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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남 한 복판에 위치한 플랫폼엘의, 깊은 지하공간에 안개가 자욱하고 자뭇 수상한, 초원이 들어선다. 익숙한 동시에 낯선 이 공간 안에 홀로 

춤추는 자가 보인다. 자신을 응시하는 관객을 발견한 '춤추는 자'는, 이내 그를 의식하고, 주변을 맴돌며 함께 춤을 추려고 시도한다. 관객은 

이에 응하거나, 외면하거나, 아예 이 상황의 바깥에서 모든 것을 관조할 수도 있다. 작품은 내용은 이러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의 동

요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약육강식의 사슬 속에서 도태되거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기도 하지만, 아슬아슬한 공생이라는, 상호이익을 위한 

‘일시적' 대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여러 선택과 동기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다. 익숙한 동

시에 아주 낯선 공간에서, 타자를 조우하는 몰입극적 상황을 무대로 삼아 이 개념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

며, 이 불편한 대면과 동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이를 살아있는 장면으로서 다루어 본다. 

2. 일정 
장소 :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11 ) 

설치 : 10월 11일(월),  10월 12일(화) 

사전미팅 : 9월 29일  

최종 리허설 :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전시 : 10월 16일(토) ~ 10월 21일(목)  (10월 4일 (월) 휴관) 13:00 ~ 20:00 

철수 : 10월 22일(금)  

3. 팀 
작가/감독 : 박관우 

공동안무/드라마터그 : 송재생 

인터프리터 : 곽유하, 단테라, 양정윤, 임병수, 박강원 

사운드 디자인 : Luke Rideout 

조명 : 이재진 

어시스턴트 / 모더레이터 : 최은총, 임나린 

전시서문 : 장진택 

전시후원 :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4. 시놉시스

  이것은 10분씩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장면이다. 
플랫폼엘의 중정에 들어서게 되면, 안내를 위해 상주하는 인원을 만나게 되며, 안내사항을 전달받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내사항 > 

1. 엘리베이터를 나서는 순간 작품의 경험은 시작됩니다.  
2.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신발을 벗어서 문 앞에 두고,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3. 앞에 보이는 좌대에 놓인 헤드셋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정해진 감상시간이 끝나게 되면 공간이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5.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서 좌대 위에 올려두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6. 한 번 입장하시면, 정해진 감상시간이 끝날 때 까지 임의로 퇴장하실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작품의 경험은 시작된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 좌대 앞에 놓인 블루투스 헤드셋이 보인다. 좌대 너머의 공간에는, 

안개가 뿌옇게 드리운 잔디밭이 보인다. 옅은 조명 하나가 10분에 한 번씩,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며 공간을 비춘다. 

  공간의 한 가운데에 누군가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관객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신발을 벗고, 공간 안으로 들 

어선다. 관객이 공간 안으로 들어서자, 그것을 인지한 '인터프리터'는 관객을 응시하고, 그와 시선을 맞춘다. 야생의 상태에서 낯선 타자와 조우하

는 듯, 약간의 경계와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움직임은 이내 조금씩 적극적으로 상대를 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바뀌어 나간다. 동작들은 이윽고 '함

께' 무언가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인터프리터는 공간 내에서, 특정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공간을 점유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부유하듯 존재한다. 잔디 밭 위에는 

오직 둘 만이 잠시 고립된 채로 존재한다. 짧은 꿈처럼 '점멸'하는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5. 인터프리터들을 위한 노트  

이것은 구성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각 10분간의 시공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인터프리터들(이하 A)에게 주어지는 장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

다.  

1. 어떤 공간에 두 존재(A와 B)가 고립되어 있다. 

2. 둘은 정해진 시간 동안(10분) 존재한다. 

3. 그 '시간'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의 전부인 것 처럼,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시간만을 위해 그 곳에 선 것 처럼 존재한다.  

4. A와 B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 

5. A에게 주어지는 설정은 

(1). "B를 최대한 강렬하게 ‘의식’하며, 이를 B에게 강렬하게 드러낸다."  

(2). ‘의식하는 바’에 ‘반응’하라. (몸과 시선의 움직임을 수단으로)  

(3). 준비되거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최대한 배제한다.  

(4).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황에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5. A는 공간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텐션을 유지한다.) 

6. A의 모든 움직임은, B의 정동으로부터 비롯된다.  

7. A는 B의 타자인 동시에 동일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