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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eongho. “Intervention of the Invisible Drama: Discursive Strategy of David Henry Hwang’s M. 
Butterfl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3 (2017): 1-20. The 1980s might be the 
breakthrough decade for Asian American theatre due to the phenomenal success of David Henry Hwang’s 
M. Butterfly on Broadway. Hwang was one of the new voices in Asian American playwriting in the 
1980s.  Dramaturgically, Hwang uses the elements of performance convention of Oriental theatre such as 
the play within-the play, a bare stage, the accumulation of episodic scenes and transvestism.  Hwang’s 
theatrical style of M. Butterfly encourages the stage to struggle and play with the so-called hierarchial 
dichotomy of West/East, man/woman, inside/outside, and theatre/world, etc.  Hwang’s theatrical goal is 
two-fold: one is to provoke the actors to experience the characters on stage objectively by virtue of 
transvestism, the other is to secure the ideal audience with imagination who can see both the dramatic 
world inside of theatre and the real world in society outside of theatre.  Hwang’s M. Butterfly intervenes 
the Western theatre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Asian dramatic convention and the Western roma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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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이지 않던 연극”의 등장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연극은 애초부터 “보이지 않던” 연극이었다. 아시아계 

  *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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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연극이 미국 연극의 주류 무대에서 부재했던 이유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

다. 우선 “서사시와 신화, 음악극에 익숙했던 아시아인들에게 희곡 중심의 서구 

유럽식 연극은 이질적인 낯선 장르”(Misha Berson, x)라는 점에서 아시아계 미

국 연극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많은 아시아계 이민 부모들은 자

녀들이 소위 “연예계 직업”에 뛰어드는 것을 경제적 보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과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직업이라는 점에서 반대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백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관습, 언

어, 종교, 심지어 예술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매도했다는 점도 꼽

을 수 있다. 결국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애초부터 “침묵하던” 소수민족이었고, 피

부색을 포함해 거의 모든 면에서 백인들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였으며, 문화 역시 

주류들의 관심권에서 멀리 있었던 것이다. 

미국 연극에서 변화와 실험의 시기였던 1960년대에 들어서서도 아시아계 연

극은 여전히 변방에 머물렀다. 브룩(Peter Brook)이나 그로토우스키(Jerzy 

Grotowski) 같은 유럽계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은 이 시기에 제의적이고 상징적 

공연 양식들을 실험함으로써 주류 연극에 충격을 주었으며, 샤이킨(Joseph 

Chaikin)의 <열린 극단>(The Open Theatre)이나 셰크너(Richard Schechner)

의 <퍼포먼스 그룹>(The Performance Group) 같은 실험극단이 등장한 시기도 

이 때였다. 더욱이 흑인 연극인들은 흑인 혁명 연극 운동을, 치카노 연극인들도 

<엘 떼아트로 캄페시노>(El Teatro Campesino) 같은 조직들을 통해 사회 저항 

도구로 연극을 이용하던 시기였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 연극계는 흑인 연극계의 바라카(Imamu Amiri Baraka)나 

치카노 연극계의 발데즈(Louis Valdez) 같은 괄목할만한 선도자를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동시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는 라티노나 치카노가 공유하고 

있는 히스패닉어와 같은 공통된 언어가 없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치러냈

던 노예 시절이나 인권 투쟁 같은 공동 경험의 역사를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극 속에 담아낼 문화적·심리적 자원이 부족했다.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 박

(Samuel Park)은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은 아프리카계와 라티노계 미국인 연극

과 달리 “사회 비판이 아니라 . . . 실용적 필요”(12)에 의해 출발했고 명맥을 이

어갔다고 짚어 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은 이념적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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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에 도전한 연극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과 동화하려는 욕

망 때문에 존재했던 연극이었다. 

  1970년대에도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인들의 공연 환경은 열악했다. 배우들은 

변변한 극단에 취직하지도 못했으며, 일부 활동하던 극단에서 발표하는 작품들

은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 성찰을 담아내지 못했다. 특히 

이 시기는 “상업 연극에 넘쳐 났던 중산층 가치와 이념이 유럽계 미국인들의 삶

에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Yuko Kurahashi 45) 아프리카계, 중남미계, 미

국 원주민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 내에선 자신들의 삶을 재점검하고 전망

을 제시할 수단과 기회를 어느 때보다도 열망하던 시기였다. 셀러(Maxine 

Schwartz Seller)의 표현의 빌자면 “자기표현과 자기규정”(Kurahashi 45 재인

용)을 위한 연극을 요구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

인 연극계는 정체성 모색의 시기를 더 견뎌내야 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은 비로소 진흥기를 맞이한다. 

1988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황(David Henry Hwang)의 M. 나비(M. 

Butterfly)가  토니상 최우수연극을 수상했으며 고탄다(Philip Kan Gotanda)나 

휴스턴(Valina Hasu Houston) 같은 극작가들의 작품이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계

라는 경계를 넘어 미국 대학극과 전문극단의 공연 목록에 합류하게 된다. 또한 

론(John Lone), 둔(Dennis Dun), 힐(Amy Hill) 같은 배우들도 텔레비전이나 영

화에 출연하게 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위상을 자민족 

내부의 정치적 위상관계보다 동·서양의 지적 전통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데 더 관

심을 지닌 . . . 디아스포라적 사유자”(Paul D. McGrath 7)들이 등장했으며 황은 

그 대표적 문화예술가중의 한 사람이다. 이 논문은 황의 M. 나비가 미국 주류 

연극계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살펴보려는 글이다. 아시아계 미국인 극작가로서 

황은 M. 나비에서 서양남성과 동양여성의 사랑과 비극이라는 서구 사회의 상

투적 로맨스를 아시아 연극의 특성들을 끌어들인 연극을 통해 보여준다. 다시 말

해 아시아계 연극틀 속에 서구인들에게 익숙한 주제를 담아낸 것이다. 황의 작업

은 서구 관객들에게 그 때까지 보이지 않던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을 비로소 확실

하게 보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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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객체화된 몸의 극화 

미국 주류 연극 무대 위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몸은 항상 밖에 놓여 있었다. 이

는 주류 미국 문화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주체성이 객체적 위치에 놓여 있

는 맥락과 맞물린다. 특정 문화 체계 속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가진 버

틀러(Judith Butler)는 특정한 몸이 특정 문화에서 객체적 위치에 놓여있다는 처

지를 두고 “객체적 상태란 엄밀하게 말해 ‘살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며 . . . 주체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주체의 지배영역을 드러내기 

위해 ‘살 수 없음’의 기호아래 살고 있는 자들”(3)이라고 설명한다. 버틀러가 언

급한 “살 수 없는” 구역은 물리적 구역을 뛰어 넘는 영역까지 아우르는 맥락으로 

읽어내야 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특정한 몸체들이 내몰려진 “밖”이라는 개념은 인종적 정체성 

구성에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소위 식민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주체들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는 “타자”들에 대해 주체들은 경계들을 부여하고 밀쳐낸

다. 그 경계에는 인종적 차별화가 단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문제는 이런 식의 내

몰기 요소들이 객체를 주체로부터 완전하게 차별화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실

제로 일단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한 이상 이들을 진짜 미국 주체로부

터 차별화할 수 있는 명확한 요소들이 없다는 데 백인들의 고민이 있다. 민족적 

경계나 시민권 등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실제로 완전히 따돌리게 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인종적·심리적 타자성을 앞세워 내몰기 과정을 반

복하거나 재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심리적으로 강제

된 타자로서의 정체성”(정미경 4)을 지속적으로 떠안아야 했다. 

차별화 과정은 담론 속에서 주체의 구성에 필수적인 단계일 뿐만 아니라 담론

을 벗어난 영역에서도 타자의 시각에 비치는 물리적 몸의 구축에 개입한다. 실생

활에서 내몰려진 타자를 바라보는 것은 주체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엿보기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연극적 사건을 부담 없이 바라보는 관객처럼 우월한 지위를 누

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극장은 시각적 몸 구축을 미학적으로 찬찬히 살펴볼 수 있

는 장소다. 연극은 무대 위의 공연이 실제 삶의 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바로 특정 문화 내에서 내몰려진 대상을 타자로 관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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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텍스트며, 극장은 그 텍스트가 펼쳐지는 합법적 공간인 셈이다. 극장은 자아/

타자, 주체/객체의 엄격한 범주화를 불안정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연극 속

에서는 몸과 정체성 사이의 자연스러운 동일시는 애초부터 유보된다. 무대 위에 

몸이 현존한다는 점과 연기자가 자신의 고유의 것이 아닌 정체성을 연기해낸다

는 점은 특정한 몸에 본래부터 특정한 정체성이 내재하며, 중요한 몸과 그렇지 

않은 몸 사이의 우월함과 열등함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별이 본래부터 존재한다

는 인식에게는 도전이자 전복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황은 인종화된 몸과 민족적 객체화의 관계를 M. 나비(M. Butterfly)에 치밀

하게 배치한다. 1986년 5월 11일자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실린 기

사 ｢프랑스 당국은 기묘한 간첩 행위에 휘말린 두 사람을 수감하다｣(“France 

Jails 2 on Odd Case of Espionage”)를 읽은 황은 여러 겹의 이항 대립적 의미

망이 섞여 짜인 극을 쓰게 된다. 프랑스 국가 기밀을 중국 스파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정부에 빼 돌린 혐의로 받고 있는 전 베이징 주재 프랑스 외교관 부리스

꼬(Bernard Boursicot)와 베이징 경극단의 남자 배우 쉬페이푸(Shi Pei Pu)와의 

20년간의 밀애 관계를 기사화한 내용 중에서 특히 황이 관심을 가진 대목은 쉬

가 전문적으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였다는 점, 부리스꼬가 쉬를 여자가 

아니라고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임신하고 애들 낳았다는 사실에 대

해서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는 진술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속을 수 있었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부

리스꼬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때는 정말 여자였고 내 진정한 첫사랑이었으며, 

우리 둘 사이에 태어 난 쉬두두(Shi Dudu)가 나를 빼 닮았다 . . . 성 관계는 언

제나 불을 끄고 짧게 했으며, 그가 매우 수줍어했는데 나는 그것이 바로 중국의 

관습이라고 생각했다.”(Richard Bernstein 7) 황은 바로 이 대목에 주목했으며 

이런 식의 기묘한 남녀 관계는 동양 여자에 대한 서양 남자의 상투적 시각 때문

에 가능했을 것임을 직감한다. 황은 M. 나비의 끝 무렵에 갈리마르(Rene 

Gallimard)의 입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재판을 마치고 감방에 남겨진 갈

리마르와 송은 송이 실제 몸을 보여주자 “난 실재하는 몸을 사랑한 것이 아니며 

내가 사랑했던 것은 완벽한 거짓”(1024)이라고 반박한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남자가 창조해 낸 여자를 사랑한 사람이며 그 외의 다른 것은 모두 하찮은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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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1024)이라고 말한다.

황은 실재하는 20세기 후반에 벌어진 사건을 1904년에 발표된 서양 남성과 동

양 여성 사이의 상투적 로맨스 우화인 푸치니(Giovanni Puccini)의 오페라 나비

부인(Madama Butterfly) 틀을 차용하여 극화한다. M. 나비는 송 릴링(Song 

Liling)이라는 경극 배우와 북경주재 프랑스 대사관 중견 외교관인 르네 갈리마

르에 관한 이야기다. 송은 20년 이상 갈리마르를 이용해 외교 비밀을 빼낸다. 갈

리마르는 송의 간첩활동을 후원한 죄목으로 파리의 법정에서 서게 되며, 재판 과

정에서 비로소 송이 생래적으로 남성임을 알게 된 갈리마르는 감옥 안에서 자결

한다. 

황은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서양이 동양에 대해 상투적으로 표출하는 우월감

과 남성이 여성에 대해 느끼는 우월감을 맞물리게 한다. 그러니까 정체가 모호한 

아시아는 선진 서방 국가의 통제를 내심 환영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극적인 여성

은 우월하고 적극적인 남성의 통제를 기대할 것이라는 가부장적 믿음을 절묘하

게 버무리고 있다. 황은 고정 관념이나 정체성 등은 어차피 개인의 선택사항이

며, 상황에 따라 고착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

서 관객들에게 기존의 제반 관념들, 정체성 문제, 이항 대립적 위계질서 항목 등

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 볼 것을 요구한다. 

황의 M. 나비는 외견상 정통 사실주의 3막 극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

통 서구 사실주의 연극과 구별되는 바, 바로 이 연극이 제의성 혹은 제의적 요소

가 서구 연극에 비해 괄목할만하게 도드라지는 아시아계 연극의 특징들을 담아

내기 때문에 그렇다. 

서구백인연극사에서 연극의 발생과 분화 및 발전은 제의로부터 결별 과정이었

다. 연극적 미메시스와 종교적 세리모니가 구별 없이 뒤섞여 있던 초기의 제의에 

신화라는 내러티브가 개입되면서 제의는 좀 더 섬세한 양식으로 진행했다. 서구

인들은 제의적 요소들을 털어내며 연극이 발전한다는 생각 때문에 언어를 중심

으로 한 연극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맥락에서 프리드리히(Rainer Friedrich)는 

서구 연극사에서 제의에서 드라마로 전이과정을 “더 품격 있는 형식으로 전이이

자 연극 고유의 독특한 형식으로의 전이”(190)라고 분석하면서 고대 희랍 비극

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구 연극과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타의 다른 드라마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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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주된 차이는 연극적 형식이 제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꼽는다. 그는 대체

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연극 형식들은 제의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심지어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예술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노극

에서도 제의적 요소와 종교에 대한 의존성을 엿볼 수 있다”(190)고 주장한다. 물

론 프리드리히의 이런 시각은 다분히 서구백인연극의 세련됨을 강조하기 위한 

자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   

III. 극중극 전략

황의 M. 나비는 정교하게 막을 썰어 배치한 변형 사실주의 연극이다. 각 막

은 대단히 잘게 쪼개져서 관객들의 감정 몰입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예컨대 1막

은 열 세 개의 장으로, 2막은 열 한 개 장, 그리고 3막은 세 개의 장으로 잘게 나

뉘어져 있다. 각 장의 시점은 현재는 1986년, 과거는 1947년, 1960년부터 1963

년까지, 그리고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장소 역시 과

거의 시점에서도 프로방스 지방의 국립학교, 북경의 독일 및 프랑스 영사관, 영

사의 사택, 북경 오페라 하우스, 갈리마르 아파트 및 송의 아파트, 후난 지역의 

수용소, 프랑스 파리 등으로 이동한다. 현재 시점의 장소조차 파리의 법정과 갈

리마르의 감옥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의 시간과 장소의 현란한 이동은 정통 사실주의 연극에서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설정이며, 관객의 감정 몰입을 방해할뿐더러 관객의 상상력을 동

원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장치다. 황의 M. 나비는 한국의 마당극이나 

중국의 경극처럼 빈 무대에서 지극히 단순한 변화만 원용하여 장소와 시간의 이

동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건이 진행된다. 관객에게 몰입보다는 상상력을 동

원하기를 요구하며 극 텍스트에 대해 관객의 적극적 해석을 유도하는 이러한 극 

형식은 서구 연극에서는 주류 연극 틀이었던 아리스토틀식 연극 틀을 거부한 브

레히트(Bertolt Brecht)식 서사극 틀에서 엿볼 수 있다. 

동시에 황의 연극 틀은 소위 아르또(Antonin Artaud)가 ｢잔혹연극｣(“The 

Theatre of Cruelty”)에서 주장했던 제의성을 중심으로 다시 쓰여 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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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연극 틀과 연결된다. 언어적 대사에 대한 의존성을 털어 낸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극 공연에서 관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 관객들의 감각과 신

경 체계를 “잔혹하게”(55) 공격할 수 있는 연극이라는 점에서다. 황의 M. 나비
는 설정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선정적 극 진행, 예상하지 못한 반전, 경극 음악과 

오페라 음악의 혼존, 서양 남성의 동양 여성 따라 하기 및 극중극 무대 위에서의 

연기자 자살 등 대단히 다양한 층위에서 관객들의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도

발하는 연극이다. 

황의 M. 나비에는 동양 연극적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빈 무대 공간

을 들 수 있다. 무대장치가 거의 없는 상징적인 무대는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

실, 다양한 장소를 넘나들며 관객의 상상력을 시험하며 증폭시킨다. 또한 경극 

형식으로 극 중에 도입되는 짧은 장면들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긴 이야기

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런가 하면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

배우의 존재는 동양연극에 여전히 남아 있는 관례다.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 배

우의 존재는 황에게 서구의 사회적·심리학적 특성을 동양적 양식과 연결하는 전

략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니까 성적 이중성이라는 사실을 통해 남성배우와 

여성연기라는 관습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실성이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

하도록 효과를 발휘한다. 황은 서구적 극형식에 동양적 극 요소들을 끼워 넣으

며, 그 최종 목표를 여성역할을 하는 남성배우라는 동양적 연극의 관습을 통해 

남녀의 성구분이 관습 및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시각적으로 고발한다. 그는 남/

녀를 포함한 각종 이분법적 분류의 허구성을 드러내려는 치밀한 언술전략을 구

사한다. 

황의 연극에는 적어도 세 겹의 액자 형식의 극중극이 존재한다. 가장 바깥에

는 실제 관객들이 감상하는 현재 시점의 연극이다. 현재 시점이지만 극중의 관객

들이 감상하는 갈리마르의 독백극이 또 다른 극중극이다. 가장 안쪽에 놓인 극중

극은 과거 시점인 1960년 북경 오페라 하우스에서 갈리마르가 보고 있는 경극  

나비부인이다. 극중극 구조는 관객들이 무대 위의 환상에 대해 관습적으로 몰

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관객들에게 극중 인물이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연극 속

에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극중

극은 배우의 입장에서도 고정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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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 배우가 여러 다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관객의 입장에서도 단일한 관

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림수를 담고 있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전

통적 서구 사실주의 극이 관객에게 무대 밖 현실과 무대 위 허구의 세계가 분명

이 분리되며, 극장 안에서 관객들은 현실을 벗어나 허구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

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면, 극중극 구조는 연극성을 전경화 함으로써 허구 세계보

다는 연극 자체의 현실감을 강화한다. 

극중극이 노리고 있는 효과는 한 걸음 더 들어간다. 관찰극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관객을 극에 연루시키며 최종적으로 극의 끝 부분에서는 관객이 주요한 등

장인물이 되는 반복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 극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끈질기게 견

인하는 극이다. 세 겹의 연극 공간이 존재하는 황의 연극은 극의 마지막에서 갈

리마르의 연극 공연이 진행되며, 실제 관객인 우리는 연극 속에서 또 다른 관객

들을 만나게 된다. 연극의 첫 장면에서 갈리마르는 관객을 향해 관객은 수동적인 

관찰자며 극중 인물인 자신은 관객들의 관찰 대상이라고 말한다. 물론 갈리마르

는 관객에게 오늘의 공연을 통해 이상적인 관객을 찾는다고 말함으로써 이 극이 

관객의 관찰 행위의 집중도에 의해 진행될 것임을 상기시키며, 관객들은 등장인

물의 심리파악을 준비하게 된다. 관객들이 스스로의 상상력과 집중력을 발휘해

야 한다는 자의식을 견지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식의 극 진행은 극의 끝까지 갈리

마르가 관객을 향해 말하는 구조를 통해 결국 관객의 참여가 극의 최종적 의미를 

완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여러 겹의 극중극 구조로 구축된 M. 나비는 관객들에게 인식의 한계

와 고정관념의 덫을 뒤집어 볼 것을 요구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극에서 갈

리마르는 복역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의 감시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 갈리마

르의 물리적 몸이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다는 설정은 그의 정신세계 

역시 그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상기시킨다. 황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갇혀 있는 갈리마르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으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관객에게 부단히 상기시키는 것이다. 극 구조상 

감옥에 갇힌 채 감옥 안 수감자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자

살로 극이 끝나기 때문에 극 중간의 내용은 사실상 그가 감옥 안에서 떠 올리는 

내용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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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나비의 주요 장면들은 감옥 안의 갈리마르의 기억 속에서 공연되는 회상

들이다. 회상은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이므로 객관적으로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

는 사건을 다룬 극은 극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불과하다. 실제 살아있는 인물은 

갈리마르와 수감자 관객들뿐이다. 물론 남자 복장의 실제 송이 여성 복장으로 죽

은 갈리마르 곁에 서 있는 장면이 있지만 이는 연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황이 덧붙인 상황일 뿐이다. 오로지 관객과 갈리마르만이 무대에 남게 된 상황에

서 갈리마르의 자살에 대한 해석은 오롯이 관객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 극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마지막 장면에서 갈리마르가 나

비부인으로 변신하는 대목이다. 갈리마르가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며 옷을 갈아

입으며 스스로 나비부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두고 관객들은 처음엔 그가 단순

히 나비부인에 대한 열렬한 동경으로 극 속의 모습처럼 분장하는 둣한 느낌을 받

는다. 그러나 이내 갈리마르가 나비부인이 원래 극 속에서 말한 자살 이유와 똑 

같은 말을 하며 자살하는 대목에 이르면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다. 특히 관객

들은 극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 복장을 한 송이 “나비? 나비야?”(1025)라

고 반문하는 대목은 극의 첫 장면 갈리마르가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 송이 

서양 오페라인 푸치니의 나비부인의 아리아 ｢사랑의 이중주｣에 맞춰 춤을 추

는 모습을 보면서 “나비, 나비”(993)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대목과 절묘하게 겹

치는 것을 확인한다. 

관객들은 첫 장면에서 서양 남성 갈리마르가 동양 여자 의상을 입은 남자 배

우 송을 보고 “나비”라며 매력을 느끼는 모습을 본다. 반면 끝 장면에서는 동양 

남성 송이 동양 여자 의상을 입고 자살한 서양 남성 갈리마르를 두고 “나비?”라

고 조롱하듯 내 뱉는 대사를 듣는다. 관객들은 이 둘의 처지가 극단적으로 전복

되었음을 목격하며 연극 속에서 전체 극을 이끌어 온 인물이 갈리마르가 아니라 

송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도 갈리마르가 아니라 송이 능동적 연출가 

역할을 해 왔음을 확인한다. 

다층의 극중극 구조를 통해 황이 관객에게 던지는 도발적 질문은 관객들이 과

연 극과 거리를 두고 빠져 나올 수 있으며, 이 극에서 재현되고 있는 인물들의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볼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는 관객들이 여러 

단계의 극중극을 넘나들면서 가부장제의 고정 관념과 동서양에 대한 전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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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관객들은 극중극이 겹쳐진 다중적인 구

조 속에서 처음에는 전형적인 시각으로 갈리마르의 서술을 따라가면서 서양 남

성인 갈리마르가 사건을 주도하며 통제를 가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를 공유한다. 그러나 극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갈리마르와 송 사이에 걸쳐 

있는 힘의 이동을 실감하며, 갈리마르가 서술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단절되는 것

을 목격하고 성별의 전환을 확인하면서 연극 서사의 불안정성을 실감한다. 동시

에 이런 식의 극 자체의 불안정성은 결국 관객들이 믿고 의존했던 인식 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된다. 

M. 나비의 서사는 순전히 갈리마르라는 극중 인물의 상상력 혹은 환상이나 

착각이 구축해낸 것이다. 연극의 처음 대사가 “내 감방의 한계들이 있었지”(993)

라는 갈리마르의 독백이라는 점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현재 시점에 외형적으로

는 스토리 텔러의 물리적 공간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그가 파리의 한 감방 안에

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감방 밖 세상에서 진행되었던 과거의 사건들은 이

제 그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그가 “완전한 여인”(1025)이나 

“동양에 대한 환상”(1025)을 꿈꿀 수 있는 힘도 감방이라는 “마법에 걸린 공

간”(1025)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가 하면 과거 송이 갈리마

르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규정된 공간과 범주를--공적/사적, 남성적/여

성적, 동양/서양, 주체/객체--넘나들 수 있다는 식의 갈리마르의 인식의 한계/환

상을 부추김으로써 가능했음을 암시한다. 

1막 10장에서 갈리마르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송은 “당신의 

존재엔 위험한 요소가 있다”(1003)고 말한다. 실제로 송의 이 대사는 중의적 함

의를 담고 있다. 우선 갈리마르에게 타인의 개인적 공간을 침입한 것이 위험하다

는 의미로 던진 말이라면 이 대사는 오히려 갈리마르를 자극하게 된다. 즉 이 대

사는 갈리마르에게 이러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힘을 신뢰하도록 부추기며 

궁극적으로 그를 함정에 빠지게 한다. 송이 여러 겹의 경계, 그러니까 동양과 서

양,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언급하지만 오히려 갈리마르는 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착각을 다진다. 또한 갈리마르가 송에게 자신에게 복종의 표시로 옷을 벗

으라고 요구하지만 그것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

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상기시키는 대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 옷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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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행위를 두고 “우리는 언제나 속에 감추어 놓은 것들에 배반당한다”

라고 말하는데도 갈리마르는 “우리 사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장애물 제거하는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다(1003). 

주목해야 할 점은 실랑이 끝에 송이 갈리마르의 요구에 굴복하여 옷을 벗으려

고 하자 갈리마르가 그 요구를 거둬들인다는 사실이다. 감방에서 갈리마르는 그 

때 자신이 왜 그랬는지 회고한다. 그는 자신과 동양 여자 사이의 경계선 너머에 

존재하는 다른 것을 알고 싶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송의 겸손함과 여성다움이 그

가 그녀의 젠더와 인종에게 요구하고 부여했던 것이고, 완전한 동양 여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만족시켜주었으며, 그녀를 자신의 주체적 위치와 떨어져 구별되

는 안심할 수 있는 타자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갈리마르가 이해할 수 없었

던 것은 송이 갈리마르의 이러한 경계세우기를 교묘히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2

막 6장에서 송이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갈리마르에게 그가 질색할만한 가공의 

이미지를 떠 올리게 하는 대사, “난 당신이 내 수줍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 . . 덩치 큰 소몰이 소녀처럼 . . .  머리 위로 옷을 훌렁 벗어 던지며 

행위 중에 ‘야-후’라고 소리 지를까? 당신, 내가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더 좋아한 

것 아니었나!”(1014)라고 반박하는 대사는 서구/남성적 주체인 갈리마르와 객체

화된 타자로서의 송 사이에 걸려 있는 차이를 일순간에 없애버리는 대사다. 갈리

마르가 이러한 환상을 깨면서까지 옷을 벗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송은 애초부

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극이 진행되면서 갈리마르가 이러한 경계들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반면, 극 자

체는 실제적이건 비유적이건 그를 곤경으로 몰고 간다. 객체화된 타자로부터 갈

리마르가 기대하는 것을 흉내 내는 송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

한다. 송은 갈리마르와 자신의 관계를 교묘히 조종한다. 송은 수동적 동양 여성

을 인종적 타자로 미리부터 규정했던 갈리마르의 기대치에 흠결 없이 따르면서

도 갈리마르가 믿고 있는 차이와 구별의 근거를 철저하게 헤 짚는다. 송은 다분

히 의도적으로 “중국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취한다. 바로 갈리마르의 환상적 유

형화에 들어맞기 위해서다. 그러나 반항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더욱이 그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갈리마르가 시도하는 이항 대립적 우열 공식은 철저히 조롱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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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화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송이 반항적으로 반응하며 갈리마르의 기대에 의

도적으로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는 여러 군데서 발견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장

면은 자신이 생래적으로 남성임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이다. 3 막에서 송은 알몸

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음을 갈리마르 눈앞에서 증명한

다. 송은 그 때까지 취해 왔던 동양적 여성 유형의 흉내 내기에서 자신이 전혀 

복종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동시에 송은 갈리마르가 송에게 강요했던 객체화된 

타자인 “나비”를 두고 설정했던 경계들이 전혀 실체적 본질이 아니었음을 들추

어낸다. 송이 옷 벗는 장면을 통해 황은 여성이라는 객체의 구축이 얼마나 자의

적인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남성이라는 주체의 구축 역시 지극히 자의적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송과 갈리마르의 이 기이한 역전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경계는 무너진다. 여성으로 위장한 채 살았던 송은 남성으로 

밝혀지며, 남성으로 살아 왔던 갈리마르는 죽으면서 여성이 된다. 테두리 극에서 

남성이었던 갈리마르는 극중극에서 여성이 됨으로써 허구 속 오페라 나비부인
속의 초초산(Cio-Cio-san)은 구별되지 않는다. 오페라가 실제가 되며, 남자가 

여자가 되면서, 감옥과 무대, 현실과 연극, 남자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또한 현실의 삶과 무대 위의 연기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다. 배우인 동시에 첩

보원인 송에게는 연기가 삶이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갈리마르에게는 삶이 연

기다. 이 극에서 갈리마르의 스탠스는 현실에서 연기로 이동하고 있다. 처음엔 

송의 연극을 보는 관객이자 충실한 해설자였던 그는 극이 진행됨에 따라 오페라 

속 핀커튼(Benjamin Franklin Pinkerton)처럼 행동하고 송에게 빠져든다. 동시

에 전체 테두리극의 진행자 겸 해설자 역할에서 극중극 속의 핑커튼 역할로 이동

함으로써 애초엔 관찰자 겸 해설자였으나 점차 연출자를 거쳐 연기자로 이동한

다. 송의 스탠스는 갈리마르와 엇갈린다. 송은 애초엔 연기자였으나 점차 해설자

를 거쳐 연출자로 그 역할을 확장 이동한다. 갈리마르가 핀커튼이라는 오페라 속 

인물을 연기하는 그 정도만큼 송은 해설자를 거쳐 연출자로 그 입장을 확장하며 

전체 극의 진행에 개입한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 자신들이 만들어 낸 극 속

에 상대방을 묶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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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객에 대한 도전

객체화는 부단히 지속되는 과정의 개념이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객

체화에 대해 “객체는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주체를 온전히 떼어놓지 못

하며, 오히려 객체화를 통해 자신이 끊임없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게 된

다”(9)고 그 의미를 짚어 준다. 그러니까 객체의 입장에서는 객체화에 대한 관심

을 거둘 수 없으며 오히려 부단히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위험을 자각해야 한

다는 것이다. 황의 M. 나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객체화에 개입하는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 틀의 대표 극이다. 

쉰(Andrew Shin)은 M. 나비의 송은 실재하는 몸이 아니라 “투사된 

몸”(179)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황은 극장 안 무대 위에서의 몸이 투사된 것처

럼 극장 밖 세상에서도 서구 남성들은 동양 여성을 “투사하여” 보고 있다고 확신

한다. 애초부터 서양 남성 갈리마르는 실재하는 동양 여성을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만들어 놓은 모습의 동양 여성만을 보고 싶어 했으며, 그 모습에 충실한 

대상만을 따라다녔을 뿐이다. 송이 꼬집은 대로 “남자란 언제나 듣기 원하는 것

을 믿는”(1021) 성향을 지녔다면 갈리마르는 서양 남자라는 점에서 동양의 여성

에 대해 그저 보고 믿고 싶은 이미지만 보고 믿었을 뿐이다. 문제는 갈리마르가 

보고 싶어 했던 동양 여성의 이미지는 실재하는 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남성이 더 잘 꾸며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남성의 마음속 

환상이 만들어낸 가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갈리마르의 갈증은 송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더 증폭

된다. 갈리마르에게 남겨진 가능성은 이제 스스로 이상적 여성상을 연기하는 것

뿐이다. 동양의 남성이 연기했던 동양의 여성상이 가짜라면 서양의 남성인 자신

만이 그 이상적 모습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인 남성 갈리마르가 

보고 싶었던 동양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스스로 동양 여성이 되는 방법밖엔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갈리마르는 아무도 채워주지 못한 자신의 갈증을 스스로 해

결해야 했으며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자살이었다. 갈리마르는 송이 실제 남자임

을 드러내자 “그저 한 남자”(1024)의 몸이라고 무시해버리며 자신은 물리적 몸

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환상 속의 “완벽한 거짓”(1025)을 사랑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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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전형적 나비부인이라는 판타지 속 모습처럼 옷 입고 분장한 그는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지금까지 “그에게 독을 먹였던 알레고리”(Paul D. 

McGrath 154)를 파괴한다.

갈리마르가 했던 말대로 “동양에 대한 환상을 가진 . . . 한 남자의 사랑을 위

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여성”(1025)이 되기 위해 자신이 극이 시작되면서 

다짐했던 “치욕스런 삶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명예롭게 죽는 삶”(998)을 실천

하는 길은 이상적 여성상인 동양 여성의 모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 

송이 경극에서 남성배우들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이유에 대해 “오직 남성만이 

여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1021)이라고 말하는 대목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리마르가 죽기 전 분장했던 초초산의 모습이야 말로 동양

에 대한 환상을 지닌 서양남성 갈리마르가 진짜 보고 싶었던 나비부인의 모습이

었을 것이다. 갈리마르의 “자기중심적 이상형”(Shin 192)은 애타게 찾으려 했지

만 결코 찾을 수 없는 허상이었다. 

갈리마르의 감옥은 그가 앉아 있는 무대 공간 뿐 아니라 관객을 포함한 극장 

전체라고 볼 수 있다. 연극의 관습에 의해 지배를 받지만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공간이자 환상을 통해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극장이다. 그

런 의미에서 갈리마르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벌어진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가

장 적절한 공간으로 감옥이면서 동시에 극장이 되는 공간을 선택한 것은 공교롭

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환상과 실재를 넘나들면서 관객들에게 환상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삶의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가 소위 “이상

적인 관객”을 원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심지어 갈리마르는 관객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부러워하게 될 것”(1024)이라고 말한다. 그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관객

은 바로 그의 환상을 이해하는 관객이다. 그러니까 그의 불행이 인종적·성적 정

체성의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환상으로부터 관객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관객이다.

극장에 들어서면서 관객들은 무대 위의 감옥에서 갈리마르가 들려주는 이야기

를 느긋한 심정으로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극장을 나서면서 관객들은 

결국 자신들도 갈리마르가 빠져 들었던 환상의 감옥에 갇힌 존재라는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관객이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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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지만, 갈리마르는 관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

히려 관객을 향해 정체성 결정에 관여하는 힘의 유동성, 현실과 환상, 진실과 허

구 등에 관한 질문을 직접 던짐으로써 관객을 혼란 속에 빠뜨린다. 한 걸음 더 

들어가 갈리마르의 죽음과 성적 인종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힘의 전복은 관객들

에게 “정체성의 지형도에 대한 재개념화”(Dorrine K. Kondo 19)를 요구한다. 

황은 다의적 결말을 통해 관객의 고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흔들어 놓을 뿐 

그 어떤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가 원했던 것은 관객의 개입과 영역을 확장하

는 것이었다. 

황의 M. 나비는 연기자에게 도전하는 극이다. 연극의 무대 위에서 몸은 관

객들에게 드러나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자의 몸은 반드시 현존

해야 한다. 연극은 연기자의 몸과 공연행위가 결합되어 진행되며, 따라서 연극 

공연에는 이 둘 사이에 항상 긴장관계가 개입한다. 관객은 연기자가 공연 중 대

사를 까먹거나 소도구들을 넘어뜨리는 실수를 범해 공연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항상 의식한다. 따라서 연기자와 관객 양쪽 모두 공연 맥락을 벗

어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연기와 관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전적으로 함몰되지 못하며 관객은 연기자의 몸과 공연을 완

전히 합체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극은 객체화를 극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연극이라는 공연 매체의 핵심은 배우다. 연극에서 배우는 본래 자신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역할과 정체성을 연기한다. 그 역할과 정체성은 바로 극 텍스트가 

제공하는 역할과 정체성이며 배우는 이를 말로도 구축하지만 물리적 몸으로 전

달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하다. 따라서 연극에서 담론은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전까지의 연극과 달리 객체화 과정을 그저 다시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그 담론을 

아시아계 미국인 몸에 의식적으로 맞물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새

로운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 틀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몸을 무대 위에 올리면서

도 유형화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반박하며 재구축하고 있다. 

황의 M. 나비는 새로운 이상적 관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도전적이다. 종

래의 전통적 서구 사실주의 극이 관객에게 무대 밖 현실과 무대 위 허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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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명이 분리되며, 극장 안에서 관객들은 현실을 벗어나 허구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면, 황의 극은 관객을 불편하게 하고 자극함으로써 

관객들이 스스로의 상상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자의식을 부추긴다. 스

클룻(Robert Skloot)의 표현을 빌자면 “연극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적 환

상을 발견하고 벗겨내며 재구축할 것을, 동시에 전통적 문화와 젠더가 가정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 작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59) 연극이다. 

황이 관객에게 던지는 도발적 질문은 사실 단순하다. 관객들이 극과 거리를 

두고 빠져 나와야 하며, 이 극에서 재현되고 있는 인물들의 이미지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자각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편해하고 상상력을 동

원할 수 있는 관객들만이 극장 밖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문화적 이

항 대립적 가치체계의 허구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의도 때

문에 황은 극중극의 시점도 일관된 과거와 현재의 대비 수준을 뛰어 넘어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도록 배치한다. 실제로 그의 연극은 테두리극의 시점

인 현재에서 시작하여 극중극인 과거를 거쳐 마지막에 다시 현재로 빠져나오는 

식의 단순한 시간 배치를 거부한다. 황은 각 막마다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며, 각 막의 시작을 현재 시점에 할애한다. 그 이유는 관객들이 과거와 현

재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자각하고 동시에 무대 위와 무대 밖의 세계에 대해 

부단히 비교하기를 요구하려는 것이다. 몰론 중점은 현재에 있다.

V. 결론: 새로운 연극 틀의 개입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인인 황은 아시아 연극의 특성들을 극에 끌어들이면서도 

서구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은 극작가다. 황의 M. 나비는 미국이라는 서구 사

회의 운용 기제인 주체/객체, 자아/타자, 중심/변방, 남성/여성, 서양/동양이라는 

수많은 이항 대립적 분리 작업의 흉계와 허상을 담아내고 있다. 쉰의 표현을 빌

자면 “서구 남성성의 종언”(Shin 192)을 극화하고 있는 황은 당연히 미국의 브

로드웨이 관객 구성 상 다수의 서구 백인들과 그의 연극 특성상 아시아계 미국인 

관객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에게 다가설 수 있는 필수적인 컨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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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신의 텍스트 속에서 이용해야 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작업이야 말로 주류 

연극의 흐름에 비로소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이 그 모습

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황은 바로 이런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의 출구를 가장 잘 포착한 연극인이다. 

할(Stuart Hall)은 “디아스포라가 겪어야 했던 경험은 . . . 불가피한 이질성과 다

양성을 인식함으로써 규정되며, 정체성 개념은 차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차

이와 함께 그리고 차이를 통해, 그러니까 잡종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235 원문 

강조)이라고 지적한다. 황의 M. 나비는 바로 서구인들에게 익숙한 서사인 서

양 남성과 동양 여성의 사랑과 비극이라는 컨텍스트를 동양 연극과 서양 연극의 

형식을 통합하여 무대 위에 올린 극이라는 잡종성 때문에 브로드웨이 무대 위에

서 성공을 거둔 연극이다(필자 강조). 황의 말대로 “아시아 연극과 서구 연극을 

. . .  혼합한 형식”(Wenwei Du 23-4 재인용)이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은 1960, 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좀 더 넓은 범

위의 대안 문화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20세기를 거쳐 현재까

지 지속되고 있다. 애초부터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 논문의 서론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황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위상을 자민족 내부의 정

치적 위상관계보다 동·서양의 지적 전통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데 더 관심을 지닌 

디아스포라적 사유자”(7)라고 평가한 맥그래쓰의 견해는 보이지 않던 연극을 보

이도록 하려는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인들에 대한 포괄적 평가일 것이다.   

결국 새로운 틀을 들고 나온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은 주류 문화에 대한 문화

적 간섭의 한 형식일 것이다. 로우(Lisa Lowe)가 지적한 “이종성, 잡종성, 다층

성”(66)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문화에 대해 바로 아시아적 제의성이라는 이종적 

잡종성과 다양성을 이용해 미국 연극 영역에서 간섭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점만으로도 황의 연극 작업은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의 출구 전략으로 평가받

아야 한다. 보이지 않던 연극을 보이게 만든 전략이 백인들에게 이질적이어서 저

급하다고 매도되었던 아시아의 연극 특유의 소재와 극적 구조 채택이라는 점에

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아시아인이라는 점에서 송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남자라

는 점에서 갈리마르에게 공감한다”(David Leiwei Li, 156 재인용)는 황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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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이 걸치고 있는 전략이 얼마나 절묘한지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황을 

비롯한 일군의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인들의 활약으로 인해 1960년대부터 90년

대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변신을 거친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은 20세기를 마치

면서 “발전 기간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된 연극”(김 에스더 

213)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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