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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라이  시네마 연극(Live cinema theatre)은 연극과 상 매체가 결합된 공연 형태로서 하나의 극 화를 

만드는 과정이 라이  이벤트로서 무 화 된 것이다. 여기서 배우는 카메라를 보며 연기하며 모든 시청각

 효과는 라이 로 조합된다. 무 는 실시간으로 장면이 구성·편집되고 있는 로덕션 상황으로서 제시되

며 연극은 카메라를 매개로 스크린을 통해 객 앞에 생 계된다. 국 연출가 이티 미첼(Katie 

Mitchell)은 이야기 달  공유 과정을 효율화한다는 목 의식 아래, ‘라이  시네마 연극’이란 특정용어

로 작업 형태를 구별·지칭하며 이를 장르문법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서 ‘시네마’와 ‘연극’은 사이성의 

실험을 넘어 동기화(synchronization)를 통해 수평  계를 맺음으로써 각자의 상을 유지한다. 이는 서

로 다른 역에서 독립 으로 존재하는 연극· 화의 결합을 통해 기술매체 시 에 총체의 의미를 재규정하

려는 시도를 보여 다. 여기서 카메라는 무  안 에 존하고 몸은 이러한 상황 안에 실존하면서, 카메라-

몸-무 는 서로 불가분한 계를 구축한다. 무  배우들은 기술 이고 심리 인 상태를 넘나들며 카메라

의 존을 체화하고, 스텝들은 몸에서 내면성을 분리하여 외 화하며, 연출은 이를 임 단 로 조직함

으로써 무   존재양식은 뉴미디어와의 계 안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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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e cinema theatre is the latest installment of multimedia show where the filming of the 

performance of dramatic texts becomes the live stage event. Here, the actors perform before the 

camera and all the audio-visual effects are produced and constructed live. Mediated through the 

camera and projection screen, the stage image becomes a real-time production situation where 

all the scenes are put together right in front of a live audience. The very concept of live cinema 

as dramatic theatre has been developed by English stage director Katie Mitchell who attempts 

to present the stage as a cohesive representation system; this is more than a provisional 

experimentation where the ever-changing notion of in-betweenness is constantly tested. It is 

rather a predetermined operational system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cinema and theatre 

is governed by the logic of synchrony, therefore maintain their own individual institutional 

reality. Here, the presence of camera has an effect not only on the organization of stage but also 

an affect on how human body exists within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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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과 목적

상매체  인터 티  커뮤니 이션 기술발달과 

맞물려 진화 인 인간의 인지양식은 술개념과 존재

성 변화에 향을 끼치고 있다. 연극 무 에의 뉴미디

어 도입은 디지털 정보기술 시 의 융·복합  감성이 

술 역에 투 되고 있는 동시  매체환경을 반 하

는 것으로서, 이는 찬반론을 넘어 연극의 외연을 확장

하고 정체성을 갱신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포스트모

더니즘의 맥락에서 뉴미디어와 연극의 결합은 언어체

계에 근간하는 문학 텍스트의 무  지배력이 상 으

로 약화된 포스트드라마 연극(postdramatic theatre)의 

상 안에서 포착된다. 여기서 희곡 드라마를 심으로 

조직되던 통  무  공간의 계와 총체성의 와해를 

래한 주요인으로서, 서사에 한 회의와 더불어 스

크린 매체와의 이 일상화된 이미지 문화가 거론되

고 있다[9]. 

가상과 실 사이를 넘나드는 극무  연출법과 구성

은 동시  매체 기술발 과 함께 복합화 되고 있는 추

세이다. 무   스크린 상 이미지는 술과 기술을 

매체미학 담론아래 아우르며 익숙한 존재로 자리 잡았

다. 무  안 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상이 무  

 상황과 병치되고, 재생 이미지가 무  상황에 실시

간으로 반응하는 등, 무 와 상은 이미 ‘play vs. 

replay’의 계 도식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 화 같은 연극’, ‘무  화', ‘라이  필름 퍼포먼스’ 

등의 표 으로 화기법을 활용하며 무 에 카메라맨

이 직  등장하는 공연이 국내외에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 상’이 아닌 ‘ 화’와 ‘연극 무 ’의 목

에 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연극과 화 문법이 한 공간 안에서 물리 으로 교차

되는 극형식의 효시로서 근 의 ‘키노드라마’ 

(kino-drama)를 시할 수 있다. 매체사  에서 이

는 무 에서 구 하기 어려운 장면을 미리 촬 해놓은 

상으로 체하거나 병용했다는 에서, 멀티미디어 

연극이나 무성 화의 한 양태로 볼 수 있다. 화사에

서 이는 상 로덕션과 스크린 상 의 개념이 일반화

되기 , 무  객이 화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  상으로 나타났다는 에서 화의 효시로 

이해되고 있다[10]. 공연사  에서 화와 무 의 

목은 내용보다 형식의 쇄신을 우선시하며 개되어

온 ‘미디어 퍼포먼스’(media performance)에 한 반작

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8]. 테크놀로지에 함의된 미래

지향  신성과 표 의 시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간과된 내러티 와 스토리텔링의 향력을 복구하려는 

시도로 설명되는 것이다. 좀 더 근원 으로 이는 상

세 로 성장해온 동시  연출가들의 감성이 창작과정

에 의식·무의식 으로 투 되며 나타나는 인지 상으

로 악된다. 무엇보다 실시간 상 송  편집기술의 

발달은 ‘실황 계’나 ‘공연실황 상’ 개념을 넘어, 화

 경험과 라이  이벤트를 결합한 새로운 경험구조의 

모색을 가능  하고 있다[4]. 

이러한 가운데 국의 연출가 이티 미첼(Katie 

Mitchell, 1964)은 ‘라이  시네마 연극’(live cinema 

theatre)이란 특정 용어로 자신의 작업 형태를 구별·지

칭하며, 사이성의 실험을 넘어 장르 문법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 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

(Konstantin Stanislavsky, 1863-1938)의 근  자연주

의 에 향을 받은 미첼은 고  희곡과 소설을 무

 에 재구성해내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미첼이 표

방하고 있는 ‘라이  시네마 연극’은 연극과 상매체가 

결합된 공연형태로서, 하나의 극 화를 만드는 과정이 

라이  이벤트로서 무 화 된 것을 지칭한다. 

여기서 배우는 카메라를 보며 연기하고 모든 시청각

 효과는 라이 로 조합된다. 무 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장면이 구성·편집되고 있는 로덕션 상황

으로서 제시되며, 연극은 카메라를 매개로 스크린을 통

해 객 앞에 생 계된다. 스토리텔링 양상과 수용  

측면에 있어 라이  시네마 연극은 다 성에 근간한다

는 에서 멀티미디어 연극의 분화로 간주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극 화 로덕션 과정을 공연화한다는 

에서, 무  내러티 의 한 부분으로서 상 이미지를 

체하거나 병치시키기 해 부분 으로 카메라맨이 

등장하는 여타의 멀티미디어 공연 무 와는 태생  차

이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이티 미첼의 로덕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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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분석을 통해 연극과 상매체가 계하는 방식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문 2 장에서, 미

첼의 로덕션 ‘ 비 과정’의 체계 분석을 통해 라이  

시네마 연극의 출  경유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라이 ’, ‘시네마’, ‘연극’, ‘극장’의 의미가 결합되는 

과정의 층 를 드러내 살펴볼 것이다. 이어 3 장에서는 

무   카메라와 몸의 상 성에 한 논의를 개진하고

자 한다. 이를 해 시간성의 통제와 공간화 문제를 

심으로, 이의 근 사  배경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4 장에서는 라이  시네마 연극의 시각성과 

형식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는 스크린과 무  이미지의 

결합 방식이 객성에 끼치는 향에 한 논의를 포함

한다. 본 연구의 궁극  목표는 극 세계가 구 되는 과

정을 매체 간 계 구도로써 포착해내어, 지각체계이자 

안  재 체계로서 라이  시네마 연극의 매체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라이  시네마 연극’이 독립 인 

연구주제로 검토된 은 없다. 앞서 언 한데로 ‘라이  

시네마 연극’이란 용어로 자신의 작업방식을 특정 으

로 규정하는 극 술 연출가는 미첼의 경우가 유일하다. 

이에 용어와 로덕션 과정 개념화에 한 선행 연구는 

아직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실증  차원에서 

‘라이  시네마 연극’의 표본 연구로서 논고를 개진하고

자 한다. 이에 여러 술가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미디

어 퍼포먼스의 양태  다양성 안에 이를 치시키기보

다, 분석 상을 미첼의 멀티미디어 공연 로덕션으로 

그 범 를 한정하 다. 본고에서는 2006년부터 재까

지 상연/상 된 10여개의 라이  시네마 연극 , 본 연

구자가 실제 참 한 5개의 로덕션 사례를 시하

다. 본문에서 직  인용한 용어들은 미첼이 언론 인터

뷰와 담을 통해 반복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5-21]. 이는 라이  시네마 연극이 임의  실험 단계

를 넘어,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작업 과정을 개념화하

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이에 용어들은 매체성의 논의

를 해 주시될 필요가 있다는 단아래 선별된 것임을 

밝 둔다. 

Ⅱ. 프로덕션 체계와 공연 텍스트의 구축

미첼은 모든 공연 로덕션에 있어 “ 비 과정” 

(preparation)의 요성을 피력한다. 기본 으로 이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계를 설계하고, 결과물을 일

으로 이끌어낼 체계를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

해된다. 구체 으로 이는 “텍스트를 무  에 구 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한 해결책”으로 제

시되고 있으며, “구축”(construction)의 논리를 앞세운

다. 여기서 연출가의 역할은 경험을 양식 으로 구조화

하는 “조직자”(organizer)로 상정되고, 배우와 창작·기

술스텝은 각 분야의 문가로서 자신의 일을 실행하는 

“행동가”(doer)로서 역할 분배가 이루어진다[15].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연출이 제시하는 얼개를 따라 배치되

고, 각자의 치에서 내용을 만들며 이를 조직 으로 

공유하게 된다. 

미첼은 리허설 ·후 과정에서 개별 포지셔닝과 함께 

체 조직력을 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 태도와 

업 방식은 라이  시네마 연극에 구조 으로 반 되

어 무  에 투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술은 우발

인 생성물이 아닌 ‘구성체’(construct)이며, 매체

(medium)는 편 이고 한시 인 상황을 조직해내는 

시스템으로서 인식된다. 미첼은 무  조직력과 체계에 

한 집착이 카오스 인 자신의 성정에서 비롯된 것이

라 밝히고 있다[11]. 이는 시네마와 연극의 결합 배경이 

흘러가버리는 무  시간에 한 통제 본능에 기인하는 

것이며, ‘과정’이라는 불확실성에 한 제어 기제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첼이 언 한 “비효율성”

이란 상물처럼 기록하고 재생해낼 수 없는 무 의 한

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첼의 로덕션에서 공연 텍스트 구축 과정은 1. 

상언어 개입을 통한 텍스트 각색, 2. 장면 구축과 오감

각의 재구성 단계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 ‘ 비 과정’ 

아래 통합되고 있다. 이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해 정

서  감을 주는 사진을 찾아 임 속 피사체와 환

경, 인물의 실루엣과 제스처, 빛-색-질감의 계를 탐

색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여기서 사진매체의 개입은 피

사체와 카메라의 치  거리 계로서 인물의 심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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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공간 으로 가시화하며, 텍스트를 바라보는 

을 형성한다. 상황을 직 으로 상화하여 포착해

내는 사진 촬 의 논리는 선택한 문학 텍스트를 “사

건”(event) 단 로 섹션화 해내는 각색 과정을 지각

으로 매개하게 된다. 텍스트 분석과 장면 시각화 과정

은 동기화되며 진행되는 것이다.

사건은 스틸 사진처럼 순간성이 포착된 개념으로서, 

이는 아래 [그림 1] 시에서 드러나듯이 작 인물의 

내·외면  정서와 감정의 기류를 시각 으로 구도화한

다. 시각성이 심이 되는 각색 과정은 텍스트의 문장

을 분해한다. 이에 이야기의 흐름 한 분 되며 단락

들로 열거된다. 단락 단 로 편화 된 이야기는 상

매체의 ‘ ’(shot)과 같이 시공간  테두리를 구축한다. 

상 시나리오 각색되는 무  텍스트는 장면의 한 

‘컷’(cut)처럼 소리, 빛, 움직임 등 시간의 궤 과 흔 을 

치화 하고, 한시 인 존재성을 물리  환경 속 형상

으로 그려내도록 한다.

그림 1. 상: 프란체스카 우드먼(Francheska Woodman
1958-81))의 사진 작품 

       하: <노란벽지, The Yellow Wallpaper> 
독일 베를린 샤우뷔네(Berlin Schaubuehne)
       공연 프로덕션 사진, 2013. 

미첼은 인터뷰에서 우드먼의 사진을 영감의 원천으로 자주 
거론하고 있다. 실제 우드먼의 이미지는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의 동명 단편 소설(1892)을 각색한 <노란
벽지>에서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며 분열증으로 내몰리는 주
인공 애나(Anna)의 내면 풍경으로 중첩되며 나타난다. 

무엇보다 이야기의 연속성이 배제된 ‘컷’ 개념이 된 

단락은 ·후 상황 변화에 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자

기 창조 인 공간을 생성해낸다. 동시에 이는 인물의 

역사를 찰자  시 에서 유추하며 상화하여, 존재

함의 순간성을 성찰할 수 있는 조  거리를 제공한

다. 스토리텔링의 차원에서 볼 때, 이는 롯과 사 

심의 묘사  재 을 넘어서 인물 심의 시  표 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는 고정된 시

에서 이야기의 개연성을 쫓아 순차 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극 세계의 지형을 타고 비며 역동 으

로 앞에 펼쳐지는 풍경과 인물들을 카메라로 포착해 

담아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는 실제 [그림 2] 기록물 이미지에서 나타나듯이, 

종이 인쇄본 속 인물 간의 화·독백 등의 라인과 함께 

내·외면  상황을 묘사한 문장을 가 로 ‘잘라내고’, 테

이 로 ‘이어 붙이며’ 분리·분해·재조립 해가는 각  

작업으로 이행된다. 필름 에디 을 연상시키는 각색 작

업은 의식의 흐름을 타고 말의 논리 좇기를 오가며 직

이고도 복합 으로 행해진다. 이 과정에 직  참여

하는 배우들은 각자 맡은 인물의 시 에서 극 세계의 

체성을 편화 해내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 세계를 

이미지로 이  해내는 일과 무  텍스트 각색 작업

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 체계는 각자 자신이 

치하는 지 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구도화하며, 주

인 체감과 추동력으로 사와 행동 각본을 구축하도록 

종용한다.  

그림 2. 좌: 배우 개인 각본
우: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1931년 소설 <물
결, The Waves>을 무대화한 동명의 프로덕션 2006년. 
준비 과정 사진, 기록물과 단락-노트   
    
미첼은 이 과정을 가리켜 “개인들의 여정”에 비유하

고 있다[15]. 여기서 작 인물의 역사는 문자 그 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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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의식의 구성물로 제시되게 되며, 이에 따라 ‘지  

여기에의’ 존재 의식을 형성하는 기  한 다변화 된

다. 때문에 캐스  멤버들은 구심 이 따로 없는 상태

로 수평 이고도 다원 인 라인업을 형성하며, 극 세계

의 모습 한 하나의 축이 없이 펼쳐진 체 제시되고 있

다. 이로써 극 세계의 이미지는 다 시 에서 다 각도로 

이  되어 한 곳에 겹겹이 병치되는 단계로 진입한

다. 이 과정에서 미첼은 극 세계의 체 구도를 할하

며 여러 인물의 에서 시시각각으로 포착된 단락들

을 취합하여 한 곳에 집합시키고 있다.  

이는 ‘기록물’(documentation)로 지칭되는 한 권의 편

집서로 총정리 되며, 상정된 문제들은 단락마다 노트로 

삽입된다. 여기서 무엇이 ‘말’이 되고 말이 안 되는 ‘소

리’가 될 것인지,  어떤 생각이 ‘매 ’가 되고 ‘몸부림’

이 될 것인지, 의식과 무의식, 실태와 잠재태, 외면과 내

면의 계 방식과 구 법이 각 단락 내에서 풀어내야 

될 문제로 논의된다. 기록물에서 단락은 상물의 ‘테이

크’(take) 개념처럼 하나의 장면을 형성하는데, 이는 이

야기 시 스가 아닌 몇 개의 불연속  단락들이 집합하

는 곳으로서 공간 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에는 사건을 직  이  한 배우뿐만 아니라, 

세트, 의상, 조명, 사운드, 로젝션 디자이 , 상·촬

감독, 카메라맨, 편집· 로그래머 등,  스텝이 여

한다. 구성원들은 장면 안에서 각자의 치를 확보하고, 

이의 계 구도는 스냅사진으로 기록된다. 동시에 구성

원이 내는 말·소리, 움직임과 동선은 각각 도표화 되면

서, 사건은 임 된 구도를 넘어 연속성을 부여받는 

동  이미지로 변환되고 있다. [그림 3] 리허설 장면 이

미지에서 나타나듯이, 다 의 목소리와 시 이 행동태

로 구성되면서 공연 텍스트는 비선형 으로 구축된다. 

장면 구축은 단락들을 이어붙이며 창안 으로 강구

되며, 제시되는 기술  해결책과 산출된 정보는 각 

트별로 장되고 지표로서 공유된다. 이 과정에서 배우

와 스텝의 퍼포먼스가 한 장면 내에 병치되면서, 극 세

계와 무  실 사이의 경계는 애매하게 열린 상태를 

유지하며 상황이 개된다. 앞서 텍스트 각색 과정에서

의 사건이 상 연출 인 구도화의 개념이었다면, 이는 

이제 실시간으로 개될 ‘라이  이벤트’로 환되기 시

작한다.   

하나의 장면은 그 자체로 단막극과 같이 기능하는 사

건 집합체로서, 장면을 실제 구성할 수행 요소들의 선

택과 첨삭이 반복되고, 여기에 구  방식과 기술  솔

루션이 논의되면서 사건의 윤곽은  방 로 도출되어 

외 화되고 있다. 여기서 몸과 의식, 잠재와 실재, 감각

과 언어, 내면성과 외면성, 주 과 객 , 표 과 묘사, 

극 세계와 무  실은 여러 층을 형성하며, 어느 한 쪽

으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로 긴장성을 내재한다. 궁극

으로 여기서 구의 시 으로, 어떤 감각과 표  매체

를 심으로 세계의 모습을 그려낼 것인지에 따라 장면

의 도가 결정되게 된다. 

그림 3. 도스토옙스키(F. Dostoevskii)의 1869년
소설 <백치, Idiot>을 각색한 <그녀의 흔
적, Some Trace of Her> 2008.  리허설
사진

단위별로 만들어지는 장면의 스틸사진과 도표는 수개월에 
거쳐 일련의 스토리보드(storyboard)를 형성하며, 리허설
룸 벽에 스케줄 표이자 로드맵으로써 공유된다. 리허설 기
간 동안, 장면은 스틸 사진과 디테일을 정리한 도표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며, 연출의 관할 아래 반복적으로 편집되고 
재배치되는 구조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앞서 텍스트를 손
으로 만지며 자르고 이어 붙이는 각색 작업처럼, 장면 스틸
사진의 시퀀스와 도표를 재편하며 극 세계의 시·공간을 
시각적으로 직조해내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그림 3] <그녀의 흔 , Some Trace of Her>의 경우, 

작 인물의 정신  공황 상태는 총 다섯 명의 퍼포머

(performer)가 세 지 에서 동시 으로 수행해낸다. 이

의 구성은 무   배우 1과 ‘클로즈 업 ’(clos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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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을 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몸 연기자 1, ‘클

로즈 업 테이블’(closeup table)의 소도구 행 자 1, 그

리고 ‘음향 조정실’(sound room)에 치한 목소리 연기

자 1과 사운드 행 자 1명으로 분리·분담되어 구축된

다. 촬 은 ‘세트’와 ‘클로즈업 테이블'로 나뉘어 진행되

며, 이의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편집되어 무   스크

린에 총합체로 투사된다.   

무엇보다 여기서 배우는 외  상과 직 으로 교

류하는 동시에 이를 역방향에서 총 해낸다. 사건 구도

의 변이를 발하는 주체가 배우 한명이 아닌 다수의 

행 자로 그 힘이 분산됨에 따라, 질서는 장면 내에서

의 기능과 효율성에 따라 형성된다. 이 가운데 상, 조

명, 음향장비 등, 기술매체의 힘을 빌려 증폭·강화시킬 

요소가 무엇인지 논의되면서 카메라의 개수와 배치도

가 결정된다. 분할·분담·분산과 구축의 논리가 일

으로 용되면서, 장면은 크게 청각과 시각 채 로 분

리되고 재조립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장면 연출은 ‘말과 소리’에서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형상성 주의 ‘스틸 사진’으로 계 구도

를 포착해내는 일에서 운동성 주의 ‘무빙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으로 단계 으로 성취되고 있다. 때문에 리

허설은 ‘라디오 드라마’와 ‘무성 화’ 세트장의 형국을 

띠며 필요성에 따라 양식의 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면이란 매체 변용 과정과 이의 수행을 총합

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되며, 여기서 단일 체제로서의 

매체 개념은 와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극’은 문자 그 로 ‘역할·놀이’ 

(role·play)와 ‘보는 장소’로서의 ‘테아트론’(theatron)의 

의미 결합체이다. 여기서 무 는 오감각과 역할의 재배

치를 통해 새로운 계태의 매체 구조를 세워내는 

‘터’(place)의 개념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첼이 피

력하고 있는 ‘ 비 과정’은 연극/ 화, 무 /스크린의 이

 언어의 병용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로덕션은 카

메라를 매개로 연극을 ‘ 화처럼’ 을 뿐만 아니라, 

화를 ‘연극처럼’ 라이  이벤트화 한다. 각기 다른 시공

간성을 규정하던 연극과 화 문법이 ‘ 비 과정’을 통

해 극장이라는 공간 개념아래 통합되면서, 하나의 공연 

텍스트가 구축되게 되는 것이다. 

Ⅲ. 카메라의 개입과 무대 존재양식의 재구성 

‘ 비 과정’을 거쳐 구축된 공연 텍스트는 실시간 스

크린 이미지와 세트장 상황으로 객 앞에 무 화 된

다. 미첼의 로덕션에서 상매체는 몸의 수행성에 직

인 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기 텍스트 각

색 작업에서 장면 구축 단계까지, 이는 개별 으로 존

재하는 몸을 치· 계화하고 형상으로 총합해내는 모

니터링 체계로 작동한다. 리허설 스토리보드 속 장면 

사진은 과거 이미지로부터 경험의 기억을 만들어내고, 

이를 시 에서 재구성하도록 돕는 매개체이자 발

이 되고 있다. 비 과정 동안 구성원들은 임에 

포착된 사건 이미지를 보면서, 말과 소리를 내고 몸으

로 반응하는 연습을 진행한다. 카메라는 이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심리 으로 동화되고 퍼포먼스로 외면화 

해내는 경로를 역방향에서 매개한다. 여기서 상매체

는 흐르는 생각과 감정을 의식화하고, 이를 외부 환경

과의 계 상태로서 객체화하여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

되고 있다. 

그림 4. <미스 줄리, Miss Julie> 스트린드베리
(August Strindberg)의 1888년 동명희곡
각색, 독일 베를린 샤우뷔네 프로덕션, 2010.

 

[그림 4] <미스 리, Miss Julie>에서 하나의 장면은 

카메라를 응시하는 배우 1( 리 역), 무  우측 클로즈

업 테이블의 배우 2(크리스틴 역)의 , 음향 조정실의 

배우 3의 목소리(진 역), 그리고 소도구 퍼포머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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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음향효과를 통해 복합 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신체  감각, 체 되는 감정, 행동 반응이 ‘시각’과 ‘청

각’ 채 로 분리되면서 작 인물의 존재양식은 복수의 

행 자와 매개체로 다 화 되고, 극 세계 한 실시간 

로덕션 상황과 로젝션 스크린 로 분할·병치되어 

재 된다. 무엇보다 카메라, 이미지 로젝터, 조명, 음

향 장치 등의 기술매체는  방 에서 작 인물의 기

억, 꿈, 무의식, 내면의 생각을 포착하고 외 화하면서 

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공간화 해내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 화  공간’이란 단지 결과론  산물로서 무  

 스크린에 투사되는 이미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시네마토그래피(cinematography)의 논리로써 배우의 

내면성과 공연의 시간성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상매체는 공연의 질서와 총체

성을 부여하는 시각화 체계로서, 이는 실제 실이 어

떻게 경험되는가의 문제보다, 개념 으로 설정된 가상

의 임 안에서 실이 구축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는 즉 어떻게 보여주는가의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상 이미지는 실을 사실 으로 재 하기

보다, 재 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연극성과 수행성을 부

각시킨다. 매체사  에서 볼 때, 상매체는 시간을 

임 단 로 시각화하며 존재양식에 직 인 향

을 끼쳐왔다. 무엇보다 근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함

께 행해진 모션스터디(motion study)와 타임스터디

(time study)는 생산라인으로 배치될 노동자들의 움직

임과 생산의 속도를 선규정하고, 이를 조직 으로 

리·경 하는 시스템인 테일러리즘(Taylorism)의 바

탕이 되었다. 이는 ‘효율성’의 명분아래, 주 이고 개

별 인 몸의 생체 리듬을 단 로 균등하게 분할해놓

는 시계시간의 논리로써 시간의 경과와 움직임의 유기

인 흐름을 분 한다. 개인의 신체  특이성에 근간한 

운동(motion)을 동작 체계로 표 화하는 것이다[5].  

[그림 5] 크로노포토그래피(chronophotography) 기

술의 용은 비물질 인 운동 상을 빛의 작용으로써 

포착해낼 뿐만 아니라, 이를 양 으로 축 하고 단 로 

잘라내며 한 공간 안에 재배열·배치·구성해냄으로써, 

인간이 실을 가공·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했다. 

시간 상에 한 즉물  사고는 인간이 주체로서 세계

를 만들어간다는 자각 의식을 동반하면서, 미래주의

(futurism)의 경우처럼 감각 채 을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된 사건-퍼포먼스로 만들거나, 서로 다른 시간 때

의 이미지나 표 기법을 병치시키는 ‘구성’(composite) 

작업들이 활발하게 개되었다. 궁극 으로 이는 ‘물질

의 조직자’로서 ‘삶의 형성자’로서 술가의 역할을 주

창하며 새로운 실을 구축하고자 하 던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세계 과 교차하게 된다[2]. 

그림 5. 미국의 사진작가 머이브리지(Eadweard Muybridge,
1820-1904)가 개발한 크로노포토그래피 기술은 한
번에 12 혹은 24개의 카메라를 사용해 움직이는 대상
을 연속으로 포착하고, 이를 시퀀스로 배치해냄으로
써 유동적 움직임의 흐름을 분절, 단위화 한다. 시간
과 사진술의 의미결합인 크로노포토그래피는 동체사
진법으로도 불린다.

근  매체기술 발 과 더불어 확산된 생리학은 몸을 

생체작용과 기능  요소로 이해하며, 움직임을 객

으로 양식화하는 신체 훈련법을 성행시켰다. 정신이 거

주하는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추상  단 가 된 존재

상은 연극 무  에 표상 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러

시아 연출가 세볼로드 메이어홀드(Vsevolod 

Meyerhold 1874-1940)의 무 에서 몸은 술가의 재료

(material)로서 상정된다. 이는 다른 행 자나 빛, 소리, 

무  장치와의 계 구도 안에서의 치 유를 통해 

공간을 조형한다[13]. 여기서 소통이란, 말의 논리보다

는 외부 환경에 조건반사 으로 반응하는 신체 지각  

언어를 통해 가능해지며, 무 는 그 자체로 운동역학  

단 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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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좌: 생체 역학 신체 훈련법(bio-mechanical
exercise)

        우: 당당한 불륜(The magnificent Cuckold)
1922. 공연 프로덕션 사진     

테일러리즘을 연구한 메이어홀드는 생체역학 신체훈련법을 통해
신체움직임을 단위 동작으로 구성하고, 이의 재조합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장면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몸의 움직
임은 필름 컷의 편집 논리로써 길들여진다. 실제 메이어홀드는 장
면 구축을 벽돌쌓기에 비유하였다.

메이어홀드는 배우뿐만 아니라 객의 얼굴표정, 몸

짓과 소리의 신체  반응을 도표로 만들어 스무 개의 

유형으로 표 화하려고 했고, 이에 근거하여 장면을 짜

냄으로서 신체를 인풋(감각정보)에 따라 아웃풋(신체

운동)을 산출하는 기계로 규정하기 이르 다[13].이러

한 맥락에서의 무 는 생체공학  체계로서, 새로운 유

형의 감각양식과 감정을 조합해낸다. 메이어홀드의 무

에서 존재의 본질에 다다르는 길은 모방체를 매개로 

하는 감정의 이입이나 심리  동화가 아닌, 존하는 

신체의 운동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움직임

과 장은 존재성의 발로인 동시에 내면성을 규정한다.  

무  의 몸을 외부 환경과의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

해하고, 이에 유동하는 감정과 충동을 가상의 단  안

에 가두어 다스리려 했다는 에서 메이어홀드의 생체

역학 훈련법은 기술매체와의 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

다. 1 에 24 임을 구성하는 상매체의 단 성과 

운동성은 임 사이의 틈과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환

으로서의 이미지 개념을 해체시킨다. 운동하는 몸의 

상을 단  구축물로 재 하는 상매체의 개입은 비

정형 으로 흐르는 무  시간을 공간 논리로써 정돈하

고, 이는 한 세기 후 라이  시네마 연극의 형성 과정

에 투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라이  시네마 연극은 리얼

리즘의 환각성을 배격한 메이어홀드와 평행선을 그리

며 창발  긴장 계에 있었던 스타니슬라 스키의 ‘신

체 행동법’(method of physical actions)의 기술  확장

으로 볼 수 있다[12]. 미첼은 자신의 술  심사가 

몸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세계의 내  진실(inner 

truth)을 밝 내는 과정에 동참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작업이 스타니슬라 스키의 향력 

아래 개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미첼은 

자신의 작업에 직 으로 용하고 있는 부분이 스타

니슬라 스키 시스템의 기 ‘정서 기억법’(emotional 

memory)이 아닌, 후기 ‘신체 행동법’이 라는 것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14]. 이러한 설명은 스토리텔링

에 있어 어떤 사건의 기억을 의미화하기 보다는, 기억

에 얽힌 상황성과 이의 감정에 수반되는 신체 생리  

반응이 표  언어로서 요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연극은 언어체계 아래 잠재된 운

동성을 포착하고, 이를 경험 가능한 감각의 활동구조로 

만들어 보여주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내면

이란 지 가능한 차원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며, (前) 언어 인 의식의 흐름은 무  환경으로까지 

외 화되는 것이다. 이에 극 세계는 고정된 ‘세트’(set)

의 장소  재 을 넘어, 내·외면의 상호작용을 진시

키고 이를 실시간으로 구성해 보여  수 있는 기술 이

고도 형식 인 체계를 요하게 된다. 라이  시네마 연

극은 이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

첼은 언어체계 아래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는 행동방식

을 가리켜 “x-raying" 과 “법의학  촬 법”(forensic 

way of shooting)이라는 직유 인 표 을 쓰고 있다

[15]. 이는 아래 [그림 7]의 시처럼, 상징세계의 표면

을 투과하여 내면의 풍경을 확 ·포착하고, 그 안에 거

주하는 인물을 생체 이고도 심리 인 상으로 객체

화시켜 보기 한 분석 수단으로 카메라의 무  배치가 

이루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카메라맨들

은 비 과정에서부터 복수의 시선을 동선으로 체화하

며, 상황의 찰자인 동시에 행 자의 확장체로서 인물

의 내·외면  움직임을 매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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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녀의 흔적, Some Trace of Her> 영국 
런던 국립극장 프로덕션, 2008. 

여기서 ‘확대 해석’이란 메타포가 아닌 카메라 렌즈 줌인과
트랙 아웃을 통해 클로즈 업 한 배우 1(뮈시킨 역)의 헤드 숏
이다(그림 상). 중층적이고도 입체적인 나스타샤(배우 2)의 
내면 묘사는 배우 2화 함께 있는 무대 우측 배우 3(로고진
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포착한 이미지와 거울에 비친 배우
4(나스타샤 역)의 뒷모습과 중첩·다면 촬영하여(그림 하) 
이를 무대 상부 스크린에 투사·병치함으로써 구현된다.

공간을 통하며 이동하는 피사체를 스캔하는 고정

(fixed shot)과 더불어 핸드헬드 카메라(handheld 

cam)와 시 (point of view) 촬 은  깜빡임, 동공확

장, 경련, 숨소리, 심장박동, 맥박 등, 각성된 신체기

의 떨림과 장을 장감으로써 시각화한다. 극 세계의 

운동은 ‘카메라를 든 몸’을 통해 직 으로 매개되어 

표출되는 것이다. ‘카메라-몸’은 세트로 재 된 극 세계

의 내·외부를 물리 으로 오가면서, 인물을 좇아 실시

간으로 수행되는 ‘카메라 워크’(camera walk)를 통해 

세트의 안과 밖, 스크린 와 백 스테이지, 극 세계와 무

 실의 인지 경계선을 헤쳐 놓는다. 

카메라맨들은 극  인물의 길을 트고 막고 세트의 경

계 안 을 드나듦으로써, 극 세계의 환각성이 지속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배우의 시선을 카

메라에 속시킴으로써 제 4의 벽을 강화한다. 카메라

의 존은 세트장의 산만한 분 기에도 불구하고, 배우

의 몰입을 종용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스크린은 보

이지 않는 인물 내면의 은닉처이자 자의식의 컨테이

처럼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세트 안 배우로부

터 분리된 체 무  공간 상부에 별도로 설치되고, 내

한 표정과 몸짓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객 앞에 공개

한다. 모순 으로 작동하는 상매체의 매개성은 무

와 객 사이에 심리  거리감이 조성되는 효과를 낳는다. 

‘카메라-몸’은 무 의 상황성을 공간 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이로부터 내면성을 포획해내는 역할을 수행한

다. 스크린 로 출 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이미지는 

지  이곳 퍼포먼스의 시간으로 순간 소멸되며, 장·

재생·복제이미지로서 상의 매체성은 무  에서 해

체된다. 살아 숨 쉬는 화이자 이미지 해부실로서 라

이  시네마 연극은 그 자체로 기술  메커니즘이자 재

체계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매체는 무엇이 인

간의 내면을 움직이는가의 의미 추구보다는 그 내면이 

어떻게 생성되고 움직이고 있는가의 ‘노하우’ 

(know-how)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극은 이미지가 존재하는 방식과 

이것이 새로운 계태로 결성되고 있는 장을 목격하

는 장소를 뜻하게 된다. 언어로 표상되는 세계의 본질

을 헤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카메라는 공연 로덕션 

 과정에 여하며, 내·외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 

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 상을 공감각  정보로 변환하

여 외 화될 뿐 아니라, 잠재  창조성 그 자체를 객

화시켜 인지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매체는 가상을 만

들어가는 과정을 의식화시킴으로써 상황  자각을 도

모한다. 무엇보다 여기서의 ‘구성’(composition)은 실

의 계 질서가 동반자  치 포지셔닝을 통해 상시

으로 재조직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  시네마 연극에는 변동하는 

외부 세계와의 계 속에서 자신의 치를 끊임없이 재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성구조가 투 되어 있으며, 

여기서 카메라는 지성  통제 수단이 되고 있다. 기술

매체의 논리는 몸에 새겨진 정념이 외부로 표출되는 과

정을 가시 으로 리함으로써, 시간 속 피동  존재로

서 겪으며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  불안감을 미래지향

 능동태로 환시킬 수 있다는 근  임을 구축

하 다. 이러한 인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테두리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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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는 동시  술 장에서 여 히 유효한 것이

며, 라이  시네마 연극에서 이는 재 진행형이다. 

라이  시네마 연극에서 테크놀로지(technology)는 

‘tech-knowledge’로서 배우들이 작 인물의 존재성을 

이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를 표 하고 객 앞에 

제시하기까지의 이미지 로덕션  과정에 걸쳐 직유

법 으로 실천되고 있다. 카메라 앞에 역할·놀이로서 

연극은 외형  모사나 모방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드

러내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개된다. 무  배우들은 기

술 이고 심리 인 상태를 넘나들며 카메라의 존을 

체화하고, 스텝들은 몸에서 내면성을 분리하여 외 화

하며, 연출은 이에 한 의미 단 를 조직함으로써, 무

  존재양식은 뉴미디어와의 계 안에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첼의 작업은 무   상 이

미지의 유무가 아닌 ‘카메라가 있는 라이  시네마 연

극'과 ‘카메라가 없는 연극’으로 나뉘며 구분되어 만들

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의미는 수용  을 

심으로 다음 장에 이어 논의하고자 한다. 

Ⅳ. 라이브 시네마 연극의 시각성과 형식성

라이  시네마 연극의 체계는 무   로젝션 스크

린과 세트 간 치 계를 통해 물리 으로 표 된다. 

스크린은 하나의 균일한 표면으로 객 앞에 실재하며 

세트 배치와 연계되어 다 지고 있다. 무 는 기본 으

로 세트와 스크린의 공간  병치와 시간  동시화(同時

化)를 통해 개된다. 기 작업에서 업 스테이지에 배

경막처럼 설치되어 애매한 세트 상황을 이루던 스크린

은 로덕션 커미션의 규모가 커지고, 극 공간이 사실

주의 세트로 디자인되기 시작하면서, 세트와 분리되어 

무  면 상부에 배치되고 있다. 

세트는 보통 5-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병렬 조합된 

방들로서, 이는 무  좌우로 횡렬을 이루며 노라마와 

같은 경을 연출한다. 객석에서 봤을 때 스크린 이

미지는 거 한 확 경처럼 비율 으로 세트를 지배하

며, 시각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세트세계의 모를  

방 로 드러내 보인다. 여기서 송출되는 이미지는 미첼

의 오랜 력자로서 ‘라이  시네마’의 개념을 실제 구

하고 있는 상·촬 감독 오 워 (Leo Warner)의 

 오퍼 이  테이블 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완

결된 장면구도로서 스크린에 투사된다. 

그림 8. <금지된 구역, The Forbidden Zone>, 
2014. 영상·촬영감독: 레오 워너(Leo 
Warner) & 59 Production 무대디자인: 
리지 클라큰(Lizzie Clachan) 

기록물 속 단락과 리허설 스토리보드의 스틸사진으

로 존재하던 사건은 무  시간으로 스크린 안 에서 퍼

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개된다. 단락에 포착되었던 극 

세계의 풍경은 여러 개의 장면으로 세트 내부와 스크린 

에 동시 재 된다. 인물의 내면의식과 무의식, 말과 

소리는 배우로부터 분리되고 객체화되어 일련의 박스 

세트로 정렬되며 무   상황으로 펼쳐진다. 극 세계 

속 인물들을 쫓는 카메라의 시선은 형 스크린을 심

으로 총합화되고, 복합 인 무  실은 시 의 차이를 

공간화 한다. 

이 가운데 가상과 실재 실을 구분 짓는 인지  간

극은 객의 의식 안에서 벌어졌다 메워지길 반복한다. 

이러한 다  인지양상은 극 세계에 한 인상을 다변

화하며 이야기의 주체를 다원화한다. 라이  시네마 연

극에서 이미지는 구조 으로 완결된 재 물인 동시에, 

주 인 구성과정으로 이  성질을 지닌다.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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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사되는 상 이미지의 스 일은 그 이미지를 실

제 구성하고 있는 무  세트를 압도한다. 스크린/세트 

상황은 비 칭 으로 시각화되고 있으며, 이는 원경과 

근경의 치 상을 야기하면서 몰입의 차원을 이 화

한다. 

흑백필름 스크래치와 페인  필터링 등, 디지털 상 

특수 효과로 처리된 스크린 이미지의 각  표피감은 

드라마의 시간을 시각 으로 표 하며, 스크린 세계의 

자체 완결성과 환 성을 유지하려한다. 동시에 스크린 

바로  세트장은 표면 으로 가공·처리된 스크린 이미

지의 피상성과 생성을 환기시키며, 무  세트에서 재

되고 있는 장면이야말로 실재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러한 가운데 ‘음향 조정실’과 ‘클로즈업 테이블’의 퍼

포머들은 카메라맨들과 함께 최 선에 배치되어, 실시

간으로 말·소리를 입히고 디테일 을 만들어내는 기술

 활동을 공개 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가

상을 세우고 있는 로덕션 상황임을 일깨운다. 

횡렬 배치 때문에 소실  구축이 불가능한 무 는 다

원 으로 객의 존의식을 매개하지만, 여기서 극 세

계의 총체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좌우 방향으로 

고르게 분포·열거되며 진행 인 무 와 시  의 

착감은 시선의 상호연결과 연속성을 강조한다. 때문에 

상하로 배치된 스크린-세트 공간의 차원  이질감보다

는 상의 역동감, 생 계의 긴장감, 세트 상황의 장

감이라는 상황  동질성을 부각된다. 

카메라가 켜지면 배우의 시선은 세트 장 상황으로부

터 의식 으로 분리되면서 가상세계의 견고성은 공고

해진다. 이는 스크린 이미지와 무  세트 사이에서 출

몰하는 분리감을 지속 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여기서 스크린과 세트장 사이의 시각  분할선을 형식

 의미로서 구분해내는 습  인지패턴은 해체된다. 

객은 무엇이 실상이고 가상인지를 스스로 단하고 

구성하는 주체로 상정된다. 여기서 서사 공간의 실성

을 규정하는 것은 무 / 상, 연극/ 화 등의 형식체계

가 아닌 객이 느끼는 실존  감성이며, 이는 ‘매체 특

정성’이라는 분류 방식으로 학습된 감성을 해방시킨다. 

문학텍스트는 공감각  진을 통해 임의 논리

로써 라이  이벤트화 되었고, 각각의 독립된 서사형식

으로서 연극과 화는 기법 으로 융해된다. 동시에 라

이  시네마 연극 무 에서 세트와 스크린은 시각  

‘컨테이 ’로서 단  경계를 허물지 않는 이 성을 보여

다. 물리  한계선으로서 사물의 윤곽과 사물성은 오

히려 공고해졌다. 스크린의 규격과 공연 극장 내에서의 

치는 상매체가 무 에 편입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을 상기시킨다. 이와 동시에 임 밖으로 잘려나간 

그 모든 것을 ‘포용함’을 표상하는 세트장은 완결된 스

크린 이미지와 평행  구도를 형성한다. 

미첼의 작업  ‘카메라가 없는 연극’에서 상매체가 

사용되는 방식을 볼 때, 라이  시네마 연극의 시각  

상황은 특정 이다. 자에서 스크린은 무  배경막을 

체함으로써, 여기서 워 의 상은 공연 환경으로서 

무 와의 유기성을 갖춰나가며 상보 인 계를 유지

한다. 반면 카메라가 존하는 ‘라이  시네마 연극’에

서 상매체는 무   상 이미지의 효과, 그러므로 

‘부가 인’ 표  단  이상의 의미를 만든다. 무 에서 

화를 어 보이는 행 에 한 연극· 화 비평가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18-21] 미첼은 라이  시네마 연극

의 장르  입지를 다지기 해 작업과정을 유형화하고 

있다. 미첼은 ‘카메라가 없는 연극’ 작업과의 계 안에 

‘라이  시네마 연극’의 개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다. 

앞서 논하 듯이 라이  시네마는 매체 유용성에 근

간하여, 이야기를 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효율화한

다는 목 의식 아래 개발된 것이었다. 여기서 제는 

무 라는 역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언어로는 표

 불가한 것들을 외 화할 수 있는 안  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합리성을 단하기 

해서는 결과물의 표  형태  상황 묘사가 사용할 

매체와 합당한 계를 형성하는지를 따져 묻고, 기술  

구  노하우인 ‘테크네’(techne) 한 이에 합한 것인

지가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테크네’로서 로덕션  과정을 매개

하는 카메라는 상화와 객 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

다. 이는 상에의 몰아  몰입을 제하는 ‘카타르시

스’(catharsis)는 지양하고, 사유의 틈과 인식의 거리를 

만들어낸다. 상매체는 무 를 ‘만드는 방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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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시스’(poiesis)와 ‘지각하는 방식’으로서 ‘아이스테

시스’(aisthesis)의 계를 새롭게 풀어내고 있다. 포에

시스-아이스테시스-카타르시스의 조화와 통일성을 지

향하는 서구 통 미학의 재  논리는 카메라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으며, 라이  시네마 연극은 장르 실험을 

넘어 독자  형식성을 구축하고 있다. 

Ⅴ. 맺음말

본고는 2 장에서 미첼의 로덕션 ‘ 비 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카메라와 스크린 매체의 논리가 작동하는 방

식과 ‘라이  시네마 연극’의 의미가 형식화되는 과정을 

검토하 다. 이어 3장에서 이의 근간이 되는 이론  배

경을 제시하 으며, 4장에서는 결과물로서 무  공간의 

계가 양식 으로 시각화되고 있음을 수용  측면에

서 확인하 다. 라이  시네마 연극의 자기 통제  조

직성과 형식  완결성은 가변 이고 임시 인 양상을 

띠고 개되는 여타의 포스트드라마 연극과는 다른 궤

를 향하고 있다. 동시  기존의 멀티미디어 연극 무

가 몸의 주 성과 잠재  차원을 확장시킬 수 있는 탈 

이념 ·탈 경계 인 표  언어를 추구해왔다면, 라이  

시네마 연극은 우발성과 임의성을 지양하며 테크네의 

논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라이  시네마 연극은 연극· 화 문법의 병용을 넘어 

이미지 생산과 수용의 메커니즘을 혼재  상황으로 드

러내 보인다. 시각 으로 이는 매체 상충 인 풍경을 

만들어내지만, 카메라의 매개성은 서사체계의 통합성

을 지향한다. 이는 서로 다른 역에서 독립 으로 존

재하는 연극과 화  스토리텔링 양식의 결합을 통해, 

뉴미디어 시 에 ‘극 술’의 의미를 재규정하려는 시도

를 보여 다. 여기서 ‘시네마’와 ‘연극’으로 분리되었던 

‘극장’ 개념은 일원화되고 있다. 

술에서 매체는 재료나 구 기술에 의거한 형식으

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상호매체성은 형식과 형식 사이

의 ‘ 이’에서 ‘변형’까지를 아우르는 ‘처리·과정’로 정의

되고 있다[5]. ‘inter-media’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매체 간 상호성은 동질성보다는 상이성을 제로 하며, 

이는 고착화된 분류방식에 근간하고 있다. 컨  멀티

미디어 연극에서 논의되는 융합은 각 매체의 특성이 뭉

쳐지는 외양  통합과정으로서, 이는 사실상 개별성과 

차이의 작동으로 인식되는 기호 상이다. 라이  시네

마 연극의 경우, ‘다름’의 의미작용은 층 으로 일어

나며 통합 인 양상으로 개된다.  

‘ 비 과정’을 통해 카메라가 매개하는 상매체의 논

리로써 희곡이나 소설과 같은 서사매체의 연극  변용

을 이루어내며 무 체제를 재정립해낸다. 문학 텍스트

의 무 화와 스크린화는 동기화되며 상연과 상 은 공

시 으로 이루어진다. 무 는 화의 백 스테이지가 되

는 동시에 라이  공연은 스크린 속 화가 되면서 개

념  경계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는 객이 상 이미지의 로덕션 과정을 라이 로 

람한다는 것을 공간  배치로 제함으로써, 매체 병용

의 목 이 궁극 으로는 ‘무 ’라는 체성을 획득해내

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인간 망막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형식의 시각상이 

출 함에 따라 몸이 감지하는 실은 다층화 되고 있으

며, 감정을 처리하고 다루는 방식 한 기술형식에 의

해 끊임없이 매개되고 있다. 매체 철학자 귄터 안더스

(Gunther Anders 1902-1992)는 이미지 기술이 확산될

수록 체험의 진정성이 괴된다고 보았다. 원본 없이 

복제·재생되는 기술 이미지는 실재도 가상도 아닌, 허

상을 생산하는 매트릭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게 매

개된 경험은 천편일률 이며 획일성을 띨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6].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매체는 창조가 아닌 

기계화된 생산을 의미하며 인간성을 하는 요소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이미지의 직 성과 수행성

이 부각되며, 창조 과정에 객의 참여까지 독려되고 

있는 작 의 상은 필연  귀결이다. 한시 이고도 불

안정한 무 의 시간성을 통해 아직은 복제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몸주체의 경험태를 찾을 수 있

다는 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엔터테인먼트 

인 라가 아닌 개별  상상력을 통해 직 으로 달

되고 공유된다는 에서 연극의 정체성은 지각체계로

서 새롭게 가치 임 되고 있다.  

연극과 화 매체 간 기법의 차용, 서사변용, 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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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는 빈번하다. 그러나 두 개의 매체가 ‘동시에’, ‘나

란히’,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재 하고 경험을 공유하

는 시스템은 없었다. 매체사  에서 연극과 화는 

끊임없이 서로 향을 주고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술사를 통틀어 이는 동반  계로 기술된 경우는 없으

며, 매체 간 차이성의 부각을 통해 상호배제  정체성

을 정립해왔다. 이에 라이  시네마 연극의 상황은 특

수하다. 여기서 카메라는 무  안 에 존하고, 몸은 

이러한 상황에 해 주체  에서 실존하며 카메라

-몸-무 는 서로 불가분한 계를 맺고 있다. 카메라-

몸은 무 의 환 성과 주술성을 조직 으로 분해해놓

고, 생성과 동시에 즉시 소멸하는 화를 보여 다. 뫼

비우스 띠처럼 구분되지 않는 몸의 감각과 기술  이성

의 계는 가상을 만들어내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 책임 

한 주체에게 있다는 을 상기시키며, 바로 앞에서 

구축되고 있는 가상 실 한 가운데 객을 치시키고 

방향감각을 되찾을 것을 종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기술은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

를 실재처럼 만들기 한 것이 아닌, 실재라고 표상된 

세계 속에 매몰되어 있는 ‘진정성’이란 존재의 진리를 

발굴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라이  시네마 

연극에서 ‘테크놀로지’는 기술  성취를 넘어 앎의 과정

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체 간 상호작용

이란 각기 다른 양식으로 존재하는 리얼리티를 탐구하

는 방식이자, 자의식과 포용성이 상충하는 모순  과정

이다. 동시에 이는 서로 다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수평

 력을 모색함으로써 표 의 범주를 재편하기를 

구하고 있으며, 구성 요소 간 서열이 아닌 나열로써 힘

의 분배를 지향하고 있다. 융합  사고와 가치가  방

으로 요구되고 있는 작 의 실 속에서 역 가로

지르기와 매체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라이  시네마 연극은 동반자  포지셔닝으로서 구성

물이자 안  체계로 양식화되어 제시됨으로써, ‘실험’

에 내포된 임시성을 극복하려한다. 이티 미첼의 이러

한 시도가 공연계뿐만 아니라, 매체 커뮤니 이션 차원

에서 의미 있는 족 을 남길지 주시될 필요가 있는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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