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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eong-ho. “Between Ritual and Drama: Reading Baraka’s The Slav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19-38. Ritual is discerned not as religion alone, but as a pattern conceived for the 

purpose of healing and rejuvenating a specific community. African-American artists facilitate the paradoxical 

process of refusing Western models through African ritual, what really turns out to be a denial of, and 

reaction against, Euro-Western archetypes. Baraka adopts ritual characteristics in his drama, The Slave. He 

has every intention that his theatre may have an explicit social message to arouse audiences’ social 

awareness and move that audience to social action. What is characteristic and problematic in employing 

ritual elements in The Slave is that Baraka presents Walker’s journey of revolutionary war only to fail. 

Walker’s final transformation at the end of the play is an old negro slave. His transformation process is 

retrospective and backward to the past slavery era. The failure of a protagonist in The Slave might foretell 

that of a playwright, Baraka, who tried to wade through the polluted history and immature community of 

the African-Americans in the 1960s. 

Key Words: ritual drama, The Slave, Imamu Amiri Baraka, African-American theatre, black 

revolutionary theatre

I. 서론 

바라카(Imamu Amiri Baraka)가 르로이 존스(LeRoi Jones)라는 필명으로 무

대에 올린 �노예�(The Slave)는 주인공의 변모와 사건의 진행 양상이 제의적 특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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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같은 해 발표된 정통 리얼리즘 연극 �더치맨�

(Dutchman)과 여러 층위에서 비교되는 극이다. 프롤로그와 두 개의 막에 담긴 

우화 (“A Fable in a Prologue and Two Acts”)라는 부제가 적시하듯이 �노예�

는 흑인 주인공의 현재 행보를 과거 행적과 견주면서 그의 변모의 양태 및 의미

를 추적하는 제의적 우화극이다. 관객들은 �노예�의 주인공 워커(Walker 

Vessels)가 거듭하는 변모를 실제 무대 위에 등장하는 워커의 모습을 직접 보면

서 실감한다. 워커는 프롤로그에서 과거 노예 시대의 늙은 노예로, 본 연극에서 

현재의 혁명군 지도자로, 극이 끝나면서 다시 늙은 노예로 변신한다. 물론 관객

이 보지 못한 시기인 프롤로그와 본 연극 사이에도 그는 시인이었으며, 백인 여

성과 결혼했었고 두 딸을 둔 지식인이었다. 

�노예�는 바라카가 흑인 문화·예술 운동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인 

1964년 12월에 뉴욕 <성 마크 플레이하우스>(St. Mark Playhouse) 무대에 올

린 연극이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노예�와 �더치맨�은 같은 해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연극 평론가와 관객들 사이에선 불가피하게 비교되었으며, 가상적 혁명

전쟁 상황을 다룬 �노예�보다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충격적 사건을 극화한 

�더치맨�이 현실감과 시사성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노예�는 흑인들로부

터는 혁명 투쟁을 완성해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백인 비평가들로부터는 선동성

만 앞세운 나머지 정통 드라마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어설픈 연극이라는 점에서, 

외면당했던 연극이었다. 그러나 비록 �노예�가 당시 관객들 및 평론가들의 주목

을 받지 못했지만 흑인 연극의 제의성을 논의할 때 좀 더 마땅한 평가를 받아야 

할 작품인 것은 분명하다. 

올터(Jean Alter)는 연극이 단순한 모방과 재현 기능을 뛰어 넘어 당대 사회

의 관객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제고하려는 사회적 기능을 애초부터 담고 있었다

는 점에서 “제의의 파생물로서 연극”(35) 개념을 중시한다. 그는 연극의 제의성

이 담보하는 기능으로서 “공동체의 정신적 결속력 강화”(35)를 꼽는다.  또한 벤

스튼(Kimberly Benston) 역시 흑인 연극 특유의 제의성은 “공동체의 구

원”(Phjlip Uko Effiong 110 재인용)을 표방한다고 말한다. 바라카의 �노예�는 

이런 제의성이 단연 도드라지는 작품이다. 워커의 삶 자체가 연극의 제의적 반복

성의 실체적 증거로 기능한다. 워커는 식민 시대 늙은 노예였다는 점에서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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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가로지르는 인물이다. 연극 속에서 과거의 노예가 역사를 건너 현재로 소

환되며, 현재에도 시인이었으며 백인 여성과의 결혼 및 결별을 겪은 후에는 혁명 

전사, 그리고 다시 늙은 노예로 소환되는 식의 워커의 개인적 변신 과정은 흑인

의 집단적 역사를 반영하며, 변모와 통과 및 공동체 의식 제고라는 제의 극의 양

태와 주제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 글은 바라카의 �노예�를 제의적 요소들을 중

심으로 해체하고 분석하려는 글이다. 동시에 그가 치열한 정치성을 담아내기 위

해 아프리카적 전통에 기반을 둔 제의적 요소들을 동원하면서도 그 제의 과정이 

미완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주인공의 정치적 행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

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짚어보려는 글이다. 

II. �노예�: 성공하지 못한 제의

웹(Richard C. Webb)이 제의의 기능으로 꼽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훈

육 기능, 응집 기능, 부활 기능, 그리고 쾌감 기능”(447)을 바라카의 �노예�에서 

모두 찾아낼 수는 없다. 어차피 제의와 연극은 다르다. 제의가 연극적 행위를 담

아낼 수 있지만 모든 연극이 제의적이지는 않다. �노예�는 워커의 회개와 탈출, 

그리고 좌절로 이어지는 일련의 통과 단계만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워커의 

변모 과정이 미완성인 상태로 끝나는 연극이다. 물론 바라카는 워커의 투쟁 과정

을 통해 흑인 관객들에 대한 훈육, 응집, 부활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선명하게 드

러냄으로써 연극의 제의적 기능을 분명히 표방한다. 

흑인 혁명군을 이끄는 워커는 흑인 봉기 과정 속에서 과거 그가 무분별하게 

함몰되었던 백인 문화로부터의 탈출 제의를 벌인다. 혁명전쟁 와중에 그는 백인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이즐리(Bradford Easley)와 자신의 옛 백인 아내 그레이스

(Grace)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 든다. 그가 이 집을 찾은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

과 그레이스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인 두 딸들을 전쟁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극의 중심축은 백인 이즐리 및 그레이스와 흑인 워커가 벌이는 인종 전쟁

의 의의와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며, 과연 워커가 그 논쟁의 승자인가에 대한 질

문이다. 문제는 바라카의 입장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프롤로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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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는 다분히 애매한 입장을 드러낸다. 

프롤로그에서 주목해야 부분은 바라카가 지문을 통해 워커를 “남루한 누더기 

조끼 차림의 들판에서 일하는 늙은 노예”(Baraka, Dutchman and The Slave

43. 이후 쪽 수만 표기)로 설정한 대목이다. 특히 “앉아서 졸고 있으며 . . . 처음

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치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 가냘픈 소리를 내며 깬

다”(43)고 제시하는 대목까지 묶어보면 다분히 중의적이다. 바라카는 이 지문에

서 “남루한 누더기 조끼 차림의 늙은 노예”와 “어린아이”를 교묘하게 섞어 쓰고 

있다. 그는 워커의 겉모습은 늙고 남루하며 내면의 정신세계는 미숙한 어린아이

의 수준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조명이 켜지면서 드러나는 워커의 모습을 묘

사한 이 간단한 지문에서 관객이 상상하는 이미지는 서로 충돌한다. 다 낡아빠진 

조끼차림 행색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가냘픈 소리를 내며 졸다가 깨는 행동을 

하도록 설정한 이유는 워커의 내면과 외양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해서다. 바라카는 관객들에게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실패를 겪어냈으며 

일정 부분 지혜를 얻었음직한 노인이 어쩌면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한 채 허송세월

을 보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서툴고 미숙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도록 부추긴다.  

“들판에서 일하는 늙은 노예” 워커가 관객에게 직접 털어놓는 심경은 교묘하

며 절실하다. 그는 텅 빈 무대 위에서 혼잣말로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삶의 핵

심이 무엇이든 거짓이 무엇이든, 우리는 . . . 그저 이기적일 뿐이다. 우린 거짓말

쟁이고 살인자들이야”(43)로 시작되는 워커의 넋두리는 그가 같은 민족인 흑인

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똑똑히 증언한다. 그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들”로 매

도하는 흑인들은 단순히 백인들을 살해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뛰어 넘는다. 그는 

흑인들이 백인들의 행위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동조함으로써 같은 민족인 흑인들

을 직·간접적으로 파괴한 자들이며, 그 행위에 대해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던 거

짓말쟁이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흑인들은 “무지했고 멍청했으며, 

언젠가는 저절로 해결되며 승리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움켜쥐고 있

다”(43)고 조롱한다. 

프롤로그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 워커의 자조적인 심경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

서 절정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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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시간은 죽어버린 것이어서 정말이지 . . . 아무도 온전하게 놔두지 않지. 노동

요나 부르는 늙은이라니. 끔찍하지? 내가 그리도 대단하게 목청 높여 소리쳤

던가? 거창한 사상으로 무장한 늙은이 말이야. 이론들을 말해보자, 그러니까 

사랑은 지식의 도구다 같은 식으로. 오,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 . . 아니지.

WALKER.  Time’s dead thing really . . . and keeps nobody whole.  An old 

man, full of field rhythms.  Terrific, eh?  That I hoarded so much 

dignity?  An old man full of great ideas.  Let’s say theories.  As: Love 

is an instrument of knowledge.  Oh, not my own.  Not my own . . . is 

right. (45)

관객들은 워커의 독백을 들으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 첫째, 노예 

시절부터 지금까지 흑인들에게는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이 구체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그들에게 역사 속 사건들은 그저 화석화된 대상물이었으

며, 따라서 역사는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한

다. 셋째, 그렇게 정지된 역사 속에서 온전한 사람들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그저 

노동요나 흥얼대며 나이 자랑이나 하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 노인들만 살아남은 

끔찍한 시절을 거쳐 왔다는 것도 알게 된다. 특히 독백의 마지막 문장, 워커가 추

상적 이론들이란 자신이 체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하는 대목에서는 관객들은 

이론을 불신하고 있는 그가 향후 물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일정 부분 

예감하게 된다. 따라서 바라카가 1막에서 시대를 건너 혁명군 지도자로 변모한 

워커를 등장시킨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게 된다. 

�노예�의 본 연극은 시대를 건너 현재 시점에서 진행되며 그레이스라는 백인 

여자를 사이에 두고 인종이 다른 두 남자가 벌이는 다툼이다. 1막에서 벌어지는 

다툼의 직접 당사자는 워커와 이즐리며, 2막의 중심 갈등은 워커와 그레이스의 

다툼이다. 연극을 관류하는 핵심 틀은 흑인 혁명지도자 워커가 이즐리와 그레이

스로 대표되는 서구 백인 문화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벌이는 투쟁과 변

모의 제의다. 관객들은 1막에서 과거엔 노예였으나 현재는 혁명군의 지도자인 

워커를 만난다. 프롤로그에서 노예로 등장했던 워커가 1막에서 혁명 지도자로 

변모한 것은 관객이 목격할 수 있는 통과 의례 제의 중 첫 번째 변모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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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는 이미 한 번의 변모를 거친 인물이다. 무대에 등장하기 전 그는 노예 

신분을 벗어났지만 백인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었고 백인여성과 결혼해 두 딸까

지 두었던 백인 문화 친화적 성향의 흑인이었다. 따라서 관객이 목격하는 흑인 

혁명지도자는 실제로는 그의 통과 의례 제의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워커의 두 번째 변모인 혁명군 지도자는 자신의 치욕적인 과거 행적을 뒤엎기 

위한 극단적 대안이다. 그는 백인 문화와의 지적 연루 관계를 상징하는 백인 친

구 이즐리를 처단하고, 정서적·심리적 결합을 상징하는 백인 여성 그레이스와의 

친교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다. 따라서 청산 이후 새로운 흑인성을 확립하려는 워

커의 변모 제의는 그가 이끄는 혁명의 시발점이자 추동력으로 기능한다. 워커로

서는 백인 여성 그레이스와의 결혼은 비록 과거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자아의식

의 혼돈과 민족 정체성이 거세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라도 그 

관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부채로 존재한다. 워커가 두 딸을 백인 엄마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이유도 이 집에 살고 있는 두 딸이 백인 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끊

어내기 위해서다. 이 점에서 워커의 변모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온전히 자신만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바라카의 변모 여정은 백인 문

화와의 지적 연관을 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가 회상하는 과거의 행적은 현

재 그가 벌이고 있는 혁명전쟁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그는 “말하고 싶었기 때문

에 많은 단어들을 배웠지. 난 한꺼번에 그 단어들을 받아들였어”(53)라고 자신의 

과거 행태를 고백한다. 백인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백인들의 언어

를 배웠다는 그의 고백을 통해 관객들은 그가 성공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그 언어

를 습득했고 수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그 언어를 통해 그는 시인이 되었

고 지식인 대우를 받았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내 말은 아니었어!(53)라고 단언

하며 백인 언어에 대한 불신을 토로한다. 

백인 여자를 사랑하고 시를 쓰던 청년이었던 워커는 백인들에게 배운 언어의 

허상을 자각한 뒤 혁명 전사로 변신해야 했던 이유를 낱낱이 밝힌다. 1막이 끝나 

갈 즈음 워커는 이즐리와 다음과 같이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다.

이즐리.  넌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고 . . . 백인들보다 이 사회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흑인들이 더 분별력 있고 관대해? .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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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없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근본 질서를 바

꿀 수 있냐?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아름다움이 . . . 더 많은 지식

이 넘칠까?

워커.  아마도 . . .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면 아마도 더 많겠지 . 

. . 근데 사랑과 아름다움이 더 많다는 것이 그리 중요한가? 서구 얼빠진 백

인이 지배하는 동안 . . . 그 지배가 어떻든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아름

다움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EASLEY.  Do you think Negroes are better people than whites . . . that 

they can govern a society better than whites?  That they’ll be more 

judicious or more tolerant? . . . So the have-not peoples become the 

haves.  Even so, will that change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world?  Will there be more love or beauty in the world . . . more 

knowledge . . . because of it?

WALKER.  Probably. . . Probably there will be more . . . if more people 

have a chance to understand what it is. . . . What does it matter if 

there’s more love or beauty? . . . Is that what the Western ofay 

thought while he was ruling . . . that his rule somehow brought more 

love and beauty into the world? (73).

워커는 이즐리와의 논쟁을 통해 서구의 모호한 심미주의와 낭만적 사랑 타령을 

질타한다. 그는 이즐리의 추상적 이상주의가 현실과 격리된 쓸모없는 사상에 지

나지 않으며 현실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워커는 백인들의 

추상적 이론이라는 게 흑인들의 현실적 삶의 곤궁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장난

에 지나지 않았다고 추궁한다. 따라서 자신은 이런 사유 체계와 결별하고 혁명전

쟁이라는 물리적 제의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전사로 거듭나려는 것임을 강조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예�의 극 구성은 프롤로그와 2막으로 짜여 있다. 통

상적으로 이런 식의 극 구성인 경우 보통 프롤로그를 제외한다면 1막과 2막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할당된다. 그러나 바라카는 막 사이의 기계적 균형이나 배

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는 1막과 2막의 비중을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관객

들에게 일정한 의문을 품게 한다. 실제로 1막은 32쪽에 걸쳐 진행되며, 2막은 겨

우 10쪽에 그친다. 바라카의 의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바라카는 1막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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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이 두 개의 막에서 워커의 처지가 급격하게 

변하며 막이 진행될수록 그의 입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막에서 워커는 당당한 혁명군 지도자의 행보를 보인다. 그는 당당하고 준엄

하게 이즐리와 그레이스를 추궁하고 다그치며, 그 진행 과정 역시 관객들이 충분

히 공감할 수 있도록 워커에게 넉넉한 시간이 할당된다. 당연히 1막은 전체 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2막에서 워커의 상황은 바뀐다. 혁명적 당위성이 

바닥을 드러내고 급격히 지쳐가는 워커의 모습은 그가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르

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관객들도 워커의 조급함에 불길함과 씁쓸함을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1막에 비해 2막 공연은 조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2막에서 

술에 취한 워커가 횡설수설하고 다급해질수록 관객들은 워커가 내건 혁명의 대

의명분이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점차 그 혁명전쟁이 실패할지도 모

른다는 예감에 빨려 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1막의 끝 무렵에서 워커가 이즐리의 

반박에 조금씩 밀리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워커는 이즐리에게 당당하게 혁명의 근거를 주장하지만 1막이 진행되면서 이

즐리가 워커의 과거 행적을 짚어나가자 조금씩 변명을 늘어놓으며 점차 애매한 

처지로 내 몰린다. 특히 워커가 “추악함에 맞닥뜨렸을 때 중립을 지키기란 항상 

힘들었지. 특히 살면서 내내 나를 뒤틀리게 한 추악함에는 그랬지”(75)라고 토로

하는 대목은 그가 예전에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워커가 

백인 사회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비

켜나 있었음을 가늠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이즐리와 언쟁이 치열해지면서 워커가 “이 나라가 그들을[흑인들을] 뒤틀리

게 했어. . . . 이 나라가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뒤틀리게 했다니까”(77)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워커와 흑인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같은 민족인 

흑인들을 “그들”이라고 호칭하는 이 대사 역시 예전에 그가 흑인들과 어떠한 관

계를 견지했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흑인이면서 흑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 왔던 자신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과거 흑인들은 워커에게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들”이었으며, 이즐리와 언쟁을 벌이는 지금도 그는 예전

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과 흑인들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명이 다시 꺼진다”(78)는 지문은 워커의 개인적 분노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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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되고 진행되고 있는 혁명전쟁의 미래가 지극히 암울할 것이라는 점을 관객

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2막에 이르면 관객들은 담대하고 냉정한 전사의 풍모를 보였던 워커를 더 이

상 만나지 못한다. 2막에서 그레이스가 워커를 지칭한 단어들은 “자기 연민” “섬

뜩한 야심”(79), “넋 나간”(81), “제 정신이 아닌”(82) “불쌍한”(85) 등과 같은 

것이어서 그레이스 눈에 비친 전 남편 워커는 더 이상 당당한 혁명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조롱받아 마땅한 남루한 흑인에 지나지 않는다. 워커가 표방한 혁명 대의

는 한 때 그가 사랑했던 여자인 그레이스조차 설득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2

막 중간 쯤 죽어가는 이즐리가 “제의 극이야 . . . 제의 극이라니까”(81)라고 말

하는 대목은 한 밤중의 침입이 백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투영되는지 정확히 짚어

주고 있다. 백인 이즐리에게 흑인 워커의 혁명은 희생양을 제사상에 올리고 놀아

보는 한 바탕 굿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워커의 혁명이란 어차피 예전부터 성

공하지 못하고 끝없이 반복되었던 행사로서 그저 한밤중의 난동에 불과하다고 

매도한다. 그에게 본래 제의가 상정한 목표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허황된 

목표일뿐이며,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저 반복되어야 하는 행사일 뿐이

다. 흑인들의 반복되는 저항 운동을 바라보는 백인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라카도 이 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백인들과 다툼을 거듭하면서 워커는 급

격히 추락해가는 모습을 보이며 이들이 다투는 동안 지속되던 폭발음이 점차 가

까워지고 급기야 집에 폭탄이 떨어진다. 그레이스까지 숨을 거두자 두 딸을 구하

려고 이 집에 들어왔던 워커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빠져 나간다. 바라카는 2막의 

맨 끝 장면에서 혁명군 지도자다운 모습을 송두리째 상실한 채 패퇴하는 워커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워커.  아이들이 죽었어, 그레이스! (거의 절규한다) 아이들이 죽었소. (비틀비틀 절

름거리며 문을 통해 나간다. 이제 그는 극이 시작할 때의 노인이다. 몇 번의 

폭발음이 들리고 그 중 하나는 집 가까이에서 폭발한다. 갑작스런 침묵이 흐

르고 이내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비명이 들린다. 폭발음이 더 

들린다) 

                                                                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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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내리고 난 후에도 한 동안 폭발음이 이어진다) (88)   

WALKER.  They’re dead, Grace!  [He is almost shouting] They’re dead.  

[He leaves, stumbles unsteadily through the door.  He is now the old 

man at the beginning of the play.  There are more explosions.  

Another one very close to the house.  A sudden aggravated silence, 

and then there is a child heard crying and screaming as loud as it 

can.  More explosions]

Black

[More explosions, after curtain for some time] (88)

이제는 “극이 시작할 때의 노인”으로 변해버린 워커의 행색은 그가 얼마나 비루

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낸다. 겁에 질린 워커는 심지어 아이들의 

생사조차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무대 밖으로 나간다. 워커가 빠져 

나간 뒤 갑작스런 침묵이 흐른 다음 죽은 줄 알았던 어린아이가 폭발음을 뚫고 

자지러지게 울고 비명을 지르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워커의 추락이 정치

적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

을 실감한다. 아직 살아 있는 아이들을 두고 겁에 질려 현장을 벗어나는 워커는 

혁명군 지도자의 풍모란 찾을 수 없는 패배자며, 아버지라는 역할까지 포기한 패

륜범일 따름이다. 

식민시대 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워커의 최종 모습이 “극이 시작할 때의 노인”

이라는 대목은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된 워터의 제의적 변모가 한 치도 앞으로 나

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백인 문화에 함몰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내고 

진정한 흑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통과 제의는 무참히 실패

한다. 결국 워커의 세 번째 변모는 과거로 귀환하기라는 퇴행적 변모로 귀착한

다. 극이 끝나면서 워커는 행색뿐만 언어 구사 능력에서도 현저하게 추락한 상태

로 무대를 빠져 나간다. 그렇다면 바라카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1막에서 백인 

지식인과 지적·이념적 다툼을 벌이며 오히려 백인을 몰아세웠던 워커의 모습이 

이처럼 왜소해진 이유를 바라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메이저스(Richard Majors)와 빌슨(Janet Mancini Billson)는 흑인 남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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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냉정한 남성성”(2)을 채택했다고 말

한다. 특히 이들이 흑인 남자가 취하는 냉정한 포즈의 필수 조건으로 “언어적 조

탁”(28)을 꼽고 있는 점은 일견 생경하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메이저스와 빌슨은 흑인들이 백인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기 위

해 구비해야 할 무기의 하나가 당당하고 세련된 언어 구사 능력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나 백인들이 통상 지적이고 세련된 언어는 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동시에 흑인들에게 언어 구사 능력이 가장 우선하는 덕목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견해는 좀 더 들여다 볼 필요

가 있다.   

메이저스와 빌슨은 흑인들이 계발하고 배양한 언어적 능력이 “백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비해야했던”(29) 일종의 필요조건이었다고 말한

다. 실제로 워커는 이 극의 1막에서 이즐리나 그레이스에 절대 꿀리지 않는 언어 

구사 능력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제압해 나간다. 과거 워커가 지식인 신분이었다

는 점에서 그의 언어 구사 능력은 백인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모자람이 없었을 것

이며, 그는 백인 아내와 결혼해서 두 딸을 둔 가정을 꾸릴 정도로 백인 사회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워커는 혁명군의 지도자로 변신한 현재에도 

말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탁월한 언어 능력을 발휘한다. 

문제는 이런 식의 언어적 조탁 및 세련된 언어구사 능력이 과연 백인들과 혁

명 투쟁을 벌이는 흑인 전사 워커에게 온당한 무기가 될 수 있느냐다. 바라카는 

이 점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며, 그는 이미 같은 해 발표한 �더치맨�에서 결정

적 순간에 언어의 방어막 속으로 도피하던 클레이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상황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노예�에서 물리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론적 공방에만 휩쓸리는 워커의 행적은 �더치맨�에서의 클레이의 행적과 대단

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클레이는 살해당하

고 워커는 다시 과거의 “늙은 노예”로 전락한다.

혁명 전투 과정 중에 백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워커의 행위의 이면에 깔려 있

는 심리적 곤혹스러움은 일램(Harry J. Elam)의 견해를 빌려옴으로써 좀 더 명

확하게 들춰낼 수 있다. 일램은 노예 시절부터 “흑인의 가치들이 백인 사회에 의

해 조작된 채 지속되어 왔으며 흑인들에 의해 내면화되었다”(465)고 말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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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일램은 “흑인들이 백인적인 것을 갈망함으로써 검은 것은 어떤 것이든 열

등하게 치부되었으며, 특권을 견지하는 백인들을 도와주었고 흑인들을 이류 상

태에 종속되도록 했다”(466)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워커가 비록 혁명 투쟁을 시

작했지만 자신의 전투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백인 이즐리나 그레이스에게 자

신이 이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전을 벌이는 행위 자체가 백인들의 

문화적 논리의 덫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도 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고 함으로써 과거의 

행적을 답습할 뿐이다. 바라카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결행

하지 못하는 워커의 처지야 말로 여태까지 흑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덫이라

는 점을 지적한다. 

�노예�에서 워커의 반란과 해원의 제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 사

회가 바뀔 가능성에 대한 바라카의 시각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 극에서 희생자

는 이즐리와 그레이스, 그리고 두 딸에 그치지 않는다. 워커 자신도 희생자다. 바

라카는 프롤로그에서 노예로 등장했던 워커를 극의 마지막 장면인 폭발 장면에

서 다시 늙은 노예의 모습으로 등장시킨다. 깁슨(Donald Gibson)의 표현을 빌자

면 그는 “생명만을 부지하는, 그것도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연명하는, 패배자”다

(xxvii). 바라카가 워커를 노예 상태로 회귀하도록 배치한 것은 미국 사회에서 흑

인들의 해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강조하기 위한 절묘한 설정이다. 

또한 흑인들이 정치적·법률적 맥락에서 비록 자유로운 미국 시민일 수는 있어

도 정신적·심리적 맥락에서는 흑인들의 노예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을 상기시켜 주려는 우화적 설정이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바라카는 인종적 편견

과 갈등으로 인한 증오심이 팽배한 미국 사회에서는 흑백 모두 희생자가 될 수밖

에 없음을 경고한다. 바라카가 미국 사회에서 희생자를 찾아야 하는 제의가 반복

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언하는 점도 이 때문이다.

�노예�에서 바라카의 경고에는 처절한 회한을 담고 있다. 바라카는 백인 문화

를 파괴하기 위해 혁명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그 문화에 의해 파괴당하는 불운한 

흑인 전사 워커를 통해 흑인 해방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백

인 문화 가치에 함몰되었던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 일으

킨 현재의 혁명 속에서 워커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물론 자신까지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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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으로서 당당하고 온전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속죄와 저항의 제

의를 수행하는 워커가 그 제의의 제물이 된 것이다. 관객들은 제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늙은 노예 처지로 회귀하는 워커의 모습을 통해 바라가의 자괴감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가늠한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백인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흑인으로 부활하기 위한 또 다른 희생 제의가 불가피하게 지속되리라는 것을 예

감한다는 점에서 바라카의 경고가 얼마나 절실하고 준엄한지 실감하게 된다. 

III. 바라카 혁명 연극의 제의성 

에럴 힐(Errol Hill)은 흑인 연극의 혁명 전통 (“The Revolutionary 

Tradition in Black Drama”)에서 1960년대 할렘을 중심으로 전개된 혁명 연극

의 특징과 목표를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바라카를 당시 혁명 연극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는 “흑인 관객들만을 상대하는 당파적이고 분리적인 연극, 흑인들의 

열등감과 백인들의 우월감을 불식하려는 강한 주제 의식, 억압 체계에 대한 공격

과 파괴 주장, 공개적 투쟁 옹호, 수세기 동안 강요되었던 심리적 족쇄를 벗어던

지기 위한 정화와 세척의 행위로서 제의적 형식 채택”(425) 등을 그 특징으로 꼽

고 있다. �노예�는 이 모든 조건을 담아내는 연극이다.

바라카의 �노예�는 흑인 연극이라면 정통 서구 리얼리즘 드라마보다는 아프리

카식 제의적 속성을 담아내야 마땅하며, 연극의 기능 역시 개인적 관심에서 집단

적 행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제의 극이다. 미국으로 강제로 이주당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연극은 실향의 극복이라는 심리적 기제와 정체성 회

복이라는 정치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연극을 지향했다. 아프리카라는 본래의 토

양에서 내몰리고 쫓겨난 그들이 이질화된 사회인 미국에서 자신들만의 민족 특

유의 공동체 의식을 견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특유의 제의적 특성에 의

탁하는 연극을 채택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다. 바라카가 제의적 속성을 

채택한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린 이유도 다르지 않다. 

바라카는 연극을 흑인 민중에 대한 추궁과 결속이라는 양면의 노림수를 위한 

수단으로 운용하고자 했다. 그는 흑인들이 정치·사회적면에서는 물론이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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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백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연극을 통해 그는 백

인 문화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흑인들을 추궁하고 질책했으며, 동시에 흑인들

이 망각했던 인종적 자부심을 고취하려고 했다. 그는 흑인 특유의 문화적 요소들

을 동원해 서구 리얼리즘 연극의 상투성에서 벗어난 제의적 연극을 통해 흑인들

의 인종적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 흑인들에게 자신들의 고유한 자산

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들이 먼저 문화적으로 백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극작가 바라카에게 �더치맨�이 클레이라는 방관자를 처벌한 리얼리즘 극이라

면 �노예�는 워커라는 흑인 전사에 대해 더 냉정하고 처연하게 심판을 내리는 제

의 극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백인 문화에 빌붙은 삶을 살았다면 흑인으로서 당당하

게 살아가기란 아예 가망 없다는 경고를 가차 없이 날린다. 이런 점에서 그 흑인 

남성이 다시 자각하여 혁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백인 문화에 편승했다

는 원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극화한다는 점

에서 �노예�는 묵시록적 예언을 제시하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의 제목이 “노예”인 이유 역시 분명하다. 바라카에게 워커는 현재에서도 과

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변명만을 늘어놓는 점

에서 여전히 늙은 “노예”일 따름이다. 자유롭고 당당한 흑인 전사로 변모하지 못

하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바라카는 �노예�에서 워커의 모습을 과거 늙은 노예, 현재 혁명 전사 및 과거 

늙은 노예의 순서로 재현한다. 이런 식의 과거가 현재를 관통하여 다시 과거로 

회귀하도록 설정한 의도는 연극의 사건이 현실 속에서 특정 개인에게 구체적으

로 발생하는 개별적 사건을 뛰어 넘어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이다. 바라카는 특정 개인의 현재란 과거와 절연된 독립적 시간이 아니라 과거부

터 현재까지 이어진 개인적·집단적 무의식이 집적되고 반영된 실재라는 점을 강

조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 역시 과거에 의해 결정되고 평가된다는 점도 짚어준

다. 과거의 상황이 현재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극 전개는 제의의 특징 중의 

하나인 반복성과 회귀성을 바탕에 두고 있는 극 전개다. 

�노예�에서 바라카의 경고는 분명하다. 그는 흑인으로서 애초에는 노예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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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종족들의 분노와 정체성을 “굴복의 기호”(C. W. E. Bigsby 397)인 애매

하고 세련된 언어와 처세로 감추면서 백인들과 화해하려 했던 워커를 혁명전쟁

터까지 쫓아가 징계해야만 했다. 물론 바라카는 워커로 하여금 이전까지의 자신

의 굴곡진 삶의 부채를 털어내기 위해 혁명이라는 환생 제의 판을 깔아주기는 한

다. 그러나 바라카는 워커가 보여주는 행위가 새로운 행동 패턴의 궤도에 진입하

지 못한 채 어설프게 이전 행태들을 답습한다는 점에서 진솔한 회개가 아닌 미숙

한 허위의식의 가면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둬들이진 않는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식 때문에 바라카는 백인 중심 사회에서 비루하게 살면서 분열된 흑인 정체성을 

유지했고 백인 문화를 사랑했던 워커를 응징한다. 비록 워커가 자신의 과거의 행

위에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와 결별하고자 혁명군을 지휘하지만 그를 징벌함으로

써 흑인들에게 백인들과의 공존이라는 허상을 심어 준 백인 문화의 해독성이 얼

마나 가혹한지 폭로하는 것이다. 

�노예�에서 워커의 제의적 통과 과정은 극작가 바라카 본인의 개인적 회개와 

각성에서 출발한다. �노예�에서 워커의 변모 과정 중 일부가 바라카의 실제 변모 

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바라카는 1958년 백인 여성 해티(Hattie 

Jones)와 결혼하여 두 딸 켈리(Kellie Jones)와 리사(Lisa Jones)를 두었으며 말

콤 엑스(Malcolm X)가 암살당한 1965년 이혼한 후 급진적인 흑인 문화·예술운

동가로 변신한다. �노예�를 발표한 시기가 1964년 12월이니까 워커의 변신은 

바라카의 실제 변신의 반영이자 미래의 행적까지 예감한 변신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래의 변모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그는 시대가 호응

하지 않은 선구자의 숙명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바라카의 제의 극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은 개인의 회개와 집단의 반성이다. 

그는 워커가 벌이는 혁명 제의를 통해 워커 개인의 속죄와 흑인 민족 집단의 각

성을 꾀하려고 했다. 바라카는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까지 백인 사회의 시류에 부

화뇌동하는 흑인 의식 및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한 피의 제의를 무대 위에 올렸

다. 바라카는 백인들을 응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 백인들의 천박함에 

공모했던 과거의 흑인들까지 징벌함으로써 흑인 관객들의 의식을 바꾸려 했다. 

바라카에게 애초부터 흑인들과 백인들 관계는 무지한 동거나 어설픈 회개조차 

불필요했다. 따라서 바라카의 혁명적 제의는 개인의 각성과 재탄생을 위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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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 행사였고, “백인 사회의 천박함에 오염된 흑인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한 피

의 제의”(김정호 82)였던 것이다. 바라카가 자신의 연극이 “희생자들을 보여줌으

로써 관객들이 희생자들의 형제들이라는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 . 흑인들의 영혼을 움직이게 할 것”(Neal 296)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페이버(Genevieve Fabre)의 “흑인 연극

은 뚜렷한 예술적 목표 때문에 제의를 이용한다. 흑인 민중의 파편화된 의식을 

통합하기 위해서다”(102)라는 견해는 바라카의 의도와 정확히 맞물린다. 바라카

는 흑인 혁명을 부추기려는 의도 하에 제의적 연극을 채택해 흑인들의 집단의식

을 소환하고 부추기려 했던 것이다. 

�노예�같은 바라카의 제의적 혁명 연극은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부정적 평가

를 받기도 했다. 카스텔로(Donald P. Costello)는 “형식이 사라지고 선동이 압도

한다”(212)고 혹평한다. 또한 흑인여성 문화운동가인 훅스(bell hooks)가 “흑인

성에 대한 논의가 . . . 증오의 경험과 맞물릴 때 인종차별주의가 오히려 지속될 

것”(23)이라며 흑인 민족 내부의 자기 성찰을 강조한 대목도 바라카같은 호전적 

연극인에게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

면 빅스비는 바라카의 극이 “미학적으로 관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끼어 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402)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이들의 견해는 바라카처럼 선동성을 앞세운 흑인 극작가가 지닌 한계를 냉정

한 시각으로 지적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흑인 문화 예

술가들의 처지를 지나치게 간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흑인 예술가들은 정치적 

강박감과 예술적 한계성이 빚어내는 긴장의 틈새에 항상 끼어있다. 그들의 예술 

활동이 불가분 민족 공동체의 기대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바라카

의 연극처럼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고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연극에 대한 마땅한 평가는 전통적 서구 연극에 적용되는 기준들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애초부터 그 지향점이 다른 연극이라는 점에서다.

�노예�를 제의와 드라마 사이에 걸쳐 두고 분석하는 의도는 정당하다. 왜냐하

면 잔슨(Charles Johnson)의 지적처럼 문학이건 공연이건 “경험의 내용을 단순

히 그저 쏟아 부을 수 있는 가치중립적 그릇이란 없기”(48) 때문이다. 바라카의 

혁명연극은 1960년대 미국 흑인 연극의 정치성 담보에 주도적인 좌표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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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그의 제의 연극이 무대 밖 흑인들의 의식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제의 기능을 수행해내기에는 당시 흑인들 내부의 자각이 무르익

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라카의 작업이 버거웠다는 것이다. 

바라카의 제의 극은 정통 서구 연극에 익숙했던 백인들에게는 설익은 형식의 

연극이었으며, 백인들에게 의탁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거쳐 온 흑인들

에게는 지나치게 준엄한 연극이었다. 바라카를 중심으로 전개된 혁명 연극 운동

은 당시 연방 기금과 자선단체 기금의 지원을 받아 200여 명의 극작가들이 400

여 편의 극을 발표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쯤 시들해진

다. 힐은 그 이유에 대해 베트남 전쟁 종전, 연방 정부의 후원금 중단, 흑인들을 

위한 일부 법률 제정, 그리고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흑인들이 생업에 종사

하기 위해 연극판을 떠나게 된 상황 등을 꼽는다. 그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흑인

들이 “불편한 정상 상태의 일상으로 회귀”(426)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바

라카가 혁명 연극 운동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운동의 끝을 이미 10여 년 전 �노

예�에서 예감했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 

IV. 결론

바라카 연극의 핵심에는 아프리카적 제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일램의 말을 빌

려 이해하자면 바라카는 연극을 통해 “새로운 제의를 발동하면 . . . 새로운 사회

적 실재를 위한 이상적 모델을 창조할 수 있다”(467)고 믿었을 것이다. 바라카는 

�노예�에서 제의의 집단성과 결속성을 통해 워커를 개별성을 뛰어 넘어 흑인 역

사를 통시적으로 연결하는 인물로 제시한다. 물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흑

인들의 원죄적 부채 때문에 워커는 선동과 혁명의 과정에서 패퇴하고 만다. 허구 

세계에서 워커가 벌인 제의는 실패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현실에서 실제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워커의 패퇴가 무대 위 허구 공간에

서 벌어지는 사건이었다면, 실제 현실에서 바라카의 제의 연극을 통한 흑인 민중 

선동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이 훨씬 더 참담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바라카의 작업은 애초부터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1960년대는 바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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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급진적인 흑인 극작가가 성과를 올리기엔 흑인 관객들은 너무 소심했었

다. 백인 문화에 무력했거나 편승했던 흑인 지식인들은 충분히 각성하지도 이념

적으로 옹골지지도 못했던 시기였다. 바라카가 스스로 흑인 정체성을 실감하고 

반성과 속죄의 글을 쓰면서 흑인 문화·예술 혁명가를 자처했지만 그의 노력이 현

실에 착근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깁슨이 바라카를 두고 “예

술을 통한 사회 활동가가 되려고 했지만 적어도 그가 작품 속에서 주장하는 변화

가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무엇에 대해 쓰고 

있는가를 이해하기에는 그가 속한 사회의 죄가 크다는 점에서, 이중적 희생

자”(xxviii)라고 평가한 것은 흑인 예술가로서 바라카의 곤혹스런 처지를 잘 짚

어 낸 탁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흑인 의식 제고를 위해 연극과 시를 포함하여 흑인 문화 전반에 걸쳐 

분투했던 바라카는 점차 문화운동을 통한 정치적 발언을 포기하며, 급기야 공산

주의 활동에 뛰어들면서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그는 1960년대 내내 왕성하게 진행했던 흑인 민족주의 운동에서 점차 거리를 두

고 공산주의자로 전향하며 제 3세계 해방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한다. 

1965년 바라카는 에버렛 르로이 존스(Everett LeRoi Jones)라는 원래 영어 이

름을 버리고 개명하며 할렘으로 이주해 <흑인 예술 레퍼토리 극단/스쿨>(Black 

Arts Repertory Theater/School)을 설립한다.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흑인 민

족 공동체 예술 활동에 매진했던 그는 1974년 제 3세계 자유 독립 운동을 지지

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모를 거듭했던 바

라카의 삶의 궤적은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과 계급 차별에 대해 그가 얼마나 치

열하게 투쟁했고 또 절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화를 넘어서 정치적 인식까지 

제고하려는 그의 노력이 그만큼 고단했음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라카는 2009년 웹 매거진 <오전 세시 매거진>(3:AM Magazine)을 통해 어

스킨(Sophie Erskine)과 인터뷰를 한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1970년대를 거치

면서 자신이 운동 방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전국적 린치와 억압이 여전했고, 

흑인들이 투쟁을 통해 뉴악(Newark) 최초의 흑인 시장인 케네스 깁슨(Kenneth 

Gibson)을 당선시킨 이후에도 흑인 공동체 내에 계급차별과 계급투쟁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백인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출발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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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혁 의지가 흑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세하면서 침식되고 꺾인 후 그는 미국 

사회의 정반대 대척점에 다다른 것이다. 

어쩌면 극작가로서 바라카가 필생의 소명으로 삼았던 과업이었을 극작과 문화 

운동의 결합을 통한 민족정기 고양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그 작업이 본래부터 만만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이는 그가 의식제고

의 대상으로 삼았던 흑인들이 이미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그 오염된 역사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현재 흑인들의 삶과 분리해서 대

상화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바라카의 현실 인식이 지나치게 이상

적이라는 점에서도 현실 상황에 착근될 수 없었던 한계를 애초부터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차피 예술가들의 작업이란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

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한 목표를 향해 부단히 다툼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바로 

예술가의 숙명일 것이다. 특히 삶이 비루할수록 문학과 예술은 그만큼 더 처절해

진다. 현실과의 다툼이 문학과 예술의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리고 시대

를 거쳐 오면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미국 흑인들이라면, 실패

와 절망 너머의 경험을 제의적 양태를 빌어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문학과 예술 형

식은 늘 필요했고 정당했을 것이다. 패배한 역사를 거슬러 공동체의 결속력을 견

인해 내려는 바라카의 제의적 연극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여전히 유의미한 이유

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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