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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자는 디지털 영상 연기 중 TV드라마와 영화 연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아메리칸 메소

드(american method)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메리칸 메소드 훈련 방법 중 리 스트라스버그(Lee Strasberg, 1901-1982)
의 정서적 기억은 디지털카메라 매체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제작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

인 방법론이다.  TV드라마와 영화의 제작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성과 쇼트의 크기,  편집에서 오는 디지털카메라 매

체의 독립적 의미 생성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배우는 감정의 기억 훈련을 통해 디

지털카메라의 매체적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기를 도와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asic elements of film acting based on Lee Strasberg's emotional memory. Acting in 
Korean film and TV drama often meets difficult circumstances. Therefore, I strongly suggest Lee Strasberg' American 
Method to film actors and students. This method refers to affective  memory that Lee Strasberg devised for film acting 
at the Actors Studio. Another main point of this method is to overcome difficulties created from the camera use and 
shooting process. It is evident practicing affective memory would help actors perform better in their field.

키워드 : 감정의 기억 훈련, 디지털매체 연기, 아메리칸 메소드, 리 스트라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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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영상 컨텐츠 중 TV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수

용자들의 관심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에 비

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습적 리얼리티’를 중심으

로 하는 연극무대는 수용자들과의 일련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즉물적 리얼리티’를 중요시하는 

디지털영상에서는 관객과의 즉발적인 소통보다는 매체 

스스로가 사진적이며 리얼리티를 추구한 다는 점에서 

매우 ‘즉물적’이라 하겠다[1].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디지털영상 매체에서도 TV드

라마와 영화의 경우에는 독보적인 제작 환경을 갖고 있

다.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있어 편집, 사운드, 조명과 같

은 영화의 장치들과 불연속적 촬영, 상대 배우와의 비 

소통적 교감 등을 고려해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

상연기의 피동성은 배우를 하나의 피사체로 간과하기 

쉽다.     
본 연구자는 디지털영상 연기에서 TV드라마와 디지

털 영화 연기의 제작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상연기의 독자적 예술성을 고려한 연기 방

법론으로 아메리칸 메소드를 제안한다. 
아메리칸 메소드에서 중에서도 미국에서 자신의 개

성을 앞세워 연기하는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억

을 중심으로 본고를 고찰하겠다. 

Ⅱ. 아메리칸 메소드의 발생과 개념
 

아메리칸 메소드라는 용어는 리 스트라스버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 이라는 명사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기스타일 또는 연기 방법론으

로써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메소드는 메소드 엑

팅,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되

지만  모두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에 본 연구자는 아

메리칸 메소드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19세기 말 연극계에 평범한 사람들이 극 중 주인공으

로 등장하게 되고, 자연주의(naturalism), 사실주의

(realism)와 같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갈등들이 

무대위에 공연되어지게 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스타니슬랍스키(Konstantin Sergeevich Stanislavskii, 
1863~1938)를 비롯한 동시대의 연구가들은 기존의 외

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훈련되어지던 유형적(type) 인물

에 대한 훈련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2].
배우의 내적인 정서와 진실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 스타니슬랍스키의 제자 오펜스카야(maria 
Ouspenskaya, 1876-1949)1)와 볼레슬랍스키(Richard 
Boleslavsky, 1889-1937)2)에 의해 그들의 방법론이 미

국에 전파되었다. 
아메리칸 메소드는 러시아의 연기방법론이 위의 인

물들을 통해 미국의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에들러

(Stella Adler, 1901-1992), 그리고 샌포드 마이즈너

(Sanford Meisner, 1905-1997) 등의 연구가들에게 흡수

되면서 발생한 연기법인 것이다. 
아메리칸 메소드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리얼리즘

을 추구하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연극 이전의 정형적 

인물을 외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되었다. 내적 진실에 기초하여 배우 자신의 개성을 앞세

워 발전하게 된 훈련방법인 것이다. 아메리칸 메소드와 

비(非)아메리칸 메소드의 차이는 아래 그림1 과 같다.

아메리칸 메소드           비(非)아메리칸 메소드

배우 > = 중 인물(캐릭터)   배우 = < 극중 인물(캐릭터)

그림 1. 아메리칸 메소드 연기와 비 아메리칸 메소드의 차이

Fig. 1 Difference between american method and non- 
american method

위의 그림 1은 아메리칸 메소드 연기와 비아메리칸 

메소드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 이다. 아메리칸 메소

드 배우의 경우 TV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경우,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령 ‘내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가?’ 라는 물음을 던질 것이

다. 하지만 비아메리칸 메소드 배우의 경우 ‘내가 만약 

극중 인물(그 또는 그녀)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것이다. 아메리칸 메소드 배우는 자

1)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을 미국에 알린 인물. American Laboratory theatre 이끈 인물.
2) 오펜스카야와 함께 미국의 American Laboratory theatre를 이끌며 아메리칸 메소드의 초석을 다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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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토대로 연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비아메리칸 메소드 배우의 경우 극중 인물로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
배우 자신의 개성을 연기에 접목시킴으로 연기를 진

실하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메리칸 메소드의 목

적이다. 

Ⅲ. 아메리칸 메소드의 유용성과 한계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방법론은 미국화 되는 과정

에서 발생된 아메리칸 메소드는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

라 에들러, 그리고 샌포드 마이즈너로 대표되는 세명의 

인물에 의해 더욱 정교해 지게 된다.3) 
리 스트라스버그는 아마추어 배우들에게 자신이 과거

에 겪었던 정서을 기억 해내는 ‘감정의 기억 (affective 
memory, emotional memory)4)’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

다. 감정의 기억은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훈련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영화 배우들에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며 현재까지도 미국에

서 가장 대중적인 훈련 방법이다[3].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이완, 집중, 감각의 기억과 같은 

연습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완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행동을 의식적 명령을 통해 창조해야하는 연

기 예술을 위해 배우는 내적, 외적인 압박으로부터 자

유로워야하는데 배우의 이완은 신체 또는 정신의 집중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긴장과 이완의 경험은 스타

니슬랍스키가 제안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아래는 긴장에 관한 스타니슬랍스키의 글의 일부분

이다[4].

“저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저것을 들어 올려 

보는 거다. 학생들이 한 사람씩 다가가서 있는 힘을 

다해보았지만, 이 육중한 악기의 한쪽 모서리나 들어 

올리는 게 고작이었다. 피아노를 들어 올리고서 빨리 

곱셈을 해라. 9 곱하기 37은 얼마? 못하겠는가? ...선
생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그 학생은, 이제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들고 있던 피아노 귀퉁이를 일단 내려놓

았다... 선생님이 말했다.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네는 우선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고, 근육의 긴장을 

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근육이 긴장되면 배

우 내면의 정서적 경험들은 길이 막혀버린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까?” (pp. 124-125)

긴장의 해소는 신체의 이완으로 이어지고 이완된 신

체를 통해 배우는 극중 리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이다. 리 스트라스버그는 정서와 신체적으로 이완된 상

태에서 배우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극중 인물의 

상황을 대치하기 원한다. 배우가 연습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감각을 기억하고 그것을 조절하거나 유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장한다[5]. 이 훈련은 스타니

슬랍스키의 ‘만약에 가령(magic if)’과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상황의 대치는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행동하는

데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만약에 가령’과 리 스트라스버그

의 ‘감정의 기억’의 경우 모두 배우의 내적 심리를 통한 

연기 훈련이다. 궁극적으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무의

식의 발견을 하는 훈련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이다. 스
텔라 에들러는 리 스트라스버그의 내적 심리에 의존하

는 연기 훈련 방식, 배우가 과거의 개인적 감정의 상처

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의문을 품게 되고 대안을 모색하

게 된다.
에들러는 사실주의 작품 외의 작품들, 셰익스피어나 

고대 희랍극에서의 연기는 평범한 배우의 일상적 정서

만으로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리 스트라스

버그의 훈련법을 비판한다[6].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배우가 덴마크의 왕자 출신도 아닐 뿐더러 희랍극의 영

웅은 더욱 아니기에 배우 자신의 정서적 기억은 극중 

인물의 갈등의 깊이와 많은 차이가 있다. 에들러는 배

우가 주어진 상황속에서 상상을 통해 인물을 창조해야

하며 정신적인 분석보다는 신체적 행동을 통한 인물 구

3) David Krasner 는 Twentieth Century Actor Training에 소개한 그의 글에서 스트라스버그와 에들러, 마이즈너를 메소드 엑팅의 

대표적 인물로 설명한다.  
4) 리 스트라스버그저, 하태진 번역의 연기의 방법을 찾아서에서는 emtional memory가 affective memory보다 좀 더 강렬한 반응

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크게 의미를 두어 구분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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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메리칸 메소드를 대표하는 인물중 하나인 샌포드 

마이즈너 역시 배우 자신의 기억을 통한 극중 인물과의 

대치는 상대배우와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역설한다. 그
는 배우가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여 연기하게 되면 상

대배우와의 소통을 통해 생기는 충동의 단절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한다[7].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억’
에 대한 스텔라 에들러와 샌포드 마이즈너의 주장을 정

리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개인적인 기억을 극중 인물에 대치하여 연기하는 방법론

Fig. 2 Criticism on effective  memory
 

배우의 개인적인 기억을 극중 인물에 대치하여 연기

하는 방법론은 위의 그림2 와 같이 많은 모순과 비판을 

만들기도 한다.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억은 많은 연출가와 배

우, 그리고 학자들에게 정신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광기어린 훈련방법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리 스

트라스버그의 훈련 방식을 통해 많은 배우들이 헐리우

드에서 활약 하고 있다. 과거 제임스 딘, 마를린 먼로부

터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와 같은 유명한 스타에 이르

기 까지 리 스트라스버그의 연기 훈련 방법론은 연극 

뿐 만 아니라 영상 매체에 까지 부합 된다.
  

Ⅳ. TV드라마와 영화에서의 아메리칸 메소드

리 스트라스버그가 창안한 아메리칸 메소드 연기 이

전에도 영화에서는 편집과 클로즈 업 쇼트의 활용과 같

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연기의 발전을 시도하기도 하

였다. 하지만 영화의 기술적 측만을 고려한 발전 방안

은 배우를 하나의 피사체나 마네킹과 같은 수동적 인물

로 생각하게 되는 회의적 모순을 만들었다. 이러한 영

화의 기술적 측면을 배우가 이해하고 발전을 시킨다면, 
이것은 배우의 연기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 될 수 있다. 
   영화와 TV드라마의 제작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에는 

분할된 쇼트와 일관되지 않은 촬영순서 등이 있을 것이

다. 아래의 표1 은 KBS TV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야외 

촬영 스케줄의 일부분이다.5)  

표 1. 촬영 스케줄표

Table. 1 Shooting schedule

위의 스케줄표를 살펴보면 촬영대본의 순서와 촬영 

장소가 각기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촬영대본의 경

우 37회 10씬(scene)을 시작으로 38회를 거처 다시 37
회로 돌아오는 순서로 되어있다. 연극이나 무대 위에서 

올려지는 공연 예술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배우가 충분

한 시간을 갖고 연습할 수 있지만 TV드라마의 경우 사

전제작으로 만들어지는 일부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준

비기간의 부재가 비순차적 촬영을 요구하는 카메라 연

기에 큰 위험 요소이다. 37회 10씬을 촬영하다가 38회 

5) 위의 사진은 KBS TV주말 사극 드라마 ‘대왕의 꿈’의 2013년 2월 13일 제42회차 야외 촬영 일정표이다. 사극의 경우 야외 촬영 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전쟁과 같은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주로 촬영하기에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 위의 장면들을 

하루에 모두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 팀을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실내 세트촬영이나 현대극의 경우는 위의 스케줄보

다 더 많은 장면을 촬영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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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씬을 촬영하고 다시 37회로 돌아오는 비순차적 촬영

은 TV드라마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배
우는 이러한 제작과정 속에서도 일련의 정서적 관통선

을 유지해야 한다.  
비순차적 촬영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분할된 쇼트

의 촬영은 배우가 극복해야할 어려움 중 하나이다. 
마스터 쇼트(master shot) 촬영 이후 이루어지는 세부

적인 쇼트 촬영, 가령, 오버 더 숄더 쇼트(over the 
shoulder shot) 또는, 투 쇼트(two shot)등과 같은 촬영은 

배우에게 의식을 통한 무의식적 상황을 만들게 한다. 
배우는 한 장면 속 분할된 쇼트 촬영에서 반복적 행동

을 정확히 이루어 편집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상대배우의 연기와 연결되지 않은 배우 스

스로의 연기에 집중하여 같은 신체적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마이클 캐인6) 역시 

카메라 연기는 상대배우와의 호흡보다는 자신이 준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주장한다[8].
대본의 비순차적인 촬영과 장소의 잦은 이동, 그리고 

분할된 쇼트의 촬영은 배우가 촬영에 들어가기 전 주어

진 상황에 대치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 
장면을 여러 쇼트로 분할하여 촬영을 할 때도 야외 

촬영의 경우 조명을 카메라에 맞게 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에 배우가 집중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내

적 상태를 극중 인물에 맞게 만들 수 있다. 시청각적 자

료를 이용하거나 내적 독백, 또는 신체적 접근을 통해

서도 배우는 리 스트라스버그가 주장하는 감정의 기억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외적 또는 내적인 자극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극적 인물의 내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상대 배우 없이 혼자서 촬영

되어지는 원 쇼트(one shot)와 같은 상황에 더욱 부합

된다. 
위의 마이클 케인의 주장처럼 카메라 연기에서는 상

대배우가 자신보다 연기를 못한다고 해서 그 연기 수준

에 호흡을 맞춰 연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작 환경

상 상대방과 호흡을 맞출 시간도 매우부족하기에 배우

는 자신이 준비해온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 자신의 감정의 기억에 의존하여 완벽한 내적 정

서를 만든다면 카메라 쇼트와 후반 포스트 프러덕션

(Post-production)과정에서의 편집에 의해 배우의 연기

는 매우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유명한 

쿨레쇼프의 모주힌 실험7)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감정의 

기억을 통한 배우의 내적 상태의 완성은 디지털카메라 

연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 

Ⅴ. 결  론

아메리칸 메소드중 극중 인물에 배우의 과거의 기억

을 대치하여 연기하는 것은 많은 비판을 야기하기도 한

다. 아메리칸 메소드를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

억’과 같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아메리

칸 메소드는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억이 하나의 

연기 방법론으로 확립되어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스텔

라 에들러와 샌포드 마이즈너와 같은 다른 아메리칸 메

소드를 대표하는 인물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 등의 자기 

모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억은 배우가 염두하고 

체화 시켜야할 연습과정의 하나로 발전되어야 한다.  
디지털카메라 연기를 할 때 겪는 제작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배우가 연기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카메라 매체의 특성에서 오는 쇼트의 

분할과 비순차적 촬영 등은 배우에게 연기 호흡의 단절

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감정의 기억 훈련을 통해 이와 같은 어

려움을 배우가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배우의 수만큼이나 많은 연기 방법론이 존재한다. 가

장 좋은 방법은 카메라 앞에서 수용자들에게 완벽한 리

얼리티를 만들어내는 기술 일 것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영상매체의 다각화에 배우들도 과거 연기 방법

론에 머물기 보다는 시대와 문화에 맞는 훈련이 병행되

어야 한다.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의 기억과 같은 연

기 훈련 방법론을 한국의 연기 양식에 부합시키고 발전

시키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6)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배우이다.
7) 소련의 영화감독 쿨레쇼프(Lev Vladimirovich Kuleshov)는 배우 모주힌의 무표정한 쇼트 앞뒤에 다른 쇼트들을 병치하며 그에 따

른 의미 변화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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