다는 측면 때문에 극단 ‘신세계’의 <이갈리아의 딸들>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또한 극단 ‘신세계’의 무수한 시행착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결론
젠더적 관점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연극계는 지난 2년 동안 그동안의 20년 보다 더
가파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방옥은 미투에 의해 한 때 연극계의 정상을 수 십년
동안 놓치지 않았던 남성 연극인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남성
연출가들을 중심으로 했던 연극계의 위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연극계는 개편되다시
피 하면서 성적 억압과 불평등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세대교체까지 이루어지고 있
다고 연극계를 진단했다.13)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쏟아진 여성 창작자들, 여성 기획자들, 여성 예술가들에 의
해 여성과 소수자들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거나 창작되기 시작했고 젠더 이분법
13) 김방옥, 「2010년대 한국연극과 페미니즘의 힘」, 『연극평론』통권 96호, 2020년 봄,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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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들도 속속 목격되고 있다. 하지
만 아직도 폭력의 재현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습적인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필자는 극단 ‘신세계’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 그 문제의
지점들을 살펴 보았다.
폭력의 ‘재현 윤리’에 있어서 아직도 아쉬운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우선
타자화, 대상화 되었던 존재들을 주체로 재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접근
법의 부재가 고민되어져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더 이상 폭력을 전시하는
충격적 요법으로는 관객의 불편함은 조장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관객의 성찰과 연
대의식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사건이나 실
존 인물이 있는 경우, 그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극단성만을 재현하는 것은 실
존인물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될 수 있고 창작자의 윤리적 태도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물론 극단 ‘신세계’는 소수자의 이야기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오랜 시간 모든 창작
자들이 철두철미한 리서치의 과정을 거치는 등 소수자들을 구현해 내는 데 있어서 창
작자로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또는 소수자는 이 시대의 피해
자라는 기존의 프레임의 반복은 더 이상 유효한 접근법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
피해의 과정 속에 숨어 있던 여성의 실제 목소리를 찾아내고 그녀들의 능동성과 사회
적 모순들과의 역학관계를 더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다. 그리고 관객을, 불편한 감각을 같이 공유하는 증언자로 남겨두지 않고 실천적 연
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자로서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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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공연의 폭력 재현 방식에 대한 고찰 : 극단 ‘신세계’ 작품들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백두산(서울시립대)
1. 이 논문은 ‘재현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미투(#Me Too) 이후 공연된 2010년대 후반 극단
신세계의 <공주들>, <이갈리아의 딸들>, <생활풍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하는
페미니즘 연극의 ‘재현의 윤리’의 성취는 크게 1. “여성 범주에 대한 상투적인 기존 이미지를
피하”여 다양한 여성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2장) 2. “폭력적 상황을 겪은 대상을 재현하는 방
식에 있어 단순한 폭력의 전시가 아닌 대상에 대한 여러 층위의 고민과 접근을 쌓아가는” 것
(3장) 3. (실화나 기존 작품을 각색할 경우) “특정한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보인 ‘극단성’만을
압축, 취사선택하거나” (성차 본질론과 같은) “자체의 논쟁이 있는 (...) 소설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을 각색이나 재해석 없이 무대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읽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극단 신세계의 세 작품에서 지적하는 것이 이 논문의 구조입니
다.
2. 이 논문에서 해석자의 관점이 모호한 지점은 바로 위에서 정리한 ‘재현의 윤리’라는 개념입
니다. 아마도 1,2,3번의 논점의 수신자가 ‘창작자’이니만큼 창작자의 입장에서 재현의 윤리란
무엇인가의 질문일 텐데, 한편으로 이것은 재현 자체의 윤리라기보다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창작자의 ‘윤리적 재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도치되는 듯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보자면,
위의 범주에서는 창작 주체가 재현 상황에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김기란의 논
문에서 핵심적 요소이기도 했던) ‘나’를 타자화시키는 감각, 곧 포스트드라마에서 ‘재현의 윤
리’로서 거론되었던 요소들에 대한 지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왜 극단 신세계의 작품을 선정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비단
신세계가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가는 젊은 예술인들 중 선구
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 논문이 지향하는 작업의 범주와 일치하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생활풍경>은 페미니즘 연극인지요? 또한 <공주들>이나 <이갈리아의 딸
들>은 포스트드라마라기보다는 전통적 드라마 형식과 가까운 작품들로, 앞선 비판이 본질적인
것일지 의문입니다.
4. 공연상황을 염두에 두는 해석 역시 논문에서 적절히 제시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들>의 경우, 이 작품이 의도했던 것은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근현
대사에 기입된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것으로,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나 일부러 끌
어올린 것이 분명한 속도감과 성량은 그녀들의 대사와 반드시 조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
이 오히려 인상적이었는데, 기계적인 몸의 표현과 자기방어적인 말의 어긋남은(거창하게 이야
기하면 랑시에르의 말과 이미지의 환원불가능성 같은) 그 말들을 곧이곧대로 그녀의 정체성으
로 환원하지는 않더군요. 이와 같은 관점을 지닌 전문독자의 눈에서는 작품의 해석에 대한 논
쟁을 하고 싶은 것일 텐데, 이 논문은 작품에 대한, 특히 작품에서 ‘과잉’이나 ‘실패’로 지적되
는 부분들에 대하여 치밀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곧바로 ‘평가’로 직입(直入)합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각 작품에 대한 ‘기술-해석’의 단계를 건너뛰게 되는데, 이는 예술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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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의 적절한 서술방법은 아닌 듯합니다. 작품의 각 국면에 대한 기술과 해석을 바탕으
로 해석학적 순환구조를 바탕에 두어 최종적인 작품의 평가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 것은 학술
연구의 기본입니다.
각 작품의 실제 장면이나 논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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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시브 연극의 계보학적 발생과 공연미학적 특징
리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전문사 수료)
1. 서론
본고는 ‘이머시브 연극(Immersive Theatre)’에 연극 개념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가늠해보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머시브 연극의 계보학적 발생과 공연미
학적 특징을 개괄한다. 이머시브 연극은 펀치드렁크(Punchdrunk)의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가 2010년에 미국에 진출하여 전일 매진 사례를 일으키며 대성공
을 거둔 이후 영미권의 공연 리뷰를 통해 널리 회자되었으며, 국내에는 2010년대 중
반부터 소개되었다. 2016년의 〈로드씨어터 대학로〉가 이머시브 연극을 표방한 이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머시브 연극이 제작되고 2018년에는 창작자, 기획자들을 중심으
로 심포지엄이 열리는 등 예술 현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1) 그러나 이머시브 연
극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지는 〈슬립 노 모어〉의 파급력이 상당하여, 학계에서는 주
로 〈슬립 노 모어〉를 중심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 ‘탐험 연극’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를 진행해왔다.2) 이로써 국내에서의 이머시브 연극 연구는 주로 탐험 연극의 특징인
장소성 또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공간, 관객의 공간 이동과 참여에 관해 이루어졌다.3)
본고는 이머시브 연극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해외의 논의 그리고 국내의 연구
를 선행 연구로 삼아, 장소 및 공간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는 공연
방식 외에도 장르 또는 매체를 혼합하고, 관객이 공연에 참여하여 공연의 진행 과정
과 결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연과 상호 작용하며, 공연자 또는 공연 환경의 요소
와 물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오감을 통해 현존을 느끼는 특성을 부가해 이머시브
연극의 공연미학적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20세기 초의 역사적
1) 〈로드씨어터 대학로〉는 연구 관점에 따라 ‘장소특정적 연극’으로도 칭해지지만 ‘이머시브 연극’을 표
방한다는 내용의 이곤 연출의 프로그램 북 글을 근거로 했다. 지원 사업의 일례로 한국문화예술위원
회에서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진행해온 아트앤테크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이머시브 연극 형
식을 활용한 공연이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 (https://www.arko.or.kr/artntech 참조) 또한 ‘장소특
정적예술X이머시브시어터X방탈출게임연구 심포지엄’(2018.3.31. 복합문화공간 행화탕)이 개최되었다.
2) 제이슨 워렌(Jason Warren)은 이머시브 연극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에서
‘Exploration Theatre’, ‘Guided Experiences’, ‘Interactive Worlds’, ‘Game Theatre’로 이머시
브 연극을 구분했다. 이 중에서 탐험 연극(Exploration Theatre)은 여러 개의 방이 복잡하게 디자인
되어 있는 공간에서 관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스토리가 고정되어 있고 관객이 참여하되 스토리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Jason Warren, Creating Worlds: How to Make
Immersive Theatre, London: Nick Hern Books, 2017 참조.) 국내 연구 중 백영주(2015), 전윤경
(2016), 허순자(2016), 전강희(2019), 정새롬(2019), 손유빈(2020)의 연구에서 〈슬립 노 모어〉가 부분
또는 단일 사례로서 다루어졌고, 한석진(2019)은 펀치드렁크의 또 다른 탐험 연극에 속하는 〈익사자:
할리우드 이야기(The Drowned Man: a Hollywood Fable)〉를 다루고 있다.
3) 허순자, 「이머시브 연극(Immersive Theatre)의 장소성과 관객의 공간 이동성 - 펀치드렁크의 ≪슬립
노 모어≫를 중심으로」, 『연극교육연구』 29, 한국연극교육학회, 2016; 권용, 「‘이머시브 공
연’(immersive performance)의 확장된 의미로서의 공간연구 – 연극 《메모리얼: 조용한 식탁》을 중
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5),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7; 전윤경, 「동시
대 공연에 나타나는 관객 참여방식 연구」, 『공연문화연구』 3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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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와 1960년대의 네오 아방가르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풍부한 예술적 실천
들을 선례로 함을 계보학적으로 밝힌다. 이를 통해 동시대 공연예술로서의 이머시브
연극의 가능성을 가늠할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이머시브 연극의 정의
이머시브 연극은 1997년 영국의 신노동당(New Labour)이 집권하며 시작된 토니
블레어 내각이 추진한 공공 예술정책과 도시재생 사업을 배경으로 하여 2000년대 초
중반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4) 2010년대 들어 영국과 미국에서 상업적 장르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영미권의 공연 리뷰와 연구를 통해 통용되기 시작했으나, 용어 사용에
있어 “다소 과장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과 이머시브 연극이 “단체의 성향, 목
표에 따라 실로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단어
를 정확한 용어로 쓰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5)
1990년대부터의 동시대 이머시브 연극 단체를 인터뷰하여 이머시브 연극의 정의와
특성을 연구한 조세핀 마촌(Josephine Machon) 또한 이 단어가 남용되며 학술적인
용어로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이머시브 연극 연구의 초점을 이머시
브 경험에 둔다.6) 이머시브 연극이 “그 자체로 몰입적 실천(immersive practice)으
로, (...) 대안 매체들과 공존하는 몰입적 경험(immersive experience)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7) 로즈 비긴(Rose Biggin) 또한 이머시브 연극을 ‘관객 경험의 새
로운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머시브 연극과 이머시브 경험을 분리해 이해
해야 한다고 본다.8) 이머시브 연극 제작자들이 관객의 이머시브 경험을 꾀하나 그것
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머시브 연극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머시브 연극이 이루려는 이머시브 경험이 무엇인지, 이머시브 연극이 어
떤 전략을 통해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머시브 연극(Immersive Theatre)’의 ‘immersive’는 ‘immerse’의 형용사형으로,
동사 ‘immerse’는 ‘액체에 담그거나 빠지다’, ‘특정 활동에 깊이 관여하다’를 뜻한
다.9) 그러므로 ‘immersive’는 물에 잠긴 것과 같이 사방의 경계 구분 없이 둘러싸인
환경에 완전히 빠진 몸의 상태, 특정 활동에 깊게 몰입하는 의식의 상태를 함의한
다.10) ‘몰입 상태’라는 의미에 집중하여 이머시브 연극을 ‘몰입극’, ‘실감극(實感劇)’으
4) 이영욱, 「문화/창조산업: 담론 형성의 추이, 배경, 의미」, 『인문콘텐츠』 26, 인문콘텐츠학회, 2012, p.17
5) Lyn Gardner, “Venice Preserv’d Review - Immersive Drama That’s More of An Aimless
Wander,” in Guardian, May 1, 2014. (한석진, 「이머시브 퍼포먼스에서의 관객성에 대한 고찰」, 『한
국예술연구』 23,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9, p.63에서 재인용); 허순자, 앞의 논문, pp.8-9
6) Josephine Machon, Immersive Theatres: Intimacy and Immediacy in Contemporary
Performanc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pp.xvi-xviii
7) Ibid, p.59
8) Rose Biggin, Immersive Theatre and Audience Experience: Space, Game and Story in the
Work of Punchdrunk, Cham: Palgrave macmillan, 2017, p.1
9) “Definition of immerse,” in Lexico.com,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lexico.com/definition/immerse (2020.9.3. 접속)
10) 백영주, 「이머시브 연극의 경험성과 매체성 연구」, 『인문콘텐츠』 36, 인문콘텐츠학회, 2015,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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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국내 연구자들은 번역어가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제
한적이고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어 그대로 사용한다.11) 이머시브 연극이
아닌 다른 형태, 예를 들어 프로시니엄 무대에서의 재현적인 드라마 연극에서도 관객
이 몰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영주 또한 올리버 그라우(Oliver Grau)의
‘immersion’ 개념을 들어 “연극 공연에서 관객과 배우가 물리적으로 이미 한 공간에
위치하며, 극(劇) 세계의 진행 또한 관객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현장감’과 ‘현전(現前)의 의미를 내포하는 ‘immersive’와 연극이라는 단어가 중복적
으로 결합되었다고 본다.12) 이를 볼 때, ‘immersive’를 몰입의 의식 상태로만 이해하
는 것은 불충분하다.
이머시브 연극에서의 몰입에 있어 변별성은 ‘immersive’의 또 다른 의미에 있다.
‘immersive’는 컴퓨터 용어로, ‘사용자를 둘러싼 것처럼 보이는 3차원 이미지를 생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13) 1980년대 후반 이래로 공연이나 대규모 전시회, 상품 마케팅,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멀티미디어 기술과 서라운드 사운드 및 비디오를 포
함한 돔형 구조로 이미지들에 둘러싸인 스펙터클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14) 오늘날에
는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 측면을 부각해 “사람의 감각에 깊이 관여하고 (또는) 정신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또는 이미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컴퓨
터 게임을 비롯한 분야들에서 통용된다.15) 이러한 맥락에서 이머시브 연극은 게임 이
론에서 ‘immersion’이 뜻하는 바와 같이 “체현된 감각에 영향을 주는 청각적, 시각
적, 촉각적 수단을 통해 환경에 포함되었다는 지각”과 “플레이어의 게임 내러티브 참
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을 몰입시키되 관객이 마치 극 속에 들어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의

몰입을

꾀한다.16)

또한

이머시브

연극이

창조하는

다른

세계

(otherworldly-world)는 “개념적이고 상상적인 공간이자 사람이 실재하는 물리적 공
간”이라는 점에서, 가상현실에서보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몰입감
을 준다.17)
정리하자면, 이머시브 연극은 공연 마케팅과 리뷰, 학술 연구를 망라하여 쓰이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존재해왔다. 모호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머시브 연극의 핵심인
이머시브 경험을 통해 정의해볼 수 있다. 이머시브 경험이란 마치 물속에 빠진 듯, 어
떤 환경에 둘러싸여 그 안에 속해 있으며 그 안에서 직접 상호 작용하며 참여하는 몰
입적 경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머시브 연극은 극장 외에도 다양한 공간을 사용
11) 허순자, 앞의 논문, p.5, 각주 1
12) ‘이머전(immersion)’이란 “캔버스, 사진, 영화 등 눈앞의 실체인 매체가 경험자의 의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과 매체가 재현하는 이미지 속 저곳의 시공간적 구분이 불분명해
지는” 상태를 말한다. Oliver Grau, Virtual Art: From Illusion to Immersion, Massachumetts:
The MIT Press, 2003, p.17 (백영주, 앞의 논문, pp.113-4에서 재인용)
13) “Definition of immersive,” in Lexico.com,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lexico.com/definition/immersive (2020.9.3. 접속)
14) Josephine Machon, op. cit., p.58
15) Ibid., p.59
16) Gordon Calleja, In-Game : From Immersion to Incorporation, London and Cambridge:
MIT Press, 2011, pp.20-2 (Ibid, p.60에서 재인용)
17) Ibid.,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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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운드, 비디오, 설치 미술, VR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머시브 환경을 만
든다. 여기에 특정한 이야기나 메커니즘, 규칙을 설정하여 허구적이거나 비일상적인
고유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몰입감을 주고, 공연자를 비롯한 실재하는 타인과 신체적
으로 접촉하거나 대화함으로써, 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서사를 구성해감으로써 이
세계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몰입감을 더하는 형태의 연극이다.
3. 이머시브 연극의 미학적 계보 및 발생 배경
이머시브 연극의 형성은 아르토를 위시한 20세기 초의 역사적 아방가르드 연극인들
이 언어 중심적, 재현적인 기존의 연극을 탈피하고 감각적, 물질적 연출 방식으로 연
극 고유의 매체성을 모색했던 것을 단초로 한다. 역사적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은 자본
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물로서의 예술 작품을 생산하지 않고 연극 매체 자체의 고
유성을 탐색하기 위해 ‘연극의 재연극화(retheatricalization)’(게오르그 푹스)를 주장했
다.18) 이들의 중심 관심사는 “관객의 지각방식, 경험방식들을 급진적으로 새롭게 구조
화”하는 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심리적, 상징적, 대화적이고 기호적인 것에서부터 무
대에서의 신체[물질]적이고 수행적인 것의 지각과 소통방식”을 추구했다.19) 그 중 아
르토는 프랑스 식민 박람회에서 동양 연극을 처음 접한 것을 계기로 하여 ‘형
상’(figure)으로서의 연극을 추구했다. ‘형상’으로서의 연극은 “망상, 착란, 환청, 환각,
경련, 분열 증세 등의 신경 생리학적 작용”과 같이 신경계를 통해 느껴지는 “총합적
인

지각체계”를

요하는데,

말하자면

아르토에게

연극은

“정태적인

‘컨테이너

(container)’가 아닌 역동의 ‘상태’, 정신을 해방하는 ‘휘저음’”이다.20) 이머시브 연극
은 관객에게 공연이 관조적 감상이 아닌 감각적 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르
토의 연극 이상을 동시대에 반영했다.
1960년대 네오 아방가르드 운동의 맥락에서 발생한 해프닝과 환경 연극 등, 관객의
몸을 통한 직접 경험에 초점을 맞춰 관객을 공연에 참여하게 하는 실천들은 이머시브
연극의 또 다른 선례다. 1960년대의 네오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은 20세기 초 아방가르
드 연극인들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문화를 텍스트가 아닌 퍼포먼스로 이해하
는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turn)을 맞아 “진행되는 공연이 함유하고 있는 세계, 즉
시간과 공간의 물질성과 그리고 행위자들의 몸성과 물질성을 강하게 부각”하였다.21)
이 시기에 일어난 해프닝(Happeneings)은 일회적이며 일시적인 작품으로 충동과 즉
시성, 경험과 해석에 대한 개방성을 핵심으로 한다.22) 따라서 관객이 예술가가 준비한
18) 이진아,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의 위치」, 『한국연극학』 42, 한국연극학회, 2010, pp.198-9
19) 김형기,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개념과 영향미학」,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미학』, 푸른사상, 2011,
pp.31-2
20) 백영주, 앞의 논문, p.120
21) 김형기, 앞의 논문, pp.34-6
22) Allan Kaprow, “Excerpts from ‘Assemblages, Environments & Happenings’,” in
Happenings and Other Ac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p.235-45.
(Josephine Machon, op. cit., p.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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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단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시공간과 형식적으로 융합되어 ‘관객’이라
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상의 고조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객과 사건 사
이에 새로운 종류의 상호 작용이 형성된다.23) 폴란드 연극실험실의 그로토프스키는
초기 작품에서 관객에게 “작품 내 캐릭터로 역할을 부여해 극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무력한 관찰자, 방관자, 생존자)뿐만 아니라, 현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
치”를 되묻게 했다.24) 리빙 시어터의 〈Paradise Now!〉(1968)와 아우구스토 보알의
‘억압 받는 자의 연극’(2008)도 배우와 관객의 대화를 유도하고 관객을 공연 안에 참
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주체로 변화”시키고자 했다.25) 오늘날 이머시브 연극에
서 관객의 인식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자주 발견되지는 않지만, 관객을 작품 안으로
참여케 하는 네오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의 실천은 이머시브 연극과 유사점이 있으며
관객 참여의 앞선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이 시노그래피가 풍부한 공연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
며 공연자와 물리적으로 보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1960년대
이래로 공간적인 방법으로써 관객이 공연에 몰입하고 참여하게 했던 시도들의 계보를
잇는다. 퍼포먼스 그룹의 리차드 셰크너가 주창한 ‘환경 연극’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
를 와해시켜 “관객을 공연자들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 병합”26)한다는 것을 기본 골조
로 하며, 공연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치적으로도 “연행자와 관객의 분리
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사건”이 되도록 했다.27) 러시아 예술가 일리야 카바코프(Ilya
Kabakov)가 1980년대부터 해온 ‘총체적 설치(total installation)’는 드라마, 음악, 조
명, 무대 등과 같은 연극적 방법을 이용해 내러티브를 가진 실제의 거대한 크기의 비
례, 색, 조명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폐쇄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관람자를 작품 안에 완
전히 몰입시키고 관객을 ‘배우’로 불렀다.28)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예술은 “‘오브
제’ 혹은 ‘사건’과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
는 성질, 자질, 의미”를 활용하는 장르로,29) 장소특정적 연극에서의 장소는 의미적 장
소로 확대되어 장소의 역사성, 사회성, 정치성이 연극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호
작용함으로써 극의 몰입과 소통을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30) 이머시브
연극은 장소특정적, 장소친화적(site-sympathetic) 등의 방식으로 장소를 활용하여,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3차원 공간에서 관객들의 몰입과 능동적 참여를 꾀한다는
Claire Bishop (ed.), Participation, London: Whitechapel: MIT Press, 2006, p.102
한석진, 앞의 논문, p.60
위의 논문, pp.60-1
Arnold Aronson, 김미혜 옮김, 『미국의 아방가르드 연극』, 연극과인간, 2015, p.160
신혜경, 「관객 참여의 미학에 대한 재고 (1) - 보아우의 포럼 연극과 셰크너의 환경 연극」, 『美學』
36(4), 한국미학회, 2018, p.185
28) 주은정, 「일리야 카바코프의 설치에 나타난 제도 비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15-6
29) Nick Kaye, Site-specific art: performance, place and documentation, London: Routledge,
2000, p.1 (이진아, 「장소특정적 연극에서 장소와 장소성의 문제」, 『한국연극학』 54, 한국연극학회,
2014, p.87에서 재인용)
30) 오은영, 「확장적 극 공간에 관한 연구 - ‘로드씨어터 대학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p.38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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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들과 형태를 같이 한다.
한편 2000년을 전후로 한 이머시브 연극의 형성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이머시브 연극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몰입에 익숙한 동시대 관객들의 인지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관객이 극 안에 직접 관여하게 함으로써 ‘현존’이라는 연극적
경험의 가치를 견지한다. 1980년대 이후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확
장된 비물질의 공간,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관객(사용자)은 (...) 그 공간 안으로 들
어가는 사람이고, (...) 작품의 틀 자체를 바꾸고 변경하는 사람”이다.31) 이로써 1960
년대에 크게 실험되었던 관객 참여의 담론은 가상공간에서의 인터랙션으로까지 확장
되었다. 이머시브 연극 또한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하여 실재와 가상의 모호한 구분을
감각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다수 포함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통신 기술이 일상화된 트랜스미디어(transmedia)적 환경에서, 미디어 수용
자들은 개인 미디어를 연결해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재배치·구성하고 자신이 원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어디든 찾아가려는 이주성 행동을 보인다.32) 연극 공연에
‘이머시브’ 개념이 도입된 것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인터랙티브 매체에 길들여지고
있는 동시대의 감성과 인지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33) 이와 동시에, 이머시브 연극에서
관객이 주어진 현실을 스스로 판단·선택·제어하는 행위는 “현재 의식과 자각성(自覺
性)을 오히려 명료”하게 만들어 매체의 사물성을 끊임없이 인지하게 하기 때문에, 관
객은 자신의 현존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다.34) 즉, 이머시브 연극은 뉴미디어의 영
향력을 긍정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연극적 경험의 가치를 복구하고자 하는 장르로 현
재까지 시도되어 왔다.
4. 이머시브 연극의 특징
1) 장소 및 시노그래피의 활용
이머시브 연극에 있어 공간은 중요한 요소다. 관객이 각 프로덕션에서 창출하려는
‘고유 세계(in-its-own world)’에 심리적·물리적으로 진입해 몰입하는 이머시브 경험
을 위한 방법으로서 3차원 공간의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신체와
감각 기관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직결한다. 3차원의 시공간에서 인간을 둘러싼 물리
적 “건축은 인간의 세계 경험을 만들어 내고, 구조화하고, 그 방향을 변경하고, 크기
를 조정하고, 초점을 바꾸며 속도를 늦출”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한다.35) 이에 따라 이
머시브 연극에서 또한 “공간과 그것이 포함한 풍경, 건축, 세부적 디자인은 작품의 몰
31) 이경미,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연의 커뮤니케이션」, 『드라마연구』 44, 한국드라마학회, 2014,
pp.47-8, p.34
32) Henry Jenkins,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2006, p.102 (백영주, 앞의 논문, p.122에서 재인용)
33) 백영주, 앞의 논문, p.110
34) 위의 논문, p.118
35) Juhani Pallasmaa, The Embodied Image – Imagination and Imagery in Architecture,
Chichester: John Wiley & Sons, 2011, p.100 (Josephine Machon, op. cit., p.1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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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 영향에 있어 필수적” 요소가 된다.36)
이머시브 연극은 극장이나 갤러리 외에도 폭넓은 범위 안에서 공연 장소를 선택하
여 해당 장소의 위치나 지형, 풍경, 건축 환경 등을 공연에 활용한다. 마촌은 이머시
브 연극의 창작에 있어 장소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여 ‘site-inspired’라는 단
어로 규정한다. 이를 보여주는 예시로, 션트 콜렉티브(Shunt Collective)37)는 〈트로피
카나(Tropicana)〉(2004-5)에서 런던 브릿지 역 아래의 철도 아치 공간을 활용했다. 이
공연에서의 “깊숙한 곳으로의 길고 긴 산책은 산업 도시 내부로의 모험이었고 미스테
리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열쇠”였다고 전해졌다.38) 이를 통해 이머시브 연극
은 극장만이 아닌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공연 장소의 선택지로 삼아 해당 장소의 환경
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이머시브 환경을 조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머시브 연극은 “기존의 건물이나 장소, 즉 ‘발견된 환경(found setting)’에
창작자의 디자인, 미장센 등의 ‘설계된 세트(designed set)’를 절충”하여 해당 공연만
의 ‘고유 세계’를 확립한다.39) 이를 위해 지형이나 자연 현상, 공간의 기존 기능, 주변
특성 등을 활용해 해당 장소에 상상력을 불어넣는 시노그래피를 디자인한다.40) 펀치
드렁크의 〈슬립 노 모어〉(2011-)는 6개 층으로 이루어진 뉴욕 첼시의 낡은 건물을 히
치콕의 필름누아르와 같은 “어두침침한 조명, 방마다 흘러나오는 서스펜스적인 음악,
괴기한 소품”으로 실내를 꾸며 1930년대에 지어진 ‘맥키트릭 호텔’이라는 신비로운
역사적 건물로 재탄생시켰다.41) 이머시브 연극에서의 시노그래피는 현대 공연예술에
이르러 변화된 시노그래피의 개념, “텍스트, 무대, 조명, 배우의 몸, 소리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무대공간을 통한 감각적 연극 체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과
상통한다.42)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시노그래피를 통해 공연이 창
조한 ‘고유 세계’ 속으로 관객이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펀치드렁크의 예술감독 펠릭스 바렛(Felix Barrett)은 공연이 작품에 적합한 환경을
확보해 이머시브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창조(building)’43)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site-sympathetic’44)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45) 이 단어는 션트와 펀치드렁크 같은
36) Josephine Machon, op. cit., p.85
37) 션트는 1998년에 10명의 예술가가 회사를 설립하여 런던 동쪽에 위치한 베스널 그린의 철도 아치
공간을 공동 임대하며 시작되었다. 이들은 ‘라이브 이벤트 탐색’을 목표로 하며, 이후 런던 브릿지로
이전하여 션트 볼츠(Shunt Vaults)를 열고 영국 국립극장과 〈트로피카나〉(2004-5)를 제작했다. 2010
년 네트워크 레일의 철도 아치 내 회사 퇴거 조치로 공연장이 폐쇄되며 공식적 집단으로서의 운영은
중단했으나, 션트의 소속 예술가들은 선적 컨테이너, 주요 도시의 공공 공간, 해변 등에서 개별 작품
들을 이어가고 있다. (www.shunt.co.uk/about 2020.10.9. 접속)
38) Gareth White, “On Immersive Theatre,” in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37(3), 2012,
p.224
39) Rose Biggin, op. cit., p.178
40) Josephine Machon, op. cit., p.94
41) 배미정, 「무대, 대사, 플롯도 없는 기괴한 공연? 참여와 소통으로 놀라운 몰입감 제공하다」, 『동아비
지니스리뷰』
236호,
2017.11.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8363
(2020.10.9. 접속)
42) 이지혜, 「한태숙 연출작업의 특성 연구 –시노그래피(scenography)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7, p.19, p.37.
43) 손유빈, 「이머시브 씨어터(Immersive Theatre)의 ‘site-sympathetic’ 공간에 관한 연구 : 《Sleep
No More》(상하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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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공연이 진행될 장소에 대한 작업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장소의 역사나 맥락
에는 직접 응답하지 않고 공연 환경에 기여하고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장소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6) 이 점에서 그들의 작업은 장소의 정치·문화적 맥
락을 포함하는 장소특정적 공연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장소가 주는 직관적 이미지에서 창작의 영감을 받음으로써 장소가 가진 역
사, 정치, 문화적 맥락까지도 포함하는 이머시브 연극 사례도 있다. 펀치드렁크가 “밀
폐된 세트 세계의 현실”로 관객의 이머시브 경험을 만든다면, 드림씽크스피크
(Dreamthinkspeak)47)의 공간은 “실제 장소의 현실이 상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작동
되는 상상의 세계”로 “‘지금 여기가 바로 실재하는 그 곳’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
다.48) 198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모티프를 얻은 〈언젠가, 아마도(One Day,
Maybe)〉(2013)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옛 광주여고 2층 건물의 강당,
교실, 복도 등에서 민주화운동 당시의 현장과 30여년이 지난 공연 당시의 현재를 오
가는 이머시브 공연으로 만들어졌다.49) 예술감독 트리스탄 샵스(Tristan Sharps)는
“이미지로서 장소가 주는 직관적 영감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작업을
‘장소 반응적(site responsive)’ 공연으로 칭하였는데,50) 장소를 이미지로서 받아들였
을 때에 그 안에 포함된 장소의 역사·정치·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공연의
경우 장소특정적 공연과 특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2) 장르 및 매체의 혼합
펀치드렁크가 공연 공간 안에 정교한 연극 환경을 구축하며 설치 미술을 도입한 사
례가 잘 보여주듯이, 이머시브 연극은 미술 요소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운드스케이
프, 영상, 댄스, 마임 등과 결합함으로써 매체복합의 정체성을 가진다.51) 설치 미술,
퍼포먼스, 제의식, 야외 페스티벌 등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건축, 즉흥극, 스토리
텔링, 피지컬 시어터, 춤, 서커스 기술, 공중 곡예, 인형극, 조각, 애니메이션, 게임, 사
운드, 영화, 비디오, 오디오, 햅틱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요소를 포함한다.52) 본
래 연극 장르가 음악과 미술 요소 등을 활용하는 총체예술이지만, 이머시브 연극은
탈경계적으로 장르의 융합을 추구하는 동시대 예술의 경향과 미디어 환경의 발전을
44) ‘site-sympathetic’은 국내에서 ‘장소친화적’(허순자)으로 번역되지만 이에 관해 ‘친화’보다는 ‘공감’
이 의미상 더 적절하다는 의견(손유빈)도 제기되었다.
45) “We used to call it ‘site sympathetic’ - because it’s all about the building.” Tim Masters,
“Punchdrunk’s The Drowned Man is theatre on a grand scale,” in BBC News, 2013.7.19.
https://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23329899 (2020.10.8. 접속)
46) Gareth White, op. cit., p.223
47) 1999년 트리스탄 샵스가 창단한 드림씽크스피크는 영국 등에서 장소 반응적(Site-responsive)인 이
머시브 공연을 주로 제작한다. 관객 몰입도가 높은 여정을 통한 예술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름,
설치미술, 사운드를 공연에 엮는다. (Josephine Machon, op. cit., p.19)
48) 백영주, 앞의 논문, p.128
49) 김도일, 「장소 특정적 연극으로서 〈광천시민아파트 가,나,다〉와 〈ONE DAY, MAYBE. 언젠가〉 연
구」, 『드라마연구』 43, 한국드라마학회, 2014 참조.
50) 백영주, 앞의 논문, pp.127-8
51) 허순자, 앞의 논문, p.9
52) Josephine Machon, op. cit.,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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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받아들여 관객의 이머시브 경험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머시브 연극의 학제융합적(interdisciplinary) 특징은 발생 초기 작품에서부터 드
러난다. 아트앤젤(Artangel)53)의 〈H.G.〉(1995)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고 감각적
이며 참여적인 공연으로, 창작자는 공연의 이러한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immersive’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다.54)

〈H.G.〉는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과 작곡가이자 조명 디자이너인 한스 피터 쿤(Hans Peter Kuhn)이 영화 프
로덕션 디자이너 마이클 하웰스(Michael Howells)와 협업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관객
은 런던의 중세 던전이 있었던 퀴퀴한 지하 공간인 클링크 스트리트 볼츠(Clink
Street Vaults) 안의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려진 저녁 파티 테이블, 의사의 메모가
있는 병원 책상 등이 있는 방들을 순서에 관계없이 탐색한다.55) 정교한 설치 미술과
사운드의 융합으로 음산하고 낯선 세계로 관객을 몰입시키고자 했다.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의 이머시브 경험을 위해 헤드폰을 사용해 여타의 소리를 차
단하거나 비디오 고글을 사용하는 등 기술 매체를 이용해 관객이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 몰입하도록 한다. 일 픽셀 로쏘(Il Pixel Rosso)56)의 〈위대한 스파발도스(The
Great Spavaldos)〉(2012)는 관객에게 비디오 고글과 헤드폰을 쓰게 하여 25년 동안
안전망 없이 공중 그네를 날린 스파발도스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헤드폰을 쓴
관객은 안무 지침을 듣고 따라 실행함으로써 20세기 초 서커스 공연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비행 플랫폼의 높은 정상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57) ‘고소 공포증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리뷰된 것을 보아 몰입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58) 기술
매체를 통해 관객의 시청각을 한정함으로써 이머시브 경험을 극대화하는 사례다.
3) 관객의 공연 참여 및 공연과의 상호 작용
이머시브 연극은 ‘고유 세계’를 구성해 관객의 이머시브 경험을 만들기 위해 특정
이야기, 메커니즘, 규칙을 통해 해당 공연에 특유한 허구 세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특
징은 희곡을 공연화하거나 이야기를 활용하는 여느 연극 작품들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머시브 연극에서의 이야기는 앞서 서술한 장소 활용, 풍부한 시노그래피, 다양한 매
체의 혼합 등의 특징과 연동하며, 관객이 공연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감상하기보다
53) 아트앤젤은 로저 툭(Roger Took)이 1985년에 설립하고 1991년부터 마이클 모리스(Michael
Morris)와 제임스 링우드(James Lingwood)가 공동 감독을 맡고 있는, 런던에 기반을 둔 예술 단체
다. 독특한 방식으로 형식 및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에게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의뢰 및 제작한다.
(Ibid., p.1; https://www.artangel.org.uk/about_us/team/)
54) Ibid., p.67
55) Ibid., p.2
56) 일 픽셀 로쏘는 실비아 머큐리얼리(Silvia Mercuriali)와 사이먼 윌킨슨(Simon Wilkinson)이 2010
년부터 콜라보레이션한 팀으로, 오디오비주얼(AV) 기술을 결합한 ‘오토테아트로(autoteatro)’(본고 각
주 67번 참조) 전략으로 실제와 상상의 세계의 구별에 도전하는 이머시브 공연을 만든다. 이들의 작
품은 관객들을 머릿속에서 즐거운 놀이기구를 타는 주인공이 되는 꿈과 같은 이야기로 몰아넣는다.
(http://www.ilpixelrosso.org.uk/ 2020.10.14. 접속)
57) Lyn Gardner, “The Great Spavaldos – review,” in Guardian, 2012.4.17.
http://theguardian.com/stage/2012/apr/17/the-great-spavaldos-review (2020.10.14. 접속)
5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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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에 참여하고 관여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공연과 상호 작용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몇몇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고전 희곡에서 이야기를 가져와 새로
운 세계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머시브 환경에서 고전 희곡을 경험하는 것에의 흥
미를 돋운다. 펀치드렁크의 〈슬립 노 모어〉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하
고, 드림씽크스피크의 〈내가 잠들기 전에(Before I Sleep)〉(2010)는 체호프의 〈벚꽃동
산〉을 바탕으로 했다.59)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이 그 세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일 픽셀 로쏘의 〈그리고 새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다...(And
the Birds Fell From the Sky...)〉(2011)는 관객에게 “마을을 위협하는 이상한 파룩
(Faruk) 광대 부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헤드폰과 비디오 고글을 쓰게 한 후 파
룩에 의해 납치된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60)
비긴은 이머시브 연극에서 “관객이 공간을 이동할 때 사건을 독창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하는 경험 때문에 스토리, 플롯, 내러티브가 연극에서 함께 작동하여 이머시브 경
험을 촉진한다”고 본다.61) 부연하면, 이머시브 연극에는 넓은 이야기 세계가 창조되어
있고(스토리) 그러한 스토리가 공간 전체에 펼쳐지고 미장센으로 디자인되어(플롯), 이
머시브 연극의 관객들은 공간을 직접 이동하며 어떤 장면은 보고 또 어떤 장면은 놓
침으로써 각 관객마다 사건을 고유하게 경험(내러티브)한다.62) 즉, 이들은 넓은 공간
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를 직접 찾아다니며 체험한 것들을 통해 자신만의 서사
로서 공연을 경험한다. 이러한 ‘탐험 연극’ 형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펀치드렁크의
많은 공연들은 각 관객의 고유한 경험을 위해 “친구와 함께 관람하는 것은 좋은 선택
이 아님”을 고지하여 단독으로 경험하기를 권유한다.63) 온라인상에서는 펀치드렁크의
관객들이 각자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관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이머시브 연극에서 “개별 관객을 공연 자체에 직접적, 실제적, 물리적으로 삽입”하
는가의 여부는 이머시브 연극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64) 이
머시브 연극이 만들고자 하는 이머시브 경험은 화이트의 비유적 표현과 같이 “물 위
에 떠 있는 것이 아닌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관객이 공연 공간 안에 있으며 그
곳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고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참여를 포함하
기 때문이다.65)
이 지점에서 ‘공연을 보는 사람’ 또는 ‘공연을 듣는 사람’을 뜻하는 ‘관객(觀客)’, 영
어의 ‘spectator’ 또는 ‘audience’와 같은 단어는 이머시브 연극 경험에 그리 적확할
59) 〈내가 잠들기 전에〉는 영국 브라이튼 중심에 있는 오래된 백화점 The Co-operative Building에서
이루어졌으며, 5명 남짓한 인원의 관객이 함께 라넵스까야 가족이 두고 떠난 피르스를 출입구에서 만
남으로써 공연이 시작된다. (Josephine Machon, op. cit., p.19)
60) Josephine Machon, op. cit., p.9
61) Rose Biggin, op. cit., p.121
62) Ibid.
63) 전윤경, 앞의 논문, p.669
64) Josephine Machon, op. cit., p.98
65) Gareth White, Audience Participation in Theatr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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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된다. 이머시브 연극의 창작자들은 각 프로덕션의 특성에 따라 ‘방문자
(visitors)’, ‘참석자(attendant)’, ‘관객 참여자(audience-participant)’, ‘실연하는 관객
(playing-audience)’, ‘객원 공연자(guest-performers)’, ‘공동 창작자(co-creators)’
등의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66) 이러한 표현들은 관객이 공연 장소에 와 있다는 사
실을 부각하며, 그것에 더해 관객이 공연에 참여하여 그것을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의
미에서의 관객의 능동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로토자자(Rotozaza)67)의 〈에티켓(Etiquette)〉(2004-)은 관객이 직접 공연자가 되는
사례 중 하나다. 로토자자의 안트 햄튼(Ant Hampton)이 본래 무대 공포증이 있는 친
구를 돕기 위해 헤드폰에서 재생되는 지시에 따르며 연습 없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방식을 시도했던 것에 ‘오토테아트로(autoteatro)’라는 이름을 붙여 관객에게 적용한
것이다. 여러 공연들 중 〈에티켓〉은 일반 손님들이 드나드는 카페나 바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지며, 두 명의 관객이 하나의 테이블을 앞에 두고 앉아 헤드폰을 착용하고서
서로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테이블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오디오 안내에 따라 30분 동안 공연을 수행한다. 이 헤드폰 속 안내는 앞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수월하게 만들며, 이 과정 동안 즉흥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68)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의 공연 참여를 위해 관객에게 모종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
을 자주 사용한다. 펀치드렁크의 〈슬립 노 모어〉에서 모든 관객들은 하얀 마스크를
씀으로써 공연의 허구 세계 내의 유령이 된다.69) 이 공연에서 마스크는 일군의 관객
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연자를 보기 위해 주변에 모여드는 것이 그 자체로 또 다른 관
객에게 공연 장면이 되는 등 관객을 미장센의 일부로 만든다. 또, 이머시브 연극은 역
할뿐 아니라 수행 활동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관객의 수행이 공연이 되도록 한다. 수
행은 단순한 지령의 이행에서부터 공연 고유 세계의 설정과 규칙 정도만을 관객들에
게 공유하여 그 안에서의 관객의 능동적 참여, 그리고 참여의 과정 및 결과가 곧 공
연이 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정도를 가진다. 후자의 경우 상당 부분 게임과 닮아있는
데, “게임을 한다는 것은 행동과 결과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뒷받침하도록 디자인된
게임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70) 여기서 플레이어
의 ‘선택’은 이머시브 연극 관객의 능동적 참여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관객의 참여를 통한 공연과의 상호 작용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게임
66) Josephine Machon, op. cit., p.99 각 용어는 필자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67) 1998년에 안트 햄튼이 만든 로토자자는 1999년에 실비아 머큐리얼리가 합류하면서 ‘오토테아트로’
라는 공연 방식을 개발해 일련의 작업을 이어갔다. ‘오토테아트로’란 관객이 창작자로부터 행동 지침
을 받아 직접 공연의 실행자가 되는 형태의 공연이다. 대개 극장 밖 공간에서 일어나며, 공연이 관객
자신의 반응 및 수행으로서 자가 발생(self-generated)된다는 특징이 있다. 창작자 햄튼과 머큐리얼
리는 ‘이머시브’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기 전 이를 ‘상호작용적 설치(interactive installation)’로 묘사
했다. (http://www.rotozaza.co.uk/autoteatro.html (2020.10.27. 접속); Josephine Machon, op.
cit., p.8)
68) Josephine Machon, op. cit., p.9
69) 전윤경, 앞의 논문, p.661
70) Katie Salen and Eric Zimmerman, 윤형섭·권용만 옮김, 『게임 디자인 원론 1』, 지코사이언스,
2010-3,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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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Game Theatre)을 들 수 있다. 공연 규칙과 메커니즘을 전면에 드러내며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장르인 게임 연극은 관객이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와 제반 사항
을 선택해나감으로써 공연과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머시브 연극과 특성을 공유한
다. 게임 연극은 암시적인 구조로 관객들의 관심을 끌어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비판
적으로 참여할 장을 만들거나, 공연 내에서의 성공 방법을 지정해 참여자들 간의 경
쟁심을 유발하고 승부를 가릴 수도 있다.71)
관객이 직접 역할을 맡아 공연의 허구 세계의 사건에 참여하는 사례로 호보 시어터
(Hobo Theatre)72)의 〈저지대 정리(The Lowland Clearances)〉(2016)가 있다. 이 연
극은 ‘라이브 액션 롤플레잉 게임(Live action role-playing game, larp)’이다. larp는
참여자들이 극 세계 안의 인물이 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현실에
서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진행하는, 롤플레잉 게임의 한 형태다. 지하실 공간에
모인 참여자들은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각기 고유한 부와 사회적 지
위를 가진 인물이 되어 자신과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도시를 재구성한다.73)
관객들은 골판지 상자로 집을 삼거나 휴지심을 이용해 운하를 만들었고 학교의 위치
를 정하기 위해 논쟁을 벌였다고 전해진다.74) 관객이 역할을 맡아 다른 관객들과의
상호 작용으로 공연의 사건을 진전시켜나감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 등 오늘날의 도시
문제를 다시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머시브 연극의 사례다.
코니(Coney)75)의 〈어디에나 있는 작은 마을(A Small Town Anywhere)〉(2009-12)
또한 “게임 디자인과 드라마투르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76) 연극적 서사와
larp 방식이 결합된 공연으로, 앙리조르주 클루조의 영화 〈까마귀(Le Corbeau)〉
(1943)에서 ‘까마귀’라고 서명된 괴이한 편지가 어느 작은 마을에 나돌며 일어난 이야
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공연은 코니의 다른 공연들과 마찬가지로 몇 주 전부터 극
속의 ‘작은 마을 역사가’와의 온라인 또는 직접 대면을 통해 관객이 자신을 마을 속
인물로 넣고 자신의 역사를 삽입할 수 있게 한다.77) 관객들은 모자와 배지를 착용함
으로써 마을의 주민이 되고, 이 ‘실연하는 관객’들의 선택으로 이야기가 점차 드러나
며 짜 맞춰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마을에서 추방당할 사람을 결정함으로써 공연이
끝난다.78) 이 공연은 이머시브 연극이 관객의 존재와 영향력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잘
71) Jason Warren, op. cit., p.xiii
72) 2012년에 만들어진 호보 시어터는 영국 예술가 제이미 하퍼(Jamie Harper)를 중심으로 연극, 게임,
공유 활동, 참여형 연극, 커뮤니티 작업에 기초를 둔 공동 창작 방법을 사용하는 단체다.
(http://www.hobotheatre.co.uk/ 참조)
73) https://www.cptheatre.co.uk/production/the-lowland-clearances/ (2020.10.20. 접속)
74) Rob Ellis, “Review: The Lowland Clearances, Camden People’s Theatre,” in A Younger
Theatre, 2016.1.17.
https://www.ayoungertheatre.com/review-the-lowland-clearances-camden-peoples-theatre/
(2020.10.20. 접속)
75) 2006년부터 코니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터랙티브 연극 제작 단체다.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어드벤처, 놀이를 만든다. 지역 커뮤니티와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작업들
을 현재까지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https://coneyhq.org/h/ 참조)
76) Josephine Machon, op. cit., p.203
77) Ibid., p.10
78) Ibid., p.134; Lyn Gardner, “Join in the murder game at Battersea Arts Cent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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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며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형식 자체로서 마을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연대의 가
능성을 탐구한다. 관객이 공연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상호 작용이 한 공동체 안에
서의 상호 관계 맺기 경험과 결부되는 공연이다.
4) 관객의 ‘감각적 현존(praesence)’ 경험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이 공연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참여하게 하므로 관객이 지
적(知的)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몸으로 감각하는 존재임을 함께 고려한다.79)
또한 관객이 몸으로서(써) 수행하고 지각하는 경험은 공연 순간의 끊임없는 ‘감각적
현존(praesence)’80)을 확립한다. 이는 현존(presence)을 변형한 개념으로, ‘내가 누군
가의 앞에 있음(before I am)’이라는 현존의 의미에 촉각적 의미를 더한 것이다.81)
이머시브 연극의 관객은 공연자, 시노그래피 등 공연의 제반 요소가 손에 닿을 거리
에 있어 만지고, 냄새를 맡고,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등 전 감각 기관을 활용
하면서 공연 현장에 존재한다. 이러한 ‘감각적 현존’은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연
의 순간에 수행하고 지각하는 자신의 몸으로서 “명백히 ‘살아있는’ 생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하게 한다.82)
이에 따라 앞서 거론한 이머시브 연극에서의 풍부한 시노그래피는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미각 등 오감에 관계한 감각적 요소들로 자세하게 디자인된다. 관객들은
펀치드렁크의 〈붉은 죽음의 가면극(The Masque of the Red Death)〉(2007-8)에서
화장대 위의 향수의 향을 직접 맡아볼 수 있고, 〈파우스트(Faust)〉(2006-7)에서는 어
느 공간에 들어가 화학 물질의 냄새를 강하게 느끼며 그곳이 파우스트의 실험실이라
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83) 또는 공연의 장소를 극장이 아닌 공간으로 선택함으로써
해당 장소 특유의 냄새나 습도, 분위기를 감각하게 하기도 한다. 님블 피쉬(Nimble
Fish)84)가 제작하고 클레어 베일리(Clare Bayley)가 쓴 〈컨테이너(The Container)〉
Guardian, 2009.10.19.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09/oct/19/murder-game-battersea-arts-centre
(2020.10.28. 접속)
79) 이를 포괄해 마촌은 이머시브 연극의 미학을 ‘(syn)aesthetics’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그리스어의
‘함께’를 뜻하는 ‘신(syn)’과 ‘감각’, ‘지각’을 뜻하는 ‘아이스테시스(aisthesis)’로 이루어진 이 용어는
의학 분야에서 ‘공감각’을 뜻하는 synaesthesia가 감각과 지성을 오가는 인간의 지각 능력을 강조하
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마촌은 이머시브 연극에서 두 가지 경험이 융합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의미론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느낌(a felt appreciation of ‘making sense’ in a
semantic and cerebral fashion)”과 “신체를 통해 이해되는 ‘감각 형성’, 즉 공연에서 만들어진 감
각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을 통한 체현된 인식(‘sense-making’, understanding through somatic,
embodied perception via feeling (both sensory and emotional) created in performance)”이
다(이탤릭체는 원문의 강조). 마촌은 (syn)aesthetics라는 용어에서 의학 용어에서 가져온 개념을 공
연 작업의 미학 개념과 혼합하며, syn을 괄호로 묶음으로써 이 용어를 신경학적 용어와 구별하고 ‘함
께 융합’한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Josephine Machon, op. cit., pp.104-5 참조)
80) 마촌은 ‘presence(현존)’의 라틴어 어원 ‘prae’, ‘sens’를 차용하여 ‘praesence’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being at hand((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음)’이라는 의미에서 촉각적 증거를 감지하여 이머
시브 연극에서 관객의 몸의 경험을 강조한다. 필자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감각적 현존’이라는 말
로 번역했다. (Josephine Machon, op. cit., p.44)
81) Ibid.;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presence)」, 『한국연극학』 57, 한국연극학회, 2015, p.26
82) Josephine Machon, op. cit., p.44
83) Ibid.,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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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는 “트럭을 타고 불법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에 대한 연극으로, 어두운
컨테이너 트럭 안을 공연 장소로 하여 “냄새 나며 밀폐된 분위기에서 식수가 없는 상
황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극 세계의 이야기와 경험에 더욱 감각적으
로 몰입하도록 한다.85) 이처럼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의 디자인은 이머시브 연극의
고유 세계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공연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머시브 경험을 만든다.
마촌은 “촉각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포괄적이며 감각의 복합체이다. 피부에서 관
절과 근육까지 몸 전체에 내장된 수용 기관, 깊은 감각 자극의 우물”이라 말하는 로
잘린 드리스콜(Rosalyn Driscoll)의 분석을 인용하며, 촉각적 지각이 이머시브 연극
경험에서 매우 결정적이라고 말한다.86) 촉각적 지각에 중점을 두고 ‘감각적 현존’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연 사례로는 아드리안 호웰스(Adrian Howells)87)의 일대일 공연이
있다. 그의 공연 〈단 한 명을 위한 발 씻기(Foot Washing for the Sole)〉(2010), 〈존
재함의 즐거움: 씻기, 먹이기, 안기(The Pleasure of Being: Washing, Feeding,
Holding)〉(2011)는 제목에서 잘 드러나듯 단 한 명의 관객과 마주하여 관객의 신체를
씻겨주고 마사지하고, 초콜릿이나 과일을 먹이고, 발에 키스하거나 포옹하는 등 관객
과의 친밀한 상호 작용을 시도한다. 캔들, 장미 꽃잎, 방금 세탁된 수건 등이 자아내
는 향기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20, 30분 동안의 공연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
레이첼 제리한(Rachel Zerihan)은 “부드럽고 감응적이면서도 강하고 편안했다”고 서
술한다.88) 이머시브 연극에서의 관객은 손에 닿는 거리 안에서 공연자와의 즉각적이
고 친밀한 상호 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특히 물리적이며 감각적인 현존을
느낄 수 있다.
5. 결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머시브 연극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
의 이머시브 경험, 즉 관객이 공연의 ‘고유 세계’에 둘러싸여 속해있으며 자신의 의지
로 이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취한다.

84) 님블 피쉬는 2006년에 사만사 홀즈워스(Samantha Holdsworth)가 그렉 클레크스(Greg Klerkx)와
만든 단체로, 자신들을 ‘문화 생산자’라 칭한다. 이들은 이머시브 기술을 사용해 공동체의 맥락에서
공공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창조적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한다. (Ibid., p.11)
85) Ibid., p.11, p.77; Lyn Gardner, “Learn to think inside the box,” in Guardian, 2007.8.6.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07/aug/06/edinburghfestival2007.immigration
(2020.11.4. 접속)
86) Josephine Machon, op. cit., p.77; Rosalyn Driscoll, “Aesthetic Touch,” in Francesca Bacci
and David Melcher(eds), Art and the Sen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107-14 (Josephine Machon, op. cit., p.77에서 재인용)
87) 아드리안 호웰스(1962-2014)는 일대일 공연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의 예술가다. 주로 관객과 신체
적으로 친밀하게 접촉하는 공연을 함으로써 관객과 정신적으로 연결되고자 했다.
88) “Howells’ gentle command of our inter-action was strong and comforting whilst being
tender and responsive.” Rachel Zerihan, One to One Performance, London: Live Art
Development Agency, 200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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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및 매체의 혼합

장소 및 시노그래피의 활용
⇘

⇙

이머시브 경험
⇗

⇖

관객의
‘감각적 현존(praesence)’ 경험

관객의 참여 및
공연과의 상호 작용

[도표 2] 이머시브 연극의 4가지 특징

첫째, 극장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소를 사용하여, 그 장소 고유의
특성을 살리거나 그 안에 풍부한 시노그래피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관객이 ‘고유 세계’
에 둘러싸여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둘째, 장르와 매체 면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설치 미술이나 무용과 같은 타 장르, 오디오나 VR 등의 기술 매체를 동원하여
관객의 감각을 일깨우며 몰입감을 높인다. 셋째, 관객이 공연의 ‘고유 세계’에 진입해
그 세계의 일원이 된 것과 같이 관객이 공연에 참여해 공연의 진행 과정과 결말에 자
신의 선택과 의지를 반영함으로써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며 공연과 상호 작용한
다. 넷째, 관객이 공연 환경과 시노그래피의 요소들, 공연자 또는 다른 관객을 물리적
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접함으로써 자신의 ‘감각적 현존(praesence)’을 확인한다. 이러
한 특징들은 모두 관객의 이머시브 경험을 이루기 위함이다. (도표 1 참조)
이머시브 연극은 20세기 아방가르드의 두 물결에서 일어난 풍부한 예술적 실천들을
선례로 하여, 21세기의 미디어 환경 및 인지 방식을 반영하고 연극적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관객들의 호응을 얻는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극장 공간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기존 연극 장르의 문법에 갇히지 않고 타 장르와의 융합에 열려있
으며, 무대와 객석의 물리적 거리를 확연히 줄일 뿐만 아니라 창작과 실연의 주체로
서의 예술가의 역할을 관객에게로 이동시키는 이머시브 연극이 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연이 관객에게 감각적 체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관객이 재현의 연극
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에서 해방되어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감각하는 존재로 나
아간다고 보는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점에서 이머시브 연극
의 특징을 보다 넓고 면밀하게 살필 때 연극 개념의 확장, 새로운 연극성의 발견 가
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초적 자료로서 이머시브 연극의 계보학적
발생과 공연미학적 특징을 개괄해보았다. 차후 연구 과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머시
브 연극 및 그에 부합하는 특징을 보이는 공연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연극계에서의
이머시브 연극을 의미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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