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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 Jeongmin. “Breaking Up the Boundary of Stage: The Non-Representational Features in Krapp’s 
Last Tap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1 (2017): 105-124. Mimesis, the base principle 
of theatre since Aristotle, lost its ground in the age of modernism. Samuel Beckett, the best playwright 
in the twentieth century, tried to break existing theatre, subordinating representation system with Antonin 
Artaud and Luigi Pirandello. Throughout his writing life, Beckett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of 
non-representational theatre, rejecting realistic stage setting, conflicts among characters and logical plot. In 
particular, Krapp’s Last Tape was the last play that showed a leading character on the stage and was also 
located at the center of his change from representational play to non-representational play. Krapp’s Last 
Tape indicates various features defying the representational principle.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non-representational features of each dramatic element in Krapp’s Last Tape by first exploring the 
non-representational plot composed of the rhythm of movement and stillness. The article then analyzes the 
fragmented time and audiovisual images.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idea that Beckett’s 
non-representational play ironically represents the diversity of liv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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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극이 중심 역할을 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내려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의 정의는 연극이 인간의 실생활을 모방한 예술이며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이야

기는 인간의 경험임을 피력한다.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 장치 또한 우리 주

위의 공간을 모방하여 허구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리하여 모방은 곧 인간의 경

험을 근거로 하는 리얼리티의 재현을 의미한다. 연극에는 관객들의 눈앞에서 배

우에 의해 재현되는 특정한 인물과 상황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근대 이후 모

더니즘이 비재현과 추상을 향해 가는 예술적 흐름 속에서도 연극은 언제나 재현

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종속에서 자유를 얻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아르토

(Antonin Artaud)와 피란델로(Luigi Pirandello) 같은 작가들은 관객들로 하여

금 무대의 재현에 이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연극의 굳건한 재현의 토대를 벗어

나고자 했다. 이들과 맥을 같이하여, 베케트(Samuel Beckett) 역시 그의 전 극

작 세계를 통해 비재현적 연극의 가능성을 탐구했던 작가였다. 베케트는 사실적

인 무대 장치, 인물들 간의 갈등과 변화, 사건의 논리적 발전과 해결 등을 배격

한다. 이와 같은 베케트의 자세는 외부 세계에 대한 충실한 재현을 목표로 삼는 

사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확고히 자리 잡아 오던 모방론에 대한 거부이

기도 하다. 

  베케트의 연극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주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주로 인간존재, 부조리, 소외 등 철학적이며 형이상학

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언어, 놀이, 극 구조, 메타 연극 등, 극의 표현 

기법에 근거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베케

트의 연극을 연구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연극에 대한 그의 관점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베케트는 연극을 ‘모방’ 혹은 ‘재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연극이 연극임을 드러내 놓는다. 베케트의 연극은 극 자체에 대

한 극이자, 극 형식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베케트의 극에서의 재현의 문제, 

특히 그의 극의 비재현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베케트의 작품들을 제대로 설

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된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 

1952), 엔드게임(Endgame, 1957) 등의 초기 작품과 자장가(Rock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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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쿼드(Quad, 1982) 등의 후기 작품을 비교해 보면, 그의 극이 커다란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베케트는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도 아직은 어떤 인

물이나 어떤 상황을 재현하던 초기의 작품들과는 달리, 내가 아니야(Not I, 

1972)와 같은 후기의 작품들에서는 배우의 신체를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입만 부각시키는 등 연극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인물마저도 축소시키고 보다 

추상적이고 보다 압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박세원 2). 특히, 1958년에 집필된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Krapp’s Last Tape)1는 “베케트의 삶과 많은 전기적 

공통점을 가진 작품”(Lee, Su-kyung 108)으로 극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인

물이 무대에 등장하는 마지막 작품이며, 어느 정도 재현의 체계에 머무르던 기

존의 연극이 비재현의 연극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위치한 작품이다. 이 

작품 이후 베케트는 기존의 연극과는 전혀 다르게 재현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연극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과도기에 위치한 크랩에 드러나는 각각의 연극적 

요소들의 기능과 비재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 본격적으로 비재현을 향

해가는 베케트 연극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연극이 

변화하는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롯 자

체가 존재하지 않는 크랩의 형식적 특징을 알아보고, 파편화된 시간, 이미지의 

반복과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극의 비재현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2.1 비재현적 플롯: 배우 없애기

  일찍이 베케트는 예술적 재현 행위를 “표현할 대상이 없으며, 표현할 수단도 

없으며, 표현할 소재도 없으며, 표현할 능력도 없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다는 것을 표현해야 할 의무로 표현하는 것”(Disjecta 139)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작품세계의 방향은 크랩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난

  1 이하 크랩이라 줄여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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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극에서 플롯이 구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우의 행위를 중심에 두

고 갈등을 쌓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연극의 플롯은 배우에 의한 재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베케트는 인물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비재현을 향해가

는 연극의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 

  크랩은 베케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독특한 작품이다. 무대는 

사실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무대 한 가운데에 놓인 책상, 책상 앞에 위치한 

두 개의 서랍, 서랍의 열쇠구멍에 꽂혀있는 열쇠와 책상 위에 놓여있는 몇 개의 

책들, 커다란 사전과 녹음기, 그리고 녹음을 위한 마이크와 녹음된 릴들이 담겨

있는 상자는 어떤 인물의 서재를 연상시키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은 주변

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물로서 극을 재현적인 연극으로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연극의 진행은 관객의 기대를 빗나가며 계속해서 질문을 야기하고 연극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무대에는 주인공 크랩 외에 다

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매기의 독백(Magee Monologue)2이라는 원제에

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극은 오로지 독백으로만 이루어진다. 함께 갈등을 만들어

갈 상대역이 없는 독백의 무대에서 베케트는 어떻게 플롯을 구성하는가? 로울리

(Paul Lawley)가 크랩에서 “독백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크랩은 목소리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88)고 지적한대로 베케트는 작품에 목

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존재, 녹음기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녹

음기의 도입은 무대 위에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녹음기와 

크랩의 듀엣”(Brater 39)을 통해 베케트는 서로 다른 목소리 사이의 갈등을 쌓

아올리는데 성공한다. 맥도널드(Ronan McDonald) 역시 냉소적이고 환멸적인 

  2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는 베케트가 1957년 BBC 방송에서 몰로이(Molloy, 1984)의 발췌

구를 읽는 매기(Pat Magee)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프랑스로 돌아와 매기의 독백이라는 제목으

로 처음에 써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완성시킨 매기의 목소리를 위해 쓴 작품”(McMillan and 

Fehsenfeld 242)이다. 베케트는 매기의 음성에서 “자신의 마음을 듣는 목소리의 특징과 세상에 

대한 지침, 슬픔, 몰락, 회환의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듯한 독특하게 쉰 목소리의 특징”을 발견하

였다. 그리고 몇 달 후, 베케트는 “약간 특징적인 발음법과 목이 쉬어 색색거리는 죽어가는 목소

리를 가진 지친 노인”이라는 설명으로 크랩이라는 인물을 창조한다(.Knowlson, “Krapp’s Last 

Tape” 50).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곤타르스키(S. E. Gontarski)의 “크랩의 첫 테이프들: 베케트의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 원고 수정들”(“Crapp’s First Tapes: Beckett’s Manuscript Revisions 

of Krapp’s Last Tape.”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6: 61-68. 1977. Print.)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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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크랩과 희망찬 젊은 크랩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며 “언어와 태도에서의 

이러한 차이들이 무대에 갈등을 만들어낸다”(60)고 주장한다. 녹음기의 등장은 

갈등과 플롯이 구성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대 전반을 관

통하는 더 큰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연극이 더 이상 대사의 주체인 배우에게 의

존하지 않도록 한다. 켐벨(Julie Campbell)이 지적한 대로 크랩은 “강력한 대

조들 위에서 구성된다. 서로 다른 두 목소리, 과거와 현재, 젊음과 나이 듦, 움직

임과 정지, 그리고 희극과 연민 사이의 대조”(69) 등이 플롯의 토대가 되며 서로 

대조되는 것들이 서로간의 리듬을 통해 무대를 구성한다. 크랩은 배우의 행위

보다는 서로 다른 리듬에 의해 연극이 진행된다. 움직임을 최소화한 배우 때문

에 무대는 지극히 정적인 공간이 되며, 다른 박자로 진동하는 움직임과 정지의 

리듬이 이 정적인 공간에 다양한 변이를 가져오면서 극을 진행시킨다. 그리하여 

극은 빠름과 느림, 움직임과 정지의 관계로 구성되며, 플롯은 주도적인 인물에 

의해 짜여지기 보다 반복, 변주되는 운동과 정지에 의해 구성된다. 

  크랩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69살의 크랩은 책상에 앉아 매년 해 오던 그

의 생일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새로 녹음하는 

일이다. 의식을 위해 책상에 앉은 그는 과거에 녹음했던 테이프 중 하나를 골라

서 녹음기로 재생한다. 그가 선택한 39살의 기억 속에서 크랩은 어머니의 임종

을 지켜보고, 자신의 대작을 위한 영감을 얻었던 폭풍우 치던 밤의 기억을 회상

하며, 사랑하던 여인과 호숫가에서 뱃놀이하던 기억을 이야기한다. 과거의 기억

들을 들은 후 크랩은 새로운 녹음을 시도하지만, 결국 녹음하기를 포기하고 다

시 과거의 테이프를 재생하고, 39살의 크랩의 목소리가 무대에 울려 펴지며 연

극은 끝을 맺는다. 베케트의 연출노트를 살펴보면 그가 크랩을 구성할 때 움

직임과 정지의 리듬을 얼마나 정교하게 배치했는지 할 수 있다. 베케트는 “크
랩이 35분의 공연 시간 중 거의 정확하게 17분 15초의 정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McMillan and Fehsenfeld 261-62)고 말함으로써 움직임과 정지의 리듬

이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극이 시작되면 먼저 크

랩이 6분 동안 움직인다. 이 때 크랩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

는 등 놀이를 하고, 무대 뒤쪽으로 가서 상자들과 녹음기, 장부를 가지고 온다. 

이어서 6분간의 정지 상태 동안 크랩은 테이프를 재생하고, 움직임 없이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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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듣는다. 뒤이어서 짧은 4분 동안에는 움직임과 정지 상태

가 교차한다. 무대 뒤편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움직임과 “과부살이”(viduity) 

(18)3라는 단어를 듣는 동안의 정지 상태, 사전을 가지러 가는 짧은 움직임과 사

전을 찾는 잠깐의 움직임이 4분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어 다시 7분간의 정지 상

태 동안 무대는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가득 차고, 크랩은 움직이지 않고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9분 동안 크랩은 무대 뒤편으로 

가서 술을 한 번 더 마시고, 녹음을 위해 마이크를 가지고 와 새로운 테이프를 

녹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움직임은 다시 한 번 멈춘다. 크랩은 새로운 녹음을 

포기하고 과거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무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과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끝을 맺는다. 

  무대의 첫 장면은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 아닌, 무대 배치물들의 정지 

상태로 구성된다. 베케트는 확실한 부동성 속에서 극을 시작하기 위해 “10초간

의 완전한 정지 상태”(The Theatrical Notebooks 15)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

다. 정지 상태가 끝난 후 크랩은 시계를 보고, 바나나를 먹는 첫 번째 마임을 시

작한다. 하지만 이런 마임에서도 크랩은 때때로 움직임을 멈춤으로써 리듬을 교

차시킨다. 

그는 몸을 돌려 무대 가장 자리로 간다, 멈춰 선다, 바나나를 쓰다듬는다, 껍질을 

벗기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바나나의 끝을 입 안에 넣는다, 그리고 앞을 멍하니 바

라보며 멈춘 상태로 있다. . . . 두 번째 바나나를 꺼내고 그것을 바라보고, 서랍을 

잠근 후 열쇠들을 주머니에 넣는다, 돌아서서 무대 가장자리로 간다, 멈춰 선다, 

바나나를 쓰다듬는다, 껍질을 벗긴 후, 껍질을 구멍에 던진다. 바나나의 끝을 입안

에 넣고 앞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움직임을 멈춘다. 

 

He turns, advances to edge of stage, halts, strokes banana, peels it, drops 

skin at his feet, puts end of banana in his mouth and remains motionless, 

staring vacuously before him. . . . takes out a second large banana, peers 

at it, locks drawer, puts back keys in his pocket, turns, advances to edge 

of stage, halts, strokes banana, peels it, tosses skin into pit, puts end of 

  3 Beckett, Samuel. Krapp’s Last Tape and Other Dramatic Pieces. New York: Grove, 

1969. Print. 이후 본문 인용은 페이지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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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in his mouth and remains motionless, staring vacuously before him. 

(10-11)   

  

크랩은 계속해서 움직임과 정지를 반복하며 녹음기를 통해 과거에 녹음한 기록

들을 듣고, 새로운 녹음을 할 준비를 마친다. 무대 뒤쪽의 창고로 가는 몇 번의 

움직임을 제외하면 배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녹음기를 통해 과거가 재

생되는 동안 “테이프에 몸을 기울이고. . . 앞 쪽으로 기대어 팔꿈치를 책상에 대

고 손을 컵 모양으로 귓가에 모아 기계를 향한 채 얼굴은 앞을 향해 있는 자

세”(bends over machine. . . leaning forward, elbows on table, hand 

cupping ear towards machine, face front.)(13)가 크랩이 가장 오랜 시간동안 

취하는 자세이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녹음을 들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녹음

을 듣지 않을 때는 움직이는 공식이 서로 교차되면서 극을 구성한다. 극은 마지

막에 “크랩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앞쪽을 응시하고, 테이프가 침묵 속에 돌아

가”(Krapp motionless staring before him. The tape runs on in silence.) 

(28)는 상황에서 다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정지 상태로 마무리된다. 이

와 같이 크랩은 시작과 끝에 정지 상태를 두고 그 사이를 계속해서 움직임과 

정지의 리듬으로 채워간다. 그리고 각각의 움직임과 정지는 거의 동등한 분량으

로 구성된다. 

  배우가 움직임과 정지를 반복하는 가운데, 녹음기를 통해 재생되는 목소리도 

움직임과 정지의 두 가지 리듬을 만들어낸다. 녹음기의 재생은 소리의 차원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움직임의 리듬과, 과거에 기록된 침묵이 흘러나오거

나 크랩의 기계 조작에 의해서 소리가 중단되는 정지의 리듬으로 새롭게 구성된

다. 즉, 과거 목소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순간은 움직임의 리듬을, 이야기가 중

단되는 순간은 정지의 리듬을 구성하며, 특히 녹음기에 녹음된 수많은 정지

(pause)들은 정지의 리듬을 더욱 부각시킨다. 베케트는 녹음된 목소리에 48번에 

걸쳐 정지의 순간을 집어넣었다. 이러한 정지는 연속되는 소리의 움직임들 중간

에 놓이는 움직임의 부가물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리듬으로 

무대 위에 부각된다. 전통적인 연극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순간에 관객들이 배우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소리 차원의 정지 상태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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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배우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는 소리의 중지 상태

가 그 자체로 하나의 효과로서 관객들에게 다가온다. 

  녹음기에서 재생되는 목소리는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재생되는 서론적인 이야기와 과거에 녹음된 테이프를 들

었다는 내용, 어머니의 임종을 기록한 내용, 크랩에게 대작을 위한 비전을 제공

했던 폭풍우 치던 밤의 내용,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과의 뱃놀이를 기록한 내용

이 그것이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크랩이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 긴 침묵

이나 테이프를 빠르게 앞뒤로 감아버리는 기계 조작에 의한 정지에 의해 분열된

다. 즉, 베케트는 여러 형태로 중첩되는 움직임과 정지를 통해 철저히 인물 중심

의 재현적 무대를 배제하고 있다. 무대에 보이는 69살의 크랩의 삶은 배우의 움

직임과 정지의 교차로 구성되며, 녹음기를 통해 재생되는 39살의 크랩의 삶과 

45개의 릴들 속에 나누어 담겨있는 45개의 크랩의 삶들은 목소리의 움직임과 

정지의 리듬으로 구성된다. 명백히 눈에 보이는 한 인물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물과 떨어져 나타나는 이러한 파편화된 삶의 모습들은 베케트가 그

의 작품 전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크랩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재생되는 사랑하는 여인과의 뱃놀이 장면은 

움직임과 정지로 구성되는 삶의 모습을 서정적인 방법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구즈베리,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것이 희망 없는 일이며,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다시 말했고, 그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동의했다. (정지.) 나는 그녀에

게 나를 보라고 요구했고, 잠시 후에—(정지.)—잠시 후에 그녀가 바라봤다. 하지

만, 햇빛 때문에 눈을 단지 가늘게 떴을 뿐이었다. 나는 몸을 구부려 두 눈을 그림

자로 덮었고, 그것들이 열렸다. (정지. 낮게) 들어가게 해줘. (정지.) 우리는 붓꽃 

더미 사이로 떠내려 들어갔고 갇혔다. 그것들이 떠내려가던 길, 휴, 줄기 앞에! (정

지.) 나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손을 그녀에게 올린 채 그녀 쪽으로 누웠다. 

우리는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러나 우리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

였으며 우리를 옮겨갔다, 부드럽게, 위 아래로, 양 옆으로.

   

—gooseberries, she said. I said again I thought it was hopeless and no 

good going on, and she agreed, without opening her eyes. (Pause.) I asked 

her to look at me and after a few moments—(Pause)—after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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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s she did, but the eyes just slits, because of the glare. I bent over 

her to get them in the shadow and they opened. (Pause. Low.) Let me in. 

(Pause.) We drifted in among the flags and stuck. They way they went 

down, sighing, before the stem! (Pause.) I lay down across her with my 

face in her breasts and my hand on her. We lay there without moving. But 

under us all moved, and moved us, gently, up and down, and from side to 

side. (27)

바로 앞부분의 폭풍우 치듯 몰아치는 목소리에 뒤이어 나오는 서정적이고 부드

러운 목소리는 빠름과 느림의 언어의 속도를 통해 두 장면의 리듬의 차이를 분

명하게 드러내 준다. 이 장면에서 움직임과 정지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는

데, 강물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배의 움직임과, 붓꽃 더미에 걸려 멈추는 정지, 

바닥에 겹쳐 누워있는 두 사람의 정지된 모습과 그 둘을 감싸는 모든 것의 움직

임은 그 동안 교차되어 일어났던 리듬이 동시에 중첩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뱃놀이 장면은 연극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후로 무

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크랩은 듣는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을 뿐이

며, 테이프는 침묵만을 재생한다. 크랩은 분명 한 인물의 모습에서 시작되었지

만, 그 인물은 움직임과 정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교차되는 

빠름과 느림의 움직임, 움직임과 정지의 리듬을 생성하면서 재현의 무대이기를 

그치고 비재현적인 연극의 무대를 구성한다. 

2.2 조각난 시간들 

  베케트는 크랩에서 배우를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장치들을 사용한다. 베케

트가 비재현의 연극을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크랩의 시

간성이다. 연극의 무대는 항상 현재만을 보여준다. 과거는 무대에 직접 드러나기

보다는 배우의 행동을 통해 추측되거나 배우의 대사를 통해 전달된다. 인물에게 

시간은 언제나 선형적이며 직선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 하지만 

베케트가 크랩에서 도입한 혁신적인 소품인, 녹음기는 무대를 선형적 시간에

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해준다. 녹음기의 발명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르는 선형적 시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간들을 각각의 시간의 조각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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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크랩은 녹음기를 통해 서로 다른 시

간의 조각들을 재생해 낸다. 박스에 담겨 있는 릴들은 각기 다른 시간들을 기록

하고 있다. 

(그는 탁자 위로 몸을 숙이고 박스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찔러보기 시작한다.) 상자 

. . . 3 . . . 3 . . . 4 . . . 2 . . . (놀라며) 9! 좋아! . . . 7 . . . 아! 요 말썽꾸러기! 

(그는 상자를 꺼내 자세히 살펴본다.) 상자 3. (그는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열어서 안의 스풀들을 살펴본다.) 스풀 . . . (그는 장부를 살펴본다.) . . . 5 . . . 

(그는 스풀들을 살펴본다) . . . 5 . . . 5 . . . 아! 이 작은 악당! (그는 스풀을 꺼내

고, 자세히 살펴본다.) 스풀 5. 

 

(He bends over table, starts peering and poking at the boxes.) Box . . . 

thrree . . . thrree . . . four . . . two . . . (with surprise) nine! good God! 

. . . seven . . . ah! the little rascal! (He takes up box, peers at it.) Box 

thrree. (He lays it on table, opens it and peers at spools inside.) Spool . . 

. (he peers at ledger) . . . five . . . (he peers at spools) . . . five . . . five 

. . . ah! the little scoundrel! (he takes out a spool, peers at it.) spool five. 

(12)

하나의 스풀들은 각각 1년의 크랩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9개의 박스 안

에 각각 5개의 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45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시간들은 녹음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며, 때로는 크랩의 의

도에 따라 편집까지 가능한 테이프에 저장됨으로써 선형적인 시간과 분리된 하

나하나의 조각들이 된다. 이런 조각들은 배치되는 순서에 따라 시간의 순서가 

뒤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녹음기를 통해 39세의 크랩과 이를 듣고 있는 69세의 

크랩이 공연 시점에 동시에 현존할 수 있게 되고, 녹음기가 39세의 크랩의 시간

을 재생함으로써 30년의 간격을 넘어 두 시간이 중첩된다. 이렇게 겹쳐진 두 시

간은 서로 나란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이프가 재생하는 동안 크랩이 움

직임을 멈춤으로써 무대에 현존하는 69세의 크랩을 약화시키고 테이프에서 재

생되는 39세의 크랩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힘 있고 명확한’ 목소리로 “오늘

은 39살”(Thirty-nine today)(14)이라고 말하는 젊은 크랩은 ‘쇠약하고 쉰 목

소리’의 현재의 크랩을 무력화하고 무대를 39세의 시간으로 가득 채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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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의 시간조차도 지속되지 않는다.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크랩의 목소

리는 다시 “최소한 10년, 혹은 12년 전”(it must be at least ten or twelve 

years ago.)(16)의 시간으로 이동한다. 무대는 이제 27살, 혹은 29살의 크랩의 

시간으로 건너뛴다. 시간의 조각들의 배치에 따라 시간의 순서가 계속해서 요동

치고 서로 다른 시간의 대조가 새롭게 무대를 구성한다. 

기술적 변화는 뛰어난 수완이었다. 하나의 테이프는 하나의 시간 영역과 하나의 

성격 수준 이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베케트는 자신의 주인공을 동시에 다른 세 단

계의 모습, 즉 삼중의 공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 . . 더 나아가, 베케트는 동시에 

크랩의 세 단계를 재현함으로써 현재 자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자아의 무능

이라는 극 중심 주제의 극화를 한층 강화하였다. 69세의 크랩은 39세의 크랩을 비

웃고 39세의 크랩은 순서대로 더 어린 크랩을 비웃는다. 크랩은 각 단계에서 현재

의 바보가 아닌 과거의 바보를 본다. 

  

The technical change was a brilliant stroke; a single tape then could 

capture more than one block of time, more than one level of character. 

Beckett could present his protagonist at three different stages 

simultaneously, a sort of triple spatial pattern. . . . Moreover, presenting 

three stages of Krapp simultaneously, Beckett intensified the 

dramatization of a central theme: the inability of the self to perceive itself 

accurately in the present. Krapp-69 sneers at Krapp-39 who in turn 

laughs at young Krapp. At each stage Krapp sees the fool he was, not the 

fool he is. (Gontarski, 64)

하지만 녹음기에 의한 새로운 시간의 구성은 자신의 목소리에 때때로 반응하며 

테이프를 조작하는 69세의 크랩에 의해 중단된다. 

목소리! 세상에나! 그리고 포부들! (짧은 웃음에 크랩이 함께 웃는다.) 그리고 결심

들! (짧은 웃음에 크랩이 함께 웃는다.) 특히 술 덜 먹기. (크랩 혼자 짧게 웃는다.)

The Voice! Jesus! And the aspirations! (Brief laugh in which Krapp joins.) 

And the resolutions! (Brief laugh in which Krapp joins.) To drink less, in 

particular. (Brief laugh of Krapp alon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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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테이프를 정지시키고, 목소리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보이며, 기계를 조

작해 테이프를 앞뒤로 이동시키는 69세의 크랩의 존재는, 혼란스럽게 섞이는 시

간의 조각들 속에서도 아직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를 주장한다. 과거의 자신을 

대면하는 현재의 크랩은 항상 조소적이고 부정적이며 그 모습이 자신이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39세의 크랩은 20대 후반의 자신에 대해 “내가 그렇게 

유치한 꼬마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Hard to believe I was ever that 

young whelp.)(16) 또는 “그가 말한 젊음이라는 것을 비웃으며 젊음이 끝난 것

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Sneers at what he calls his youth and thanks to 

God that it’s over.)(17)라고 말하고 있으며 69세의 크랩은 39세의 자신에 대

해 이렇게 말한다. 

방금 삼십년 전의 멍청이 바보였던 나를 들어보았는데 내가 그렇게 형편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찌됐든 모든 것이 지나버려 고마울 뿐이다. 

Just been listening to that stupid bastard I took myself for thirty years 

ago, hard to believe I was ever as bad as that. Thank God that’s all done 

with anyway. (24)

하지만 크랩은 녹음기에서 재생되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장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과거의 시간 조각들을 통제하고 소

유할 능력이 없음을 보인다. 릴들에 녹음된 목록을 기록한 장부를 읽는 장면은 

이러한 크랩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아! (그는 장부를 들여다보고, 주석에 있는 목록들을 읽는다.) 마침내 어머니가 돌

아가시다. . . . 흠 . . . 검은 공 . . . (머리를 들고 앞을 멍하니 바라본다. 혼란에 

빠진다.) 검은 공? . . . (그는 다시 장부를 보고, 읽는다.) 검은 유모 . . . (그는 머

리를 들고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장부를 보고, 읽는다.) 약간의 창자 상태 향상 . 

. . 흠 . . . 기억할만한 . . . 뭐? (그는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 춘분, 기억할만한 

춘분. (고개를 들고 앞쪽을 멍하니 바라본다. 혼란에 빠진다.) 기억할만한 춘분?  . 

. . (정지.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장부를 바라보고 읽는다.) 안녕—(페이지를 넘긴

다.)—사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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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He peers at ledger, reads entry at foot of page.) Mother at rest at 

last . . . Hm . . . The black ball . . . (He raises his head, stares blankly 

front. Puzzled.) Black ball? . . . (He peers again at ledger, reads.) The 

dark nurse . . . (He raises his head, broods, peers again at ledger, reads.) 

Slight improvement in bowel condition . . . Hm . . . Memorable . . . what? 

(He peers closer.) Equinox, memorable equinox. (He raises his head, 

stares blankly front. Puzzled.) Memorable equinox? . . . (Pause. He shrugs 

his shoulders, peers again at ledger, reads.) Farewell to—(he turns the 

page)—love. (13)

장부에 기록된 기억들은 크랩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녹음기에서 재생되는 기억들은 크랩이 자신의 삶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개봉되어야 할 내용을 품고 있는 기호로서 다

가온다. 결국 녹음기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출몰하여 69세의 크랩을 집어삼키고 

새로운 테이프를 꺼내 현재를 녹음하고자 하던 크랩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 찍찍거리는 소리조차도. 지금이 몇 년도지? 신 되새김질 

거리와 쇠로 된 의자 뿐. . . (긴 정지. 그는 갑자기 기계 위로 몸을 기울이고 스위

치를 끈다, 테이프를 확 빼서 던져버린다. 다른 테이프를 기계에 넣고 그가 원하는 

부분을 향해 감는다, 스위치를 켜고 정면을 바라보며 듣는다). 

Nothing to say, not a squeak. What’s a year now? The sour cud and the 

iron stool. . . Long pause. He suddenly bends over machine, switches off, 

wrenches off tape, throws it away, puts on the other, winds it forward to 

the passage he wants, switches on, listens staring front. (27)

테이프를 녹음하려던 그는 현재는 더 이상 녹음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전

에 만들었던 시간의 조각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크랩은 새로운 현재를 녹음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이

전의 테이프 듣기를 선택한다. 크랩은 자신이 현재라고 믿고 있는 시간이 사실

은 뒤죽박죽 섞인 과거들의 되풀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대는 39세

의 크랩의 목소리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크랩은 무대가 시작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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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동일한 자세를 취하지만, 연극의 시간은 69세의 크랩의 시간이 아닌, 39

세의 크랩의 시간으로 완전히 변화한다. 45개의 릴들에 나눠져 담긴 45개의 시

간의 조각들은 무대의 시간위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어 재생되는 순서에 따라 각

기 다른 순서로 현실화되며, 그 순간 무대의 시간은 사라진다. 맨 처음 녹음기를 

듣던 크랩은 책상 위에 놓인 상자가 자신의 자세를 방해하자 바닥으로 난폭하게 

내동댕이치면서 과거가 담긴 릴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는데, 이 때 베케트는 장

부와 상자들을 “책상과 창고 사이의 길 위로 쓸어버리도록”(The Theatrical 

Notebooks 61) 지시했다. 결국 크랩은 창고로 물건을 가지러 갈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릴들, 즉 자신의 과거들을 짓밟고 가게 된다. 이는 크랩과 과거와의 단절

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무대 장치이다. 따라서 릴들은 크랩이라는 인물의 

삶에 속한 선형적 시간들이 아니라 서로 조합되고 뒤 바뀔 수 있는 삶의 다양한 

파편들로 변화한다.  

2.3 시청각적 이미지

  크랩의 언어는 보통 연극의 언어와는 다른 쓰임을 보인다. 언어는 주체의 

의미를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렇듯 의미에 기반을 둔 

언어는 재현의 도구가 된다. 하지만 크랩은 일반적으로 다른 배우가 맡아야 

하는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

서 크랩과 기계 사이의 소통은 의미의 주고받음이 아닌 소리 그 자체의 주고받

음으로 이어지면서 언어의 재현적 측면이 아닌 소리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또한 

이 소리는 다양한 속도와 리듬의 변주를 통해 무대에 풍부한 음악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크랩은 언어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진동하

는 소리를 느끼고 즐긴다. 

아! (그는 장부위로 몸을 숙이고 페이지를 넘겨 원하는 목록을 찾는다. 읽는다) 상자 

. . . 3 . . . 스풀 . . . 5. (고개를 들어 앞쪽을 바라본다. 기뻐한다.) 스풀! (정지) 스

푸우우울!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 . . 스풀 5 . . .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는다.  

3번 상자를 닫고 그것을 다른 것들 쪽으로 밀어놓는다. 스풀을 꺼내든다.)

상자 3, 스풀 5. (그는 기계 쪽으로 몸을 숙인다. 고개를 든다. 즐거워한다.) 스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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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울!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몸을 구부리고 스풀을 기계에 건다. 손을 문지른다.)

Ah! (He bends over ledger, turns the pages, finds the entry he wants, 

reads.) Box . . . thrree . . . spool . . . five. (He raises his head and stares 

front. With relish.) Spool! (Pause.) Spooool! (Happy smile). . . Spool five. 

(He lays it on table, closes box three,  puts it back with the others, takes 

up the spool.) Box thrree, spool five. (He bends over the machine, looks 

up. With relish.) Spooool! (Happy smile. He bends, loads spool on 

machine, rubs his hands.) (12-3)

크랩이 자신의 지나간 과거가 담긴 스풀을 통해 가장 만족해하는 순간은 스풀이

라는 단어 자체를 발음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리의 떨림을 느끼는 순간이다. 크랩

은 언어를 의미로서가 아니라 소리로서 즐기며 이러한 모습은 무대 전반으로 확

대된다. 무대에서 의미와 연관되는 모든 소품들은 동시에 소리와 연관되는 것으

로 변한다. 크랩은 언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가장 권위 있는 토대가 되는 “어

마어마한 크기의 사전”(an enormous dictionary)(18)을 탁자 위에 시끄럽게 내

려놓으면서 소리를 증폭시킨다. 크랩의 언어는 기표와 기의의 작용에서 벗어

나 더욱 강도 높은 청각적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 크랩이 폭풍우 치는 부둣가에 

있는 장면은 이러한 이미지의 생성을 극적으로 잘 드러낸다. 

영적으로 극심하게 침울하고 궁핍한 해였다. 그 해 3월의 기억할 만한 밤이 되기 

전까지는, 부두의 끝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때 갑자

기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마침내 영감이. 이 기억이 내가 오늘 저녁 주로 녹음하

고자 하는 내용이다. . . . (주저한다) . . . 그것을 타오르게 하는 불꽃을 위해.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 내 모든 삶 동안 가져왔던 믿음, 즉—(크랩이 참지 못하고 

스위치를 끈다. 테이프를 앞으로 감고 스위치를 다시 켠다)—등대의 빛 속에서 거

품이 화강암 바위에 부딪혔고 풍속계가 프로펠러처럼 돌아갔다. 마침내 그것이 나

에게 분명해졌다. 내가 평생 억누르려고 노력했던 이 어두움이 사실 나의 가장—

(크랩이 저주하며 스위치를 끈다, 테이프를 앞으로 감고, 스위치를 다시 켠다)—이

해의 빛과 불꽃과 함께 폭풍과 밤이 해소될 때까지 부서질 수 없는 결합이—(크랩

이 더 크게 저주한다, 스위치를 끄고, 테이프를 앞으로 감고, 다시 켠다)

 

Spiritually a year of profound gloom and indigence until that mem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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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in March, at the end of the jetty, in the howling wind, never to be 

forgotten, when suddenly I saw the whole thing. The vision, at last. This 

I fancy is what I have chiefly to record this evening, . . . (hesitates) . . . 

for the fire that set it alight. What I suddenly saw then was this, that the 

belief I had been going on all my life, namely— (Krapp switches off 

impatiently, winds tape forward, switches on again)—great granite rocks 

the foam flying up in the light of the lighthouse and the wind-gauge 

spinning like a propellor, clear to me at last that the dart I have always 

struggled to keep under is in reality my most—(Krapp curses, switches 

off, winds tape forward, switches on again)—-unshatterable association 

until my dissolution of storm and night with the light of the understanding 

and the fire—(Krapp curse louder, switches off, winds tape forward, 

switches on again) (20-1)

이 장면을 녹음할 때 베케트는 배우에게 아주 열정적이고 빠른 목소리로 녹음하

기를 요구하면서 “목소리의 크기와 템포의 증가 속에서 배우의 목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몰아치도록”(Theatre Workbook 1 131) 했

다. 또한 짧은 지문동안 세 번이나 테이프를 중단시키고 앞으로 감아버리는 크

랩의 방해로 인해 이 대사는 어떤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다. 반복해서 들리는 마

찰음과 폐쇄음의 거친 소리들은 의미의 차원을 떠난 소리의 차원에서 무대를 폭

풍우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어서 크랩은 테이프를 빠르게 앞으로 감아 거칠게 몰아치는 부둣가 장면에 

이어 사랑하던 연인과의 뱃놀이 장면을 재생시킨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느리

고 서정적인 뱃놀이 장면의 언어는 바로 앞부분의 거친 템포와 선명한 대조를 

보이며 무대를 더욱 조용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크랩의 무대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69세 크랩의 낮게 깔리는 독특한 억양의 목소리

와, 39세의 크랩의 보다 높고 거만함이 섞여 있는 말투가 무대 위에 상호 교차

되며 연주된다. 크랩에서 다양한 소리는 서로 간에 관계하면서 음악적 무대를 

만들어 내며, 다양한 템포의 리듬들은 연극을 빠름과 느림의 무대로 구성해간다. 

  언어를 통한 풍부한 청각적 이미지의 생성에 이어 무대 위의 여러 소품들은 

또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무대를 관통하는 시각적 이미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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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흑과 백의 이미지, 빛과 어두움의 이미지이다. 연극이 시작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강한 하얀색 조명이 책상과 그 주변만을 비추고 있다. 무대는 처음부터 

어둠과 흰 조명이 대비되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시작된다. 크랩의 복장과 

무대 소품 역시 흰색과 검은색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크랩의 복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에게는 너무 짧은 색 바랜 검은 좁은 바지, 넉넉한 네 개의 주머니가 있는 소매 

없는 색 바랜 검은 조끼, 무거운 은색 시계와 체인, 목이 열려 있는 깃 없는 때 묻은 

흰색 셔츠, 최소 10호는 되는 매우 좁고 뾰족한 놀라울 정도로 더러운 흰색 부츠.

Rusty black narrow trousers too short for him. Rusty black sleeveless 

waistcoat, four capacious pockets. Heavy silver watch and chain. Grimy 

white shirt open at neck, no collar. Surprising pair of dirty white boots, 

size ten at least, very narrow and pointed. (9)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오직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되는 옷을 입고 있는 크랩

의 복장과 함께 연극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품들 역시 극명한 흑과 백의 이미지

를 만들어낸다. 크랩이 읽는 장부는 크고 낡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며 9개의 

상자들은 검은색 리본이 달린 은색 주석으로, 사전은 밝은 빛깔의 가죽으로, 시

계와 체인은 은색으로, 봉투는 검은 글씨가 쓰인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대

는 오직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그 중간인 회색의 소품만을 사용하여 빛과 어두

움, 흑과 백의 대조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소품과 조명뿐만 아니라 녹음기를 통해 재생되는 목소리도 크랩의 삶을 지배

해 온 빛과 어둠의 대조를 잘 보여준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흑과 백의 대조되는 

이미지를 생산한다. 27세, 혹은 29세의 크랩은 케다(Kedar) 거리에서 비앙카

(BIanca)와 동거했다고 말한다. ‘비앙카’는 이탈리아어로 ‘흰색’을 뜻하며, ‘케다’

는 어둠(darke)의 철자를 뒤바꾼 것이다. 녹음기의 목소리는 비앙카와 케다 거

리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인물로서의 비앙카와 

공간으로서의 케다 거리가 아닌 단지 흰색과 검은색의 두 이미지가 부각될 뿐이

다. 여기서 크랩과 비앙카 등의 인물들은 인물로서 인지되기보다 빛과 어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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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로 변화한다. 크랩이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며 강둑에 앉아 있는 장면

(19-20)은 빛과 어둠에 대한 더욱 풍성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하얀 옷, 하얀 개 

아이들, 유모차 등은 빛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며 검은 미인, 검은 공, 어머니의 

죽음과 노인들, 검은 장례차 등은 두드러지는 어둠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하지

만 베케트가 연출노트에서 이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명확하게 상반된 요소들이 

하나로 화합하는 것”(Knowlson, Light and Darkness 24 재인용)이라고 말한 

대로 이 장면에서 두 이미지는 합쳐진다. 검은 미인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며, 

검은 공은 하얀 개에게 던져지고, 크랩은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본다. 또한 유모차는 검은 장례차처럼 보인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풍부

한 이 장면에서 연극을 관통하는 상반된 두 이미지는 서로 융합된다. 

  녹음기에서 재생되는 이야기들, 무대 소품, 조명 등은 각기 고유한 극적 기능

을 가지기를 멈추고 모두 이미지를 생산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한다. 하지

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은 한가지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무대는 재현을 향해 가기를 그치고 계속해서 섞이고 변동하는 강력한 이미지들

로 구현되어 한 방향으로는 풍부한 청각적 이미지의 음악의 무대로, 다른 방향

으로는 대비되는 색채로 구성된 시각적 이미지의 회화를 향해 나아간다. 

  

III. 결 론

  ‘표현할 것이 없지만 표현해야만 하는 의무감’이란 작가적 딜레마를 안고 있던 

베케트에게 사실주의극의 ‘있는 그대로’란 재현 원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

다. 그리하여 베케트는 리얼리티에 대한 충실한 재현 혹은 모방으로서의 연극이 

아니라 공연으로서의 연극 그 자체에 대한 반영, 즉 비재현적인 연극을 추구하

였다. 비재현적인 연극이 중요한 이유는 그 무대가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삶의 

다양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크랩의 여러 요소들은 함께 섞이고 관계 맺으며 

연극을 재현의 무대가 아닌 비재현의 무대로 구성해간다. 플롯은 배우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빠름과 느림, 움직임과 정지의 리듬에 의해 구성되며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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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변

화하는 시각적, 청각적 움직임이 무대를 채운다. 녹음기를 통해 다양한 파편들로 

생산되는 다양한 크랩의 테이프들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르는 시간에서 벗

어나 오직 서로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시간의 조각들이다. 무대의 시간

은 오직 그러한 조각들을 생산하고 재생하는 텅 빈 시간으로 기능할 뿐이다. 언

어는 더 이상 대화의 수단, 의미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소리들을 

만들어 내는 악기가 되어 다양한 템포와 리듬을 펼쳐낸다. 배우의 연기는 행위

의 재현이 아니라 청각적 음표들을 재생하는 악기가 된다. 무대의 조명과 여러 

가지 소품들은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흑백의 대조되는 이미지 속에서 

연극을 한 폭의 회화로 구성한다. 크랩은 연극이라는 장르가 비재현을 향해 

감으로써 재현의 틀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작용하는 힘들

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후 베케트의 연극 세계가 더욱 비재현을 향해 

가고, 더 깊은 추상을 향해 갔다는 사실은, 크랩을 통해 베케트가 자신의 딜레

마를 해결할 가능성의 실마리를 발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시도 속에서 베케

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체되고 고정된 형상이 아닌, 관계하는 힘들 속에

서 드러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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