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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배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물이 되는가에 해서는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감은 배우들로 하여  자신을 버리고 무작정 다른 존재가 되도록 요구하고, 그에 따라 인 이고 상투

인 연기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모든 술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벗어날 수 없는 일상 

속에 얽매인 나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구분해야만 어떻게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넘어설지를 모색할 수 있다. 살아있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배우는 연기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하려고 하여야 한다. 경험하기 해서는 반응해야 한다. 반응하기 해서는 오감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야 한다. 인물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오감의 경험에 반응하고, 반응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상상력이 

빚어내는 이미지들에 반응하면서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우는 자신의 감각과 기억, 그리고 

상상력만을 가친 채 극  상황이라는 가상의 박한 상황에 던져진다. 낯선 상황에 직면해 알지 못하는 

것에 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두려움에 억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제 로 하지 못한

다. 경험을 해가면서 인물을 내 몸과 마음이 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면서 그리고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다. 인물이 된다는 것은 미지의 여행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다. 

 
■ 중심어 :∣연기∣인물∣감각∣상상∣기억∣
Abstract

There is much confusio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actor. Under the 

pressure of ‘becoming’ a character, the actor tends to begin his work apart from his own senses, 

imagination and memory, and is most likely to fall into the trap of artificiality and cliché. Like 

every other art, the actor has to begin honestly with himself who, in nature, has unfathomable 

possibilities. To be and live as a character, the actor has to experience. To experience, to react. 

To react, to see with all the senses. Like ours, each character’s life goes on from reaction to 

reaction, reacting to the images from the imagination and the memory. “You are what you see.” 

The actor is put into the extremely unfamiliar circumstances of drama, given only with his own 

senses, imagination and memory. Fear comes in. However, fear cannot stop the actor’s 

challenging journey to self-discoveries. The actor does and acts, not because he is certain but 

because he is not. The actor challenges himself to go beyond the limit and uncertainty, so that 

he will finally come to know and truly understand human beings from the challenges of his own. 

In a nutshell, acting is a journey to the unknown and the unfamiliar in which the actor 

unceasingly discover new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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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배우들 에는 연기를 통해 보여지는 여러 면들이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배우들이 있고, 반 로 그

것은 어디까지나 ‘캐릭터’, 즉 극  인물을 창조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배우들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에 따라 각기 다른 연기법들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

한다. 심지어 같은 액터스 스튜디오 출신 메소드배우이

지만, 로버트 드니로는 배우가 인물보다는 자기 자신에 

충실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는 반면, 알 치노는 자신

으로부터 인물이 드러나는 방식을 취한다.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리얼하고 진실한 인물을 창

조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하

지만 배우 자신과 인물의 계에 한 두 믿음은 한 가

지 사항만 분명히 구분해둔다면 사실 생각만큼 그리 다

르지 않다.

연기를 통해 드러나는 면들이 등장인물의 것이라고 

믿는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에 얽매인 일상 속의 나’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일

부라고 생각하는 배우들이 말하는 나는 ‘무한한 가능

성을 가진 자연  존재로서의 나’이다. 이와 같은 제

에 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인물의 

계를 논하다 보니, 배우 자신과 인물의 계에 한 

혼동들이 존재한다. 

그와 같은 혼동은 연기법 자체의 유효성에 한 근원

 물음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를 들어, 오랜 세월 인

물이 될 수 있는 상상의 방법으로 배우들에게 각 을 

받아온 스타니슬라 스키의 ‘만약 나라면’같은 경우에

도,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방법 자체의 효과

나 인물 창조의 결과는 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습

과 억압의 상태에 그 로 갇  있는 배우가 ‘만약 나

라면’이라고 상상하면서 인물을 창조한다면, 십 팔구 

배우의 상상은 상투 인 수 에 머무르거나, 배우가 인

물의 상태가 되기보다는 인물을 자신에게 편리하게 짜

맞추어버리는 결과를 래하기 쉽다. 그와 같은 상투

이고 자기 심 인 인물구축은 작품과 공연에 기여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가하게 된다. “나같으면 그

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배우의 자기 변명  작업

방식은 작품의 의도와 연출의 구도 하에서 자유롭게 상

상하는 배우의 방식과는 확연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다는 것은 역할의 인물과 같이 내가 존재하

고, 내가 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며 살아

있는 정서와 느낌과 체험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1]

는 스타니슬라 스키의 체험  연기론이 완 한 효력

을 가지기 해서는 ‘무한한 상상력의 소유자로서 자유

롭게 상상하고 반응하는 나’가 제되어야 한다.

모든 술가들은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술세계를 창조하고 자신만이 표 방식으로 술을 구

한다. 술가의 술  혼이 담겨있지 않은 작품, 

술가 자신만의 표 방식과 완성도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지 않은 작품은 가히 술작품이라 칭할 수도 없다. 

고흐의 에 보인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다른 미술가들

이나 일반인들 에 보인 밤하늘과는 확연히 달랐다. 

고흐는 자신의 에 보이는 로 세상을 그리고자 했

다. 그 게 모든 술은 정직하게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배우들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강박 념에 사로잡힌 경

우가 많다[2]. 물론, 여러 인물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가져와 몸소 담아내야 하는 배우란 무릇 “물들지 않은, 

하지만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깨끗이 지울 수 

있는 순수의 공간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3]이어야 하

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감각과 감수성, 상상력과 사고에

서 비롯된 고유한 몸짓과 행동, 그리고 화술 없이 뛰어

난 술가가 될 수 없다. 소  ‘나를 버린다’고 할 때에

도 ‘나’에 한 혼선 때문에 버릴 것에 한 혼선도 함께 

생긴다. 버려야 할 것은 나를 한정지우는 습 , 편견, 억

압, 긴장, 불신, 두려움이고, 취해야 할 것은 감각과 기

억, 상상력, 가능성에 한 믿음, 완성을 향한 열정, 한

계를 넘어서려는 의지, 인간애 등이다. 

본 논문은 배우의 인물 창조 과정에서 상상과 기억, 

그리고 반응을 심으로 배우의 자아와 인물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지, 배우는 자신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거쳐 인물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연극, 뮤지컬, 화, 텔 비  

드라마 등 매체와 장르에 상 없이 연기를 통한 배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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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행 가 보다 객들에게 리 그리고 깊게 각인될 

수 있는 지향 과 실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인물 vs 나

“무  에서 인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에 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에 한 이해는 나

에 한 직 인 이해를 기 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나를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내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재고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

간의 신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에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를 들어, 우리가 뇌의 기능 에

서 과연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얼마나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제한 으로만 발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기훈련은 

나를 제한 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무한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표 하는 것에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스타니슬라 스키는 “인간으로

서의 자기 자신이 배우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재능 있

다”[5]고 하 고, 우리가 인물을 연기함에 있어서 필요

한 모든 인간  특성들을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

고 하 다[6].

연기하게 될 인물들의 기본 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배우가 밟아 가야할 다음 단계는 우타 하겐의 

표 로 “ 단 없는 자기 발견”이며, “발견의 결과를 

실제 연기에 활용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

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인물을 구

축함에 있어서 자아를 활용하는 것이 인물과 하나가 되

는 “반사 인 작업방식”으로 배우의 몸과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7].

1. 인물의 정체

등장인물은 본의 지면에 문자로만 존재한다[8]. 즉, 

인물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으로 볼 수 있는 실체를 

가지지 못한 존재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배우

의 몸과 마음을 빌어 항상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이

다. 심지어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인물일지라

도 그 인물은 실존인물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다. 그

런데, 많은 배우들은 마치 인물이 이  시기에 이 세상

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인물

이 ‘되고자’ 한다. 아무리 많은 배우들이 이미 연기한 인

물일지라도, 각각의 인물은 새로운 배우의 육신과 혼

을 만나 매번 새롭게 처음으로 태어나는 존재이다. 그

기에 어떤 배우의 몸과 마음을 비느냐에 따라 태어나

는 인물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세계 최고의 두 배우에

게 햄릿을 연기하라고 한다면, 두 배우에 의해 태어난 

햄릿은 확연히 다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물이라는 

것이 자아를 버리고 으로 모방해야 하는 어떤 구

체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 것

은 작가  상상의 결정체로서의 인물과 상상의 주체로

서의 배우의 진정한 만남이다. 작가  상상과 배우  

상상이 만나고 충돌하면서 인물은 서서히 태어나는 것

이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에 해서 완 히 알지 못

한다. 내가 나를 완 히 알 수 없는데, 배우들은 작업과 

연습에 들어가면서, 어떤 인물에 해 100%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근한다. 이것은 불가능에 한 

도 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냥 무모한 시도일 뿐이다. 

바로 내 앞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내 앞에 무나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이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만으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을 잘 안다고 해도, 여 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

문이며, 무엇보다 그 사람으로서 살아온 시간과 세월, 

그 과정에서 남겨진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다. 사람이란 불가사의한 존재로, 어느 구도 다른 

군가에 해 완 하게 알 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개인

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이다. 살을 맞 고 사는 

부부조차도 서로에 해 완 히 알 수 없다. 물론 흉내

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흉내를 내는 것은 장기 

는 개인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연기는 아니

다. 그 인물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착하고 있듯이, 개인기가 연기의 재능으로 혼동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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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 해서, 그리고 다른 사

람에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세상에는 어떠한 

불확실성도, 갈등도, 배신도, 상처도 없을 것이다. 그리

고 바로 그런 이유로 연극과 드라마의 존재 이유도 없

어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인간

의 삶은 늘상 혼돈이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속을 헤

쳐 나가는 인간의 지각능력, 지  능력, 상상력 등은 늘 

불완 하다. 극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은 

더더욱 혼돈의 연속이다. 살아가는 이상, 혼돈스러운 자

신의 삶에 한 인간의 통찰과 성찰은 단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혼돈스러운 인물의 삶에 한 배우

의 통찰과 성찰도 끝이 없는 일이다. 그 혼란과 성찰이 

배우의 작업을 술이 되게 한다. 에드워드 이스티는 

배우의 소명을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면들―인물의 행

동, 사고, 감정,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물의 변화

들―을 모두 다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을 무  에 창

조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  그 이하에 만족해서

는 안 된다”[9]고 하 다. 크리스틴 링크 이터도 “배우

는 불안정성, 알려지지 않은 것, 상상력의 경계를 넘는 

것에 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계선을 여행함으로써 창의력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

기 때문”[10]이라고 하 다. 한번 연기했던 인물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연기한다면, 이때 탄생하는 인

물은 이 에 그 배우가 창조했던 인물과는 사뭇 달라져

있기 마련이다. 삶에 한, 그리고 인물에 한 배우의 

이해가 커지거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에 실제로 삶을 산 이 없는, 실체가 없는 인물

은 흉내 자체가 불가능한 상이다. 만약 인물을 연기

하면서 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다면, 는 어떤 인물

은 어떻게 연기해야 맞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연기한다

면, 그것은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

가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삶속에서 연기한 것을 흉내 

내고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면, 뛰어난 

배우들이 연기한 한 인물들의 경우는 어떻게 만들

어진 것인가? 정말 그 배우가 다른 사람이 된 결과인가?

2. 이미지와 상상력
미하일 체홉은 “인간 정신의 세 가지 작용단계(꿈꾸

기, 생각하기/기억하기, 그리고 상상하기) 에서 오로

지 상상력만이 술의 창조에서 있어서 진정 효과 이

다”[11]라고 하 지만, 배우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떠올

린다’는 에서 사실 꿈꾸기, 생각하기, 기억하기, 상

상하기는 기본 으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체홉이 말한 

좁은 의미에서의 상상력은 기억과 불가분의 계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기억과 별도로 작용한다는 분리  

근법으로는 인물창조에 불균형을 래할 험을 안고 

있다. 인물이 꿈꾸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이

상, 배우에게도 자유자재로 꿈과 사고와 기억과 상상을 

넘나들면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각각의 능력을 부 포 하는 능력으로서 상상력을 폭

넓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인물로서 극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 경험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경험은 감각(오감)의 경험에서 시

작된다. 감각이 죽어있다면 그것은 식물인간과 같은 상

태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 감

각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살아있는 경험은 몸의 경험, 

마음의 경험(기억, 생각, 상상, 연상, 환상 등)과 불가분

의 계로 이어져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감각의 

경험에서 시작되지 않는 경험은 살아있는 진실하고도 

구체 인 경험이 될 수 없다. 감각의 경험, 몸의 경험, 

마음이 경험이 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진실하고 살아있는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배우의 

심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극 세계 속

에서 살아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인물로서 오감의 경

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의 삶이 아니라 극 세

계 속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상상력이라는 인간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오감의 경험을 하게 되지만, 여

히 오감의 경험에서 시작되지 않는 상상은 거짓된 경

험을 낳을 뿐이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두 

가지 증거는 ‘숨을 쉰다’는 것과 ‘반응한다’는 것이고, 오

감의 경험이 없다면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2]. 

살아있는 연극 속의 살아있는 연기를 지향하는 배우라

면, 반응을 시해야 하고, 반응이 요한 만큼 오감의 

경험을 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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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백 작 <동지섣달 꽃 본 듯이>에서 우두머리

는 막내에게 가 되겠냐고 물으면서, “탈을 쓰면  

바다도 산으로 보인다우”[13]라고 말한다. 즉, 타고난 

배우가 가진 능력이 바다도 산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라고 한 것이다. 배우는 이 게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능력, 감각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능력 자체가 배우의 상상력인 것이다. 데클란 도넬

란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 결

정된다고 이야기했다[14]. 아이의 으로 세상을 바라

보면 아이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이가 되는 것이

다. 이아고의 으로 사람과 사람들의 행동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남들이 생각하듯이 보이는 그 로, 혹

은 있는 그 로의 세상이 아니다. 이 게 인물이 된다

는 것은 인물의 오감으로 세상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

어야 한다. “인물을 들여다보지 말고, 인물을 통해서 보

아야 한다[15].” 오감을 통해 인물이 세상을 경험하듯이 

경험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몸과 마음도 인물의 상태

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3. 기억과 상상력
문제는 기억이다.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감의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이 이미지의 형태로 장하고 축

해놓은 감각의 기억, 몸의 기억, 정서  기억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기억이라는 것은 자아를 형성하

는 근본이다. 기억을 잃어버려 자신이 군지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흔하게 하여 왔는가. 기억은 

살아온 세월만큼 축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배

우가 인물의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억은 

시간이고 역사이다. 순간의 치기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의 표 은 가장 술 이고 가장 독창

이다. 미국의  연출가 앤 보거트가 “연극을 통사

로 표 한다면 그것은 ‘기억하기’이다”[16]라고 한 것도, 

안치운이 “연극이 항상 새롭게 기억하고 기억을 재생산

하는 장르의 술”이며, “희곡에 등장하는 문자로서의 

인물들을 살아있는 인물로 만드는 기제는 무엇보다 기

억이다”[17]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연극 자체

가 기억의 술일 때, 기억이야말로 배우가 살아있는 

역할의 창조를 해 인물에 불어넣어야 하는 가장 요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잊 지지 않고 남아있는 나의 

기억은 내 인간 경험의 정수이고 그 보배로운 기억을 

인물에 불어넣는 일은 인물에 혼을 불어넣는 일과 다

르지 않다. 

인물이 하는 모든 상상은 인물의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상력은 이미지를 보는 능력이다. 상상력은 삶

의 경험들을 이미지의 형태로 변환하고 기억에 장한

다. 그리고 상상력은 매순간순간 감각기 을 통해 해

져오는 외  자극들을 기존의 기억에 장된 이미지들

과 비교하고 조하면서 해석한다. 상상력은 사람이 살

아있는 동안 호흡이나 심장 박동과 마찬가지로 쉴 새 

없이 작용한다. 상상력이 기억이라는 이미지의 장고

를 바탕으로, 그 이미지들을 재료로 해서 작용하기 때

문에, 기억이 없다면 상상력도 없다. 토니 쿠쉬 가 지

한 로, 실세계에서 한 번도 본 이 없는 것은 상

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18]. 상상력 자체를 훈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19]. 하지만 상상력이 오감의 경

험과 기억의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작용한다면, 오감과 

기억의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훈련

법은 가능하다[20]. 그것이 상상력을 가장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이다. 감각의 기억과 정서  기억의 이미지들

을 가지고 꾸 한 훈련을 한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그

게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

니다. 어떠한 이론의 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연기

는 결코 이론이 아니다. 다만 오랜 실천  노력의 결과

일 뿐이다. “우리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리고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그것

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

인지에 진실한 것이다. 엄청난 에 지와 상상력이 필요

하다. 그리고 우리에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묘사하

는 것에 한 심이 필요하다[21].”

4. 상상의 장애물: 억압과 긴장
배우들이 인물로서 오감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로는 흔히들 연기

의 주된 문제로 이야기하는 긴장 때문인데, 연기법들에 

따라서 긴장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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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고 어떻게 해야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지 그 

근법들 한 다르다. 긴장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안 

계속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삶을 산다는 것이 각 개인

이 하는 경험을 자유롭고 완 하게 표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기보다는 억 르게 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억압의 상태가 지속되기 해서는 개인의 몸과 마음에 

표 을 억제하는 잠 장치들이 필요해진다[22]. 이 잠

장치들은 실 세계 속에서의 안 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보장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긴장은 실 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연기를 통해 극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배우들에게

는 실 생활로부터 형성된 잠김의 상태가 흔들리면서 

그에 따른 긴장이 수반된다. 실을 지배하는 법칙과 

연기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상충하기 때문이고, 이

런 상충이 배우로 하여  스스로를 단시키거나, 주

하게, 는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를 들어, 실 세계 

속에서 나는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지만, 배우로서 

나는 여러 인물을 사랑해야 한다. 실 세계 속에서 나

는 일정 이상의 성량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배우로서 

나는 일정 이하의 성량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실 세계 속에서 내가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배우로

서 나는 항상 해야 한다. 우리에겐 이와 같은 두 세계 

사이의 상충과 모순을 의식하지 않았던 시 이 있었다. 

어린 아이 을 때이다. 많은 아역배우들이 뛰어난 연기

력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것은 

이런 두 세계 사이의 상충에서 비롯되는 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있는 그 로의 실 세계

와 환상의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

문이다.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게 분리되지 

않던 세계가 두 세계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아역 배

우들이 성장하면서 처럼 연기할 수가 없어서 방황

의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은, 이들도 우리 모두처럼 그와 

같은 순수성을 상실하기 때문이고, 로 경험할 수 

있던 부분들이 더 이상 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

우로서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 즉 두 세계 

사이에서 긴장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

한다. 연기를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은 어른이 되었지

만, 그래서 두 세계가 구분되고 분리된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어도 두 세계의 법칙이 다른 것에서 

오는 긴장만큼은 없는 어린 아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가 오감의 경험을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연

극에서의 극  세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처럼 사실

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사

실 인 극조차도 그것이 마치 실인 것처럼 우리의 감

각을 속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각각의 감각

의 경험은 기억과 불가분의 계, 항상 상호작용하는 

계에 놓여있는데, 우리가 인물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각의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몸과 마음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자

체로 고립되고 단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감각의 경험

은 기억과 연결되어 항시 연상과 생각으로 이어지고 느

낌과 충동 등을 불러일으킨다. 한 인물이 극 세계 속

에서 경험하는 감각의 경험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없

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세한 빛의 차이 하나가, 목소

리의 떨림의 차이 하나가 나에게 사람과 세상을 달리 

보이게 만든다. 인물들의 감각의 경험은 이 게 하나같

이 항상 그 인물을 뒤흔들어 놓고, 심을 무 트리는 

경험이다. 무  장치 등을 통해 꾸며진 물리  환경 속

에서 배우가 이 게 의미 있는 감각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그

를 향한 길을 걷지 않는다. 가상의 환경, 실제가 아닌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감각기 이 실과 마찬가지로 

생생히 그 기능을 다해야 하고, 따라서 배우의 오감을 

무 에 맞게 재훈련하는 감각훈련이 가장 기본 인 훈

련이 되어야 한다.

스타니슬라 스키는 “인물이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

서의 배우를 숨겨주는 가면 같은 것이다. 이 가면의 보

호 하에서 배우는 자신의 혼을 숨김없이 낱낱이 가장 

사 인 디테일에까지 담아서 표 할 수 있게 되는 

것”[23]이라고 하 다. 인물은 배우의 완 한 표 을 

한 안 장치 같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배우훈련

으로서 나를 표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다

른 사람들에게 표 하듯이 나를 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면들이 나에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삶을 산다는 것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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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과는 반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왜

냐하면 우리는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과 도덕률에 따라 

일정 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

고 느끼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르쳐지고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아가기에는 필수 인 사항이겠지만, 무한한 작가  상

상력이 그려내는 극 세계 속의 여러 인물들을 넘나들어

야 하는 배우들에게는 치명 인 것이다. 왜냐하면 존속

살해, 근친상간이라는 기 의 기를 지른 그리스 

비극의 오이디푸스왕에서부터 동시 의 동성애를 다룬 

무수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극  인물들은 항상 사회가 

인간에게 제약 으로 가하고 있는 질서, 법률, 도덕률, 

기를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물로서의 

경험을 해야 하는 배우들에게는 실세계와는 반 로 

기시되는 경험과 표 이 없어야 한다. 어도 무  

에서는 말이다. 물론 살인을 하는 연기를 해 실제 

살인을 지를 수 없는 것처럼 술  상상력에 의해 

제되어야 하는 경험과 표 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무  에서의 배우의 근본 인 존재방식은 기를 넘

어선 자유에 기반한 것이다. 인물들은 항상 경계선 상

에 서서 주 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력을 다해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경계선을 

넘어서려는 동기에 의해 선악이 가려질 뿐 모두 경계선 

머를 바라보고 있다. 

그 다면 배우훈련의 시작은 자신이 가진 기, 심리

 지선을 넘어 자신을 표 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

에 없다. 나를 완 하게 표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

의 인생을 완 하게 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

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의 기를 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래서 실험극에서는 인물구축 자체에 집 하기보다는 

“배우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을 개발하거나 가면을 

벗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해 배우의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을 두르고 있는 껍질을 벗겨 제거하는 것에 

있다는 공통된 의지를 나타냈다[24].”

연기와 련해서 에 많이 사용했던, 그리고 여

히 지 도 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  자신을 버려

라”는 표 은 사실 “  자신을 표 하지 마라”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그와 같은 실의 한계 속에, 몸과 마음

의 습  속에 가두지 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습

과 버릇에 익숙한 자신을 진정한 ‘나’로 착각하지 말

아야 한다. 고통스러운 정서  기억을 재경험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나를 버리고 넓은 의미의 나를 열어 다

[25]. 정서  기억은 가장 단단한 보호막으로 굳게 닫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하게 닫힌 빗장을 연다면, 다른 

것들은 연쇄작용에 의해 연달아 쉽게 열릴 것이다. 

다음은 “내 인생을 바꾸어놓은 경험”이라는 정서  

기억훈련을 마친 한 배우의 소감이다[26]. 배우 A는 장

난기가 심했던 어린 시  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한 이 있는데, 그 경험은 배우 A

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놓았다고 한다. 배우 A는 당시의 

시공간으로 돌아가 감각의 기억에서부터 시작해 당시

의 행동들을 차근차근 재경험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

자 죽음에 한 공포가 당시와 다름없이 배우 A의 심신

을 사로잡았고, 배우 A는 자신의 몸이 당시의 상황을 

그 게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당시의 경험을 지  

실의 경험처럼 생생하게 재경험할 수 있었던 사실에 

무척 놀랐다고 한다.

“엑서사이즈를 했던 걸 다시 곱씹어 보던 , 높은 곳

에서 떨어졌던 경험―제가 어머니께 ‘괜찮다’라고 말했

던 기억이 있는―이 다시 보니 무의식 으로 엄청난 두

려움과 공포를 주어 까불까불했던 를 조용하고 얌

하게 바꿔놨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도 그 얘기를 

꺼냈더니 당시에 응 차에서 ‘괜찮다’고 하는 제 얼굴은 

겁에 질려있었다고... 엑서사이즈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어릴 때 모습처럼 까불까불 재미있고 제 

자신이 한층 더 자유로워진 것을 느 습니다... 자유롭

게 상상하고 연상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경험한

다면, 감각 으로 다시 재경험하는 연기라는 것에 좀 

더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처럼 정서  기억훈련은 배우로 하여  자신이 표

하기 가장 힘든 기억을 재경험하고 표 하게 함으로

써, 배우의 심신을 억압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열

어주게 된다. 그 결과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 인물을 구

축해갈 수 있는 근본  토 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거의 부분의 배우들이 다년간의 걸친 연기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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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품 활동 뒤에도 여 히 자신 안에 갇  있다는 답

답함을 느끼거나 매 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신의 

기억을 인물에게 활짝 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한계를 두드리고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경계선 안에서 연기하는 것에 익숙해지

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뒤늦은 깨

달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미 경계선 안에서 익숙해진 

나의 몸과 마음을 달리 놀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

이 된다.

III. 맺음말

연기에서는 외 인 면이든 내 인 면이든 모든 특성

들이 배우에게 제 2의 본성이 되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27].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내면과 외면, 

배우와 인물은 완 히 하나의 상태로 녹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배우는 연기하려

고 하지 말고, 경험하려고 하여야 한다. 경험하기 해

서는 반응해야 한다. 반응하기 해서는 오감의 경험에

서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게 오감의 경험에 반

응하고, 반응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상상력이 빚어내는 

이미지들에 반응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우는 그 게 자신의 감각과 기억, 그리고 상

상력만을 가친 채 극  상황이라는 가상의 박한 상황

에 던져진다. 작가의 상상력이 구축한 “친숙하지 않은 

상황들, 종잡을 수 없는 말들, 낯선 해석들, 익숙하지 않

은 움직임과 행동”의 극  세계는, 그 불확실성, 불가해

성, 불안정성으로 인해 배우들에게는 힘겨운 도 의 상

들이지만, 연기가 술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그 게 열악한 조건들, 어  보

면 거의 무(無)의 상태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기본 도구들을 가지고, 다른 것에 기  것 없이 우리들 

자신만을 가지고, 리얼리티, 진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

고 나서야 우리는 연극과 연극작품을 하나의 술형식

으로 바꾸어놓게 되는 것이다[28].”

극작가가 구축하는 극  세계는 측 불가능한 장애

들과 돌발변수, 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인물들

은 모두 자신이 ‘처음으로’ 처해보는 긴박한 극  상황 

속에서 ‘미치겠다’ 는 ‘죽고싶다’라는 심정으로 자신

의 모든 것을 던져 힘겹게 상황을 돌 하려고 하고 있

다. 그 기에 좋은 연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해내려는 배우 자신의 태도

에 직결되어 있다. 불확실성을 헤치고 나아가는 배우의 

자기 성장의 과정은 인물의 자기 성장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자신의 성장 없이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에드워드 이스티는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자기 발견의 여정을 통해 

자신에게서 자질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이 연기하

는 인물에 용할 수 있을 때 나온다”고 하 다[29].

동물 인 감각을 가지고 몸으로, 몸을 움직여가며 인

물을 찾아가야 한다. 인물이 하는 경험을 내 몸과 마음

으로 진정으로 완 하게 자유롭게 구체 으로 경험하

기 까지는 나는 인물을 완 하게 알 수 없다. 인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곳으로의 

여행이다. 미지에로의 여행은 항상 설 임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일 뿐이

다. 다른 이의 과 귀를 통해서 들어본 것만으로는 불

충분하기에, 만족스럽지 않기에 내가 직  여행에 오르

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게 나는 배우가 되고자 했던 것

이다. 미지의 여정이기에 가능한 정보를 미리 수집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실제 여정에 오르기 까지는 나

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 알아야만 할 수 있다

는 것은 비창조  비 술  자기 통제일 뿐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 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나, 그 두려움에 억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제 로 하지 

못한다. 경험을 해가면서 인물을 내 몸과 마음이 

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

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면서 그리고 하기 때문에 알

게 되는 것이다. 배우는 이와 같은 “발견을 향한 자신만

의 길을 걸어간다[30].”

인물이 되고자 하는 힘든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새

로운 나”[31]가 있다. 인물이 된다는 것은, 미지의 여행

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나를 끊임없이 발견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물들조차도 극세계의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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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혼돈 속에서 힘겹게 감당

해내면서 자신도 몰랐던 경험을 하고 자신도 측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물이나 배

우로서의 내가 지 까지 어떠했는가는 연기의 출발선

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미지의 나에 도 하는 것, 

그것이 인물이 되는 가장 진실하고 자유로운 길이다. 

그것이 연기를 진정 혼의 신바람 나는 여정으로 이끄

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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