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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공연예술에서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예술 생산물

의 사회적 공유이다. 각 지자체의 도시 재해석의 결과로서 공연물 제작, 

극장을 벗어난 공연의 활성화, 그리고 거리 및 특정한 공간 및 공공의 공간

에서 이뤄지는 공연 행위 등은 기존의 극장 중심의 공연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통과 확대를 통해 예술행위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는 동시대 공연예술의 공공성의 위치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행해져온 공공예술의 한 부류인 

장소 특정적 공연 형태를 근거로 하여 최근 일어난 이태리 발사로 델 그라파 

도시의 (Balsano del grapa) 전시 축제인 오페라 에스테이트(Operaestate) 

축제를 통해 관객과 학습자의 수행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시 축제, 장소 특정적 공연, 에리카 피셔, 수행성, Operaestate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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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의 공연예술의 경향으로서 장소 특정적 공연은 극장공연의 패러다

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연 예술의 경향으로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동시

대의 이슈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기존극장 공연예술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공연예술이 행해진 공간의 기원은 과거 원시시대와 문명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를 거쳐 동시대의 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와 블랙박스의

(Black Box) 무대로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나아가 오늘날의 거리예술과 

공공의 공간에서의 공연형태, 심지어 전시관이나 박물관에서의 다양한 공

연 형태를 놓고 볼 때 최근 공연예술이 관객과 학습자를 보다 가깝고 깊이 

만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공연예술의 외연을 확장함

과 동시에 내연을 넓히는 과정이라 해석된다. 

극장을 벗어난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연 형태 중 장소 특정적 공

연에 대한 연구로서 공연의 기원설과 현대적 공연의 공간 형태에 대한 인식

론적 과정을 다룬 박미령, 조택연의 연구1, 공연 공간변화에 따른 관객 체험

의 문제를 다룬 백로라의 연구2, 나아가 트랜스 미디어적 관점에서 특정한 

레퍼토리인 앙르트(En-route)와 이머시브 연극의(Immersive theater) 대표적

인 사례인 펀치 트렁크극단(Punchdrunk) 사례로 들어 새로운 공연예술의 

형태를 연구한 안경희와 전윤경등의 연구들이 있다. 또한 연극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 동시대의 장소 특정적 공연 사례를 연구한 고주연3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박물관 공연, 전시 축제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 특정적 공연에 대

한 선행 연구를 인식론적 토대로 현장 참관 그리고 연구자의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 대상으로서 장소 특정적 공연을 넘어

1 박미령, 조택연, ｢관객 참여형 공연장에 대한 연구 : 장소 특정적 공연을 중심으로｣, �기초 조형

학 연구� 제18권 1호, 2017, 157-172쪽.
2 백로라,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의 공간구성과 관객체험 연구｣, �인문언어�, 2013, 99-125쪽. 
3 고주연, ｢연극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장소 특정적 공연 분석｣,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

원, 2018,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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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시 축제에 내재된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를 동시에 실현시킨 이태

리의 북부 도시 바사노 델 그라파의 축제 오페라 에스테이트 축제 사례를 

통해 관객과 학습자의 수행성 연구를 하고자 한다. 분석의 원리로서 에리카 

피셔의(Erika Fischer) �수행성의 미학�(2017)4의 수행성의 원리 중 접촉과 

역할 바꾸기 그리고 공동체의 원리 등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전시 축제

의 공연 양상 등을 살피고 관객과 학습자의 참여가 수행성의 원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행성의 필수요소인 관객과 

학습자의 육체는 단순히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필수 존재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를 교육적 방법론으로 

환원하기 위해 전시 계획자와 공연 예술가 사이의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2. 오페라 에스테이트(Operaestate) 축제 전시 사례 

최근의 열린 공연 공간은 극장을 벗어나 관객 참여를 근간으로 하여 이

뤄지고 있다. 공연과 관객이라는 상호 유기적 관계의 존재들은 극장은 물론

이며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거리, 나아가 장소 특정적 공연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

시 축제와 관련해서 전시는 기본적으로 계몽, 교육, 감상 혹은 판매 등의5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에 따라 및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목적 달성

을 위해 조명, 관람객의 동선, 전시 대상물을 배치하는 각도, 대상물 보존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동시대의 예술의 가치가 전시가치

에서 공유가치로의 변화를6 꾀하고 있듯이 전시물의 존재가치 자체가 이제

는 관객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관객의 위치가 단순한 

4 에리카 피셔(Erika Fischer), �수행성의 미학�, 김정숙 역, 문학과 지성사, 2017.
5 김인권, �전시디자인�, 태학원, 2004, 54쪽. 
6 이지영, �BTS 예술혁명�, 파레시아 출판사, 2018, 216-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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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존재 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존재한다

는 점이 부각 된다는 것이다.7 즉 기존의 절대적인 텍스트의 관람 형태에서 

내재된 텍스트를 상호텍스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공유형태의 전시형태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밀의 정원”이란 전시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

는 스마트 창의 교육전시의 한 사례로서 기존의 전시교육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관람형태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수행성을 근간으로 하여 전시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비밀의 정원” 전시는 먼저 현관에서 스스

로 선택하게 되어있는 전시여행 선택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경로로 

전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시교육이다. 총 3개의 층으로 나뉜 건물의 지

하 1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의 실내를 투어하고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육체의 수행성 요구, 나아가 정서적 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들

의 주체적인 창의 사고와 상상력을 증대시키는 전시교육이며 추운 겨울날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실내 활동을 통한 전시교육 상품으로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의 20대를 겨냥한 

‘MMCA 나잇’ 전시사례 또한 기존의 미술관의 공간의 확장성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전시 및 공연 그리고 무료 강좌까지 넘나드는 행보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관람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8 

이상의 현상 등을 종합해볼 때 전시가 단순히 전시가치 목적 이상으로서 

공유 가치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객의 수행성을 근간으로 하는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미술 전시와 박물과 전시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대

적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기존의 예술과 관객의 구도

가 정적이지 않고 상호 인터랙티브(Interactive) 한 관계 속에서 관객의 참여 

가능성을 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9

7 오은영, ｢관객 참여형 공연 유형 및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2019, 8쪽. 
8 전지현, <20대 문화예술 성지로 부상한 미술관>,《매일경제》, 2020.1.17.
9 전윤경, ｢동시대 공연에 나타난 ‘관객 참여’ 방식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2집, 2016, 651-7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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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것은 체감하는 것보다 낫다”10

위의 브레히트의(Brecht) 인용 문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예술과 

전시교육의 변화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통한 체험이나 실험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강좌 

전시 외에 인간의 몸을 근간으로 하는 수행전시의 과정으로서 면모를 여실

히 보여준 사례로서 이태리의 Operaestate 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태리 북부 베네토주에 있는 도시 바사노 델 그라파(Bassano del Grappa)

는 식후주로 유명한 그라파의 원산지이다. 이 그라파 지역에서 2011년부터 

지속되어온 오페라 에스테이트 축제는 명실 공히 이태리 북부 그라파 지역

의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로서 유수한 교회 성당과 문화유산을 거점으로 

연극과 음악, 무용 그리고 다양한 전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축제는 앞서 

장소 특정적 공연의 수직적 공간 구조 형태와 수평적 공간 구조를 실험한 

모두 실현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3. 수행성의 원리를 통한 분석 

1) 역할 바꾸기 원리 

아침 일찍 동네어귀에서 만나서 시작하는 이 축제는 앞선 덴마크의 축제 

측의 연출에 따라 아침 일찍 박물관에 모여든 관람객들과 접촉을 통한 몸 

풀기로 시작하게 된다. 특정한 시간대에 모여든 관객은 박물관 정원의 잔디

밭에서 서로 몸을 만져주며 그 날 전체 투어의 시작을 맞게 되고 이후 주최 

측의 정리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자 그룹의 가디언

(Guardian)을 따라 박물관을 투어하게 된다. 

10 도시 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라디오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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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박물관에 도착한 관객들의 역할 바꾸기

그렇게 분리된 그룹을 따라 관객은 박물관으로 들어간다. 관객은 기존의 

박물관이 전시물의 전시 교육효과에 중점을 둔다는 역할에 당연히 익숙해

져 있고 또한 주최 측은 가능하면 많은 양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전시교

육의 효과를 가져 오며 그것이 교육적 목적이 될 수 있었다.11 또한 이러한 

수동적 관람은 어쩌면 전통적인 관람객의 관람 예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페라 에스테이트 축제에서는 최근의 박물관 전시교육의 

다양성과 궤를 같이하며 관객의 역할 바꾸기를 요구한다. 

박물관에 도착한 관객들은 박물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먼저 감상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최 측에 의해서 섭외된 안무가 등이 등장하게 된

다. 안무가는 관람객에게 일종의 미션을 제시한다. 즉 벽에 걸린 다양한 

그림을 보고 그와 같은 포즈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벽에 걸

린 전시의 그림이 가지는 정적이 구조는 안무가의 동작 수행 요구에 의해 

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동적 전시는 관객의 역할 바꾸기 

원리를 통해 행해진다. 

11 송한나는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재현하는 방법으로서 박물관 재현전시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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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안무가는 맵핑(Mapping) 작업을 요구 한다. 즉 기존의 박물관 

전시물의 저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무가는 그 공간을 재해석

하는 역할을 관객에게 요구하게 되며 관객에게 주어진 적절한 시간 이후

에 관객은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전시물이 있는 공간을 준비된 종이

와 펜 그리고 가위와 풀 등으로 드로잉의 방법과 종이 오리기 등 각자의 

방법으로 제작 후 전시 공간에 놓아둔다. 그리고 그 이후 서로의 관객은 

서로에게 관객이외에 작가로서 다시 재등장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

게 된다. 

이와 같이 오페라 에스테이트의 전시교육은 단순한 역할 바꾸기의 범위

를 넘어서 관객이 또 다른 해석의 주최자이며 동시에 새로운 작가로서 상호

텍스트의 관점12에 따라 전시물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동시대의 전시교

육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공동체의 원리

발터 벤야민의(Walter Benjamin) 산보의 미학13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

는 동시대의 예술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관객들 서로가 서로에게 산보와 

같은 작품 참여 행위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키며 현존을 이야기 하고 

있다. 

12 김욱동 �포스트 모더니즘�, 민음사, 2008, 408-409쪽.
13 윤미애 �도시, 기억, 산보�에서 벤야민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 기억의 보고로서 도시를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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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전시관을 산보하며 벽에 걸린 그림을 흉내 내고 알아맞히기

위의 그림은 전시관에 들어온 관객들로 하여금 일종의 관람을 제공한 

뒤 각자 인상에 남는 그림을 흉내 내고 서로에게 어떠한 그림을 흉내 내는

지 알아맞히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렇듯 정해진 특정한 질서가 없는 조건에

서 관객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질서에 의해서 마치 놀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객들 스스로에게 존재를 확인하는 공동체의 미학을 실현한다. 

나아가 산보와 같은 전시실 투어를 통해 안무자는 관객들 중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정하고 삼각형을 만드는 과제도 부여한다. 본인이 삼각형의 꼭짓

점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의 등만을 바라보

며 꼭짓점을 찾고 또 꼭짓점을 제외한 두 개의 

모서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가끔 충돌과 폭소를 자아내지만 이러한 

과제는 불특정한 다수

가 불특정한 삼각형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예기치 않은 즉흥적 

상황을 연출하며 작품 생산의 즉시성을 공동체의 원리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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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촉의 원리

오페라 에스테이트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접촉의 미학을 실현해 내는데 

있다 할 수 있겠다. 접촉은 단순히 이성과 시각중심의 관람에서 벗어나 다

양한 감각의 해방을 통해 다양한 전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축제의 전시에서는 접촉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시 관람 전 관객에게 미리 요구된 가벼운 옷차림을 전제로 혹은 상관없이 

전시실에서 자리를 옮긴 후 넓은 공간에서 접촉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전공인과 비전공인 상관없이 신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진 관객들은 전문 무용수의 현란한 기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숨쉬기, 

상대방 마사지 해주기, 그리고 큰 원 그리기 등의 동작수행을 요구받게 된다. 

2인 1조 혹은 3인 1조등의 그룹별 동작수행은 가벼운 접촉에서부터 소리 

지르기, 상대방의 몸 움직여주기 그리고 서로 바라보며 시끄럽게 이야기하기 

등의 과제를 통해 물리적 접촉을 수행하고 서로의 느낌을 상호 교환한다. 특

정한 의상이나 강요된 일체의 요구 없이 극히 자연스럽고 언제든지 무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전시 관람이 가능한 이러한 구조는 앞서 언급한 이머시브

(Immersive) 연극이나 장소 특정적 공연의 전형적이 관람 형태와 유사하다. 

| 그림 3 | 접촉을 통한 다양한 감각의 열림을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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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시물의 절대적인 존재가치 실현에서 벗어나 전시관의 관람형태

가 일방적 전시가치에서 상호교환의 가치, 공유가치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인간의 육체를 적극적으로 배치함으로서 다양한 

감흥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페라 에스테이트 축제의 특징은 수행성의 세 가지 원리인 역할 

바꾸기, 공동체, 접촉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동시대의 다양한 하

이테크놀로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지극히 일차적인 재료인 신체만을 가지

고 수행성을 실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VR, AI 등 다양한 테크놀로

지 환경 속에서 현대 공연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격하는 시대적 창작 환경을 놓고 

볼 때 자칫 창작력의 빈곤이 안이 하게 기댈 수 있는 예술 기제를 과감히 

포기하고 가장 순수한 인간의 신체라는 원초적인 재료만을 가지고 접근한

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 에스테이트 전시 축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근간으로 하

는 수행성의 미학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장소 특정적 공연과 전시 축제 

전반을 관통하는 첫 번째 원리로서 역할 바꾸기는 모든 관객들이 기존의 

행위자 중심과 수동적인 작품 수용자에서 벗어나 모든 장소와 박물관에서 

신체의 수행성을 근간으로 하여 역할 바꾸기를 시도하였다. 

이는 브레히트가(Bertolt Brecht) 말하는 “소격효과”를 실현시키는데 필수

적인 원리로서 작용하며 작품의 몰입과 해체를 결정하는 주체가 남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역할 변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동체의 

원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동시성을 확인하며 작품의 권력을 창작

자 중심에서 관람객으로 위치 시켰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은 공연과 전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관람하는 이웃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다양한 관람과 전시 관람 방법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위의 두 가지 원리를 수행하는 절대적인, 신체를 근간으로 하는 원

리로서 접촉의 원리는 기존의 시각중심의 관람과 전시교육이 가지는 한계

와 닫힌 구조를 열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원리로서 작용한다. 

접촉의 원리 안에는 역할 바꾸기와 공동체의 원리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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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위에서 세워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의 주된 요소인 수행성의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역할 바꾸기 공동체 접촉
장소

분류

오페라 

에스테이트

축제

전시물 앞에서 전시물 

흉내 내기와 맵핑 작

업을 통한 재해석

전시실을 산보하며 관

객들끼리 만들어내는 

행위들 

관객들끼리의 접촉 동

작 수행을 통한 다양

한 감각의 열림 경험

수직,

수평적

구조
박물관 1층 전시실 앞 2층 전시관 내 3층 전시관 외

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이태리의 오페라 에스테이트 측제 에서 행해진 수

행성의 원리는 작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 되어있다. 또한 신체를 

근거로 한 수행성의 원리는 수직적 구조의 건물과 수평적 구조의 도심지역 

나아가 건물과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복합적 구조로서 전시교육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4. 나가며 

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 문화예술가들의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정보 통신 재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와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삶을 주장하는 14 남정숙 문화 기획자의 논고는 동시대의 예술이 

위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유의미한 제안으로 보인다. 포스트모

더니즘 시대 이후로 공연 극장 공간이나 미술관 이탈 그리고 미디어와의 

결합을 단순히 실험성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공공예술의 관점과 

동시대 인류의 큰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래의 예술의 행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논지는 타당성을 갖는다. 예술이 과거 유한계급과 

14 남정숙, <포스트 코로나시대 문화예술은 무엇을 준비할까?>,《서울문화투데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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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만의 소유가 아닌 공공성을 통해 모두가 누리고 참여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동시대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공유방식의 변화

는 예술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예술의 공공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공연 양식으로서 장소 

특정적 공연을 꼽을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확장된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

관 전시 축제들의 다양한 행보를 보면 관객의 참여가 단순히 도구로서의 

역할이나 해프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 생산에 절대적인 존재로 

참여하여 작품의 정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결정성의 필수 요소로 보인다. 

에리카 피셔의 수행성의 원리는 현재 공연예술이나 전시 교육에서도 학

습자와 관객의 참여가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필요한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

다. 물론 수행성의 원리를 주도하는 작가의 역량이 순수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과정의 가치를 넘어서 결과와 작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면15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수행성의 원리를 작가와 관객 그리고 학습자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고려되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 

오페라 에스테이트 축제는 관객과 학습자의 수행성의 원리를 역할 바꾸

기와 공동체 그리고 접촉이라는 비교적 일차적인 재료와 토대위에서 진행

하고 그 결과가 과정 중심에 위치하기에 국내의 몇몇 커뮤니티 예술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커뮤니티 공연의 경우 작품 전반을 

이끄는 작품의 주체로서 예술가가 우위를 점하고 자발적 참여와 주체자로 

나서야 할 관객이나 참여자가 단순히 도구로 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와 학생, 일반 대중 그리고 큐레이터 등 다양한 분

야의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과정에 의미를 가지

고 있는 오페라에스테이트 축제는 지나친 테크놀로지에 의존하지 않으며 

주체자의 지나친 작품 진행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가디언 차원에서 머무르

고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최소한의 창작 재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조급함 없이 순수한 과정에 중심을 둔 사례로서 커뮤니티 예술, 공공예술로

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진다.

15 공공미술에서부터 공공연극, 공공무용, 공공음악에 논지를 통해 커뮤니티 예술의 공동체와 참

여자의 자발적 참여와 작가의 역할, 경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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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tivity of the Audience and 

Learners through the Operaestate Exhibition Festival

Park, Nahoon

Youngs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cting & Performing Arts

The most prominent phenomenon in performing arts in recent is the 

social sharing of art products. As a result of the city's reinterpret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production of performances, activation of 

performances outside the theater, and performances performed in streets 

and specific spaces and public spaces deviate from traditional 

theater-based performance forms through social communication and 

expansion. Also, it is seen as an effort to expand the delinquency of the 

act.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this proves the publicity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I will research the audience and learners 

through the Opera Estate festival, a recent exhibition in the Balsano del 

Grappa, Italy, which is based on the site-specific performance form tha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everal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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