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창기 작품이었던 『소립자』(Particules élémentaires) 연출을 하기 전부터 우리 

극단과 나는 몇가지 압축된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로베트로 볼라뇨의 『2666』을 발표

한 이후 지금까지 더욱더 문학, 폭력 그리고 한 인간이 역사 혹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활동의 희생양이 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돈 드릴로는 우리 극단

의 여정에 있어 앞서 언급한 주제를 다룬 작업의 촉매제, 분기점, 전환점 같은 역할을 

한다. 그가 쓴 이야기 그리고 정치 역사적인 움직임과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불

가능한 현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는 남녀가 바로 그렇다. 드릴로는 모두가 겪는 공

포, 의심,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현상에 신비로움을 부여하고, 이 현상을 역사, 전쟁 그

리고 가장 폭력적이고 날것의 구시대적 개념과 연결시킨다. 『플레이어스』(Joueurs)

에서는 한 연인의 권태로움을 테러리스트의 폭력성으로 연결시킨다. 『이름들』(Les 

Noms)에서는 아테네에서 방황하는 한 비즈니스맨의 고독감을 알파벳에 대한 거대

한 의심의 시작으로 전환시켰다. 드릴로는 인물 생애를 기술한 잘 쓰여진 전기에서처

럼 연대기적 정보와 재미없는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신비로운 공백을 남김으로써 전반

적인 세계 역사에 내밀한 미스터리를 부여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각각의 방식으로 테

러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그의 세 소설에 집중했다. 『이름들』은1970년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중해의 한 분지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은 알파벳에 의거해 

살인을 저지르는 폭력적 종파에 속한 한 고독한 남자에 대한 탐구이다. 『플레이어스』

에서는 한 남자가 겪는 연인과의 권태가 온전한 폭력성, 즉 1980년대 미국 내 급진주

의와 자유주의 간의 투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마오 II』(Mao 

II)에서는 어떻게든 은둔하고자 하는 한 작가의 이야기를 1990년대 중동의 테러리즘

과 연결시킨다.

시 부 푸비에 레쉐 몽 쾨흐(Si vous pouviez lécher mon coeur)는 하나의 극단

이다. 이번 작품에 참여한 배우, 뮤지션, 창작팀과 이미 이전 작품들을 함께했다. 우리

는 무대에서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의 답을 탐색하며, 또한 소설을 해석하

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영상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어떻게 영상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육체의 에너지를 느

낄 수 있게 하며, 관객과 배우들 사이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생생한 만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릴로의 대작 안에 연극의 존재와 그 취약성을 담아

내고, 우리 연극의 형태를 유동적이고 강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긴 공연시간으로 제작

된 이 작업이 어떻게 해야 몰입력 있고 음악적・시적인 연극 탐구를 향한 부차적인 단

계가 될 수 있을까,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폭력에 대한 온전히 내밀한 이야기 

속으로 관객을 빠져들게 하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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