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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판소리와 탈춤은 지역적이거나 계층적인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향유된 구비문
학이면서 근대 이행기의 문화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닌다. 그런데 판
소리와 탈춤은 한국연극사의 전개 과정에서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라는 상반된 운동
에 참여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연극의 공연 행위와 공동체 문화의 상관관계를 중심
으로 판소리와 탈춤의 변별적인 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론은 연극 공연에서 발생하는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의 세 층위를 바
탕으로, 제의와 연극 등의 연행에서 참여자들의 변화를 포착한 셰크너의 이론을 수
정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지속적인 변환’을 하는 대표적인 연행 양식이 통과의례라
면, ‘일시적인 변환’을 하는 대표적인 연행 양식이 근대극이다. 이 논의에서는 지속
적인 변환을 추구하면서도 반복적인 연행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동체 문화를 다져나
가는 변환 방식으로 ‘주기적인 변환’을 설정하였다.
탈춤과 판소리는 지속적인 변환을 이루는 제의에서 출발하여 민속예술의 단계를
거쳐 흥행예술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소리는 고도의 음악성을 바탕으로 고
급예술로 발전하였고 연행자와 관객이 모두 일시적인 변환을 경험하는 근대적인 공
연 양식인 창극으로 개량되었다. 판소리의 창극화는 근대적인 극장문화에 편입되는
대신 공동체 문화의 기반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탈춤은 공연방식과 공연
미학의 측면에서 공동체 문화의 속성을 유지하는 대신 근대적인 극장문화에 편입될
수 없었다.
근대극의 해체 과정에서는 공동체 문화로서 연극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이 시작되었다. 민속예술 또는 민중예술 단계의 이념과 형식을 회복하기 위한 연극
운동의 결과 탈춤이 지닌 공동체 문화의 장점을 돌아보게 하였던 것이다. 탈춤의 마
당극화를 통하여, 극중공간과 공연공간, 일상공간의 층위가 서로 소통하고 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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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게 되었다. 연극 공연이 참여자의 삶에 지속적인 변환을 가져
다줄 수 있는 공동체의 연극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극의 해체 과정에서 돌아보게 된 공동체 문화는 중세나 근대 이행기 연극의
양상과는 다르다. 중세나 근대 이행기의 연극에서는 지역이나 신분, 생업 등의 동질
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면 마당극 운동에서는 이념적 동질성에 기
초한 공동체 문화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근대극, 공동체 문화, 판소리, 탈춤,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 지속
적인 변환, 일시적인 변환, 주기적인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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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논의의 목적은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을 중심으로 연극사의 추이
에 나타난 공동체 문화의 위상을 밝히는 데 있다.
기록문학으로서 희곡 양식이 정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연극 양식은
대부분 구비문학의 범주에 속하였다. 근대적인 극장문화가 정착되면서 근
대극의 성립을 위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판소리가 선두에 섰다. 창극 운동은
舊劇인 판소리를 혁신하는 新劇을 모색하면서 근대극 운동의 서막을 열었
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근대극의 성립 과정에서 신파극, 서구 사실주의
극 등의 자극을 받은 제2, 제3의 신극 운동이 거듭되었다.
근대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구비문학은 한국연극사의 주도권을 기록문
학에 넘겨주었으나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근대극의 해체 과정에서 다시
구비문학인 탈춤이 연극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탈춤의 전통에 주목한
연극 운동 가운데 특히 마당극 운동은 탈춤의 이념과 형식을 바탕으로 당대
현실의 문제를 담아냄으로써 한국연극사의 추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
다고 할 수 있다.
근대극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판소리와 탈춤의 활약은 한국연극의 풍부
한 토양이 되어온 구비문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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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와 탈춤은 지역적이거나 계층적인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향유된
구비문학이면서 근대 이행기의 문화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닌
다. 그런데 판소리와 탈춤이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라는 상반된 위치에 서게
된 사실은 별도의 관심을 요구한다. 이 논의에서는 연극 공연과 공동체 문
화의 상관성에 대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나타
난 판소리와 탈춤의 갈림길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한다. 그 결과 한국연극
사의 추이에 나타난 공동체 문화의 위상이 드러나길 기대한다.
근대극의 성립 과정에 나타난 판소리와 탈춤의 갈림길에 대해서는 선행
논의가 있었다. 판소리가 민속예술의 단계에서 대중예술의 단계에 편입한
반면 탈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견해를 비롯하여 탈춤의 공연방식이 근대적
인 극장무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었다. 필자는 공동체적 합일을
바탕으로 하는 탈춤의 신명풀이 미학이 익명의 다수 관객을 상대로 하는 근
대적인 극장문화와 어울릴 수 없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1)
이 논의에서는 앞선 연구를 확장하여 판소리와 탈춤, 또는 창극과 마당
극의 공연 행위와 공동체 문화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연
극의 공연 행위와 공동체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나타난 판소리 개량 및 탈춤 재창조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5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연극사의 추이에 나타난 공동
체 문화의 위상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2. 연극 공연과 공동체 문화의 관계
공동체는 혈족, 지역, 계층, 생업, 이념, 기호 등의 동질성으로 사람들을
묶어내는 단위이다. 공동체 문화는 이러한 집단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양산
1) 선행 연구의 내용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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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연극은 제의적 진정성과 놀이적 오락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연기자와 관객이 같은 시공간에 현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
어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예술 양식이 된다. 연극
공연과 공동체 문화의 관계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연극 공
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층위를 살펴보고자 한다.2)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

표 1. 연극 공연에서 발생하는 층위

연극을 공연할 때 연기자와 관객은 같은 시공간 안에서 현존하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극장 안에 함께 있을 뿐이지만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
의 세 층위에서 공존하는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극중공간은 허구적으로 형
상화된 공간으로 극중인물의 세계이다. 공연공간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
간으로 연기자와 관객이 만나는 장소이다. 일상공간은 극중공간과 공연공
2)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악·희·극, 태학사, 2002, 233~245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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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배후에 있는 현실 세계이다.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로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시공간과 인물, 사건
으로 조직된 텍스트가 존재하는 층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극중공
간에는 연극 텍스트(theatrical text), 공연공간에는 공연 텍스트(performance
text), 일상공간에는 문화적 컨텍스트(cultural context)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3) 물리적인 장소로 보면 ‘극중공간〈공연공간〈 일상공간’의
포함 관계를 이룬다. 극중공간은 대체로 무대 위에 한정되고 공연공간은 무
대와 객석, 분장실, 휴게실 등을 포함한 극장공간에 한정되며 일상공간은
극장을 포함한 현실적인 생활공간에 해당한다.
일상공간에서 생활인으로 존재하는 A는 연극 공연을 위하여 극장문을
들어서게 되며4) 먼저 공연공간에 속하게 된다. 무대에 오르기 위하여 A가
분장을 하고 의상을 갈아입는 일 등이 공연공간에서 발생하는 연기자의 행
위들이다. 연극이 시작되면 A는 극중인물로 전환되어 허구적인 극중공간
에 속하게 된다. 극중인물이 객석의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 극중공간과
공연공간이 소통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극이 끝나 무대 인사를 하
는 순간부터 연기자는 다시 공연공간의 층위에 속하게 된다. 분장을 지우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는 일 등이 공연공간에서 이루어진
다. 다시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연기자는 일상공간으로 복귀하게 된다.
B 역시 일상공간에서 생활인으로 존재하였다가 극장문을 들어서면서 공
연공간의 관객으로 전환된다. 공연공간에서 그는 준비 중인 연기자 A를 격
려해줄 수도 있고 좋은 좌석을 찾기 위해 옮겨 다닐 수도 있다. 연극이 시작
3) 패트리스 파비스에 의하면 연극 텍스트 안에 또 다른 층위로서 희곡 텍스트(dramatic text)를
설정할 수 있다; 리차드 셰크너, 김익두 옮김, 민족연극학, 한국문화사, 2004, 36~37쪽. 이
논의에서는 무대공간에 표현된 연극 공연 행위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희곡 텍스트의
층위는 생략하였다.
4) 여기서 극장이란 고정적인 건축물로 완성된 극장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궁궐에 마련된 연회석
이나 장터 놀이판도 극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극장문’은 일상공간과 공연공간을 구별해주는 최
소한의 표지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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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B는 극중공간에 집중하게 되고 극중인물을 접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관객은 극중공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극의 공연방식상 극중공간
이 공연공간으로 확장되는 경우 관객은 일시적으로 극중공간에 속하게 된
다. 연극이 끝나고 극장문을 나서면 B는 다시 일상공간으로 복귀하게 된다.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에서는 각각 공동체 문화와 연관된 관계의
층위가 형성된다. 극중공간에서는 극중인물과 관객이 만나게 되고 정서적
공감이나 이념적인 동화 작용 등 정신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연공
간에서는 연기자와 관객이 만나게 되고 공연방식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접
촉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상공간에서는 연극 공연과 상관없이
혈족, 지역, 계층, 생업, 이념, 기호 등의 동질성에 따른 공동체가 구성된다.
일상공간에서 A와 B는 불특정 다수의 개체로 존재한다. 연기자와 관객
으로 A와 B가 같은 시공간 안에 현존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공동체 문화로
묶어주지는 않는다. 극중공간과 공연공간의 연극이 일상공간의 공동체 문
화를 고양시키고 일상공간의 공동체 문화가 공연공간과 극중공간의 연극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연극을 공연하고 관람하는 체험
을 통하여 연기자와 관객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포착해야 한
다. 물리적인 공간 개념으로 보면 연기자와 관객은 처음에 출발했던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나 공연에 임했던 연기자와 관객의 심신 상태 및 사
회적 지위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리차드 셰크너(Ricahrd Schechner)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연기자
와 관객 등 참여자들이 영구히 변화되는 연행(performance)을 지속적인
변환(transformation)으로,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연행을 일시적
인 변환(transportation)으로 구분하였다.5) 셰크너는 지속적인 변환의
대표적인 경우로 통과의례를 들었고 일시적인 변환의 대표적인 경우로 구
5) 이하 일시적 변환과 지속적 변환을 겪는 공연자들과 청관중에 대해서는 리차드 셰크너, 김익두
옮김, 앞의 책, 201~257쪽 참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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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연극을 들었다. 성인식과 같은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소년들은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고 변화된 심신 상태 및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간다.
구미의 연극이란 근대극을 선도한 사실주의극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연극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기자와 관객은 정해진 공간에서 극적 환상을 체
험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다시 일상적인 심신 상태 및 사회적 지위로 되돌아
오게 된다. 앞서 제시한 연극 공연의 층위에 이러한 변환 방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

(나)
(가)

(다)

표 2. 연극 공연의 층위와 변환 방식

(가)는 지속적인 변환을 하는 경우이다. 물리적으로는 일상공간에서 출
발하여 공연공간과 극중공간을 거쳐 다시 일상공간으로 돌아왔지만 변화된
심신 상태 및 사회적 지위가 일상공간에서도 유지되는 까닭에 직선으로 표
시할 수 있다. (나)는 일시적인 변환을 하는 경우이다. 공연이 끝나고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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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및 사회적 지위가 처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까닭에 원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일시적인 변환을 가져오는 연행에서 일상공간으로 돌아온 연기자와 관객
은 불특정 다수로 존재하며 일시적인 변환의 경험을 개인적인 문화 체험으
로 남겨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변환을 가져오는 연행에서 연기자
와 관객은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일상공간에 돌아와서도 그 유대감을 유
지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변환을 가져오는 연행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
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인 변환을 거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대표적인 연행 양식으로 근
대극이 있고 지속적인 변환을 이루어 참여자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연행
양식으로 통과의례가 있다. 제의를 비롯한 지속적인 변환을 이루는 연행 양
식들은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진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변환을 이루는 연행 양식은 한 번의 연행으로 충족되는 특
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통과의례는 단 한 번의 연행을 통하여 개인을 특정
한 공동체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완성된다. 지속적인 변환 방식의 설정만으
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재교육하고 재생산하는 반복적인 연행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에 소
속된 이후의 활동과 작용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변환을 추구하는 연행 양식이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고 일시적
인 변환을 추구하는 연행 양식이 반복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때, 지속적
인 변환을 추구하면서도 반복적인 연행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동체 문화를
다져나가는 변환 방식이 바로 (다)이다. 지속적인 변환을 이루는 개별적인
연행들이 나선형으로 연속되는 모양으로 표시하고 ‘주기적인 변환’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지속적인 변환을 추구하는 개별적인 연행이 서로 연관을 맺
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이나 종교 집단 등에서 반복적
으로 거행하는 의식이나 행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사나 의식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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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주기적 변환 방식을 갖는 연극은 공동체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공동
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양식이 될 수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연극 공연의 층위와 연행의 변환 방식을 적용하여 근
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나타난 판소리 개량과 탈춤 재창조 과정에서 나
타난 공동체 문화의 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근대극의 성립 과정과 판소리 개량의 의미
판소리와 탈춤은 민속예술에서 출발하여 근대 이행기 연극의 혁신을 이
루어내었다. 탈춤과 판소리는 중세극을 극복하고 근대극을 준비할 사명을
함께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극장문화가 성립된 초창기에는 탈춤과
판소리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6) 판소리의 진영에서는 신연극을 바라는 당
대 연극계의 호응에 창극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7) 반면 탈춤은 옥내극장의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노천 가설극장을 전전하게 되었다. 창극 운동
은 근대극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춤이 이러
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8)
이에 대해서는, 판소리가 민중예술에서 출발하여 대중예술의 단계에 편
입한9) 반면 탈춤은 민중예술 또는 민속예술로 일관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였다는 견해가 있다.10) 그러나 필자는 서울지역의 탈춤이
6)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악 ․희․극, 449~450쪽.
7) 근대 극장문화의 초창기 창극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백현미, 한국 창극사 연구, 태학사,
1997, 29~59쪽 참조.
8)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당대 연극계가 요구한 ‘敍事의 畵出’이라는 연극관과 판소리가 지닌
서사적 재현성이 들어맞았다는 견해를 내었다. 탈춤의 공연미학과 공동체성에 관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여겨 이 논의를 통하여 보충한다; 사진실, 위의 책, 457~473
쪽 참조.
9) 판소리의 대중예술적 전개에 대해서는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80~88쪽.
10) 권순종, 한국희곡의 지속과 변화, 중문출판사, 1993,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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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지역의 상업문화를 기반으로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11)
1900년을 전후로 서울지역에서 탈춤이 흥행예술로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었던 상황을 보아도12) 탈춤 역시 판소리와 같이 민속예술의 단계를 넘어
서 시민예술 또는 대중예술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근대적인
극장문화에 편입되기 직전까지 탈춤과 판소리는 유사한 발전 단계를 거치
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근대적인 극장문화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판소리와 달리 탈춤의 공연방식이 실내공간이라는
무대 여건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옥내극장의 조명 및 무
대와 객석의 거리 등 무대의 특성이 탈춤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
다.13) 물리적인 공간과 연관된 공연방식 뿐만 아니라 극중공간과 공연공
간을 넘나드는 공연방식이 근대적인 극장공간의 특성과 어울릴 수 없었다.
근대적인 공간은 구획화를 통한 불연속성과 단절을 특징으로 한다.14)
극장문화의 경우 고정적인 건축물을 확보하고 극장문을 좁혀 관객과 비관
객을 차별하고 관람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극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게 되었다. 근대적인 극장문화에서는 일상공간과 공연공간을 단절할
뿐 아니라 공연공간과 극중공간의 단절을 요구하였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듯이 극중공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였다. 극
중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극중장소와 공연장소가 일치하기도 하는
탈춤의 공연방식은 근대적인 극장공간의 개념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경우는 연기자(소리꾼)가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극중공간과
공연공간을 넘나들지만 극중공간은 독립되어 있다.15) 이별 장면에서 춘향
양승국, ｢1930년대 대중극의 구조와 특성｣, 울산어문논집12집, 1997, 139～140쪽.
11)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367~394쪽.
12)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389～390쪽; 양승국, ｢‘신연극’과 <은세계> 공연의 의미｣, 한국
현 대문학연구｝6집, 1998, 43～44쪽 참조.
13) 유민영, 한국근대극장변천사, 태학사, 1998, 15～16쪽.
14) 근대적인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진경, 근대적인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58~3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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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던 연기자는 극중공간에 속해 있다면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해주는
해설자인 연기자는 공연공간에 속해 있다. 공연공간 층위의 연기자는 고수
나 관객을 향하여 말을 건넬 수 있지만 극중공간의 극중인물로서 관객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 연기자와 관객의 소통은 공연공간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관객의 추임새는 대부분 연기자를 향한 것이지 극중인
물을 향한 것이 아니다. 탈춤에서 극중인물인 말뚝이가 악사나 관객에게 직
접 다가서는 경우와 다르다.
판소리 공연의 층위는 근대적인 극장공간의 불연속성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서사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판소리는 서사성
이 배제된 탈춤에 비하여 극중공간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특히
창극의 전개 과정은 배역을 나누고 무대장치를 하는 등 그럴듯한 세계를 재
현함으로써 극중공간과 일상공간을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근대적인 극장공간에 더욱 적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굿에 속해 있던 농촌탈춤의 변환 방식은 연기자와 관객 모두 주기적
인 변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하
여 주기적으로 마을굿을 거행하고 탈춤의 공연을 통하여 공동체의 합일을
이루어낸다. 연기자와 관객은 지역, 생업, 신분에 있어 동질성을 지니는 공
동체이며 마을굿과 탈춤의 공연을 통하여 연기자와 관객은 지속적인 변환
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환이 반복되면서 연기자와 관객이 속한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되고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탈춤이 지닌
‘신명풀이의 미학’16)은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탈춤이 근대적인 극장문화에 편입되기 직전 서울지역의 전문 흥행예술이
었던 산대도감극의 경우 연기자는 일시적인 변환, 관객은 주기적인 변환을

15) 판소리의 극중공간과 공연공간은 김익두가 제시한 작중시간과 공연시간의 개념과 유사하다. 김
익두, 판소리, 그 지고의 신체 전략, 평민사, 2003. 92~99쪽.
16) 조동일, 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 지식산업사, 1997, 84～1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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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전문적인 흥행 활동을 하는 연기자는 짧은
여행을 하듯 공연공간과 극중공간을 거치는 일시적인 변환을 경험하게 된
다. 공연이 반복되면서 연기자의 경험도 거듭되지만 연속되지 않는 개별적
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배역을 계속 연기하다 보면 자신과
극중인물을 동일시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역시 정해진 공연 기간
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시적인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표 3)
산대도감극과 같은 도시탈춤은 전문 흥행예술로 성장하였지만 서울 상업
지역의 중간층이나 평민층이 관객 집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
적이거나 계층적인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대도감극의
공연에 대한 관객의 보상 방식은 불특정 다수 관객의 임의적인 보상이 아닌
특정한 소수 관객의 계기적인 지원에 해당한다.17) <게우사>에서 무숙이는
선유놀음을 벌이면서 산대도감패를 불렀는데 공연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좌
우편에 각각 이천냥을 주었고 공연이 끝난 후 다시 천 냥씩 주었다. 무숙이
가 선유놀음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모두 삼만 삼천 오백 냥이었다.18) 특정
한 행사의 계기를 맞이하여 공연의 준비 비용을 대고 공연 후 보상까지 해
주었던 것이다. 무숙이의 놀음에는 다수의 왈자들이 관객으로 참석하였다.
왈자와 같은 관객 집단은 서울 시정의 오락유흥을 장악한 중간층에 속하
는데 <산대도감극>에 등장하는 武夫 혹은 포도부장과 연결된다. 놀이패의
후원자이며 관객인 왈자가 18세기 이후 탈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19) 연극 공연을 통하여 관객들은 왈자 집단
의 공동체성을 재인식하고 과시할 수 있었다. 왈자 집단에 있어 산대도감극
의 공연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맞아들이는 통과의례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
17) 필자는 공연의 재정적 기반에 따른 작품의 생산 과정을 다루면서 배우의 공연 활동에 대한 관
객의 후원 및 보상 방식을 (1)지속적인 후원, (2)계기적인 지원, (3)임의적인 보상 등으로 나
누어 논의한 바 있다;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249～281쪽 참조.
18) 김종철, ｢게우사(자료소개)｣, 한국학보65집, 일지사, 1991, 229～232쪽.
19)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348～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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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그러나 <산대도감극>은 통과의례처럼 한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강이천의 한시 ｢남성관희자(南城觀戱子)｣에 나타난 남대문 밖 장터의
놀이판처럼 불특정 다수의 관객 집단을 상대로 공연할지라도 비교적 단일
한 성격을 지닌 관객 집단을 만날 수 있다면 탈춤의 공연미학은 제대로 실
현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장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중
간층 이하 하층민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이때의 놀이판 역시 비교적
단일한 관객 집단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임의적으로 맺어진 연
기자와 관객의 관계이지만 서로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풀이의 미학이 실
현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1900년대 노천 가설극장에서는 불특정 다수 관객의 임의적인 보상을 바
라고 공연하였지만 고정적인 건축물로서 극장을 세운 것이 아니었으므로,
적당한 관객 집단을 찾아 또는 관객 집단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극
장을 가설할 수 있었다. 탈춤 등을 공연한 노천 가설극장이 아현이나 용산
등지에서 활성화 된 것은 탈춤의 관객 집단이 지역이나 계층적인 동질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후기 산대도감패의 활동 본거지이기도 하
였던 아현이나 용산 등 한강 주변은 서울의 신흥 상업지역으로 상인이나 도
시 노동자 등 비교적 동질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산대도
감패가 서울 변두리 및 인천 등지로 순회공연을 다닌 것도 동질적인 관객
20) 통과의례에서는 연기자가 일시적인 변환을 하고 관객이 지속적인 변환을 한다. 亡者를 위한 굿
이나 治病을 목적으로 하는 무당굿에 포함된 연극적 제의인 무당굿놀이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다. 무당굿놀이의 극중공간을 이끌어가는 무당은 신들림의 상태로 일시적인 전환을
하게 되고 굿이 끝나면 다시 무당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망자의 가족이나 환자는 굿
을 통하여 심신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는 일상공간에 돌아와서도 지속된다고 하
겠다. 환자가 치병굿을 통하여 병을 치유하게 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병이 낫기를 바라
고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같게 되는 변화가 생겨 굿이 끝난 후에도 유지되므로 지속적인 변환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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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찾아 나선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질적인 관객 집단은 탈
춤의 공동체성과 신명풀이의 미학을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근대적인 극장공간에서는 고급 관료에서 장터의 노동자까지 다양한 관객
층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극 공연에서 관객은 연기자 또는 극중인
물과 현존성을 지니고 소통하지만 개인적인 체험이 병행되는 것일 뿐 집단
적인 체험이 될 수 없다. 근대적인 극장공간의 연극 체험은 일시적인 변환
을 경험할 뿐이다. 근대적인 극장공간은 연기자와 관객이 모두 일시적인 변
환을 하는 연극 공연이 적합하다.(표 4) 연기자는 직업적인 배우이며 관객
은 연극적 오락이나 예술적 흥취를 위하여 극장을 찾는다고 할 수 있다. 공
연은 반복되며 연기자는 같은 배역을 거듭해서 연기하고 관객 역시 같은 공
연을 여러 번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연극 공연은 다만 개체일
뿐 연속적인 상관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극중공간

극중공간

공연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

일상공간

연기자

연기자

관객

관객

표 4. 연기자와 관객 모두
일시적인 변환

표 3. 연기자는 일시적인 변환
관객은 주기적인 변환

탈춤은 공연방식의 측면에서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상공간이 통합되는
마당공간의 무대를 필요로 하였고 공연미학의 측면에서 연기자와 관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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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을 필요로 하였다. 일시적으로 근대적인
극장공간의 무대에 오른 탈춤은 이러한 공연방식과 공연미학의 문제에 부
딪혀 근대적인 극장문화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당대 연극의 주류에서 밀려
났던 것이다. 탈춤의 공연방식과 공연미학은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었다.
판소리의 공연은 본래 마당공간에 일고수 일명창이 등장하여 이루어졌
다. 탈춤과 마찬가지로 판소리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일치되는 민속예술의
단계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연기자와 관객의 공동체적 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연방식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민속예술의 단계에서 판소리는 연기자와
관객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변환 또는 주기적인 변환 방식을 갖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중인층과 상인의 음악 문화에 편입되면서 판소리는 점차 애호가의 감상
을 위한 예술로 변화되었다. 판소리 광대를 달리 ‘名唱’이라고 불렀듯이 판
소리에서는 음악적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탈춤이 집단적인 놀
이로 인식되었다면 판소리는 개인적인 예술로 인식되었다. 판소리 창자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비평과 이론이 대두되고 판소리의 고급예술화가 진전되
었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21) 고급예술로서 감상과 애호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된 판소리는 그 연기자를 전문 예술가의 경지에 오르
게 하였고 지역이나 계층의 경계를 넘어서는 관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관객
역시 고도의 음악적 안목이 요구되었으므로 판소리 감상은 집단적 체험이
아닌 개별적 체험으로 존재하였다. 대중예술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판소리
는 연기자와 관객 모두에게 일시적인 변환을 일으키는 연행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공연미학은 지속적인 후원이나 계기적인 지원, 임의적인 보상
의 방식을 통틀어 제한 없이 발휘될 수 있었다. 중인층이나 양반층 애호가
가 배우의 일상적인 생계와 예능 수련의 과정을 후원하며 작품 생산 과정에
21) 김종철, 앞의 책, 49~55쪽, 89~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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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은 탈춤과 크게 다른 점이다. 관객 집단이 판소리 작
품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것은 민속예술의 단계에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일
치되었던 양상과는 다르다. 판소리가 이미 대중예술로 진입한 이후이므로
작품 생산 과정에서 관객의 참여는 전문 작가 및 흥행사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20세기 이후 근대적인 극장공간의 무대에 오르면서 판소리 공연의 재정
적 기반은 불특정 다수 관객의 임의적인 보상으로 전환된다. 판소리의 공연
방식과 공연미학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 더욱
이 판소리는 노천 가설극장 시기부터 대화창과 분창의 방식을 실험하고 있
었다. 이러한 변화는 판소리 고유의 미학을 굴절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되
지만, 근대적인 극장공간에서 흥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판소리는 근대적인 극장문화의 초창기에 연극계의 주류로 부상할
수 있었고 근대극의 성립 과정에서 연극 개량 운동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서사적 재현은 연극적 재현으로 전환되었고 극
중공간이 공연공간이나 일상공간에서 독립하여 완결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고 현실의 시공간과 불연속적인 극적환상
을 창출하는 것은 근대극의 속성이다.
판소리의 창극화는 근대적인 극장문화에 편입되는 대신 공동체 문화의
기반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연극 공연은 일상공간의 제의적 진정성이 공연공간과 극중공간에 연속되어
있다. 공간의 구획과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인 극장문화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특성이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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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극의 해체 과정과 탈춤 재창조의 의미
중세극의 해체 및 근대극의 성립 과정에서 중세극의 전통을 잇는 판소리
에서 먼저 연극 운동이 시작되었듯이, 근대극의 해체 과정에서 근대극의 주
류였던 사실주의극 진영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었다. 근대적 사실주의극
에 대한 수정주의나 부조리극, 서사극, 전위극 등 1960년대 일어난 탈사실
주의적 경향들이 이러한 변화를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22) 이러한 경향
들은 근대극을 주도한 서구에서 일어난 연극 운동의 성과를 수용한 것이었
다. 이후 1970년대로 이어진 근대극의 해체 과정에서 탈춤 등 전통연희를
계승하여 재창조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23)
연극계와 학계, 대학가에서 이루어진 전통담론과 실천 가운데 특히 마당
극 운동은 탈춤의 이념과 형식을 두루 계승하고자 하였으며 집단적인 신명
과 민중성을 그 핵심으로 삼았다.24) 마당극 운동은 마당굿과 민족극 등으
로 정체성을 재정비해 나가면서 민중문화운동을 견지하게 되었고 탈춤에서
멀어져 갔다. 1980년에 정리된 마당극의 전개 과정에서는 1970년대 초
대학의 민속가면극연구회의 활동과 성과를 통하여 마당극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25) 그러나 1990년에 정리된 ｢연희예술 변천의 궤적｣에서
는 마당극이 ‘번역극 ⇒ 창작극 ⇒ 민중극’의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다고 하

22) 서연호․이상우, 우리연극 100년, 현암사, 2000, 190~193쪽. 근대극과 현대극의 시대를
나누고 탈사실주의 경향, 동시대성, 탈근대성의 특징이 생겨난 1960년대를 현대극의 기점으로
설정하였다.
23) 백현미는 1970년대 진행된 연극계 및 학계의 전통담론 및 실천에 대하여 (1)민속극의 고전극
화론, (2)실험극과 민속연희의 충돌론, (3)한국적 민족극론, (4)마당극 운동론 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백현미, ｢1970년대 한국연극사의 전통담론 연구｣, 한국극예술연구13집, 한
국극예술학회, 2001, 169~190쪽.
24) 마당극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영미, 마당극양식의 원리와 특성, 시공사, 2001 및 이영
미, 마당극․리얼리즘․민족극, 현대미학사, 1997 참조.
25)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비평사, 1990, 22~23쪽; 이 글은
창작과비평 1980년 봄호에 처음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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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탈춤과의 관계는 간접적인 영향․수용 관계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
다.26) 탈춤의 역사와 원리를 재인식하며 시작한 광범위한 마당극 ‘운동’이
좁은 의미의 마당극 ‘양식’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다고 여겨진다.
최초의 마당극 작품으로는 <鎭惡鬼>(1973, 김지하 작, 임진택 연출)가
거론되어 왔다.27) <진오귀>는 민중극에서 마당극으로 가는 첫 작품28)일
수는 있으나 마당극 운동을 일으킨 첫 작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당극
운동의 기점이 되는 작품은 기성 연극계에서 전개된 마당극 또는 마당놀이
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성 연극계에서 공연된 마당극의
첫 작품은 극단 민예의 <서울 말뚝이>(1974, 장소현 작, 손진책 연출)로
알려져 있다.29) 마당극 운동을 일으킨 첫 작품은 서울대의 <鄕土意識招魂
굿>에서 공연된 <원귀 마당쇠>(1963, 조동일 작, 이필원 연출)라고 할 수
있다. <원귀 마당쇠>는 대학 연극반이 중심이 되어 만든 <진오귀>와 극단
민예의 <서울 말뚝이>로 이어진 원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임진택은 70년대 마당극의 전개 과정을 밝히면서, 민속극의 계승과 현대
적 수용에 대한 선각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60년대 중반의 <향토의식초혼
굿>이라는 저돌적 집단행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행사는 3부로 진행되었
는데 1부 ‘원귀 마당쇠’, 2부 ‘사대주의 장례식’, 3부 ‘난장판 민속놀이’로 알
려져 있다고 소개하였다.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소개하
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전달될 수 없었고 행사에서 공연된 <원귀 마당
쇠>의 연극사적 가치가 드러날 수 없었다.
<향토의식초혼굿>은30) 서울대학교 향토개척단의 주최로 1963년 11월
26) 임진택, ｢1980년대 연희예술운동의 전개｣, 앞의 책, 128~132쪽; 이 글은 창작과비평 1990
년 가을호에 처음 소개되었다.
27) 임진택이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에서 제기한 내용이 유민영의 한국연극운동사와 서연호․이
상우의 우리연극 100년에서 채택되었다.
28) 임진택, 앞의 책, 132쪽.
29) 이영미는 마당극 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면서 기성연극계 최초의 마당극 작품으로 <서울
말뚝이>를 들었다. 대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소현, 서울 말뚝이, 예니, 1984 참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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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대학교에서 거행되었으며 ‘농촌운동 자세 반성을 위한 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다. 1부는 ‘향토개척의 문제와 방향’으로 오후 5시부터 7
시까지 대강당에서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원인’(농대교수 김문식), ‘농
업 협업화의 가능성과 의의’(상대교수 박동묘)에 대한 강연으로 이루어졌
다. 2부는 ‘원귀 마당쇠’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문리과대학 소극장에서
탈춤을 재창조하여 현실을 풍자한 작품 <원귀 마당쇠>가 공연되었다. 3부
는 ‘나가자 역사야’로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본부 교정에서 ‘향토의식 소
생굿’, ‘사대주의 살풀이’, ‘난장판 민속놀이’, ‘조국발전 다짐굿’의 순서로 연
행되었다. (사진 1)

사진 1 <향토의식초혼굿> 안내장
30) <향토의식초혼굿>의 팜플릿과 <원귀 마당쇠> 등사본은 서울대 서대석 교수가 보관하였다가 조
동일 교수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며 필자는 조동일 교수로부터 복사본을 전해 받았다. 마당극 운
동의 전개 과정을 논의할 때 선구적인 연극 활동으로 거론되었으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향토의식초혼굿>행사와 ‘신판 광대놀이’ <원귀 마당쇠>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
료이다. 다른 지면을 빌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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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귀 마당쇠>의 극중공간에서 극중장소는 전라도 빈곤군 무지면 절량리
이고 극중인물은 마당쇠, 변학도, 꺽달이, 쩔뚝이, 팔뚝이 들이다. 조선 말
기 수탈과 횡포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던 그들이 두 세대가 지난 1963
년 추석날 밤 무덤에서 나와 다시 만났다. 원한 맺힌 마당쇠의 공격과 꺽달
이, 쩔뚝이, 팔뚝이의 가세로 변학도는 궁지에 몰린다. 마당쇠와 원귀들이
원한 맺힌 사연을 털어놓고 변학도가 스스로 비리와 허위를 폭로하면서 극
중인물 사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두 번 죽을 위기에서 변학도가 간
청한 마지막 소원에 따라 마당쇠와 변학도는 손자들이 차린 제사상의 음식
들을 먹게 된다. 변학도의 손자는 여전히 부유하고 마당쇠의 손자는 여전히
빈궁한 것이 드러난다. 수탈의 구조가 여전하여 농민인 손자가 빈곤을 대물
림한 실상을 깨달은 마당쇠는 변학도로 하여금 손자에게 현몽하여 꾸짖을
것을 요구하고 손자의 뉘우침 정도에 따라 변학도에 대한 징벌을 감해주겠
다고 약속한다.
마당쇠는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31) 조선
말기 현실에서 마당쇠는 권력의 횡포에 희생당한 힘없는 민중이었지만 죽
어 원귀가 되어 나타난 마당쇠는 말뚝이처럼 양반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능
동적인 인물이다. 마당쇠는 생전의 원한을 풀기 위해 변학도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서울 말뚝이>에서는 양반이 노비문서를 가지고 달아난 말뚝이를
찾아다니게 된다. 그 결과 조선시대를 살았던 극중인물이 ‘지금 여기’에 나
타나게 된 것이다. <봉산탈춤>의 말뚝이를 현대의 시공간으로 데려와 현실
의 문제를 담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원귀 마당쇠>와 <서울 말뚝이>가 유사
하다.
<鎭惡鬼>는 ‘진오귀굿’에서 이름을 빌어 왔으나 실제로는 ‘나쁜 귀신을 진
31) 말뚝이의 성격을 가져왔지만 이름은 취발이의 아들과 같은 ‘마당쇠’이다. 취발이는 아들이 마당
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마당은 수평적인 개방공간이며 누구나 평등한 공
동체의 공간이다. 작가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마당쇠는 마당극 운동을 일으킨 최초 작품의
극중인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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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한다’는 뜻을 가진 작품으로 농민을 못살게 구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모순
을 수해귀, 소농귀, 외곡귀 등 세 마리의 도깨비로 형상화하였다.32) 원귀
와 악귀라는 차이가 있지만 귀신의 존재를 등장시켜 탈춤으로 표현하였다
는 점에서 <원귀 마당쇠>와 <진오귀>가 유사하다.
<원귀 마당쇠>의 공연공간은 극중공간과 넘나드는 관계에 있다. 극중인
물인 마당쇠가 관중석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통하여 극중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탈춤의 영감·할미 과장에서 할미나 영감이 악사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과 유사하다. 탈춤의 경우 과장의 도입부에만 악사가 개입하지
만 <원귀 마당쇠>에서는 시종일관 마당쇠와 관중석의 대화로 극적 사건
을 이끌어간다. 공연장소와 극중장소를 일치시키는 기법도 탈춤에서 가져
왔다.
관중석 : 그럼 부슨 귀신이냐?
마당쇠 : 무슨 귀신이냐고? 난 원귀여, 원귀! 원한이 있어 무덤에서 나왔
단 말이여.
···(중략)···
마당쇠 : (두리번거리며 살핀다) 그 녀석이, 그 놈이 어디 있나? (관중석
가까이 가서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그런데 여기 왠 사람들이 이
렇게 많이들 모여 있나? 또 무슨 난리가 났나?
관중석 :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굿을 한다고 해서 구경꾼들
이 모인 거야.
마당쇠 :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서울대학교라니? 뭘하는 곳이
여?
관중석 : 뭘하긴 뭘해, 글 배우는 곳이지.
···(중략)···
마당쇠 : 그대로 남은 잘못은 어떻게 할건가.

32) <진오귀>의 내용 및 공연 후기는 임진택, 앞의 책, 24쪽, 132~133쪽; 김지하, 똥딱기 똥딱
(동광출판사, 1991)에 실린 대본 참조.
22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나타난 공동체 문화의 위상 57

관중석 : 고치도록 싸워야지.
마당쇠 : 누가
관중석 : 농민들이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마당쇠 : (절을 넙죽히 하면서) 잘 부탁한다. 꼭 싸워서 우리 손자가 잘 살
수 있도록 해다고.33)

<원귀 마당쇠>의 일상공간은 농촌 문제의 심각성이 야기되는 현실, 서울
대학교 향토개척단의 출범과 활동, <향토의식초혼굿>의 기획과 준비, 희곡
작품의 창작, 연기자의 선정과 연습, 가면 제작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원
귀 마당쇠>의 전후에 배치된 강연과 굿판은 일상공간에 속하면서 공연공간
과 연속되어 있다. 끝부분에서 마당쇠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을 결
행할 것을 부탁할 때는 극중공간이 일상공간의 현실과 직접 연결된다. 한
편, 물리적인 장소로서 마당에서 공연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되
었다는 점에서 공연공간과 일상공간의 구획이 강제적이지 않다. 극중공간
및 공연공간과 일상공간을 단절하는 불연속성이 근대극의 특징이었다면 탈
춤을 계승한 <원귀 마당쇠>에서는 이러한 공간들의 경계를 허무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진오귀>의 일상공간 역시 공연공간과 연속적이다. <진오귀>는 원주 가
톨릭 재해대책본부가 농촌 협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문화선전대를
계획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34) <진오귀>에서는 해설자를 두어 극
을 이끌어 나가면서 관객들에게 농촌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
한다. 판소리를 통한 해설은 창극에서 導唱의 역할과 같으며 서사극의 형식
을 수용하였다고 한다.35) 현실 문제를 강연하고 토론하는 의식 절차가 연

33) 조동일, <원귀 마당쇠> 등사본.
34) 임진택, 앞의 책, 131쪽.
35) 임진택, 앞의 책,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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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공연의 전후에 거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진오귀>는 마당에서 공연
하였다고 하니 물리적인 장소의 차원에서도 공연공간과 일상공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서울 말뚝이>는 전문 극단이 흥행을 위하여 공연한 작품으로 일상공간
과 공연공간의 구획이 명확하다. 정해진 관람료를 지불해야 극장문을 통과
하여 공연공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서울 말뚝이>의 일상공간에서는
공연을 위하여 합의된 구체적인 이슈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연극 공연과 연
속적인 의식이나 행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원귀 마당쇠>의 공연에서 연기자와 관객의 변환 방식은 주기적인 변
환에 해당한다. <향토의식초혼굿>은 향토개척단의 구성원 및 일반 학생과
농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실천에 옮기게 하려는 목적성을 지닌다. 또한 향토
개척단의 집회와 공연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굿과 같이 주기적
으로 반복될 것이다. 일상공간에서 사범대 학생인 홍○○은 서울대 향토개
척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농촌운동의 자세를 반성할 <향토의식초혼굿>
에서 <원귀 마당쇠>라는 연극이 공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극중인
물 마당쇠의 배역을 맡아 연습한다. 홍○○은 분장과 의상으로 준비를 마
치고 호흡을 가다듬어 무대에 오른다. 극중공간에서 그는 마당쇠로 전환되
며 관중석과 대화를 나누고 변학도를 꾸짖으며 대물림 되는 빈곤 등 농촌
현실의 악순환에 대하여 토로한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인사를 마친 홍○
○은 다시 일상공간의 학생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변
화하였고 그 변화는 일상공간의 실천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변환이 다수의 구성원들에게서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집단의 공동체성과 방향성이 강화되고 그러한 응집력이 다시 연극 공연으
로 표출되는 상관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원귀 마당쇠>는 마을굿에
속한 농촌탈춤이 지니는 연극 공연의 층위와 변환 방식을 계승하였던 것이
다. 연기자는 직업 배우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연기자와 관객의 입장이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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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연기자와 관객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마을굿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
들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행사와 연극 공연을 통하여 공동체 문화의 결속력
을 다지게 될 것이다.
<향토의식초혼굿>은 농촌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기본 문제를 다루겠다
는 취지로 거행되었다. <원귀 마당쇠>는 특히 봉건사회의 계급 차별이 현대
까지 이어져 빈부의 차별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학생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원귀 마당쇠>는 탈
춤을 계승하되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이념과 형식을 발견하여 재구성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탈춤이 자연발생적인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면, <원귀 마당쇠>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이념적인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하여 ‘창조된 전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창조된 전통은 관습이
나 일상적인 생활 및 인습과는 달리 의례적·상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며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36)
<원귀 마당쇠>를 필두로 이어진 마당극 운동은 농촌이나 도시의 생활 현
장에서 나타난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
고자 하였다. 기성 연극계의 마당극은 ‘마당놀이’로 수렴되면서 고전문학의
서사와 탈춤의 공연방식을 결합한37) 개성적인 양식으로 전개되었다. 마당
놀이는 가면극의 형식미를 집중하여 계승하였다면 마당극은 내용이 담고
있는 현실성과 신명성을 적극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38) 그러나 총체적
으로 볼 때 탈춤의 마당극화는 근대극이 갈라놓은 극중공간, 공연공간, 일
상공간을 다시 연결하여 연극 공연의 배후에 있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
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36) 창조된 전통, 내재적 전통, 초월적 전통 등 전통담론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백현미, ｢한국근현대
연극사의 전통 담론 연구를 위한 도론｣, 한국극예술연구11집, 2000, 155~178쪽 참조.
37) 박진태, ｢탈춤과 TV 마당놀이의 관련 양상｣, 우리말글23집, 2001, 17~19쪽.
38) 손태도, ｢민속 연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비문학연구16집, 2003, 392~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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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연극사의 추이와 공동체 문화의 위상
한국연극사에서 중세극의 해체 또는 근대극의 성립 과정은 중세극에 대
한 生·克39)의 연극 운동을 모두 포함한다. 중세극의 전통을 잇는 판소리에
서 창극으로 전개된 변화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로 生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신파극과 서구 사실주의극을 끌어들여 거듭한 제2, 제3의 연
극 운동은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로 克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근대극
의 성립 과정은 생과 극의 작용이 함께 맞물린 生克의 발전 단계를 밟아 전
개되었던 것이다.40)
근대극의 해체 또는 현대극의 성립 과정 역시 생극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고 할 수 있다. 근대극의 주류였던 사실주의극의 진영에서 일어난 변화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生의 작용이라면 탈춤 등 전통연희를 재창조한 마당
극 운동은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克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극의 성립 과정에서 공동체 문화는 극복 대상이었다. 근대적인 극장
문화는 고정적인 건축물로서 극장과 일상공간을 차별하였고 연극 공연 행
위를 극장공간의 내부로 몰아갔다. 극장의 내부에서도 무대와 객석의 경계
를 강화하여 연기자와 관객을 구별하였다.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연
극 공연은 일상공간의 제의적 진정성이 공연공간과 극중공간에 연속되어
있다. 공간의 구획과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인 극장문화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특성이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39) ‘生克論’의 역사철학에 대해서는 조동일, ｢生克論의 역사철학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7 참조.
40) 미시적으로 보면, 근대극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창극, 신파극, 신극 운동의 단계마다 克,
生, 生克의 작용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극 운동은 크게 보면 판소리를 계승하
였지만 운동의 시작은 판소리에 대한 이질성의 창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배역을 나누어
분장하고 무대배경이나 소품으로 극중공간을 꾸미는 일은 판소리에 대한 克의 작용이다. 판소
리의 서사와 음악성을 유지하고 導唱을 두어 해설자 역할을 하게 한 것 등은 生의 작용이다.
이러한 生克의 작용이 어울려 창극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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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극의 해체 과정에서는 공동체 문화로서 연극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민속예술 또는 민중예술 단계의 이념과 형식을 회
복하기 위한 연극 운동의 결과 탈춤이 지닌 공동체 문화의 특성을 돌아보게
하였던 것이다. 탈춤의 마당극화를 통하여, 극중공간과 공연공간, 일상공
간의 층위가 서로 소통하고 연기자와 관객이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연극
공연이 참여자의 삶에 지속적인 변환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공동체의 연극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극의 해체 과정에서 돌아보게 된 공동체 문화는 분명 중세나 근대 이
행기의 양상과는 다르다. 중세나 근대 이행기의 연극에서는 지역이나 신분,
생업 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면 근대극을 해체
하는 마당극 운동에서는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를 추구하였
던 것이다. 중세적인 공동체 문화도 이념적 동질성을 지닐 수 있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체득된 것이지 학습된 것이 아니다. 생활과 이념이 일치하는
공동체 문화를 찾아가면서 대학의 마당극은 노동 현장의 마당극으로 전개
되었다.
마당굿, 민족극 등 양식적인 논쟁을 거쳐 민중문화 양식으로 남은 마당
극 양식은 초창기 마당극 운동의 이념을 유지하는 대신 연극계의 전면에서
물러났다. 고전문학과 전통연희를 결합하여 현재까지 흥행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놀이 양식은 상업주의라는 폄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양식들
은 연극에 현실 인식을 담는 방식이나 전통연희의 형식을 원용하는 방식 등
현대극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대에서 연극의 공연과
관람 행위가 개인적 체험의 병행이 아닌 집단적 체험으로 복원되는 길을 열
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극의 공연과 관람 행위에서 공동체 문화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극의 공연 행위에서 드러나는 공동체 문화의 가능성
과 의미를 찾는 논의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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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Culture in the Emergence
and Disintegration of Modern Drama in Korea

Sa, Jin Shil(Chung Ang University)

Pansori and Talchum are similar in terms of their traditions
as oral literature based on class or regional community culture,
and also as representatives of cultural genres in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ity. However, Pansori and Talchum played different
roles in the history of Korean theatre, by being integrated into
two contrasting movements, namely the establishment of modern
drama, and its disintegration. This paper attempts to distinguish
the differential statuses of Pansori and Talchum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tive practices of theatre and
community culture.
Methodologically,

this

paper

formulated

a

theory,

modifying

the performance theory of Richard Schechner. The theory analyzes
trans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in rituals and plays at three
different

levels－i.e.,

theatrical

space,

performance

space,

and

ordinary space. In this theory, rites of passage are the most
notable form of performance to accomplish “transformation,” whereas
modern play is the genre in which “transportation” occu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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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 concept of “periodic transform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repetitive

reaffirm

existing

theatrical
community

performances
culture,

while

which

continuously

ultimately

pursuing

a “trans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Pansori and Talchum, originally had begun belonging to rituals
whose
and

objective

was

eventually into

transformation,
performing

arts

developed

into

folk

arts,

for public entertainments.

In the process, Pansori evolved into a form of “high art/culture”
which required high level of musical sophistication. Pansori later
developed into a modified genre, Changgeuk which was a modern
form of performance in which the performers and spectators
alike experienced “transportation.” The evolution of Pansori into
Changgeuk led to the loss of its characteristics grounded on
community

culture.

In

contrast,

Talchum

maintained

its

roots

in community culture in terms of both its performative forms
and esthetical appreciation; in exchange, it was not involved in
the movement for establishment of modern drama.
During the period of disintegration of modern drama, a movement
began to restore the connection between theatre arts and community
culture. The strength of Talchum as an art form rooted in community
culture came to be recognized, as a consequence of the vigorous
mobilization within theatre art to reinstate the ideological basis
and forms of folk art. Popularization of Talchum as Madanggeuk
which integrated theatrical space, performance space, and ordinary
space into one open field allowed performers and spectators to
direc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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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y cultures that reappeared in during the disintegration
of modern drama differ however from the elements of community
culture in medieval and modern transitional periods. The community
culture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shared experiences of
regional

communities,

class,

or

occupations

in

the

theatrical

arts of medieval and modern transitional periods. On the other
hand,

Madanggeuk

movement

pursued

the

community cultures

ideologically as a part of social movements.
Keyword : modern drama, community culture, Pansori, Talchum,

theatrical

space,

performance

space,

ordinary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period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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