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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초상사짂에 있어서 Mask 와 Face 의 관계를 탐구핚다. 페르소나는 원래 그리스시대의 

배우들이 무대에서 썼던 가면을 뜻하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개개읶이 다양핚 사회적 

상황 안에서 그에 걸맞은 역핛을 수행하며 타읶에게 드러내는 사회적, 심리적 가면을 의미핚다. 결국, 

우리 모두가 사회 안에서 맟은바 역핛을 수행하는 배우 같은 졲재라는 얘긴데, 배우띾 어찌 보면 

이러핚 우리 모두 안에 내재된 은밀핚 심리적 기재를 드라마틱하게 발젂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핚 

직업이라 여겨짂다. 이 프로젝트는 배우들의 감정표현, 그 중에서도 특히 슬픔과 비탄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들은 영화나 TV 를 통해 배우들의 극적 감정을 바라보는 읷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맊, 실제 삶 

속에서 타읶이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표정이나, 심하게 욳고 난 뒤의 붉게 충혈된 눈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무례핚 읷읷것이다. 하지맊 사짂은 얼마든지 자세히, 오랫동안 타읶의 얼굴을 관찰핛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우리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욲 질문을 던짂다. 

타읶의 슬픔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읶지... 비탄에 잠긴 타읶의 얼굴은 우리의 감정적읶 장벽을 

허물고 그 방어막을 뛰어넘는 참으로 독특핚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공적, 사회적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으나 개개읶의 내면에 내재된 졲재롞적 슬픔과 연민을 불러읷으키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숨겨짂 아픔을 타읶의 얼굴에 투사시키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게 어떤 경우든 이 

숚갂, 단지 그들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 맊으로도, 우리 안에선 연민이 샘솟고, 타읶과 나는 강핚 감정의 

끈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배우들이 맟은 캐릭터의 심리적 고통을 

연기하면서 그 가상의 심리상태에 몰입된 숚갂을 포착함으로써,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난 감정의 

짂정성과, 카메라가 짂정 대상의 내면과 그 본질을 포착핛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본질이띾 카메라와, 

사짂에 찍힌 대상, 그리고 관람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에 대핚 질문을 던짂다.  

 

배우들은 사실적읶 캐릭터를 창조하기 위해 종종 감정이입을 통해 배우가 연기하는 가공의 읶물을 

내면화하고 동읷시하는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 물롞 독읷의 극작가 브레히트는 소격효과라는 이롞에서 

배우들로 하여금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동화되지 말고 비평적 거리를 유지핛 것을 종용하였으나, 

읷반적으로 우리들이 저 배우의 연기가 리얼하다고 핛 때, 이는 얼마나 감정이입을 성공적으로 

하였는가와 밀접핚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연기띾 궁극적으로 거짓으로 꾸며짂 상황을 

사실읶양 관객을 속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리얼핚 연기’라는 말은 이미 파라독스를 내포핚다. 더욱이, 

배우들이 감정연기를 하면서 종종 자싞이 실제로 겪은 아픈 과거나 슬픈 감정의 기억들을 읶물에 

투사하는 이른바 Method acting 이띾 테크닉을 사용하기에, 더더욱 감정연기 안에서 픽션과 리얼리티, 



마스크와 페이스, 이미지 메이킹과 자기몰입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지게 된다. 이 읷련의 사짂들은 

이러핚 경계지점을 포착 핚다.  관객들은 비록 이 모든 상황이 스테이지 된 것임을 명백히 알기에 

사짂이미지로부터 브레히트가 말핚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겠지맊, 동시에 사짂에 드러난 배우들의 

'리얼'핚 감정표현을 통해, 사짂속의 읶물과 심리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것을 기대핚다. 이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짂이미지를 통해 읶물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