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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선에 대하여:

제키 시블리스 드루리(Jackie Sibblies Drury)의

『페어뷰』(Fairview)를 중심으로.

곽진아

(강원대학교)

Ⅰ. 들어가며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백인 경찰에게 목을 압

박당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전 미국 사회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 영상은 인터넷

상에 공개되며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시위와 폭동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으

며 미국 사회 내 소수 인종의 관계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게 하였다. 특히 관객의 인

식적 변화를 주도하는 연극계에서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종적 편견의 반복적

연결고리를 끊고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돋보였다. 26년간 수백 편의 극

을 리뷰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벤 브랜틀리(Ben Brantly)는 미국 브로드웨이

극장에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현 사회의 이슈들이 연극과 어

우러져 생성해내는 시너지는 관객의 변화를 도출해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피력했

다. 브랜틀리는 “우리가 제키 시블리스 드루리 『페어뷰』1), 제레미 오 해리스 『노예연

극』, 브랜든 제이콥스 젠킨스 『옥토룬』, 엘리시아 해리스 『내려올 때 올려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흑인 작가들의 새로운 연극들에서 그것을 다시 보고 있다” (We’re seeing that

again now in new works from Black playwrights like Jackie Sibblies Drury (Fairview),

Jeremy O. Harris (Slave P lay), Branden Jacobs-Jenkins (An Octoroon), Aleshea Harris

(What to Send Up When It Goes Down)고 언급하며, 흑인 4세대 작가들이 관객들에게 시

사하는 공통된 지점에 주목한다. 2020년에 발행된 ”미국연극“(American Theatre)의 저널에

서도 ”우리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합니다“(WE’RE GOING TO NEED A BIGGER TABLE)

라는 기사와 함께 활발하게 극작 활동을 하는 13명의 신생작가를 소개했다. 제럴드 피어스

(Jerald Pierce)는 그 중에서도 드루리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미국을 강타하는 흑인

작가들의 새로운 물결이 있다”(There’s a new wave of Black playwrights sweeping the

nation, 22)는 점에 주시한다.

드루리는 오프브로드웨이의 관객뿐 아니라 언론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는 작품으로 주목

받으며, 현재 촉망받는 흑인 4세대 작가라는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그녀의 작품들은

“연극적인 거울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의도된 도구이다”(theatrical mirrors are

tools intended to reflect life as it is, 75)는 사실을 가장 영리한 방식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극장은 관객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 윤리적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다. 드수아자 케

런(D'Souza Karen)은 전통적인 연극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 기저 속에 담긴 메시지를 강렬

하게 전달하는 극작 방식에 대해 “드루리는 전통을 망치로 부숴버린다(Drury smashes

convention with a hammer, 4)고 설명하며, 그녀의 작품이 지닌 독특한 구성미학에 주목한

1) 1) 2018년도 초연된『페어뷰』(Fairview)는 소호 래퍼토리극장(So-ho Rep)과 버클리 레퍼토리

(Berkeley Rep), 영국의 영 빅(Young Vic)극장에서 공연하며 주목을 받았고 2019년 퓰리처

(Pulitzer)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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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어뷰』는 미국의 흑인 중산층의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흑인성에 국한하지 않고

다변하는 시대 속 내재하고 있는 차별적 편견과 전형적인 인종적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잘

못된 시선을 지적한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종적 논란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극은 흑인/백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더 확장되어 인종적 사고와 편견

어린 현 상황을 반영한다. 『페어뷰』는 미국 내 뿌리박힌 백인의 시선(gaze) 속 중산층 흑

인가정을 전경화시키며, 그 이면 너머 소수 인종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을 화두에 두고 작품

세계를 확장시킨다. 본고에서는『페어뷰』안에 드러난 흑인가정을 통해 미국의 고질적인 인

종적 편견의 실재를 직면하고 이를 유도하는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관객에게 새로운

기준과 책임감을 통찰시키도록 윤리의 공간을 제시하는 드루리의 작품을 탐구하고자 한다.

Ⅱ.

『페어뷰』는 과장되고 코믹하게 타자화 된 흑인 중산층 프레이저(Fraiser) 가족을 중심으

로 백인들의 관음적 향락을 지적한다. 드루리는 주류 연극계가 다양성의 문학을 인정하기보

다는 흑인 문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과 여전히 정체되어있는 인종적 편견에 대해 강력

히 비난한다. 드루리는 올바른 인종적 사고와 시선의 당위성을 요구하며 『페어뷰』를 선보

였고 “이 작품은 연극 관객들에게 그들이 극장에 가져온 다양한 배경과 추측들이 어떻게 내

부로부터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전한

다”(It(Fairview) challenges playgoers to think about how the different backgrounds and

assumptions they bring to the theater may produce vastly different results once inside)

고 밝히고 있다. 백인이 주류인 연극계에서 흑인문학은 여전히 흑인성을 강조하며 그마저도

백인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고 편협한 시선 속에 부당하게 그려져 왔다. 드루리의 극은 단

순히 인종에 관한 편협한 시선과 미국의 실재를 직면하기 위함을 목적에 두기보다 극장은

새로운 시선과 정의를 제시하는 윤리적 공간임을 시사한다.

드루리의 극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방향성은 비자발적으로 물려받은 트라우마 유산의 본질

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타인과도 공감시키는 것이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현존

하는 인종적 편견의 반복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의식

이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생성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드루리가 새로

운 시도를 도모하는『페어뷰』는 동일한 상황과 시간으로 구성되지만, 막마다 조금씩 다른

극적 변용이 적용된다. 프레이저 가를 중심으로 불편함이 전경화 되는 양상, 인종게임으로

상징되는 고질적인 편견의 가시화, 윤리적 공간으로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수행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3막은 관객에게 능동적 판단의 책무를 부과한다.

Ⅲ. 불편함의 전경화

드루리는 보이지 않는 시선에 “감시”되는 프레이저 가족의 모습이 코믹하고 과장되게 위

장되는 양상을 극화시킨다. 흑인 중산층 가정의 상징인 프레이저 가족은 어엿한 미국의 구

성원으로 “친절한 이웃들이 있는 좋은 집의 근사한 거실/부엌”(nice living/dining room in a

nice house in a nice neighborhood, 7)을 소유하고 있는데, 멋진 집과 이웃은 윤택한 이들의

삶을 증명한다. 평범한 가정주부 비버리(Beverly)는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lip-synchs to the song) 코믹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오늘 있을 어머니의 생일상을

완벽하게 차려야 한다고 말하며 부산스럽게 준비한다. 비버리는 생일 저녁 준비를 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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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재스민, 딸 케이샤까지 작은 말다툼을 하지만 이들이 던지는 화두와 반응은 우스꽝스러

울 정도로 가볍고 진지하다. 비버리는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 생일 메뉴부터 꼼

꼼하게 확인하며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오늘은 모든 것이 완벽할 거야.”(Everything is going to be perfect today, 7)라는 비

버리의 바람과는 달리 준비한 식기가 짝이 맞지 않고, 자신의 딸 케이샤(Keisha)의 문제로

동생 재스민(Jasmin)말다툼을 하며 남동생 타이런(Tyron)이 비행기 지연으로 제시간에 참

여하지 못하는 등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과정이 속출한다. 코믹하게 위장된 프레이저 가족

의 모습은 백인들의 판타지가 반영된 상징으로 타자로서 대상화된다. 재스민은 강박적인 비

버리의 모습에 대해 “너도 알다시피,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진짜 사람들에 대한 진

짜 이야기를 보는거야”(You know, nothing big and flashy, just watching real stories

about real people, 23)라며 감시의 대상으로 어색한 연기를 하는 비버리의 모습을 지적한다.

하지만 가족에게 잠재된 불안한 의식은 비단 완벽하려고 애쓰는 비버리와 남편뿐만은 아니

다. 생일파티 준비를 돕는 여동생 재스민, 딸 케이샤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근

황을 알리는 중간중간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의식하며, “4의 벽에 걸린 상상의 거울”(a

pretend mirror hung on the fourth wall, 8)에 각자의 모습을 재차 확인한다.

프레이저 가족들이 거울을 의식하는 반복적인 행위는 누군가가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

을 주지시킨다. 레비나스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전체성’”(totality)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드루리는 프레이저 가족의 모습을 백인의 시선(white gaze)이라는 전

체성 아래 끊임없이 관찰 혹은 감시되는 존재로 귀속시킨다. 결국 프레이저 가족들을 은밀

하게 잠식하는 불안요소가 백인들의 불편한 시선과 응시라는 점이 전경화된다. 관객은 드루

리가 의도한 대로 가볍게 위장된 일상을 보며 관음적 향락을 즐기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서서히 인지한다. 

Ⅳ. 인종게임으로 가시화되는 편견

프레이저 가족을 불안으로 잠식시킨 알 수 없는 응시의 대상은 2막에서 더욱 가시화된다.

2막의 시작은 1막과 동일한 무대배경과 지문으로 시작하며 프레이저 가족을 지켜보는 보이

지 않는 목소리만이 등장한다. 수즈(Suze), 짐보(Jimbo), 맥(Mack), 베츠(Bets)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의 목소리는 곧 프레이저가를 지켜보던 불특정한 존재 백

인의 시선/관객임이 드러난다. 이들은 인종에 대한 “가상의 질문”(hypothetical question, 39)

을 시작하며, “미국인들은 모두 인종 문제에 혈안이 되어있어”(Americans are obsessed

with race, 48)라는 점에 동의한다. 인종게임의 화두는 “만약 네가 다른 인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너는 어떤 인종을 선택하겠니?”(If you could choose to be a different race, what

race would you be, 32)에 대한 답이다. 각각의 목소리는 “빠르게”(rapidly), “대화

체”(conversationally, 32)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 “라

틴계인”(Latinx), “슬라브인”(Slav), “아시아인”(Asian)인을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한 이유를

열거한다. 베츠는 “질문은 재미있지, 아마. 그렇지만 답은 재미없어, 이유는 항상 똑같거

든.”(the question is interesting maybe, but the answer is boring, because it must be

always the same, 46)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인종게임이라는 명목

아래 나누는 대화 속에는 백인들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여

과 없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대화가 중점이 되고 이들의 대화

중 프레이저 가족의 등장과 퇴장이 반복적으로 명시된다. 결국 4명의 목소리는 1막과 동일

한 시간의 흐름아래 대화가 끊기지 않고 “텍스트가 겹지며”(ovelapping text, 32)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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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가족은 4명의 백인의 시선 아래 관찰당하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 198

8)2)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들은 어머니의 완벽한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 분투하는 프레

이저 가족의 모습을 보고 비아냥되며 흑인여성들에 대한 성격, 외모, 취향 등 편견어린 의견

을 쏟아낸다.

관객은 곧 대화를 나누는 4명의 백인은 극장을 대부분 메우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백인 관

객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인종게임을 펼치는 4명의 대화는 프레이저 가족들을 지

켜보며 이들을 스테레오 타입의 전형으로 양산해낸다. 프레이저 가족은 억척스러운 어머니,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교육받은 흑인 여성, 무능한 아버지, 가족에게 무관심한 아들

로 전락한다. 드루리는 불편함이 전경화 되었던 이전의 막이 백인들의 시선이었음을 목소리

로만 등장하는 4명의 인물로 가시화 시킨다.

Ⅴ. 윤리적 공간으로

드루리는 관객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적극적 수행공간이자 윤리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주체자로 딸 케이샤를 선택한다. 케이샤(Keisha)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가족들

의 문제들로 완벽한 생일파티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한다. 결국 케이샤가 임신

한 사실이 밝혀지고 프레이저 가족의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남편 데이튼은 끊임없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완벽함

을 추구했던 비버리가 약물중독이었음이 드러난다. 드루리는 한 페이지를 모두 할당하여 완

벽한 생일파티가 아닌 준비 된 모든 것이 망가지는 “음식싸움”(FOOD FIGHT, 98)이 유발

되었음을 알리고, “다소 어리석지만,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폭력에 굴

복한다”(some of it is silly, but eventually the silly gives way to violence that feels more

consequential)고 명시한다. 케이샤는 “언제나 끼인 위치”(always caught in between, 101)로

자신들의 가족을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전락시킨 수즈(suze)를 마주한다. 그녀는 수즈

를 향해 “멈춰”(Stop, 99)라고 경고하며, “난 널 평생 알아왔어”(I have known you for my

entire life, 99)라는 말을 시작으로 대면하고 자신과 가족의 삶에서 나가 주기를 요구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에게 다가와 “실제로는 조명을 보고 있

지만, 거울을 보고 있는 척”(pretending to look in a mirror but really looking into the

lights, 104)하는 행위를 그만하겠다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있는 제4의 벽을 허물겠다고 선

언한다. 또한 흑인/배우라는 재현체에서 벗어나 관객 그리고 무대 감독인 백인 여성을 지목

하고 자신과 가족이 항상 있었던 곳으로의 위치 전도를 유도한다.

케이샤가 수행하는 위치 전도는 백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로의 형

성을 시도한다. 백인의 주도가 아닌 흑인성이 지닌 고유의 외재성을 강조하며 타자로서 향

해 나아가려는 운동성을 제공하는 케이샤의 극적수행은 정체된 인종적 편견의 현주소와 미

국의 실체를 마주하게 만든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위한 존재는 존재의 첫 번째 사실이

다”(being for the other is the first fact of existence, 144)라고 밝히며 인간은 타인에 대한

윤리와 책무를 지켜야함은 강조한다. 드루리는 연극을 윤리적 책무에 대해 사유하고 이해하

는 공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케이샤의 입을 빌려 “잠시 우리 자리를 바꾸시겠습니까?”(To

2) 1998년 개봉한 트루먼 쇼는 작은 섬에서 사는 트루먼 버뱅크(Truman Burbank)라는 인물의 삶이

220개국 17억 인구가 다 볼 수 있도록 5천 대의 카메라로 10,909일째 방송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트루먼은 우연한 기회에 자가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타인에게 생중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실

/거짓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감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는 영화로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았으며 2018년 개봉 20주년을 맞아 재개

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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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for a little while, 102)라며 전통적인 극작방식의 규율을 과감히 무너뜨린다.

케이샤가 연출하는 극적 수행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인종에 대한 공정한 시

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된다. 관객은 잠시지만 위치 전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타자화

되고 대상화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드루리가 제공한 윤리적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이해

를 지니는 주체로 성숙할 기회를 체험하게 된다. 『페어뷰』에서 관객의 극적참여를 도모하

고 “불편함”(discomfort)과 마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지점은 레비나스가 언급한 이상적

자아로서 자신의 주체를 해체하고 재형성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이는 관객의 인식 재고

에서 시작된다. 연극이 지닌 고유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의 순간에서 관객에게 감각

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수행성은 전통적인 제 4의 벽을 허무는 역동성을 보여주며 드루리가

독특한 극작방식을 증명한다. 그 결과 기존의 흑인 연극의 흐름과는 달리 극장에서 관객과

배우가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인종문제를 공론화시켜 나가는 장을 생성해낸다. 『페어뷰』

는 고질적인 문제의 본질을 화두에 던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종에 대한 유연한 사

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Ⅵ. 나아가며

드루리의 극은 백인/흑인으로 이중적인 사고에만 몰두하는 연극계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를 지켜보는 제삼자로서의 시선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흑인 연극과 디아스

포라 극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한다. 드루리는 더 이상 과거의 역사에 분노하기보다 현재에

도 백인의 시선으로 감시되는 행위가 여전히 극장에도 잔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백인주류

의 관객은 프레이저 가족을 지켜보며 관음적 향락을 지속적으로 누려왔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 더불어 미국사회는 흑인과 더 나아가 그들과 다른 소수의 인종을 프레이저의 가족들을

잠식했던 불안한 시선처럼 여전히 백인 중심사회에서 동일자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존재로

응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런 면에서, 『페어뷰』는 여전히 잔재한 인종적 폭력과 인식

장치에 의문을 던지고 주류의 주체와 문제점을 살피고 올바른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재형

성 작업을 시도한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관객이 배우와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끼면서, “타

자의 책임”(responsibility of being-for-the-other, Levinas 7)에 대해 통찰하는 공간을 창출

하면서 극장은 사유하는 공간임을 주지시킨다. 드루리의 극은 인종적 편견의 고질성이 반

복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다루며, 보이지 않는 폭력과 차별에 맞서고 세대 간 반향을 유

도하며 회복으로 이어지는 극을 완성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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