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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상설전시도록으로서	현재	상설전시실의	전시자료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것이다.

2.	이	책의	글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한	것이다.	

3.	전시자료	설명은	자료에	대한	시대적	맥락	및	역사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4.	이	책은	대학	교양교재	수준에	맞추어	공연예술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	단행본은	『	』,	작품명	및	도첩은	<	>,	작품의	소제목은	「	」,	작품	소제목	중	세부	제목은	‘		’,	인용은	“		”,	강조는	‘		’로	표시하였다.	

6.	마지막에	<찾아보기>를	두어	전시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7.	전시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름,	크기,	시기,	기타	순으로	표기하였다.

8.	전시자료	크기단위는	c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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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07

근대공연예술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만 무대에 올려지는 순간 사라지는 공연예술의 특성때문에 기

록과 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우리 국립극장은 공연예술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연 유물을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공연예술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을 열었고, 2010년 5월 국립극장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시실을 개관함으로써 박물관을 완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예술박물관은 개관이래 공연예술 소장 자료 총 18만여 점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상당수를 디지털 

자료화했고, 그 서비스를 위해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

해 초등·중등 교사 중심의 「박물관교육운영위원회」와 함께, 공연예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 중심의 「박물

관아카이브실운영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우리 공연예술박물관은 자료를 모아 소장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관람하고 열람해, 수업과 연구

에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연예술 자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하여 한국 공

연예술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한국 근·현대 공연의 역사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보물과도 같은 공연 자료

와 실제 유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상설전시도록 『공연예술, 시대와 함께 숨쉬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예술 박물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공연예술문화를 많은 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상 공연예술박물

관은 여러분의 격려와 애정을 더욱 더 기대하며 전시도록 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2010. 12

국립중앙극장장

서막(Prologue)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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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 공 연 예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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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11 제1막	전통공연예술

1장 조상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공연예술

전통공연예술의 형성과 전개 양상			전통공연예술(traditional	performing	arts)은	전(前)근대에	그	구체적인	양식이	형

성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근대	이후의	공연예술의	전사(前史)에	해당되는	‘과거에	형성된	공연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전통공연예술에는	가무백희(歌舞百戱)ㆍ잡희(雜戱)ㆍ산대잡극(山臺雜劇)ㆍ산대희(山臺戱)ㆍ나례(儺禮)ㆍ나희

(儺戱)ㆍ나(儺)	등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들에서부터,	굿ㆍ가면극ㆍ인형극ㆍ우희(재담극)ㆍ판소리ㆍ궁중정재	등과	

같은	개별적	장르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전통공연예술을	일정한	시대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일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전통공연예술의	여러	양상들을	혼란스럽게	나열할	수도	없다.	나름의	시대	구분을	하고,	전통공연예술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고대,	중세,	근세로	시대를	나누어	전통공연예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고대는	선사시대부터	10세기	초

엽	향악(鄕樂)이	발달된	삼국시대	후기까지로,	공연예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제천의식,	불교적	공연예술의	수용,	기

악(伎樂)의	성립,	가면연행의	발달	등이	주목되는	시대이다.	중세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기까지로,	나례,	연등회,	

산대희,	인형연행	등이	주목되는	시대이다.	근세는	18세기	중엽	국가	공의(公儀)로서	산대희를	폐지한	이후부터	19세

기	말엽까지로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광대우희(廣大優戱),	떠돌이	공연예술집단의	연행	등이	두

드러지는	시대이다.

이렇게	고대,	중세,	근세로	편의상	나눈	구분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의	전개	양상을	정리한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

는	시각적	자료를	중심으로	그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공연예술의	많은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놓치고	있다는	점도	여기에서	미리	밝혀두기로	한다.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무리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고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

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는 것인데, 그 가락과 율동이 탁무(鐸舞)와 흡사하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

도 이렇게 한다.

고대 공연예술의 흔적 : 전통공연예술 형성의 실마리

음악을 연주하면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濊)의 무천(舞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한

(馬韓) 역시 5월에 씨를 뿌리고 난 후와 10월 농사가 끝난 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농경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상고시대의 의식에서 공연예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제천의식은 

나라굿 곧, 국중대회라고도 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크게 행사를 벌였다

는 의미인 것이다. 나라 안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국중대회 때 각지에서 올

라온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공연예술이 벌어졌을 것이다. 국중대회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굿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행사였던 것이다. 이러

한 사정은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마한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추

측할 수 있다.

고대 공연예술의 흔적은 상고시대의 제천의식에서 연행된 가무와 여러 유물·

유적과 암각화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원 전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거주

했던 우리 민족은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식과 종교적인 제천의식에서 가무희

를 연행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을 보면 “부여에서는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에서 연일 크게 모여서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

데, 그 이름을 영고(迎鼓)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영고를 통해 북을 치고 

상고시대 때 제천의식에서 행해지던 제의의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현재로서

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고대의 각종 제의나 

오락적 공연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집단적인 

춤과 노래, 나름의 복잡하고 장엄한 의식, 그리고 각종 악기연주가 이루어졌

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고대의 공연예술은 이러한 제의와 오락적 공연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천의식과 농경의식에서 제의와 오락, 굿과 놀이, 악

가무희(樂歌舞戱)의 복합체인 원시종합예술이 싹튼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대 공연예술의 실마리는 여러 유물과 유적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盤龜臺) 암각화가 주목할 만하다. 반구대 암각화에

는 각종 동물과 물고기, 사람 등 200여 점이 조각되어 있다. 호랑이·사슴·

고래와 같은 동물이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벌거벗고 춤추는 모습과 사

냥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 암각화에 묘사된 것은 수렵을 떠나기 전

의 진지한 기원과 모의(模擬) 연행, 수확을 하고 돌아와서 드리는 감사제의, 

사람들의 즐거운 연희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구대 암각화> 중 ‘가면’(위) ‘벌거벗은 남자’(아래)

	신석기시대	말기~청동기시대,	울산	암각화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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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공연예술은 서역(西域)과 

중국의 것을 받아들여던 것으로 보인다. ‘산악(散樂)’ 또는 

‘백희(百戱)’라고 부르는 공연예술이 서역과 중국에서 유

입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고구려 고

분 벽화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산악·백희

에 해당하는 공연예술 종목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안

악 3호분에서는 칼재주 부리기, 수박희, 가면희 등의 공

연예술이 나타나 있다.

안악 3호분의 ‘행렬도’를 보면, 손수레를 탄 주인공, 주인

공을 호위하는 기병과 보병, 군악대 등이 묘사되어 있다. 

군악대의 악기 중에는 관악기로 긴저[長笛], 뿔나팔, 배소 

등이 보인다. 현악기로는 완함과 현금이 있으며, 타악기

로는 세운북, 말북, 메는북, 요, 흔들북, 손북, 소 등이 있

다. 이러한 악기들은 모두 서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구

려에서 서역 악기가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말해준

다. 안악 3호분의 ‘행렬도’에는 두 사람이 칼재주를 부리

는 장면도 보인다.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서 오

른손에는 고리자루긴칼[環頭大刀]을 약간 뒤로 높이 치켜

들고, 왼손에는 굽은 활같이 생긴 것을 쥐고 앞으로 내밀

어 칼재주를 부리고 있다.

안악 3호분의 후실 벽화에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면을 쓰고 춤추는 모습이 있다. 악사 3명이 각각 긴 퉁

소, 완함, 거문고 등을 연주하는 가운데 1명이 탈춤을 추

고 있다. 춤추는 인물은 이국적인 붉은색 물방울 무늬 머

리쓰개를 쓰고 있다. 이 인물은 코가 큰 가면을 썼으며, 

다리를 X자형으로 꼬고 손뼉을 치는 듯한 자세로 춤을 추

고 있다. ‘꼰 발 춤사위’라 부르는 이 춤은, 서역과 인도의 

춤 동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머

리에 쓴 머리쓰개 역시 인도의 터번으로 보인다. 안악 3

호분 후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외국계 춤꾼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으로 분장하고 서역계 춤을 추는 우리 무용

수로 추정된다.

<안악 3호분>의 ‘행렬도’(좌) ‘탈춤’(우)	김광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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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묘사된 ‘입호무’(좌) 	‘신라박’(우)	12세기			

삼국시대의 공연예술은 서역과 중국의 영향만 받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공연예술 역시 중국이나 일본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다. 상호간에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웃나라에 영향을 미친 우리 공연예술의 사례 중에 하

나가 기악이다. 기악은 백제의 미마지가 중국 남조의 오나라에서 배워 612년 일본에 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기악의 내

용은 일본의 13세기 문헌인 『교훈초(敎訓抄)』(1233)에 소개되어 있다. 절에서 불사(佛事) 공양의 무곡(舞曲)으로 연출되

던 묵극(黙劇) 형식의 교훈극이었다고 한다. 

신라악(新羅樂) ‘입호무(入壺舞)’ 역시 중국으로 전해진 우리의 공연예술이다. 신라의 경우 ‘가무백희’, ‘황창무(黃昌舞)’, 

‘농환(弄丸)’, ‘사자무(獅子舞)’, ‘무애희(無   戱)’, ‘입호무(入壺舞)’, ‘신라박(新羅狛)’ 등으로 불리는 고대 공연예술의 기록

이 있다. 이 가운데 ‘입호무’는 중국으로까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입호무’는 사람이 한 쪽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사

라졌다가, 다른 쪽 항아리로 나오는 환술(幻術)인데, 둔술(遁術)이라고도 불렀다. ‘입호무’를 연행하는 연행자가 착용하

고 있는 모자가 신라의 관모(官帽)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본다면, 신라 궁정 소속의 전문적 연행자가 중국에 파

견되어 ‘입호무’를 연행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신라박’ 역시 이웃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진 신라의 공연예술이라 할 수 있다. ‘신라박’은 전신(全身) 동물가면을 쓰고 벌

이는 가면연행의 일종이다. 일본에서 12세기에 집대성된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그려진 바에 따르면, 동물형상의 

전신가면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서 있는 모습이다. 머리는 물론이고 앞발과 뒷발, 꼬리 등 6군데에 유사한 동물머리를 

형상화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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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팔관회, 연등회, 나례 

등이 국가적인 행사로 확고하게 제

도화된다. 팔관회는 불교의 여덟 가

지 계율을 지키자는 의도로 신라시대

에 중국에서 수용된 것이다. 신라의 

관행을 이어 고려시대에 와서는 고유

한 민속신앙까지 아우르며 크게 성행

했다. 고려 개국 후 첫 팔관회는 태조 

원년(918) 11월에 개최되었다. 이때 

백희가무(百戱歌舞), 사선악부(四仙

樂部), 용봉상마거선(龍鳳象馬車船) 

등이 공연되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신라에 들어온 

연등회 역시 고려시대에 성행했다. 

불교적인 연행만이 아니라 산대잡극

(山臺雜劇)으로 통칭되는 여러 공연

을 했다. 산대는 산과 같이 꾸민 가설

물로서 여러 가지 잡상(雜像)을 장식

하여 사람들에게 관람시키거나, 하

단(下壇)의 일부를 무대로 활용한 것

이다. 이색(李穡: 1328~1396)이 지

은 『목은시고(牧隱詩藁)』 33권에 실

린 시 「동대문에서 대궐 문 앞까지의 

산대잡극은 전에 보지 못하던 바라

(自東大門至闕門前山臺雜劇前所未見

也)」에 따르면, 산대의 모양은 봉래산

과 같았고, 바다에서 온 선인(仙人)이 

과일을 드리는 춤·북과 징소리에 

맞춘 처용무·긴 장대 위에서의 솟대

타기·폭죽놀이 등의 공연이 벌어졌

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정종 6년(1040)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나례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주문을 외며 온갖 귀신

을 쫓는 구나의식(驅儺儀式)이다. 가

면을 쓴 청소년 48명, 붉은 모자를 

쓴 집사자 12명(12지신), 몽둥이를 든 

공인 22명, 깃발과 반주를 맡은 악

공 20명 등이 참여해서 벌이는 대규

모 행사였다. 공인 가운데 한 사람은 

황금색 눈이 네 개 달린 방상씨(方相

氏) 가면을 쓰고 곰가죽을 걸쳤으며, 

다른 한 사람은 가죽옷을 입은 가수

[唱師]였다. 이러한 나례에 유흥을 위

한 여러 가지 연희가 덧붙여지면서 나

희(儺戱)라 부르게 되었다. 14세기 후

반 궁정에서 벌어진 나희를 보고 이색

이 지은 『목은시고(牧隱詩藁)』 21권의 

「구나행(驅儺行)」을 보면, 나례에서 12

지신춤 이외에도 오방귀무(五方鬼舞), 

사자무, 불 토하기[吐火], 칼 삼키기

[呑刀], 서역의 호인희(胡人戱), 줄타

기, 처용무, 각종 동물로 분장한 가면

희 등이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위에서 살핀 팔관회, 

연등회, 나례 이외에도 여러 행사에

서 공연예술이 벌어졌다. 우란분재

와 과거급제자 축하 행사가 대표적이

며, 이밖에도 여러 축하 환영 행사에

서 다양한 공연이 행해졌다. 이 행사 

속에서 벌어진 공연예술 종목은 주로 

곡예적 연희, 환술, 궁중정재, 가면

희, 골계적 우희 등이었다.
곡예적 연희와 환술은 여러 기록에서 

잡희, 백희, 가무백희, 산대잡극 등으

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궁중정재는 

고려시대에 새롭게 생긴 공연예술 종

목이다. 중국 송대의 가무희를 도입

하여 팔관회와 연등회는 물론이고 여

러 행사에서 공연되었다. 가면희의 

경우 고려시대에 전문적으로 가면을 

쓰고 노는 공연이 있었는데, 그 가면

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

려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최

이(崔怡: 1356~1426)가 고종(高宗)

이 베푼 연회에서 가면인잡희(假面人

雜戱)를 바쳤다거나, ‘처용가면’을 쓰

고 처용무를 췄다는 기록이 그 예가 

된다. 특히 처용무인 경우 고려시대

에 이르러 나례, 중국 사신을 위한 연

회, 궁중연회, 개인적 연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되었다. 이로 보아 처

용무는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진 보편

적 공연예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처용관복도설(處容冠服圖說)」에

그려진 ‘처용가면’ 1493년,	국립국악원	소장

중세 공연예술의 전개 : 전통공연예술의 확산과 세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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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건국과 함께 공연예술이 벌

어지는 행사에서도 변화가 왔다. 앞

서 살폈듯이 고려시대에는 팔관회에

서의 공연예술 연행이 더욱 성대해졌

고, 불교의 성행으로 연등회·수륙

재·우란분재 등의 불교 행사에 각종 

공연예술이 벌어졌다. 그리고 중국의 

궁중나례를 도입하여 궁중에서의 공

연예술도 시작되었고, 왕을 위한 대

규모 행사나 궁중연회에서도 각종 공

연예술이 벌어졌다. 그러나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유학의 이념이 지배하

는 조선이 건국되자, 팔관회와 연등

회는 자취를 감추었다. 수륙재나 우

란분재 같은 불교 행사 역시 약화되

었으며, 왕을 위한 대규모 행사나 궁

중연회 역시 어렵게 되었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중국 사신 영접 행사이

다. 궁중나례 역시 고려시대와는 차

이를 보인다. 또한 과거급제자 축하 

잔치인 삼일유가(三日遊街)와 문희연

(聞喜宴)이 성대하게 벌어졌다.

조선 전기 중국 사신 영접 행사는 매

우 성대하게 벌어졌다. 그 행사에서 

벌어진 공연예술 종목이 성현(成俔: 

1439~1504)이 지은 시 「관괴뢰잡희

(觀傀儡雜戱)」에 묘사되어 있다. 

땅재주 혹은 솟대타기, 줄타기, 방울

받기, 인형극 등의 공연예술이 벌어

졌으며, 그 수준 역시 높았음이 위의 

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성종 19년

(1488) 3월에 사신으로 왔던 명(明)

나라 동월(董越)이 지은 『조선부(朝鮮

賦)』에 의하면, 중국 사신을 영접할 때 

평양(平壤)과 황주(黃州) 및 서울의 광

화문에서 산대를 가설하고 백희(百戱)

를 공연했다고 한다. 그 백희의 내용

은 만연어룡지희(曼衍魚龍之戱), 무동

(舞童), 땅재주[筋斗], 솟대타기[躡獨

趫], 각종 동물춤 등이었다.

이러한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서의 

공연예술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도(奉使圖)>이

다. 영조 1년(1725년)에 제작된 것이

기는 하지만, 조선 전기 중국 사신 영

접 행사의 규모와 양상을 미루어 짐

작해 볼 수 있다. <봉사도> 제7폭을 

보면 모화관(慕華館) 마당에서 사신

을 위해 연행한 공연예술 종목들이 

묘사되어 있다. 객사 바로 앞에서 대

접돌리기를 하고 있는 연희자, 마당 

가운데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

는 연희자 2명, 그 양쪽 옆에서 탈춤

을 추고 있는 4명의 연희자, 마당 오

른쪽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연희자 

등이 묘사되어 있다. 마당 왼쪽에는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소규모 산

대인 예산대(曳山臺)가 자리하고 있

다. 예산대 위를 보면 곳곳에 잡상(雜

像)이 자리하고 있다. 맨 아래에 낚시

하는 사람과 춤을 추는 여자 인형이 

있고, 가운데에는 원숭이 인형이 있

으며, 맨 위에 붉은 옷을 입은 인형이 

상반신을 내보이고 있다. 곳곳에 나

무들과 누대도 설치되어 있다. 이러

한 인형 잡상들은 단순히 진열만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움직임을 보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사도> 제11폭

에도 공연예술 종목이 하나 묘사되어 

있는데, 솟대타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쩍번쩍 금빛 허리띠 붉은 옷에 빛나는데 煌煌金帶耀朱衣

거꾸로 매달렸다 몸을 날리니 새가 나는 듯하네. 	跟絓投身條似飛

줄타기 방울받기 기술도 많은데  走索弄丸多巧術

나무인형에 실 꿰여 신기한 동작 자유롭구나. 穿絲刻木逞神機

어찌 인형이 오로지 아름답기만 추구하겠는가 宋家郭禿奚專美

한 고조는 평성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네.  漢朝平城可解圍

공경코자 조정에서 여러 예를 베푸노라니  爲敬朝廷陳縟禮

중국 사신 눈이 커져서 마땅히 비난하리라.  皇華眼大定嘲譏

<봉사도(奉使圖)> 제11폭 
1725년,	요녕민족출판사(1999)	

<봉사도(奉使圖)> 제7폭 1725년,	요녕민족출판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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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서는 줄타기, 땅재주, 대접돌리기, 솟대타기 등 다양한 공연예술이 벌어졌다. <봉사도>에 

묘사된 것이 조선 후기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선 전기의 영접 행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성대한 공연예술이 존재했

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산대 역시 그림에 표현된 소규모의 이동식 산대가 아니라 대규모의 대산대(大山

臺)가 가설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궁중나례인 경우 방상씨와 십이지신 이외에 판관

(判官), 조왕신(竈王神), 소매(小梅) 등 새로운 배역이 등장하

고 있다. 조선시대 나례의 양상은 성현(成俔: 1439~1504)이 

지은 「관나희(觀儺戱)」에서 비교적 잘 나타난다.

이 시를 보면 조선시대 나례에서 방울받기[弄丸], 줄타기

[步索], 인형극[傀儡], 솟대타기[長竿戱] 등이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방울받기를 하는 모습은 중국의 유명한 

연희자인 의료(宜僚)처럼 잘 한다고 비유했고, 줄타기를 하

는 모습은 중국 한나라 성제(成帝)의 비(妃)가 되었던 조비

연(趙飛燕)이 춤을 추듯이 날렵하다고 비유했다.

궁궐의 봄빛이 채붕 위에 일렁이고 祕殿春光泛彩棚

붉은 옷 노란 바지 입고 종횡으로 오가네. 朱衣黃袴亂縱橫

신묘한 방울놀이는 의료의 솜씨인 듯  弄丸眞似宜僚巧

줄 타는 모습은 비연처럼 날렵하네.  步索還同飛燕輕

네 벽 두른 좁은 방에 꼭두각시 놀리고  小室四旁藏傀儡

백 척 솟대 위에서 잔 잡고 춤추네.  長竿百尺舞壺觥

우리 임금님 광대놀이 즐기지 않지만  君王不樂倡優戱

신하들과 태평성대 누리려 함이라네.  要與群臣享太平	

<담락연도(湛樂宴圖)>의 ‘오방처용무’ 부분	1526년,	권옥연	소장

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연예술 종목이 처용무이다.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처용무가 신라의 헌강왕 때부터 시작

되었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추는 것이었는데, 후대에 5명이 추는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오방처용무는 연산군 시대 이후 나례의 문맥을 벗어나 각종 연향(宴享)에서 공연되었고, 궁중은 물론이고 민간에까지 

퍼지게 된다. 사대부 집안의 축하잔치, 과거급제 축하잔치 등에서 오방처용무가 공연된 것이다. 사대부 집안의 축하잔

치에서 오방처용무가 공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이경석사궤장연회도첩(李景奭賜几杖宴會圖帖)>이 있다. 이 그

림첩은 현종 9년(1668) 11월 당시 영중추부사이던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받은 사실을 기

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오방처용무가 공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대부 집안에서 오방처용무가 공연되었음은 <담락연도(湛樂宴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담락연도>는 1724년(경종 

4) 월성 이씨 이종애(李鍾厓)의 팔남매가 모두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을 기려 후손들이 베푼 잔치를 그린 그림이다. 

집안에서는 남녀가 음식을 받고 있고, 섬돌 아래 마당의 천막 안에서는 악사들의 반주에 맞추어 향발과 오방처용무를 

추고 있다.

<이경석사궤장연회도첩(李景奭賜几杖宴會圖帖)>의

‘오방처용무 연행’ 장면 1668년,	고려대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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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성행한 과거급제 축하 잔치로는 은영연(恩榮

宴), 유가(遊街), 문희연(聞喜宴) 등이 있었다. 이들 행사에

서 역시 여러 공연예술이 벌어졌다. 

은영연은 중앙에서 과거 급제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방

의식(放榜儀式)이 행해지면, 의정부에서 급제자를 위해 베

푸는 잔치를 말한다. <알성시은영연도(謁聖試恩榮宴圖)>

는 선조 13년(1580)에 만들어진 것으로, 임금이 성균관을 

방문하여 별시(別試)의 하나인 알성시(謁聖試)를 행한 후 

의정부에서 급제자들에게 베푼 잔치를 그린 것이다. 문무

과 급제자가 앉아 있는 사이 공간에서 연행자들이 접시돌

리기, 방울받기, 땅재주 등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문희연은 사대부 집안의 과거급제 축하잔치를 말한다. 송

만재(宋晩載: 1788~1851)의 시 「관우희(觀優戱)」(1843년)

에 따르면, 문희연에서는 재인들이 산붕(山棚)도 설치하

고, 영산회상(靈山會相), 가곡, 12가사, 어룡만연지희(魚龍

曼衍之戱), 불토해내기, 포구락, 사자무, 처용무, 유자희

(儒者戱), 요요기(拗腰技), 판소리 단가, 판소리, 땅재주, 

검무, 줄타기, 솟대타기 등이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양한 공연예술이 연행된 것이다. 이러한 문희연의 일부 양

상을 묘사한 것이 <동도문희연도(東都聞喜宴圖)>이다. 중

종 21년(1526)에 동도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김양진(金楊

震: 1467~1535)이 맏아들 김의정(金義貞)의 과거 급제 잔

치를 묘사한 그림이다. 건물 안에 김양진을 비롯한 하객들

이 앉아있고 그 아래 어사화(御賜花)를 꽂은 김의정이 허

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이 장면 이후 다양한 공연예술

이 벌어졌을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도문희연도(東都聞喜宴圖)> 1526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알성시은영연도(謁聖試恩榮宴圖)> 
1580년,	일본	요메이분코(陽明文庫)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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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급제자는 세악수(細樂手)·광대(廣大)·재인(才人) 등을 대동하고 서울 시가를 3일간 돌

아다녔는데, 이를 ‘삼일유가(三日遊街)’라고 한다. 김홍도가 그린 모당 홍이상의 <평생도(平

生圖)>를 보면 삼일유가 대목이 묘사되어 있다. 삼현육각과 부채를 든 무동, 광대 등이 과거 

급제자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종의 거리 공연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

산풍속도첩(箕山風俗圖帖)> 가운데 ‘과거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림 역시 삼일유가의 

양상을 묘사한 것이다. 

<기산풍속도> ‘과거하고 가는 사람’
19세기	말,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의 

<평생도(平生圖)> 중 ‘삼일유가’ 부분 
1781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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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공연예술 분야 역

시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는 각종 국가 행사들이 크게 위축된다. 이에 따라 각종 국가 행사에 동원되던 공연예

술인들이 민간에 흩어져 공연 활동을 벌이게 된다. 더불어 민간 경제력의 발전과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는 조선 후

기 공연예술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 본산대놀이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등이 독립적인 공연예술로 연행되기 시

작한 것이 이때이다. 그리고 민간을 떠돌며 공연하는 유랑예인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 다양한 양태의 공연예술을 보이

게 되었다.

근세 공연예술의 양상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본산대놀이 계열 가면극의 등장이다. 물론 이전에도 가면을 쓰고 연

행을 하는 공연예술이 존재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인 안악 3호분에 그려진 ‘탈춤’, 일본에 전해주었다고 하는 백제

의 기악, 동물가면 연행인 신라의 ‘신라박’, 통일신라의 대면(大面)·산예(狻猊)·속독 등이 그 예가 된다. 대면은 황금

색 가면을 쓰고 손에 구슬 채찍을 들고 역귀를 쫓는 춤이고, 속독은 쑥대머리에 얼굴이 파란 귀면을 쓴 이들이 추는 춤

이다. 산예는 사자춤이다. 통일신라의 처용무 역시 가면연행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나례 역시 방상씨, 창사, 십이신,  

처용 등의 가면을 쓴 인물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가면연행의 전통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공연예술로서의 

가면극이 조선 후기에 형성된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면극이 이때에 이르러 형성되었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면극은 크게 ‘마을굿놀이 계통’과 ‘본산대놀이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굿놀이 계통 가

면극은 마을굿에서 유래하여 발전해 온 토착적·자생적 가면극을 말한다. 현전하는 것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강릉

관노가면극이 있다.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은 본산대놀이로부터 전파된 가면극을 말한다. 삼국시대에 유입된 산악 또

는 백희라고 불리던 연희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본산대놀이 

가면극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이다. 본산대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근교의 가면극은 애오개(아현), 사

직골, 구파발, 녹번 등에 있었다. 본산대놀이 가면극은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산대놀이의 영향을 받아 서울

과 경기도의 송파산대놀이·양주별산대놀이, 황해도의 봉산탈춤·강령탈춤·은율탈춤, 경상남도의 수영야류·동래야

류·통영오광대·고성오광대·가산오광대, 그리고 남사당패의 덧뵈기 등이 생겨났다.

근세 공연예술의 양상 : 전통공연예술의 새로운 양상

1 고성오광대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2 양주별산대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3 강령탈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4 가산오광대놀이 19세기,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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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풍속도> ‘팔탈판’	19세기	말,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이 소장

한 <기산풍속도첩> 가운데 ‘팔탈판’

이라는 그림을 보면, 조선 후기에 형

성된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특징

을 살펴볼 수 있다. 모닥불이 타오르

는 마당에서 악사들이 반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

여 춤을 추고 있다.이들은 취발이, 소

무, 목중, 첫째 양반, 할미, 둘째 양

반, 영감 등으로 추정된다. 이 등장인

물들은 대체로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

극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중

심이 되어 중마당, 양반마당, 할미마

당을 구성하고 공연을 한다.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의 가면극 관

련 그림들에서는 가면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

고 있다. ‘노승탈 모양’, ‘목중탈 쓰고 

노는 모양’, ‘양반광대 모양’, ‘가죽쓴 

탈 모양’, ‘취발이탈 모양’ 등으로 이

름 붙여진 그림들을 통해서, 노승(노

장), 목중, 양반, 영감, 취발이 등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송낙을 쓰고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승(노장), 정자관

을 쓰고 부채를 든 양반, 개가죽관을 

쓴 영감 등은 현재의 가면극과 큰 차

이가 없다. 그런데 도령 복장을 한 목

중과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취발

이의 경우 현재의 가면극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기산풍속도>	

19세기	말,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1 ‘노승탈 모양’

2 ‘양반광대 모양’

3 ‘가죽 쓴 탈 모양’

4 ‘목중탈 쓰고 노는 모양’

5 ‘취발이탈 모양’

4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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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극의 변화 못지않게 인형극에서

도 전환이라 일컬을 만한 양상이 조

선 후기에 나타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간 오락적 인형극의 흥성과 

산대잡상놀이의 성행이다. 지금까지 

그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꼭두각시

놀음이나, 현재는 전승되지 않지만 

독특한 연행양상을 보여주었던 산대

잡상놀이가 그 전성기를 누렸던 것으

로 보인다.  

물론 인형을 활용하는 연행은 근세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고려시대 이전

부터 신격화된 인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의적 인형연행과 즐거운 잔

치에서 벌어지는 오락적 인형연행이 

존재했다. 신라에서는 탈해왕의 뼈

로 만든 인형을 신격인 동악신(東岳

神)이라 모시며 제사를 올렸고, 고구

려에서는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부여

신(夫餘神)과 고등신(高登神)이라 칭

하며 국중대회나 제천의식 때 제사

를 지낸 정황이 포착된다. 『통전(通

典)』이나 『악서(樂書)』를 보면, 즐거

운 잔치에서 벌어지는 고구려 인형극

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고

려시대에 나타난 궁중나례에서의 황

소인형연행에서는 연행자가 인형에

게 일정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연행방식이 나타난다. 고려 예종 12

년(1120) 팔관회 잡희(雜戱)에서의 공

신 신숭겸(申崇謙: ?~927)과 김낙

(金樂: ?~927)이 등장하는 연행에서

는 동적인형이 등장한다. 혜민국 남

쪽 거리에서 어린아이들에 의해 벌

어진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인

형극 사례나 이규보(李奎報)의 『부답

병서(復答幷序)』와 「관롱환유작(觀弄

幻有作)」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서 고려시대 오락적 인형극이 활성화

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조선시

대 궁중 내농작(內農作)에서 나타나

는 인형들의 진열이라는 연행방식 역

시 주목할 만하다. 1년 농사짓는 모

습과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행복해 

하는 『시경(詩經)』의 「빈풍(豳風) 칠월

편」 내용이 진열을 통해 표현되었다. 

조선 전기 궁중에서 벌어진 줄을 통

한 인형 조종의 양상을 보여주는 성

현(成俔)의 「관나(觀儺)」와 「관괴뢰잡

희(觀傀儡雜戱)」, 민간에서도 다양한 

인형 조종과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인형연행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박

승임(朴承任: 1517~1586)의 「괴뢰붕

(傀儡棚)」과 나식(羅植: 1498~1546)

의 「괴뢰부(傀儡賦)」 등을 통해 인형

연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로탱에 표현된 ‘조선후기 인형연행’ 부분 
18세기	말,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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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오락적 인형극의 흥성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다. 박

제가(朴齊家: 1750~1805)의 시 「성시전도응령(城市全圖

應令)」을 보면, 상인들의 상업 활동과 연관된 인형극이 심

심치 않게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세기 말에 그려진 감로탱에서의 인형극 모습 역시 오락적 

인형극의 흥성을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이다. 강이천(姜彛

天: 1768~1801)의 시 「남성관희자(南城觀戱子)」는 이러한 

조선 후기 민간오락적 인형극의 성행을 보여주는 좋은 자

료이다. 인형극 대목 초반부에서 소나무 사이에 과녁판이 

걸린 것과 같은 청포장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 앞에 악사

들이 자리 잡고 악기를 연주하는 광경이 표현된다. 인형

들은 이 청포장 위로 상반신을 드러내며 등장하게 된다.  

<隈壘戱圖[   듸각씨도]>에서 이러한 포장 무대에 등장한 

인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남사당패의 <꼭

두각시놀음> 역시 이러한 무대구조를 이용한다.

「남성관희자」에서 묘사된 인형극에서는 독특한 모습의 인

형들이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낯짝이 안

반 같은 놈[面如盤]”이 고함을 질러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

고, “노기를 띠어 흉악한 놈[猙獰假餙怒]”이 소맷자락 휘

날리며 춤을 춘다. 또 “더벅머리 귀신[鬅髮鬼面]” 둘이 방

망이를 들고 치고받기도 하고, “구리빛 얼굴에 눈은 도금

을 한 놈[面銅眼金鍍]”이 춤을 춘다. “북방인 같이 생긴 놈

[韃子]”은 달려 나와서 스스로 머리를 베고 자빠지고, “귀

신같은 여인”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어르다가 찢어

발겨 던져 버린다. 연행방식 역시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

인다. 반복되는 “홀연 사라져 자취가 없다[忽然去無蹤]”는 

표현은, 다양한 등장인물이 빈번하게 등장했다가 퇴장하

고 이에 따른 신속한 장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동시에 이 표현은 인형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이 인형극이 조종사들의 조종을 통해 연행되고 있음을 말

한다. 그리고 “고함소리 사람을 겁주는데[大聲令人怖]”에

서 드러나듯이, 인형연행자들이 목소리연기를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인형연행자들의 인형조종과 목소리연기를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인형극이다. 연행술과 관련하여 주

목되는 것은 부채를 이용한 퇴장 방식과 미세하고 난해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종술이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홀연 사라지는[忽去遮面扇]” 퇴장 방식은 현전하는 남사

당패 꼭두각시놀음이나 서산박첨지놀이에서 박첨지가 등

장하는 방식과 같아 흥미롭다. “머리를 흔들고 눈을 굴리

는[搖頭且轉目]” 미세한 움직임 역시 현전 남사당패 꼭두

각시놀음에서 나타난다.

「남성관희자」의 인형극 대목에 등장하는 인형들의 개성적 

모습과 이들에 의해 전개되는 연행 내용은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다양한 연행방식은 현전하는 남사

당패 꼭두각시놀음과 유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목베기와 

신체 찢어발기기와 같이 한 발 더 나아간 연행술을 보이

기도 한다. 이는 민간오락적 인형극이 조선 후기까지 전

성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隈壘戱圖[				듸각씨도]> 중 ‘꼭두각시놀음 연행광경’	19세기,	서울대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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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성기의 흐름 속에 현재까지 전승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 역시 조선 후기에 형성되었다.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된 <隈壘戱

圖 [    듸각씨도]>나 <기산풍속도첩> 가운데 ‘박첨지놀음하는 모양’이 그 사례가 

된다. ‘박첨지놀음하는 모양’의 경우, 공중무대에서 상좌로 보이는 인형배우를 

놀리는 광경을 포착한 것이다. 

조선시대 오락적 인형극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양상은 산대잡상놀이의 성행이

다. 산대잡상놀이는 정교하게 꾸며진 인형들이 이미 널리 공유된 전형적 상황

을 정지된 모습으로 표현하는 볼거리 중심의 연행이다. 널리 공유된 내용을 입

체적 시각화를 통해 표현하는 산대잡상놀이는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형들의 진

열을 통해 전형적 상황의 전형적 장면을 표현한다. 산대잡상놀이의 사례로는 

연산군 때 궁중에서의 연행, 1725년 중국 사신 아극돈(阿克敦: 1685~1756)을 

위해 벌어진 연행이 꼽힌다. 그리고 1865년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벌어진 

연행들을 묘사한 「기완별록(奇玩別錄)」의 <금강산놀이>, <팔선녀놀이>, <신선

놀이>, <상산사호놀이> 등도 대표적인 산대잡상놀이이다.

산대잡상놀이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봉사도(奉使圖)>에서의 ‘낚시를 하는 인

형’이나 <팔선녀놀이>의 ‘북채를 잡아 쥔 성진 인형’ 등에서처럼 부분적 움직임

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움직임이 없는 정적 인형이다.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산대잡상놀이는 한편으로는 제한적으로 인형을 

움직이는 연행방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산대라는 무대 자체를 이동시키는 전

혀 새로운 연행방식을 내보이기도 했다. 산대 자체의 이동은 일정한 공간에 고

착된 관중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관중을 설정하는 연행방식이다. 산대잡상

놀이라는 독특한 인형극의 존재는 조선시대 오락적 인형극의 다양성을 보여주

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인형극과 가면극이 독자적인 공

연예술로 자리잡는다. 판소리 역시 이러한 흐름을 함

께 한다. 이러한 전환과 더불어 조선 후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두드러진 양상은 다양한 떠돌이 공연예술집단

의 등장과 활약이다. 남사당패, 사당패, 대광대패, 솟

대쟁이패, 초라니패, 풍각쟁이패, 광대패, 걸립패, 중

매구, 굿중패 등 다양한 명칭의 떠돌이 공연예술집단

이 등장하여 나름의 공연예술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떠돌이 공연예술집단으로 남사당패를 꼽

을 수 있다. 이들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연예

술집단이다. 꼭두쇠를 정점으로 풍물, 버나(대접돌리

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놀이), 덜

미(인형극) 등을 공연했다. 얼른(요술)도 공연 종목에 

포함되었다고 전하지만,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는다.

사당패는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공연예술집단으로 여

사당이라 불리기도 했다. 고종 24년(1887)에 그려져 경

국사에 봉안되어 있는 감로탱을 보면 사당패의 연행 모

습이 나타나 있다. 빙 둘러선 네 명이 소고를 두드리며 

흥을 돋우고 두 명의 여인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사당패들은 가무와 연희를 펼치며 

떠돌아 다녔다. 사당패의 공연 종목은 사당버꾸춤·산

타령 등 잡가 소리판, 재담줄이라 불리는 재담과 노래

가 우세한 줄타기 등이었다.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을 

보면 줄타는 모습과 춤을 추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1 남사당패의 ‘덧뵈기’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2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의 ‘사당춤’ 부분	1868년,	흥국사	소장

3 <기산풍속도> ‘사당 판놀음하는 모양’ 
19세기	말,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1 <기산풍속도> ‘박첨지놀음하는 모양’
19세기	말,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2 <봉사도(奉使圖)> 제7폭 중 ‘예산대’ 부분
1725년,	요녕민족출판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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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사 감로탱의 ‘사당패’ 부분
19세기	중엽,	경국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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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굿중패, 중광대패, 대광대패, 걸립패, 중매구패 등으로 

불리는 떠돌이 공연예술집단이 있었다. 굿중패는 풍물, 버나, 땅

재주, 줄타기, 한량굿 등을 공연했다. 대광대패는 각 지방의 장날

에 맞추어 장터를 떠돌며 공연했다. 풍물, 무동, 죽방울받기, 솟대

타기, 오광대 가면극 등이 그 공연 종목이었다. 중광대패는 삼현

육각, 판소리, 민요창, 무용, 줄타기, 땅재주가 공연 종목이었다. 

걸립패는 풍물놀이, 줄타기, 비나리(덕담) 등을 주로 공연했다. 중

매구패는 풍물놀이, 불경, 중매구 등을 공연했다.

솟대쟁이패는 그 공연 종목으로 놀이판 한가운데 솟대와 같이 긴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서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솟대

타기를 주로 한데서 붙여진 것이다. 이들의 공연 종목은 풍물, 땅재주, 얼른, 줄타기, 병신굿, 솟대타기 등이었다. 이 가

운데 솟대타기가 중심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산풍속도첩> 가운데 

‘솟대쟁이 놀고’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면, 솟대를 타고, 죽방울을 돌리며, 윤고(나무공 던지기)를 하는 솟대쟁이패의 공

연 모습이 나타나 있다. 

초라니패는 ‘초라니굿’이라 부르는 가면극을 위주로 하여, 풍물, 얼른, 죽방울받기 등을 공연하던 집단이다. 솟대타기 

역시 공연 종목의 하나였다고 한다. 초라니는 요사스럽게 생긴 가면을 말하는 것으로, “도리도리 두 눈구멍 흰 고리테 

두리고, 납작한 콧마루에 주석 대갈 총총 박고, 꼿꼿한 센 수염이 양편으로 펄렁펄렁”거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수국사 

감로탱에 이러한 초라니의 모습과 그 공연 양상이 표현되어 있다. 눈이 크고 눈에 흰 고리테를 둘렀으며, 꼿꼿하고 센 

수염이 양편으로 뻗은 초라니 가면을 착용한 연행자가 장구를 메고 솟대 위를 오르고 있는 장면이다.

풍각쟁이패는 민간을 떠돌아 다니며 판소리, 퉁소, 북, 가야금, 검무 등을 공연했다. 서울 봉은사 감로탱에 보면 이러한 

풍각쟁이패의 공연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퉁소쟁이 소경, 검무쟁이, 가얏고쟁이, 해금쟁이, 북쟁이 등으로 구성된 풍각

쟁이패가 시장을 향하여 가는 독장수, 행상과 함께 흥을 돋우고 있다. 

1 <기산풍속도> ‘솟대쟁이패’ 19세기	말,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2 수국사 감로탱의 ‘초라니’ 부분 1832년,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3 봉은사 감로탱의 ‘풍각쟁이패’ 부분 1892년,	봉은사	소장

4 <기산풍속도> ‘굿중패노름놀고’ 19세기	말,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5 <기산풍속도> ‘굿중패 모양’ 19세기	말,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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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화기의 만능엔터테이너, 기생

기생과 권번			기생은	조선왕조가	무너지던	시대에	전통을	이어간	종합예술인이었다.	기생조합은	민속뿐만	아니라	

궁중	공연예술의	교육과	공연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들은	기생들의	공연을	통하여	처음으로	궁중	예술을	

접할	수	있었다.	

기생들의	공연	레퍼토리는	주로	전통	위주였으나,	레뷰댄스(Revue	dance)	등	서구	공연예술도	흡수하여	다채로운	무

대를	일반인에게	선보였다.	그리하여	기생들은	곧	뛰어난	가무	솜씨를	갖춘	전문	예능인이자	스타로	각광을	받았다.

기생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은	방송국에	진출하고	음반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1927년	경성방송국	설립	이후	각	

지역	권번의	일류	기생들은	라디오	방송으로	대중들과	만났다.	평양기생	선우일선은	일제시대의	음반회사인		‘폴리돌

(Polydor)’에서	<꽃을	잡고>를	취입하여	스타	가수가	되기도	하였다.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도 사진 

및 관련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

기 시작했다. 영업 사진계의 상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조선 기생들의 사

진을 찍어 8장을 한 세트로 하는 엽

서를 제작·판매하였고, 이 상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기생언자

(妓生嫣姿: 기생의 웃는 모습)>, <청

초우아조선미인집(淸楚優雅朝鮮美

人集)>, <기생염자팔태(妓生艶姿八

態)>, <조선풍속기생(朝鮮風俗妓生)> 

등의 표제를 단 수천 종의 기생엽서

에서 다양한 포즈의 기생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엽서 속의 기

생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조선 풍속

의 하나로 상징화된 존재에 불과하였

으며, 이러한 기생의 ‘타자화’는 일제

가 의도하였던 ‘조선 타자화’와 그 맥

락이 연결되는 것이었다.  

기생엽서 가로9.0 세로14.0	/	2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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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인기 있는 사진엽서의 모델은 기생이었

다. 권번, 기생학교, 명월관, 식도원, 국일관 등에 있

는 공연 공간을 비롯하여 단성사, 조선극장, 우미관 

등의 몇몇 극장, 각종 박람회의 무대에서 춤추고, 노

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기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엽서들이 조선의 풍속을 알리거나 관광을 유치하려는 

상업적 목적으로도 제작되었다. 

지금까지 수집된 ‘기생엽서’는 다이쇼사진공예소(大正

寫眞工藝所),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에서 발행한 것

이 많고 이밖에 경성이와다사진관제작부(京城岩田寫

眞館製版部), 한국출판협회(韓國出版協會), 조선총독

부 철도국과 조선총독부 등 대략 20여 개의 회사와 기

관에서 발행되었으며 이 시기 기생들의 활동에 관심

을 둔 여러 출판물이나 전시기획을 통해 소개되었다. 

궁중연회에서 춤을 추던 관기(官妓)들이 공연 의상을 

갖춰 입은 모습부터 평양의 기생학교에서 가무와 악

기를 배우고 공연하는 장면, <검무>·<승무> 등의 춤

을 추는 모습, 이들과 함께 한 악사들의 엽서 사진과 

그림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기생과 음악가들의 공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 기생과 악사들은 권

번에 딸린 공연 공간 외에 무대를 갖춘 음식점이나 누

정·사찰 등에서 공연했는데, 춤과 연희에 따른 삼현

육각 편성의 연주는 남자 악사들이 맡았고, 기생들은 

주로 거문고, 가야금, 양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한편, 지금까지 밀도 있게 고찰된 적은 없지만, 사진에 

표현된 악기의 구체적인 모양새와 연주자세 등은 일제

강점기의 주요 도상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기생엽서 가로9.0 세로14.0	/	2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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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엽서 가로14.0 세로9.0	
														 가로9.0 세로14.0	/	2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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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엽서 가로14.0 세로9.0 /	2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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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엽서 가로9.0 세로14.0	/	20세기	초

기생엽서 가로14.0 세로9.0	/	가로9.0 세로14.0 /	20세기	초

기생은 춤·노래 또는 풍류로 술자리나 놀이판에서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관기(官妓), 민기(民妓), 약방

기생, 상방기생 등 예기(藝妓)를 가리킨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부터 유래하는 기생제도는 조선시대에 발전, 자

리를 굳혀 기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기생

을 지칭한다. 사회계급으로는 천민에 속하지만 시와 서에 

능한 교양인으로서 대접받는 등 특이한 존재였다. 1900년

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한국춤 공연의 거의 대부분은 

기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동안 기생은 공연

예술과 대중문화의 토대를 이루었다. 공연자로서의 기생

은 오늘날로 치면 국·공립 공연 단체나 본격적인 민간 직

업 무용단의 단원에 비교될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

생은 조선시대 내내 춤의 개발·보존·전수의 핵심이었

으며 개화기에는 민간 공연과 기생 학교, 권번에서 예인

을 양성해낸 교육적 역할도 수행했다. 

1907년 장악원이 폐지되고,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러 

여악과 악공 출신들이 민간으로 대거 풀려나오며 기생조합

과 권번이 만들어졌다. 기생조합과 권번은 제2차 세계대

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영업이 정지되었고, 해방 이후 공

식적으로 사라졌다. 일본의 게이샤도 들어오는 등 기생

과 권번은 1920년대 전성시대를 이루어 기록에 따르면 한

국의 예기는 1924년에 1313명이었으며 서울과 평양, 동

래 등이 명 기생 출신지였다. 이 당시 서울에서는 4개의 

기생조합이 전통 춤과 소리는 물론 창극, 창작춤과 서양

춤까지 망라해 두 달간 연이어 공연하고 11월에는 합동공

연도 갖는 등 기생들은 요즘 대중연예인 못지않은 인기

를 구가했다. 1914년 『매일신보』가 연재한 ‘예단 1백인’에    

기생 출신이 90명이나 되었고, 1918년 경성신문사가 발간

한 『조선미인보감』이라는 조선팔도 기생 인명 사전도 나

올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의 기생들이 판소리 및 창극 공

연을 레퍼토리화하게 된 것은 1910년대 중반부터다. 1915

년, 창덕궁 진연에 창극화한 <춘향전>을 올린 다동조합

은 이후 조합의 정기적인 기생연주회에서도 판소리와 창

극을 주요한 공연 목록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1917년, 

다동조합 내의 남도 출신 기생들은 따로 한남조합을 만들

어 분립하였고, 이후 권번제에 따라 한남권번으로 이름을 

바꾼 이곳에서는 현계옥(玄桂玉), 김녹주(金綠珠), 김남수

(金南洙) 등 판소리를 특장으로 하는 기생들이 공연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남권번을 포함한 일제강점

기의 권번은 판소리 여성 연행자들을 키워내는 매우 중요

한 공간으로 기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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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송이 작곡하고, 박영호가 작사한 노래 ‘모던기생점고’ 가사의 일부다. 단장한 기생을 인력거에 태우고 동분서주하

는 모습을 담은 세태 풍자노래에서 일제강점기에 기생들이 명월관, 식도원 등의 공연장이 딸린 음식점에서 공연하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몇 장의 1910년대 사진엽서는 긴 장방형의 조붓한 무대 양쪽에 화병을 놓은 탁자를 놓고 무대 윗부분에는 일본기, 영

국기, 성조기 등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검무는 그 무대 위에서, 사자춤은 무대막을 내리고 바닥에서 공연하

고 있다. 무대막에는 ‘조선명물요리 식도원’, ‘삿보로 맥주’ 등의 홍보문구가 보인다. 한편, <춘앵전>과 <승무>는 전등을 

켠 방에서 병풍을 배경으로 공연하고 있는데, <춘앵전> 무용수 앞에 박을 든 여기(女妓)가 서 있는 모습, <승무>를 추기 

위해 여기 두 명이 북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현재의 공연모습과 달라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 전통음악과 춤, 연희의 

공연공간과 공연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하이욥 아라아라욥 찌렁찌렁찌렁찌렁찌렁 인력거가 나간다. 하이욥 아라아라욥 찌렁찌렁찌렁찌렁찌렁 기생아씨가 나간다~(중략)~ 

동서남북 시가꾸 기생 제 멋대로 쏟아진다 헤헤헤 식도원이냐 조선관이냐 태서관 별장이냐 송죽원이냐 하이욥 아라아라욥

<춘앵전>을 추는 기생 1910년대

<검무>를 추는 기생 1910년대 사자춤 공연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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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한국의 전통춤, 근대를 이식하다

근대춤의 태동과 발전				일제강점기	하에서	궁중무는	이왕직아악부로	축소되어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로	겨우	명

맥을	유지했다.	김영제(金甯濟:	1883~1956),	함화진(咸和鎭:	1884~1948),	이수경(李壽卿:	1882〜1955),	하규일(河圭

一:	1867~1937)	등이	소수의	무동을	선발,	정재를	전수했는데	이들이	김천흥(金千興:	1909~2008),	성경린(成慶麟:	

1911~2008),	김보남(金寶男:	1911~1964)	등으로	해방	후	<춘앵무>	등	한국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반에서는	기생들을	중심으로	궁중무와	민속춤,	서구	춤이	변형된	형태로	무대에	올랐는데	한성준(韓成俊:	

1874~1942)이	이를	집대성하여	전통춤을	근대적	양식으로	확립했다.	

충남	홍성의	몰락한	양반	출신인	한성준은	줄타기와	연희	등의	재주로	충남	일대에서	이름이	높았으며	특히	명고수

로	평판이	자자했다.	한성준은	기생들에게	춤과	북장단,	놀이를	가르치고	정재를	전수받아	협률사,	원흥사,	원각사	등

에서	활동했다.	원각사에서	궁중의	어전	공연에	출연,	고종으로부터	참봉벼슬을	받기도	했다.	한성준은	1910년	한일합

방으로	원각사가	폐지되면서	명창의	고수로	활약하며	레코드	녹음과	각지의	권번에서	춤과	장단을	가르치며	<살풀이>,	

<승무>,	<태평무>,	<한량무>,	<훈령무>,	<학춤>	등	40여	가지	레퍼토리를	확립했다.	세계적	무용가로	성장한	최승희(崔承

喜:	1911~1967)에게	전통춤의	비법을	전한	것도	한성준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업적이다.

한국에	신무용의	시대를	연	것은	일본의	현대무용가	이시이	바쿠(石井漠:	1887~1962)다.	바쿠는	1926년	3월	경성공회

당에서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의	음악에	맞춘	<수인>,	그리그의	음악에	올린	<등반>	등	11개	

소품을	발표,	전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창작춤을	선보였다.	이	공연을	보고	최승희는	사범학교를	진학하려던	꿈을	

접고	무용가가	되었으며	정구선수로	활약하던	조택원(趙澤元:	1907~1970)도	무용가의	길을	택했다.

한편	곡예단	출신의	배구자는	1928년	무용과	노래	등	한국	최초의	신무용	무대를	열었으며	동양극장을	설립·운영하

며	근대적	공연작품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가사호접(袈裟胡蝶)』은 근대 신무용의 대가로 한 시대를 

풍미한 조택원이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여 1973년 서문당

에서 출간한 자서전이다. 이 책은 조택원이 안무한 장고

춤을 모델로 아라아히의 삽화가 그려진 표지에 양장국판 

형태의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482쪽에 달

한다. 당시 책가격은 1,000원으로 매겨져 있다. 자서전 

발간을 축하하는 월탄 박종화의 글이 게재되어 있고 조택

원의 발간사가 수록되어 있다. 조택원은 발간사에서 자서

전이 발간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한국일보사 장

기영(張基榮: 1916~1977) 사장에 대해 감사한다고 쓰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장기영은 조택원의 장례식 때 조

사(弔詞)를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책의 내용은 조택원의 출생에서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무용가로 살아온 지난 50여 년간의 파란만장했던 활동의 

여정과 그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용활동

뿐만 아니라 조택원 특유의 풍운아적 기질과 근대에 보기 

『가사호접』 

가로14.0 세로20.0	/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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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엘리트로서 당대 국내외 문화지성과 폭넓게 교유했

던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1907년 함경도 함흥 명망가의 삼대독자로 태어난 조택원

은 10세 때 서울로 이사하여 당대 최고의 명문사학 휘문

고보와 보성전문(고려대 전신) 법과를 졸업했다. 휘문보

고와 보성전문시절 정구선구로 활약했던 그는 상업은행

에 정구선수로 스카웃되어 근대 스포츠스타로 군림했다. 

192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극단체인 토월회 무대에

서 러시아 민속춤 <코박춤>을 추어 관객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1937년에는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영화 <미몽(迷

夢)>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조택원

은 이처럼 신무용의 대가이자 근대 문화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무용뿐만 아니라 연극·영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었던, 소위 ‘엔터테이너’였다. 

조택원이 본격적으로 무용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27

년 일본무용가 이시이 바쿠(石井漠: 1887~1962)의 경성

공연을 접한 이후 이에 매료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

서이다. 조택원의 스승 이시이 바쿠는 1922년부터 1925년

까지 유럽에서 유학하여 서양의 모던댄스를 체득한 일본 

근대무용의 선구자로 당시 매년 서울에 공연을 왔다. 자

유로운 창작성이 발현된 서양 모던댄스는 당시 대중들에

게 ‘서구적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조택원이 일본

에 유학하여 이시이 바쿠에게 배운 춤은 바로 독일 마리 

뷔그만(Karoline Sophie Marie Wiegmann: 1886~1973)

류의 모던댄스였다. 이후 이시이 바쿠 문하에서 3년간 춤

을 체득하고 1929년 귀국하여 서울에 무용연구소를 설립

한 후 개인무용발표회를 가졌다. 1937년 프랑스에 유학

을 다녀온 후 한국적 전통에 토대한 신무용 명작을 발표

하여 주목을 끌었다. 해방직후 친일무용 비판 등 국내 무

용활동 여건이 여의치 않자 1947년 도미한다. 미국에서 

세계적 무용가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aint Denis: 

1879~1968)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미국전역 순회공연과 

함께 한국춤 특강을 실시하여 서양인들에게 우리 춤의 문

화적 우수성을 체화시켰다. 

1958년 일본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후원으로 도쿄에 조택

원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60년대 초반 귀국

하여 한일협정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

무용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한국민속무용단을 설립하여 

한국춤의 해외무대 진출을 모색했다. 1973년 한국 문화예

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 제1호를 수상했으

며, 그해 자서전 『가사호접』을 집필했다.

춤이란 ‘움직이는 사색’, 즉 무상이라 정의내렸던 조택원

은 한국춤을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전통의 현대

화’, ‘서양무용의 한국화’, 나아가 ‘한국춤의 세계화’를 위

해 평생을 바쳤다. <만종>, <가사호접>, <춘향조곡>, <신

노심불로>, <학>, <포엠>, <농악무>, <소고춤> 등 주옥같

은 신무용 명작을 안무하였고, 무려 1천 회에 달하는 해

외공연을 하였다. 그의 활동은 조선을 넘어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의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세르주 리파(Serge 

Lifar), 안나 리카르다(Anna Ricarda), 루스 세인트 데니

스, 우다이 상카르(Uday Shankar) 등 세계 무용사의 거

장들과 교류하며 ‘세계인’이 되고자 하였다. 조택원은 한

국의 춤이 동양문화권 내에 머물던 것에서 이른바 세계보

편사적 지류에 편입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자서전 『가사호접』의 제목에는 ‘창작무용반세기(創作舞踊

半世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1933년 조택원이 안무한 

동명의 무용작품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가사호접>은 

조택원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김백옥이라는 기생을 찾

아가 전통 승무를 사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창

작한 신무용 명작의 하나이다. 머리에 고깔을 쓰고 가사

를 착용하고 춤추는 모습은 전통 승무와 동일하지만 엑센

트가 강한 직선적 움직임의 과감한 표현과 작곡된 서양음

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사호접>

의 음악은 당시 연희전문에 재학 중이던 김준영(金駿泳: 

1907~1961)이 작곡했다. 

<가사호접>은 조택원이 전통의 현대화를 화두로 창작한 

대표작이며, 한국무용사상 최초로 작곡된 무용음악을 사

용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다. 조택원은 해외에서도 즐

겨 공연했는데, 1937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 작품을 감상

한 세계적인 안무가이자 국립파리오페라발레단 예술감독

이었던 세르주 리파(Serge Lifar: 1905~1986)로부터 크

게 호평받기도 했다. 

이 작품의 초연 때 제목은  ‘승무의 인상’이었다. 그런데 조

택원의 휘문고보 1년 선배이자 그의 가정교사였던 시인 정

지용이 이 작품을 보고, ‘큰 남자의 큰 승무(大男子의 大僧

舞)’라 격찬하고 제목을  ‘가사호접’이라 바꿔주었다. 정지

용과 조택원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가늠케하는 대목이다. 

『가사호접』은 무용가의 일생을 다룬 자서전적 성격을 지

니지만, 한국 근대무용의 역사적 흐름을 폭넓게 통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택원의 파란만

장했던 일생을 조망할 수 있는 관련 사진자료가 책 앞부

분에 배치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도 크다.

『가사호접』 

가로14.0 세로20.0	/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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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용사진은 조택원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서울에서 활동을 펼치던 1930년대 초반 모던댄스 스타일의 작품으로 추

정된다. 조택원은 1933년 제1회 무용발표회 이후 ‘전통의 현대화’를 화두로 민족 고유의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한국춤의 

형식창조에 몰두하여 신무용이라는 춤사조를 정립한다. 이 사진은 신무용 창출 이전, 조택원의 초기 모던댄스 스타일

의 춤미학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한국 현대무용 도입 초창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조택원 초기 현대무용 사진

가로8.5 세로11.5	/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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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の舞(세계의 춤)’, ‘崔承姬 舞踊

公演(최승희 무용공연)’, ‘崔承姬的 演

技 喚起 「涅槃」, 「微笑」, 「感淚」和 「恍

惚」的 情緖(최승희 연기의 진수를 환

기시키는 열반과 미소, 감동의 눈물

과 조화를 이루는 황홀한 정서)’라는 

최상급 수식어와 함께 단아한 한복을 

입은 최승희 표지사진과 장구춤, 부

채춤 등을 추는 모습과 함께 당시로

서는 파격적인 의상을 입은 보살춤 

사진이 실려 있다.

최승희는 우리나라 근대무용의 서막

을 알린 전설적인 무용가이다. 1911

년 집안의 어른들이 이씨왕실에서 근

무한 양반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

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숙명여고

에 입학했다. 학교성적은 우등생이

었고 특기는 음악이었다. 숙명여고는 

최승희를 졸업 후 일본의 음악학교에 

보내 음악공부를 하게 한 후 본교의 

음악선생을 시키려 했다. 그래서 최

승희가 일본의 현대무용가 이시이 바

쿠 무용연구소에 간다고 했을 때 숙

명여고 선생들이 이를 막기 위해 서

울역에서 데모를 하기도 했다.

최승희는 170cm의 큰 키에 남성적 

체격을 가지고 있는 현대적 관점에서 

시원한 미인의 전형이다. 성질도 남

성적이어서 마음에 안 들면 악사들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집안도 좋고 공

부도 잘 했으며 세계적 무용가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해 전쟁 때도 전

시 때의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으며 반드시 자기 승용차만 

타고 다녔다. 사진도 마음에 드는 몇 

장을 제외하고 사진과 필름을 모두 

태워 없애버렸다.

최승희는 세계적 무용가가 되기 위해

서 안막(본명 안필승)이 재혼자임에

도 불구하고 결혼했고 최승희 무용회

의 멤버는 노벨문학상을 탄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899~1972), 개

조사 사장 야마모토 노리히코(山本

實彦), 가수 후지하라 요시에(藤原義

康), 배우 이리에 다카코(入江高子) 

등 당시 일본에서 최고의 지성 20여 

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인으로 

여운형, 송진우, 마해송, 김영랑, 손

기정 등이 있었다. 또한 중국인으로

는 훗날 중국 총리를 지낸 주은래(周

恩來: 1898~1976)와 세계적 경극배

우인 매란방(梅蘭芳: 1894~1961)과 

같은 인물이 있었으며 미국에는 최승

희가 3년간의 전세계 순회 150회 공

연을 하도록 도와준 세계적 흥행사 

휴룩이 있었다.

최승희, 안막 부부는 중국 북경에서 

8.15 해방을 맞아 안막은 북한으로, 최

승희는 남한으로 왔다가 최승희가 월

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다.

최승희는 북한에서 중국을 비롯해 베

트남, 몽골 등 해외 각국의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6.25 전쟁 때 중국의 주

은래 수상과 매란방의 초청으로 중국 

경극의 무용 안무를 맡기도 했다.

최승희는 <사도성(砂道城)의 이야기>

등 무용극을 개발하여 조선발레, 민족

무용을 정립했고 이를 위해 악기개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막

이 중국 연안파 정치인으로 몰려 미국 

고정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아 비밀재

판에서 사형되고 최승희 역시 1966년 

숙청되어 1969년 8월 8일 사망했다가 

최근 복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는 기생들의 춤을 예술적 한국

무용으로 발전시켰으며 315종목(레퍼

토리)이라는 세계 최다 작품 창작과, 

약 3,000회의 공연기록을 남겼다. 한

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순회 150

회 공연을 했고 미국 뉴욕에서 아메리

카 발레캬라반(지금의 뉴욕시티발레

단), 마사 그레함(Martha Graham: 

1898~1991)과 합동공연을 하는 등 세

계적인 무용가로 인정받았다.

최승희 프로그램(복제)	가로14.2	세로20.8	/	19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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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상업화·전문화되는 근대음악

근대 음악의 특징				우리나라	근대음악은	구한말	서양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	찬송가와	일본식	창가의	수용에서	비

롯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식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1907년	이후	미국	빅타사(Victor	Record)와	일

본	축음기회사에서	이루어진	전통음악의	상업용	유성기	음반	제작과	보급,	1928년	이왕직아악부의	라디오	생방송을	

통한	음악공연	활동	등은	당시	대중들을	음악	향유층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30년대부터	유행한	유행

가·신민요·신가요	등이	음반으로	녹음되면서	오늘날	대중가요의	모태가	되었다.

과거에는 음악이란 한 번 연주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대로 들을 수 없

는 일회적인 것이었다.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같은 곡을 듣는 일도 

물론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가 시공

의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같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은 

축음기의 등장 이후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혁신적인 발명

품은 언제, 어떻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까?

1857년, 프랑스 발명가 레옹 스코트

(Martinville, Leon Scott)에 의해 

포노오토그래프(Phonoautograph)

라는 음향 기록기기가 발명되

었다. 에디슨(Edison, Thomas 

Alva: 1847~1931)의 포노그래프

(Phonograph)보다 20년 앞선 것

이었지만 소리를 재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1877년, 미국의 에

디슨은 녹음과 재생이 모두 가능

한 원통형(cylinder) 축음기 포노그

래프를 발명하여 상품화하였다. 20

년 뒤, 독일의 에밀 베를리너(Emile 

Berliner: 1851~1929)가 원반형

(disc) 축음기 그라모폰을 발

명하고 일상화시키기 전까

지는 사진과 같은 원통형 

축음기의 시대였다.

그러나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

려 이전의 원통형 방식이 더 우수하

다고 한다. 우선 원통형 축음기는 원

반형 축음기와 달리 녹음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초 세

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인류학자

들이 음향 채록에 사용한 기기는 원

통형 축음기였으며, 애초에 에디슨

이 이 기기를 발명할 때에 염두에 두

었던 것도 전신이나 전화와 같은 사

무용 기기로의 전환이었다고 한다. 

또 음질을 비교해 보아도 종진동(縱

振動) 방식으로 음을 재현하는 원통

형 레코드가 횡진동(橫振動) 방식의 

원반형 레코드보다 우월하다. 이러

한 기능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원통

형이 원반형 방식과의 시장 경쟁에서 

패배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한편, 한국에 축음기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97년의 일이었다. 선교사이자 

미국 공사였던 앨런(Allen, Horace 

Newton)이 미국으로부터 축음기 한 

대를 들여와 조선의 대신들을 불러모

으고 이를 틀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명창 박춘재(朴春載: 1881~1948)가 

축음기 앞에서 <적벽가> 한 대목을 

고종과 신하들 앞에서 불렀다. 잠시 

후 그 기계에서 박춘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자, 고종은 깜짝 놀라 

말했다고 한다. “춘재야, 네 명이 10

년은 감했겠구나.”

실린더

높이11.5 	지름6.5	/	1905년

축음기		가로29.0	세로13.0 	높이52.0	
												나팔지름35.0	/	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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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Standard Play) 음반 지름25.0	/	1930년대

2 SP 음반 보관지	가로25.5 	세로25.5	/	1930년대

3 SP 음반 보관지	가로25.8	세로25.1	/	1930년대

4 축음기(콜롬비아213)
				가로30.0 	세로41.0 	높이52.0	/	1930년대

1

2
3

한국인의 음악이 처음으로 녹음되어 현재까지 자료로 전하는 것은 미국 의회도서관에 원통형 음반에 담긴 남자 유학생

의 노래다. 미국학자 로버트 프로바인(Robert C. Provine) 박사가 처음 이 자료의 존재를 국내에 알렸고, 2010년 KBS 

스페셜팀이 ‘발굴추적 114년 전 한국인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프로그램(2010년 7월 18일 방영)을 통해 밝혀낸 

이 자료는 원통형 음반 여섯 개에 녹음된 11곡의 민요와 잡가 등이다. 미국 원주민 문화를 연구한 저명한 인류학자 앨리

스 플레처(Alice C. Fletcher)박사가 1896년 7월 24일에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에 최초로 유학을 온 조선인 

학생 안중식, 이희철, 송영덕 세 사람을 만나 녹음한 이 노래들은 당시 지식인들의 일상에서 불리던 음악문화의 일면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다. 

한편,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는 초기에는 원통형 음반을 나팔통이 달린 유성기로 재생하였는데, 이후 평판(平

板) 음반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880년 프랑스 신부가 평양감사에게 유성기를 선보였다는 기록이 처음 보인

다. 이어 1886, 1887년에 여러 경로로 다른 형태의 축음기가 들어왔고, 1899년에는 시내의 한 상점에서 축음기를 판매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이 있다. 

축음기를 통해 음을 재생하는 SP(Standard Play) 음반은 1907년에 한인호(韓寅五)와 관기(官妓) 홍매(紅梅)가 콜럼비

아사(Colombia Records)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취입한 것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서울 사람들

이 즐겨듣던 경서도 민요와 기악 연주곡, 판소리 등이 주류를 이뤘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기식 녹음기술이 도입

됨에 따라 음질도 개선되고, 유성기의 일반 보급도 3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음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20세기 초반부터 1945년까지 발매된 우리나라 음악 음반은 일본축음기상회 로얄레코드 쪽판·로얄레코드 양면

판·NIPPONOPHONE 양면판·닙보노홍·일축적반·일  죠선소리반·일동축음기회사·빅타·빅타주니어·콜럼비

아·리갈·태평레코드·폴리돌·오케·시에론·킹레코드 등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성기 음반목록 연구결과 전체 

6,500종 중에서 약 2,500종의 음반에 국악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P 음반에는 가사지가 첨부되거나 별

도의 책이 제작되어 배포되었는데, 가사지에는 수록음악가의 사진과 약력, 활동 정도를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유성기 음반은 1960년 중반 이후 LP(Long Play)가 보급되면서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4

SP 음반 보관함

가로28.0 	세로27.0	/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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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창극사』는 1940년 조선일보사에서 간행된 정노식(鄭魯湜: 1891~1965)의 저서로, 지금까지도 학계 및 공연계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최초의 판소리사이다. 물론 판소리를 주제로 한 첫 연구서인 만큼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판소리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 『조선창극사』를 기점으로 하며, 관련 연구 성과들이 

이 저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노식은 『조선창극사』에서 관극시(觀劇詩) 등 판소리와 연관된 한시를 망라하였으며, 판소리의 악조와 선율, 장단에 

대한 음악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광대의 약전(略傳) 및 그 예술(藝術)」에서는 권삼득에서 김여란에 이르는 89

명의 명창과 고수 한성준, 판소리 여섯 마당의 집대성자 신재효의 일생 및 예술 세계를 소상히 다루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 정노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는 판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다. 일본 메이지

대학(明治大學)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3·1 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기도 했던 그는 

『조선창극사』 집필 이후의 행적을 보더라도 오히려 정치가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정치가에 가까웠던 정노식이 방방곡곡 판소리 창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조선창극사』를 집필하였던 데

에는 이처럼 판소리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열렬한 애호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책은 형일출판사에서 1974

년에 100부 한정판으로 간행한 『조선창극사』 초판 영인본이다.

나는 조선창극조-광대소리를 퍽 좋아하고 찬양한다. 어찌 나뿐이랴. 조선사람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고 찬미 

아니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 내 조선창극조 광대소리에 대한 취미를 남달리 가졌으므로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들었고, 광대와 마주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붙잡고 종으로 횡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선창극사』 

가로14.0 	세로19.0	/	1940년

송만갑(宋萬甲: 1865~1939) 명창은 

근대 다섯 명창의 일원이자 현대 판

소리 동편제의 거목이다. 그는 1865

년 전남 구례에서 아버지 송우룡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

났다. 그는 처음에 송흥록에게 소리

를 배우다가 송흥록이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 송우룡에게 배웠다. 송문(宋

門)의 소리를 배웠던 그는 송씨 문중

의 법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시대

적 요구에 순응하여 대중과 호흡하는 

소리꾼이 되고자 하였다. 서편제 명

창 정창업의 소리를 배운 것을 계기

로 법제를 중시하는 아버지 송우룡과 

갈등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

다. 그로 인해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

나기까지 하였지만, 고법(古法)의 소

리만으로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전국

을 다니며 소리를 하였다. 명창을 포

목상에 비유하여 “극창가(劇唱家)는 

주단 포목상과 같아서 비단을 달라는 

이에게는 비단을 주고 무명을 달라

는 이에게는 무명을 주어야 한다” 라

고 한 그의 말은 매우 유명하거니와, 

이러한 주장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할 

때 예술이 존립할 수 있

고 존재 의의가 있다는 

그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다. 송만갑이 단체를 

만들어 창극 공연에도 열

심이었던 것도 시대의 흐

름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

다. 송만갑이 시대적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은 경서도 지방의 음

악어법인 경드름을 다양

하게 사용하였다는데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의 활동 공간이 서울이었기 때문

에 서울 청중 계층의 취향에 부합하

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가 경드름 

위주로 짜서 불렀던 ‘남원 오입쟁이’, 

‘백구타령’ 그리고 <춘향가> 중 ‘이별

가’가 유성기 음반으로 남아 있다. 

송만갑이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소리제를 끌고 갔다고는 하지

만, 그가 남긴 유성기 음반은 동편제 

소리의 특질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송만갑은 목구성이 철성으로 

상청을 내지를 때에는 끝까지 쳐올리

며 엇붙임을 별로 쓰지 않고 대마디 

대장단에 고졸(古拙)하게 소리를 짜 

나가는데, 이러한 송만갑의 소리야말

로 동편제의 진수라고 할 만하다. 

송만갑은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는데, 

근대 이후 명창의 반열에 든 상당수

가 송만갑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제자로, 김

정문, 장판개, 박봉래, 박중근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박녹주, 김연수, 김

초향, 김소희, 박초월, 한승호 명창 

등도 일시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운 

제자들이다.

송만갑 명창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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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준(韓成俊: 1874~1942). 그의 이름 석 자 앞에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명고수 한성준’, ‘명무(名舞) 한성준’, ‘명율

객(名律客) 한성준’. 그의 이름을 거론하며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들이다. 

1874년, 충남 홍성에서 아버지 한천오(韓天五)와 어머니 김씨(金氏) 사이에 태어난 한성준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 방면

의 전통예술을 배우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6, 7세 무렵부터 외할아버지 백운채(白雲彩)에게 춤과 장단을 배우기 시

작했고, 14세에는 줄타기 등을 배워 홍성을 비롯한 서산, 태안 일대의 각종 연회, 굿판에 참여하였다. 20세 넘어서까지 

박순조(朴順祚) 문하에서 춤과 장단을 배운 그는 이후 상경하여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등 당대를 울린 국창들의 고수로 활동하였으며, 흩어져 있던 무용의 체계를 세워 승무(僧舞), 태평무(太平舞), 

학무(鶴舞) 등을 무대화시켰다. 

최초의 판소리사로 평가되는 『조선창극사』에서 정노식은 80여 명 명창들의 전기(傳記)를 나열하고, 뒤이어 고수로는 한

성준 단 한 명만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고수로서의 천재를 발휘하여 창극계의 일대 조역의 지위를 점령하였다. 

한편 1934년에 전통춤 교육의 산실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

한 그는 우리 무용계에서 ‘한국 근대춤의 아버지’로 통한다. 안성

의 태평무전수관 앞뜰에는 ‘한성준 춤비’와 시인 조병화(趙柄華)

의 <고귀한 춤의 나그네>를 새긴 헌시비가 건립되어 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여러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였다는 데 있지 

않다. 타고난 재능을 끊임없이 연마하여 그 각각의 분야 모두에

서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학을 양성

하여 우리 고유의 장단과 춤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였기에 우리

는 그를 명인(名人)이라 부른다.

이분, 한성준 선생은

춤으로 이 세상, 이 땅에 나오시어

오로지 한 평생을 이 나라 이 땅의 춤으로

그 춤의 하늘로 승천하신

고귀한 춤의 나그네

<고귀한 춤의 나그네> 중

한성준 명고

정정렬(丁貞烈: 1876~1938)은 고종 

연간에 전북 익산군 망성면 내촌리에

서 태어났다. 일찍이 소리에 재주를 

보였던 그는 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

이에 부모의 주선으로 정창업 문하에 

들어가 정식으로 소리를 배우기 시작

했다. 

그러나 그의 첫 스승 정창업은 7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다음으로 찾아

간 스승 이날치마저 2년이 채 되지 

않아 명을 달리 하고 말았다. 이후 정

정렬은 선생을 모시고 배우기보다는 

익산의 신곡사, 충남 홍산의 무량사, 

공주의 갑사 등 심산궁곡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홀로 독공하는 길을 택했

다. 이렇게 오랜 세월 자신의 소리를 

갈고 닦은 그는 마흔을 넘긴 후에야 

드디어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

다. 50세를 전후하여서는 서울로 상

경,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등과 조

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하여 수많은 후

학을 양성하고, 창극좌에서 판소리의 

창극화 작업을 주도하는 등 많은 역

할을 하였다. 그리고 63세의 나이로 

별세하기 전까지 그는 무대 공연, 음

반 녹음, 라디오 방송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정정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리는 두말할 

것 없이 <춘향가>이다. 

심지어 판소리 명창과 애

호가들 사이에는 ‘정정렬 

나고 춘향가 다시 났다’

는 말이 전해질 정도이

다. 그는 <춘향가>를 짜

면서 소리의 음악성은 물

론 작품의 극적 구성, 사

설의 표현에도 많은 공

을 들였다. ‘이별가’, ‘십

장가’, ‘옥중가’가 특히 뛰

어난 ‘정정렬제 춘향가’는 

신제 <춘향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현대의 <춘향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한편 창극의 기획·연출에도 많은 관

심을 보였던 정정렬은 이와 관련하여

서도 여러 업적을 남겼다. 단순한 분

창(分唱)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던 창

극 공연계에서 그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양식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공연의 

대흥행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당시로

서는 선도적으로 1인창의 판소리가 

아니라 여러 명이 배역을 나누어 녹

음하는 형식의 창극 전집음반을 취입

하기도 했다. 

정정렬, 그는 선천적으로 탁월한 목

을 타고난 운 좋은 명창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나는 독공으로 자신의 한계

를 훌륭히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곳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판소리

의 현대화를 주도한 대명창으로 우리 

판소리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정정렬 명창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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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짙은 겨울날 바위옷

푸르른 걸 보고 있으면

거기 문득 그네의 노래 소리 들린다.

하늘도 하늘도 햇볕도 못 가는 아주 먼 

하늘에 가 담겨 오그리고 있다가

추운 안개를 비집고 다시 우리 반도의

바위옷에 와 울리는

하늘 아래선 제일로 서러웠던 

노래 소리를…

미당(未堂) 서정주의 「바위옷」 중 일

부이다. 이 시의 주인공은 천성으로 

타고난 곱디고운 음색과 자연스러운 

창법으로 당대를 울렸던 일제강점기 

최고의 여류명창, 이화중선(李花中

仙: 1898~1943)이다. 

이화중선의 본명은 이봉학으로 1899

년에 목포에서 태어났다. 생계를 위

해 떠돌던 부모를 따라 보성 벌교에

서 자란 그녀는 동생 이중선과 일찌

감치 소리를 배워 가설무대에 서기도 

했다. 13세 때 남원권번에 적을 올린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올려준 홈실 

박씨 문중의 박해창의 집으로 찾아갔

으나 이내 쫓겨났다. 이후 그녀는 조

선 후기의 명창 장자백의 조카인 장

득진의 첩으로 들어가 <춘향가>를 시

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소리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1923년, 그녀는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장려회 주최의 전국판

소리대회에서 드디어 그 이름을 알리

게 되었다. 그녀가 부른 곡은 <심청

가> 중 ‘추월만정(秋月滿庭)’으로, 황

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

며 절절이 탄식하는 대목이었다. 장

내는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로 가득

했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박기홍도 

크게 탄복하며 그녀에게 ‘화중선(花

中仙)’이라는 예명을 지어주었다. 이

때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가는 곳마다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

에 받았다. 송만갑, 이동백 등에게 소

리를 배우며 활동 영역을 점차 넓힌 

그녀는 조선성악연구회의 설립에 참

여하였으며, 대동가극단을 조직하여 

지방순회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또 

많은 수의 음반을 취입했다.

천성적으로 목이 워낙 좋았던 그녀는 

다소 어려운 대목도 힘들이지 않고 

거침없이 불러내곤 하였는데, 오히

려 이러한 면이 소리의 감동을 감하

게 하였을 정도라 한다. 이처럼 타고

난 음색은 미려하였으나, 그녀의 생

은 그리 순탄치 못했으며 그 마지막

도 그러하였다. 1943년, 일본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던 연락선에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드는 것으

로 생을 마감하였다.

임승근(林承根: 1904~1961)이라는 

그의 본명을 아는 이는 드물다. 어렸

을 때 잘 울지도 않고 방울방울 잘 논

다고 하여 부친이 그의 아명(兒名)을 

‘방울’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그가 소

리를 배울 때 어떤 선생이 그의 소리

를 듣고 “너야말로 은방울이다.”라고 

한 뒤로 ‘임방울’이라는 이름이 굳어

졌다고도 한다.

임방울은 1904년 전남 광산군 송정

읍 수성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

니는 세습무였으며, 국창으로 추앙 

받던 김창환이 그의 외숙이었고, 그

에게는 사촌형 되는 김창환의 두 아

들 봉이(鳳伊), 봉학(奉鶴)도 당시 이

름을 날리던 소리꾼이었다. 아버지

는 그가 농사꾼으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외가의 피를 이어받은 그는 

결국 소리꾼이라는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광대의 삶을 택하였다. 이후 그

는 박재실, 공창식, 유성준 등 뛰어난 

소리 스승을 찾아가 배웠으며, 독공

으로 여러 해를 보냈다.

그리고 1928년, 그의 나이 스물다섯 

되던 해의 일이다. 동아일보사가 주

최한 전국명창대회. 여기서 그가 부

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쑥대머리’이

다. 일본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낸 

음반이 세운 백만 장이라는 판매기록

은 요즘의 가수들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앞산도 첩첩허고 뒷산도 첩첩헌디

혼은 어디로 향하신가(…)

한창 명성을 드높이며 왕성하게 활동

하던 무렵이다. 광주 송도원의 김산

호주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져 잠시 

소리를 멀리하였던 그는 스스로를 반

성하며 훌쩍 소리 공부를 떠

났고, 산호주는 그를 애타

게 기다리다 세상을 뜨고 말

았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방울은 그녀에 대한 애틋

한 사랑을 담아 단가  ‘추억’

을 만들어 불렀다. 

임방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이 훌

륭하였고, 아름다운 곡을 지어낼 수 

있는 풍부한 감성도 지니고 있었지

만 한문 교육은 물론 신식 교육도 거

의 받지 못했으며, 법통 있는 옛 소리

제의 사설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였

다. 그래서 타고난 목은 훌륭하지 못

하였지만 다른 방면에서의 노력형으

로 자신만의 판소리 사설을 짜고, 창

극 대본을 직접 쓰기도 했던 동시대

의 명창 김연수와 종종 비교되기도 

했다.

임방울, 그는 소리 하나로 대중들을 

울리고 웃겼던 국창으로 우리 판소리

사에 그 이름을 오롯이 남기고 있다. 

임방울 명창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이화중선 명창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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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초(東超) 김연수(金演洙: 1907~1974)는 동초제(東超制) 

판소리의 창시자이자 창극계의 거목으로 현대 국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명창이다. 1907년,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

흥리에서 태어난 그는 14세까지 9년 동안 한학을 하고 20

대 중반에서야 뒤늦게 소리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세습

무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푸대접 받고 천대 받는 국악계

에는 아예 발을 담그지 않을 결심으로 서당에서 한문 공

부를 했다. 사회적 천대를 피하기 위해 오랜 기간 한학을 

하고, 이후 중동학교(中東學校)에서 신학문도 익혔지만, 

결국은 자신의 천명을 거부하지 못하고 늦깎이 소리꾼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학력은 훗날 대명창

으로 여러 업적을 남기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판소리 사설의 정리이다. 정

정렬제 춘향가는 물론이고, 다른 소리도 김연수의 사설을 

참고하여 와전된 사설을 바로잡거나 보충하였을 정도로 

그의 작업이 현대 판소리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이

전에도 신재효(申在孝), 이해조(李海朝), 김택수(金澤洙) 

등이 사설을 정리한 바 있었지만, 김연수만이 직접 소리

를 하는 창자였다. 

그가 판소리 사설을 정리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

경이 있다. 바로 당대 판소리계에서 김연수와 함께 쌍벽

을 이루었던 그의 라이벌, 타고난 목과 천부적인 음악성

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국창 임방울(林

芳蔚)과의 일화이다. 김연수는 임방울에게 “이면에 맞지 

않게 소리한다”고 퉁을 주었고, 임방울은 그에게 “이면 찾

다가 소리 버린다”고 응수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연수는 

구전심수로 전해왔던 판소리 사설에 오자와 와전이 많음

을 새삼 깨닫고, 이를 바로잡는 창본을 만들 것을 결심했

다는 것이다. 

김연수의 동초제는 평소 가사와 문학성을 중시하였던 만

큼 사설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너름새가 정교하고 부침새

가 다양하다. 그리고 그의 <춘향가>는 신제에 해당하는 

정정렬제를 토대로 하면서도, 정정렬이 옛 명창들의 더늠 

대신 새로 짜 넣었던 소리가 아니라 다시 옛 명창들의 더

늠을 다시 살리는 한편 신재효의 사설을 참고하였다. 

김연수는 1940년 조선창극단을 조직하여 창극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으며, 1957년에는 대한국악원장

을 거쳐 초대 국립창극단장직을 역임하였다.

김연수 명창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과거, 대다수의 예인들은 한미하고 가난한 집안 혹은 대

대로 굿판이나 연희판에서 생계를 이어온 집안에서 태어

나 자연스레 그 길을 걸었다. 그러나 명고 김명환(金明煥: 

1911~1989)의 출생은 다소 남달랐다. 

1911년, 그는 곡성 만석꾼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다

만 유난히 풍류를 즐겼던 어린 소년은 집안 잔치에 불러

들인 당대 명창들의 소리 가락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옥

과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그는 

아버지의 성화로 잠시 돌아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바

로 그 즈음의 어느 날 밤,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그는 갑

작스럽게 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날 밤 소리판

에서 누군가 그에게 북채를 건네며 쳐볼 것을 권하고는 

가만히 있었던 그에게 “남도 사람이 소리장단 하나 못 짚

느냐”며 핀잔을 주었던 것. 이튿날로 당시 최고의 명창이

자 명고였던 장판개(張判介)를 찾아갔고, 그때부터 그야

말로 북에 미쳐 지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한성준, 주봉현, 신찬문 등 명고라는 명고는 죄다 찾

아다니며 치열하게 소리와 장단을 익히고 수련하였다. 40

대에도 약 4년간을 보성소리의 명창 정응민이 소리를 가

르치는 방에 기거하며 북을 쳤다. 한때 아편에 심하게 중

독되기도 하였으나, 독한 결의로 끊고 북채를 잡았던 그

였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렸던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를 통해 다시 세상에 이름을 알린 그의 예술과 체계

적인 이론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1981

년에는 그의 예술을 흠모하는 이들이 모여 그의 호를 딴 

‘일산회(一山會)’를 조직하였다. 명인의 집에는 그의 예술을 

사랑하는 무수한 애호가들이 드나들게 마련이다. 이 모임

에는 이보형, 백대웅, 문재숙, 김해숙, 오용록, 장종민, 정

회천, 김정수, 이은자, 김일륜, 박종권 등이 참석하였다.

김명환 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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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판소리의 집대성자 신재효

의 고향이자 허금파, 김여란, 김이수 

등 여러 명창의 배출지인 전북 고창

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13세가 되

던 해, 이 마을을 찾은 협률사 공연

에 구경을 나선 소녀는 당대 최고의 

여류명창 이화중선의 소리에 온 마음

을 빼앗겨 버리고 만다. 이후 송만갑 

문하에서 본격적인 소리 공부를 시작

한 소녀는 훗날 국창의 반열에 오른

다. 바로 만정(晩汀) 김소희(金素姬: 

1917~1995)이다.

그녀가 소리길에 든 지 얼마 되지 않

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남원의 춘향

사당 건립을 기념하는 명창대회에 나

간 김소희는 그 출중한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그녀

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1등은 나이

가 많은 쪽에 주고, 그녀에게는 2등

을 주려 했지만 관중들의 항의로 결

국 그녀에게 1등을 주고 나이가 많은 

쪽에 특별상을 주었다고 한다. 그 즈

음 송만갑은 이화중선에게 “아주 소

중한 보배가 하나 있다.”며 김소희를 

소개했고, 김소희는 자신을 소리길로 

들게 했던 이화중선과 함께 공연길에 

오르게 되었다.

상경하여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활동

했던 그녀는 당대 5명창들의 소리를 

두루 익히며 자신의 소리를 다져나갔

고, 창극 공연과 레코드 취입으로 바

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소리 공부에 

매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

신이 배운 대가들의 소리를 이어받

아 자신의 더늠을 새로 짜기도 했다.    

<춘향가>는 정정렬, 송만갑, 정응민

의 판 중에 좋은 대목을 취합하여 만

들었으며, <심청가>는 정응민과 박

동실의 것으로 새롭게 엮었다. 그러

나 이는 단순히 여러 소리를 혼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소리화한 

것이었기에 오늘날까지 그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소리뿐만 아니라 춤, 가야금, 

가곡, 한문, 붓글씨 등 전통 예술 전

반에 걸쳐 두루 능한 ‘예인(藝人)’이었

다. 이는 평생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

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그

녀는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하고, 현 

국악예술학교의 모태가 되는 한국민

속예술학원을 창설하는 등 우리 국악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1960

년대 이후부터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연을 통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김소희, 그녀는 소리 하나만을 위해 

일생을 살아온 20세기 최고의 여류

명창이었다.

나의 삶은 소리의 인생이다. 죽자고 소리만 하고 살아온 인생이다. 나는 재주가 있었고 

그 재주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그 소리를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숙명이 있었다.

김소희 명창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박동진(朴東鎭: 1916~2003)은 1916

년 7월 12일 충남 공주군 장기면 무

릉리 352번지에서 부친 박재천과 모

친 경주 최씨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

으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사를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경제적인 궁핍

으로 고단한 삶을 영위하던 박동진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 서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

다. 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그는 

협률사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동백, 

송만갑, 장판개, 이화중선, 김창룡 등 

당대 대명창의 소리를 접한 박동진은 

이에 매료되어 소리꾼의 길로 나설 것

을 결심했다. 그가 판소리에 입문하게 

된 것은 청양의 손병두를 찾아가 <춘

향가> 중 ‘사랑가’, ‘옥중가’ 등 토막소

리를 배우면서부터이다.

박동진은 큰 소리꾼이 되기 위해 서울

로 상경했다. 박동진은 1934년 정정

렬로부터 판소리 <춘향가>를, 1935년 

유성준으로부터 <수궁가>를, 1936년 

조학진으로부터 <적벽가>를, 1937년 

박지홍에게 <흥보가>를, 1938년 김창

진에게 <심청가>를 차례로 배웠다. 

스물다섯 살 때 목소리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자살하려고 독약을 마신 적도 있었다. 

그는 틈만 나면 산으로 들어가 독공했

다. 독공은 스승에게서 배운 소리를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박동진은 목에 

탈이 나자 똥물을 마시면서까지 치유

하며 치열하게 독공에 정진하였다. 

박동진은 해방 이후 여성국극 단체인 

햇님국극단, 우리 국악단 등에 참여하

여 고수, 무대감독, 판소리 편곡 등의 

일을 했다. <노방초>, <진실로>, <이 

차돈>, <왕자 미륵이>, <바리공주>,  

<님은 하나이기에> 등 그가 작곡한 작

품은 상당수에 이른다. 1962년 국립

국악원의 국악사가 되었으며, 1967년

에는 국립창극단에 입단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다섯시간에 걸쳐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한 이후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변

강쇠 타령>, <배비장 타령>, <옹고집 

타령>, <숙영낭자전> 등을 완창하여 

현대판소리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

겼다. 이후 완창은 판소리 공연의 보

편적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3년 박동진 명창은 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인간문화재가 된 것이다.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가장 웅건한 

소리를 자랑하는 <적벽가> 예능보유

자가 됨으로써 박동진은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인

간문화재가 된 이후에도 박동진 명창

은 해외 공연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

치며 판소리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크

게 기여하였다.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박동진 명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6년 공주시 

무릉동에 박동진 전수관을 개관하였

다. 박동진 명창은 자신의 고향에 마

련된 거처에 머물며 후진 양성과 <적

벽가> 완창 등 활발한 공연활동을 지

속하였다.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의 활

성화 나아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

해 불철주야 노력하던 박동진 명창은 

2003년에 세상을 떠났다. 

박동진 명창은 판소리의 본질을 정확

하게 꿰뚫고 판을 운용해 나갔으며, 

사설의 확장이나 변용에 융통성을 가

진 판소리의 ‘열린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광대였다.

박동진 명창
국립국악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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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는 1933년 5월, 송만갑, 

김창룡, 이동백, 정정렬, 한성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

다. 이 단체는 판소리, 남도잡가, 창극, 산조, 민속무용, 

경서도 소리 등 한국 전통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은 판소

리였다. 참가 단원은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김

연수, 정광수, 김준섭, 김초향, 박녹주, 김여란, 임소향, 

김소희, 박초월 등의 판소리 명창과 명고수 한성준, 김재

선, 정원섭, 그리고 강태홍, 박종기, 한주환, 박상근, 신쾌

동, 정남희 등의 산조 명인과 가야금 병창의 명인 오태석 

등 총 130여 명이었다.

조선성악연구회의 사무실은 순천의 거부(巨富)였던 판소

리 후원자 김종익의 재원으로 얻은 서울 익선동 소재 한

옥에 마련되었다.(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59번

지) 단체의 활동이 한창이던 당시 이 앞에는 명인명창들

이 타고 다니던 인력거가 줄지어 서 있었다고 한다.

조선성악연구회 결성 및 활동의 가장 큰 의의는 대중적

인 창극 문화를 주도하여 쇠잔해 가던 판소리 창자들의 

연행문화를 다시 주류 대중문화의 흐름 속으로 편입시키

고, 창극사적으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서 찾을 수 있다. 1935년, 조선일보사의 후원으로 정정렬

이 작창·연출하여 동양극장에 올린 그들의 첫 작품 <춘

향전>은 큰 인기를 얻었다. 백포장을 둘러친 가설무대에

서 단순한 분창(分唱)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지루

한 양식에서 탈피하여, 서양 연극식으로 무대를 꾸미고 

각종 장치를 활용하면서 본격적인 음악극 형식을 도입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 조선성악연구회는 청중들의 호응

에 힘입어 <흥보전>(1936), <숙영낭자전>(1936), <별주부

전>(1937), <배비장전>(1937), <옹고집전>(1938)을 잇달

아 선보였다.

한편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신진 창자들이 

대부분 20세기 판소리 전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20세기 후반 판소리의 음악적 특

징의 상당 부분이 이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도 주목을 

받을만 하다.

조선성악연구회
1930년대,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여성국극의 왕자’ 임춘앵(林春鶯: 

1923~1975). 그녀는 1924년, 전라남

도 함평땅 예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피리와 가야금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어머니도 소리를 할 줄 알

았다. 외삼촌은 호남에 일대에서 유명

한 고수였으며, 국창 임방울과도 친

척 간이었다. 이후 임춘앵의 큰 오빠 

임천수(林千壽)는 동경 음대에서 성악

을 전공하였으며, 큰 언니 임유앵(林

柳鶯)은 판소리 명창이 되었다. 여성

국극의 스타 김진진·김경수·김혜리 

자매도 임춘앵의 조카들이었다. 

여성국극은 일본의 다카라즈카[寶塚]

와 유사한 장르로, 작품 속의 남성 캐

릭터까지 모두 여배우들이 맡아 연기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초

의 여성국극은 1948년 10월, 여성국

악동호회가 시공관에서 공연한 <옥

중화(獄中花)>로 임춘앵은 여기서 ‘이

도령’ 역을 맡았다. 1950년대에 이르

러 <햇님달님>, <선화공주> 등 본격

적인 여성국극 작품이 대대적인 흥행

을 기록하면서 여성국극은 최고의 전

성기를 맞이하였고 많은 배우, 특히 

임춘앵을 필두로 한 남장배우들은 대

중예술계의 스타로 군림하였다. 시

대 흐름에 따라 그 인기는 점차 사그

러들게 되었지만, 여성국극, 그리고 

임춘앵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춤, 소리, 연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던 그녀는 당대의 천재예인이자 

인기스타였다. 마산의 한 극장에서

는 국창 소리를 듣던 김연수의 창극

단이 그녀의 국극단에 밀려나 공연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녀를 미남자로 여긴 여성 관객들의 

팬레터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는 이

룰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하여 자살하

는 극성 팬도 있었다. 임춘앵이 출연

하는 여성국극의 입장권을 사기 위해 

관객들은 극장 앞에서 밤을 새웠으

며, 입장료 자루들은 발로 밟아 돈을 

다져 넣은 탓에 배가 불룩했다.

여성국극하면 임춘앵, 임춘앵하면 여

성국극이었다. 천부적인 재능과 카리

스마로 여성국극계를 주도하였던 그

녀의 이름 석 자를 빼놓고는 여성국

극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975년, 51세라는 아직 창창한 나이에 

그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여성

국극의 쇠잔과 함께 전날의 부와 인기

도 모두 잃은 후였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성국

극은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

며, 그녀의 생애와 예술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춘앵을 모델로 한 

순정만화 <춘앵전>(2008~2010)이 대

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뮤지컬이 제작

될 예정이라고 한다.

임춘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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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궁중

음악은 일제강점기에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 아직은 이왕직아악부에 

음악을 들으러 가는 것을 ‘배청(拜聽)

한다’고 말하고 ‘황송한 일’이라 여길

만큼 일반인이 궁중음악을 만나는 일

이 쉽게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

턱은 점차 낮아졌다. 1927년에 서울

에 중앙방송국이 생기면서 1928년 

이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궁중음

악을 중계 방송하였고, 일본 빅터레

코드사에서 궁중음악과 정악 등의 음

악을 모두 13장의 SP 음반에 취입하

였다. 그리고 1932년부터는 이왕직

아악부의 악사장으로 새로 취임한 함

화진(咸和鎭: 1884~1948)이 아악부

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해 ‘이습회

(履習會)’라는 이름의 음악회를 기획

해 매월 정기적인 공개연주행사를 갖

기 시작했다. 종로구 운니동의 이왕

직아악부에 있던 음악당 ‘일소당(佾

韶堂)’에서 이왕직 직원과 관계인사, 

그들의 가족, 그밖에 초청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습회 공연

은 1945년까지 무려 150회나 열렸다. 

공연 내용은 궁중음악 합주 외에 중

주와 독주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순수 감상용 음악회로 자리잡았으며, 

궁중음악이 현대의 예술장르로 발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38년 10월 6일 서울의 부민관에서 이왕직아악부의 연주회를 처음 감상한 바

이올린 연주가 겸 평론가였던 계정식(桂貞植: 1904~1977)은 흥분과 감동으로 

『조광』 12월호에 「아악공개연주회를 듣고」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이 공연은 이왕직아악부가 이습회 공연 제6주년을 맞아 이왕직아악부가 아닌 

시내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 음악회였다. 국가의 여러 

의식과 연향(宴享)에서 각각 고유의 기능에 따라 연주되던 궁중음악이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 고유의 예술성을 지닌 독자적인 음악예술로 수용되기 시작한 

시대의 한 장면이다.

이왕직아악부 ‘일소당’ 의 궁중공연 1930년대 부민관 아악공개연주회와 관람객 1938년

수천년 이래로 구중금전(九重金殿)에 깊이 묻혔던 아악이 현대의 변천을 따라 이제 대중 

앞에 공개연주를 하게 되매, 금석사죽포토혁목(金石絲竹匏土革木)의 악기라든지, 휘황

찬란한 악사들의 복장이라든지가 수 천년 수백년의 태평시대의 구중궁궐을 연상케되니, 

이야말로 유사 이래로 드문 기록인가 한다. 

속인이 감히 듣지 못하는 아악의 공개연주인 만큼 아악의 음률에 취하기 전에 벌써 우리

의 시각을 황홀케 하는 바 있으니, 경주의 옛 도읍을 위시한 각처에 산재하여 있는 조형

예술의 유물이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바와 같은 우아한 느낌 속에서 자매예술인 고대 음

악문화에 접하게 되니 황홀경에서 나는 다시 신비경으로 유현경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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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경린(成慶麟: 1911~2008)은 1926년 4월,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가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 이곳에서 공부하

면 무엇이 되는지도 모른 채 입학하여, 5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이왕직아악부의 음악가가 되었다. 이왕직아악부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시대의 궁중음악 전승을 담당한 기관이었는데, 이곳에는 후대에 음악을 이어갈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가

르치는 부설 양성소가 있었다. 바로 성경린이 제3기생으로 입학한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였다. 성경린은 이곳에서 거

문고를 전공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 ‘이왕직’이 해체되고 악원들도 오고갈 곳이 없어졌지만 남아서 ‘구황궁아악부’를 

결성하고, 각자 호구지책을 마련하면서 음악원의 국립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성경린은 타고난 글과 말솜씨로 조

선의 궁중음악을 세상에 알리고 그 중요성을 전파하는 데 앞장선 대표 인물이었다. 성경린은 방송의 국악프로그램을 

맡아 매회 원고를 작성하고, 특유의 서울 토박이 말씨로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하여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조선의 아

악』은 성경린의 방송원고가 기반이 되어 1947년에 박문서관에서 출

판되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아악’은 궁중음악의 총칭으로, 역사와 

특징, 악기, 악곡 감상법, 음악가 및 음악원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가곡과 가사, 시조, 무용 등의 인접 장르에 대한 내용도 포

함하고 있다. 아직 국악학의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 궁중음악을 중

심으로 전통음악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으며, 현재는 고서적 수집가들 사이에도 주목받는 희귀본으로 꼽

힌다. 

저자 성경린은 이후 1951년에 국립으로 설립된 국립국악원의 국악

사·장악과장·악사장을 거쳐 국립국악원장을 맡았으며, 1961년 

국악사양성소의 제2대 소장을 지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

제례악과 제39호 처용무의 예능 보유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서 생을 다할 때까지 전통음악과 춤의 전승을 위한 외길인생을 살

았다. 그의 생애 이야기는 『성경린 수상집 아악』(동원각, 1975), 『노

을에 띄운 가락』(휘문출판사, 1978) 등에서 살필 수 있다. 

『조선의 아악』 가로12.5 	세로18.5	/	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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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근대연극, 그 서막을 한반도에 올리다 

근대연극의 국내 상륙		한국의	근대연극은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극장인	협률사가	세워지고	무대라는	새로운	

공간을	갖추면서	시작되었다.	초창기	공연은	주로	대사와	노래,	악기	연주	등이	섞여	있는	창극	또는	막간극	등이었

다.	본격적인	근대연극의	도입은	1920~1930년대	동경	유학생들의	모임을	통해서이다.	대표적으로	1920년	서양	연극

을	연구하고자	조직된	‘극예술협회’의	모국방문	전국순회공연을	들	수	있다.	김우진,	홍해성	등	약	20여	명이	신극을	

소개하는데	앞장섰다.	

1923년	대중	계몽을	위한	단체	‘토월회’는	서양의	근대	단막극을	고증하여	사실적인	무대와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정

통	근대연극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1931년	유치진(柳致眞:	1905~1974),	서항석(徐恒錫:	1900~1985)	등이	주축이	된	

‘극예술연구회’는	신극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근대연극을	알리기	위한	강습과	강연회	활동뿐만	아니라	

극단	‘실험무대’를	만들고,	연극	전문잡지	「극예술」을	발간하는	등	공연과	학술,	교육활동에	앞장섰다.	이처럼	동경	유

학생들의	학구적이고	예술적인	정신은	개화기	근대연극의	기틀이	되었다.

연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대

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셰익스

피어의 연극 <햄릿>의 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 희곡이 처음 소

개된 것은 언제일까? 이는 현철(玄

哲: 1891~1965)이 <하믈레트>라는 

이름으로 번역하는 1922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현철은 한국 근대극 기

반을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로 일본 

근대극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 

연극 생성을 위한 여러 담론을 쏟아

낸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시마무

라 호게쓰(島村抱月)가 주재하는 “예

술좌”에 들어가 <살로메>, <곰> 등의 

공연에 참여하여 신극을 몸으로 경험

하게 된다. 

그는 귀국하여 1920년 『개벽』의 초대 

학예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신극운동

에도 전념하는데 이 시기 투르게네프

(Ivan Sergeyevich Turgenev)의 

<격야(隔夜)>를 번역하였고, 이어 셰

익스피어의 <햄릿>을 우리나라에 최

초로 번역하여 『개벽』에 1921년 5월

부터 1922년 12월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연재했다. 그런데 이 번역에 대

해 완벽하게 번역한 작품인가 아니

면 중역(重譯)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

는데 아무래도 중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정식영어학교에 다니기

는 하였지만 완벽하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

며, 이미 일본에서는 쓰보우치 소요

(坪內逍遙)가 <햄릿>을 1909년 번역

본으로 출간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기

에 이 책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책을 비교해 보면 어투나 어

휘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많기에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한국 근대극 형성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시

대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롭게 우리

에게 다가오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한국 최초의 셰익스피어 번역본

	가로12.0 	세로18.0	/	19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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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6월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동경학생예술좌가 창립되었다. 이들

은 ‘조선’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신

극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모토로 주

영섭, 이진순, 이해랑, 허남실, 김영

수, 황순원, 김동원 등 일본대, 와세

다대, 법정대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었지만 단순하게 아

마추어 모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문

예부, 연출부, 연기부, 서무부를 두어 

기존 연극조직과 같이 실제적이고 학

구하는 전문 극단을 지향하였다. 또

한 이들은 일본 신극을 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연극이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하며 실천에 옮겼다.

동경학생예술좌는 1935년 6월 일본 

신극의 요람인 쓰키지(築地)소극장

에서 첫 공연을 갖는데 ‘조선의 신극 

수립은 창작극에서’라는 그들의 연극 

정신답게 유치진의 <소>, 주영섭의      

<나루>를 선보였다. 유치진의 대표

작 <소>의 초연 무대는 이렇게 동경

에서 먼저 올려졌는데 이후 국내에서

는 지주의 횡포를 참지 못해 불 지르

는 장면이 계급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어 유치진은 옥고를 

치루게 되었다. 

동경학생예술좌는 첫 공연에서 얻

은 자신감으로 2회 공연으로 준비했

다. 유치진의 <춘향전>은 많은 관객

을 모으며 큰 호응을 얻는데 일본 내 

한국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세 번째 공

연 준비에는 많은 고민에 놓이게 된

다. 이는 학생극단이라는 한계와 레

퍼토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3회 공연은 창립 5주년 기념

으로 유진 오닐(Eugene Gladstone 

O'Neill)의 <지평선 너머(Beyond the 

Horizon)>와 주영섭의 단막극 <벌판>

을 공연하게 된다. 

이들의 활동은 이후 지속되지 못하

였다. 일제는 1938년 주영섭, 박동근 

등을 좌익사상범으로 검거하고 이들

의 활동을 탄압하였다. 조선동경예술

좌의 간부 박동근, 이서향, 주영섭 등

이 극예술연구회의 후신인 극연좌의 

헤게모니를 잡으려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좌익운동을 꾀했다는 죄목 때문

이었다. 이로 인해 극연좌는 1939년 

강제로 해산되었고, 동경학생예술좌

도 1940년 창립 6년 만에 그 막을 내

린다. 

동경학생예술좌는 학생극이라는 한

계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김동원, 이

해랑, 이진순 등 한국연극을 이끈 선

각자를 배출했다는 점에서는 한국연

극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동경학생예술좌 제1회 공연 입장권

	가로8.0	세로5.0	/	1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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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해방과 분단, 희망과 절망의 외침

분단의 아픔과 공연예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립극장	창설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다.	국립극장의	장소

로	구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사당	건물)이	지정되고,	초대	극장장에	유치진이	임명되었다.	1950년	4월	개관	기념공연	

<원술랑>(유치진	작)과	<뇌우>(조우	작)는	신극	사상	최대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곧	6.25	전쟁으로	인하여	개관	57일	만에	국립극장의	기능은	전면	마비됐고,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피랍되거나	

월북했다.	전시	속에서도	공연예술	단체들은	피난지	대구를	중심으로	위문공연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한편,	국립극장	

재건을	위한	연극인	서항석의	노력으로	1953년	대구	국립극장의	개관과	이후	환도까지	이어졌다.	

국립극장 설치령에 의해 1950년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

사당)에 국립극장이 설치되면서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공

연예술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 1950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초대 극장장 유치진이 집필한    

<원술랑>이 무대에 올려졌다. 당시 예술인들은 사회적 분

위기에 의해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인식시키고, 애국자들의 

참모습을 형상화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을 우선시

하였다. 해방 직후 역사극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인데 <원

술랑>은 그러한 분위기와 국립극단의 첫 레퍼토리로 가장 

잘 들어맞는 작품이었다. 

<원술랑>은 신라 화랑 원술의 이야기를 통해 굳건한 나라 

사랑과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퇴의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계율을 어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보여줌으로

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강조하

는 작품이다. 이는 역사적 교훈을 극으로 형상화하여 대중

적 흥미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무대 장치는 

당시 무대 미술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김정환이 맡았는데, 

무대의 세련됨과 웅장함이 다른 공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원술랑 역에 김동원, 진달래 역에 김선영, 김유신 장군의 

부인 지초부인 역과 공주 역을 황정순, 백성희가 각각 맡

았다. 이 공연은 연극인의 염원이었던 국립극장 개관이라

는 중요성 때문에, 출연진 모두 혼신의 연기를 다하여 관

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원술랑>은 공연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하

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서울 인구가 40만 명이었음

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엄청난 숫자였다. <원술랑>은 국립

극장 개관 공연이라는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연

극 공연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원술랑> 프로그램 가로35.6 	세로18.8	/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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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술랑> 관람객 팬레터 

가로18.3	세로12.1	/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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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에서는 <원술랑>에 이어 두 번째 공연작으로 중국 작가 조우 작, 김광주 번역, 유치진 연출 <뇌우>를 공연하였

다. 1925년 전후의 봉건지주인 주인공 저우푸위안(周朴園)을 중심으로 대가족제도의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우리나라

에서 해방 직후 1946년 극단 낙랑극회에 의해 처음 공연된 작품이다. 이서향 연출의 초연이 계급의식에 초점을 맞추었

다면 유치진 연출의 국립극장 공연은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부각하여 원초적인 비극으로 표출했다.

이 공연은 원작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연출, 연기, 장치 등의 절묘한 앙상블로 관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공연이 있

는 날이면 극장 앞에는 자동차가 빼곡히 들어섰으며 7만 5천 명이라는 관람자 수는 <원술랑>의 관객 수를 뛰어넘는 것

이었다. ‘이 연극을 보지 않고는 문화인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을 만큼 지식층의 호응을 얻은 것도 그동안의 연극사

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뇌우>의 배역진은 아버지 역의 김동원, 아들 역의 이해랑, 어머니 역의 김선영, 젊은 처녀 

역의 황정순이었다. 종전 같으면 젊은 남자 주인공은 김동원이, 젊은 여자 주인공은 김선영이 맡았겠지만, 배역을 새롭

게 바꾸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

<뇌우>의 성공 요인은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함께 돋보이는 무대 구

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번개와 천둥이 치는 폭풍우 장면을 위해 

직접 물을 뿌리는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관객들이 바깥의 실제 날씨 걱정을 

할 정도로 사실적인 무대였다. 

이 연극은 2주 동안 연장 공연을 펼쳤는데, 이 공연이 끝난 지 이틀 만에 한

국전쟁이 일어났다.   

 <뇌우> 

1  대본	가로17.6	세로25.4	/	1950년

	2  프로그램	가로20.7	세로18.9	/	1950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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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우리 소리를 체계화하다 

국악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			1950년	대통령령	제271호로	국립국악원의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서	1951년	4월	10

일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이	개원하여	국악부흥의	구심점이	되었다.	한편	창작국악	활동은	1940년대부터	김기수(金琪

洙:	1917~1986)에	의해	시작되었다.	1962년	국립국악원에서	시작된	‘신국악작품공모’를	통해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

들이	발표되었고	이강덕(李康德:	1928~2007)·황병기(黃秉冀:	1936~)·이성천(李成千:	1936~2003)·이상규(李相奎:	

1944~2010)	등에	의해	활기를	띠며	전개되었다.	196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체인	서울시립국악관현악

단이	출범하여	국악관현악과의	합주와	협주	등의	서양	오케스트라식	연주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판소리	명창	박동진은	1968년	국립국악원	대연주실에서	5시간	30분	동안	판소리	<흥보가>	완창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후	<춘향가>,	<심청가>,	<변강쇠가>,	<적벽가>,	<수궁가>의	완창기록을	세워	

판소리계에	‘완창판소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판소리계에	‘완창발표회’라

는	새로운	공연방식을	탄생시켰다.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시

작한 것은 1964년부터이다. 판소리

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는 문화

재관리국에서 발간한 『무형문화재조

사보고서』에 나타난 판소리 다섯마당

의 ‘무형문화재 지정 이유서’에 잘 드

러나 있다.

❶ 1964년 <춘향가> (박헌봉,	유기룡	조사)

문화재 보호육성책이 결여되어 있으며, 판소리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성의 대

가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고 있다. 판소리를 녹음하여 보존과 아울러 장차 육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능한 한 옛 명창제가(名唱諸家)의 더늠을 되살려 각자 소장(所長)을 

녹음케 하였다.

❷ 1968년 강산제 <심청가>	(박헌봉,	홍윤식	조사)

강산제는 보성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정권진 가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법통 있는 소리

로, 특히 <심청가>에 한하여 그 더늠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강산제 <심청가>의 특수성

과 전통성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❸ 1970년 <수궁가>	(강한영,	유기룡	조사)

전통적인 명창의 더늠과 체계적인 전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뿐으로, 보존에 

대한 전망이 극히 위태롭다. 항간에서 교습하고 있는 소리는 전통성이 없는 소리, 단편적

인 소리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판소리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희귀한 ‘중고제’와 

‘경제’가 <수궁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제’와 ‘경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수궁가>에는 다른 판소리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동물과 어패류가 

등장하는데, 이는 판소리의 작곡, 작사, 발전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수궁가>

는 다른 판소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계면조와 진양장단 대신 경쾌한 장단이 주를 이

루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판소리의 작곡 면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❹ 1971년 <적벽가>	(유기룡,	강한영	조사)

<적벽가>는 동편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동편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 자료로 삼기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작곡가풍(作曲歌風)이나 성량면(聲量面)에

서 남성에게 적합한 난곡(難曲)으로, 4-5인에 불과한 남창(男唱)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

존할 필요가 있다. 판소리의 원형과 남아있는 다섯마당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적벽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❺ 1971년 <흥보가>	(홍현식,	정화영	조사)

고악(古樂)을 소외(疎外)하는 시류로 인해 <흥보가>의 전승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흥

보가>는 무대, 인물, 풍속에 있어 다른 판소리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적 토착성과 서민의 

체취가 넘쳐나는 작품이다. 3대 판소리의 하나로, 풍자와 해학이 돋보이고 전통적 창제

와 탁월한 짜임새와 세련미가 있다. 판소리 <흥보가>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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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전승 5가가 모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셈인데,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1964년 김연수, 박록주, 김소희, 김여란, 정광수, 박초월이 <춘향가> 무

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해당 명창의 더늠을 모아 교합본을 만들고 각 명창의 

더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1967년 이후 시행되어 온 바디 중

심의 지정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춘향가>가 가장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

정된 것은, 전승 5가 가운데 전통사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고려된 결과인 듯하다. 이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창

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유파 혹은 법제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68년에 <심청가>를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때에는 강산제에 한정하였으며, <적벽가>는 동편소리를 대

표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정한 주된 이유의 하나였다. 법통 있는 소

리일수록 보존할만한 가치가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 지정된 바디에 법제

가 명시되었다. 판소리 <적벽가>를 지정할 때, “박봉술-송만갑 <적벽가> 후계

자, 박동진-조학진 <적벽가> 후계자, 한승호-김채만 <적벽가> 후계자”라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몇 번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1년 개정된 보유자 

인정기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예술에 있어서 

‘원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구전

심수(口傳心授)로 전승되고 시간예술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승과정에서의 변화

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통과 유파를 중시하는 관점이 강화되어 가면서, 판소리의 역동성과 현장성

은 약화되고 대신 양식화, 정형화가 심화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른바, ‘사진소리’, ‘박음소리’, ‘오뉴월 듣던 소리 구시월에 또 듣는다’ 등의 말

●1970년 정권진 <심청가> ●1973년 박록주 <흥보가>, 박동진 <적벽가>, 박봉술 <적벽가> ●1974년 정광수(본명 : 정용훈) <수궁가>,  박초월 <수궁가> 

●1976년 한승호(본명 : 한갑주) <적벽가> ●1988년 강도근(본명 : 강맹근) <흥보가> ●1991년 오정숙 <춘향가>, 성창순 <심청가>, 조상현 <심청가> 

●2002년 성우향(본명 : 성판례) <춘향가>, 박송희(본명 : 박정자) <흥보가>, 한농선(본명 : 한귀례) <흥보가>, 송순섭 <적벽가>

이 있다. 이는 소리꾼의 창의적 변용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고 배운 대

로만 소리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운 

소리 가운데 좋은 대목만을 따서 한바탕 소리를 할 때 흔히 ‘색동저고리’라는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김소희 명창의 <춘향가>에는 송만갑제와 정정렬제가 

섞여 있으며, <심청가>에는 박동실제와 정응민제가 섞여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에 들어와 대부분의 명창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 명창의 소리를 따와서 한바탕 소리를 할 때 ‘색동저고

리’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통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

에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데 조금만 각도를 달리 해 보면, 이

는 여러 스승의 소리를 배워 자기화된 개성적인 소리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소희는 그 누구의 소리와도 구별되는 ‘만정제’를 확립한 것이라

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동저고리’가 부정적인 의미

로 사용된 것은 법통 있는 소리를 중시하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

편화된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판소리의 안정적인 전승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문제도 없지 않다. 명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섯마당

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디를 중심

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바디는 전승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정광수의 경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수궁가>를 

제외하면, 그의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는 전승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판소리가 전승력이 가장 활발한 전통예술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없지

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통예술 내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

형문화재라는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자생력을 확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판소리의 양식화, 정형화를 강화하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

이며, 이는 판소리의 역동적 생명력을 감퇴시켰다는 점에서 비판할 소지가 다

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판소리가 본래적인 면모를 

간직하면서 활발하게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손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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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2월 1일자 『동아일보』 문화면

에는 LP 음반재킷 사진과 함께  ‘황

병기씨 취입 음반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음반 제작경위와 수

록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음반의 녹음

료로 500불을 받았다는 얘기와 “아

마 해외에서 나온 국악반으로는 최

초의 본격적인 것일 것”이라고 논평

한 점이 흥미를 끌고 있다. 1960년

대 국악계에는 뛰어난 명인명창들

도 많았고, 한국을 대표하여 해외 공

연에 나선 단체들도 적지 않았지만 

음악계에서 주목받은 이 중에는 법

대 출신의 20대 젊은 음악가 황병기

도 있었다. 황병기(潢秉冀: 1936~)

는 1965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

지 미국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과 동서문화교류센터(East-

West Center)가 공동주관하는 「제9

회 금세기음악예술제」에 초청 받았

다. 이때 황병기는 창작곡 <숲>을 연

주하였는데, 예정에는 없었지만 주

최 측의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녹음

을 하게 되었다. 하와이대학교 강당

에서 한밤중에 이뤄진 녹음작업에

서는 별다른 연습 없이 산조 외에

도 <가을>·<석류집>·<숲>을 연이

어 녹음하였다. 갑자기 반주자를 구

할 수 없어 먼저 녹음한 자신의 가

야금연주를 들어가며 장구를 쳐야

했다. 귀국 후 수개월이 지난 후 황

병기가 중앙우체국에서 소포로 받

아든 음반에는 ‘Music from Korea 

: The Kayakeum(EAST-WEST 

CENTER, EWS-1001, 33-STB-

2768-A-1, 33-STB-2769-A-3), 

판매가격 $5.95’라고 적혀있었다. 

음반에는 ‘Recording Engineer : 

Robert Lang. BARBARA SMITH, 

Music Editor’라고 적혀있었으며, 

하와이대 민족음악과 교수 바바라 

스미스(Barbara B. Smith)가 쓴 

‘KAYAKEUM SANJO:A KOREAN 

MUSIC’이라는 영문 해설이 곁들여

있었다.

<Music from Korea Vol.1 : The Kayakeum>  

가로31.4	세로31.5	/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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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흥보전>은 널리 연창되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한 작품으

로 내용상 설화적 요소가 풍부하고, 

향토적 정서가 짙으며, 익살과 해

학의 재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흥보가>는 소리보다 아니리가 차지

하는 비중이 다른 판소리에 비해 큰 

편인데, 그래서 과거 일부 창자들은       

<흥보가>를 ‘재담 소리’라 하여 낮추

어 여기며 잘 부르지 않으려 하였다

고도 한다.

<흥보가>의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아우 흥

보와, 부유하지만 심술 사나운 형 놀

보가 살았다. 우연히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흥보는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큰 박을 얻었고, 그 속에

서 쏟아져 나온 재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 일을 전해들은 놀보는 일

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박씨를 

얻었다. 그러나 그의 박에서 나온 양

반, 상두꾼, 초라니패 등은 놀보 집의 

가산을 모조리 탕진하여 그를 망하게 

하였다. 어떤 이본에는 흥보가 놀보를 

용서하고 맞아들여 화목하게 살았다

는 이야기가 덧붙어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판소리 <흥

보전>의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나 권

선징악 등의 유교적 윤리이다. 그러

나 빈부 격차의 심화라는 당대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엿볼 수 있다.

<흥보가>는 현재 중고제를 제외한 

동편제와 서편제의 소리만 전승되고 

있으며, 대개 ‘놀보 심술 대목’, ‘돈타

령’, ‘중타령’, ‘제비 노정기’, ‘박타령’, 

‘비단타령’, ‘화초장타령’,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등이 대표적인 

눈대목으로 꼽힌다. 후반부의 ‘놀보 

<예그린 악단 민요집> 제1집은 예그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김희조·

이희목·최창권이 편곡한 민요를 수록한 발매연대 미상의 음반이다. 예그린

레코드사 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음반번호도 없고, 정확한 녹음일, 발매경위 

등도 밝혀져 있지 않다. LP의 앞면에는 <옹헤야>·<신고산타령>·<밀양아리

랑>·<는실타령>·<멸치잡이노래>·<경복궁타령>이, 뒷면에는 <농부가>· 

<박연폭포>·<모심기노래>·<방아타령>·<일 하러 가세>·<남해의 뱃노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예그린 악단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주체인 김종필이 북한의 가무극에 필적

할 가무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후원회장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 한국의 민

속예술과 연극, 음악, 무용, 관현악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종합예술무대를 

꿈꾸며 창단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해산과 재창단을 반복하면서 한국뮤지컬

의 싹을 틔운 단체이기도 하다. 

이 음반은 예그린 악단이 창단 초창기에 의욕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던 무렵에 

해외무대 진출을 겨냥하여 기획, 발매된 듯하다. 1962년 7월 25일 제작된 『대

한뉴스』(제 375호)는 “올가을 세계 각국을 순방해서 우리민족 고유의 예술을 

펼칠 예정인 예그린 악단이 시민회관에서 <여름밤의 꿈>을 선보였다”는 소식

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부채춤’, ‘장구춤’ 장면에서 <예그린 악단 민요집> 제1

집 수록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또 『경향신문』 6월 11일 기사에 ‘예그린 악단이 

2개월 여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예그린 악단 민요집』을 LP로 제작 중에 있

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음악들은 <여름밤의 꿈> 공연을 위

해 준비된 음악을 음반에 담은 것이라 추측된다. 민요를 경쾌한 서양 오케스트

라풍으로 편곡한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다.

박 타는 대목’은 거친 재담과 격 낮은 

놀이패들의 잡가가 많다는 이유로 잘 

불리지 않았으므로, 창자들은 대부

분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에

서 소리를 끝맺곤 하였다. 그러나 시

대가 바뀌면서 청중들은 알아듣기 쉽

고 재미있는 재담 대목에 오히려 더

욱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놀보 박 타는 대목’도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판소리 <흥보전>	가로31.0	세로30.6	/	1968년

<예그린 악단 민요집> 제1집 

가로30.6 	세로30.6	/	196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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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명창 김옥심(金玉心: 1925~1988), 이은주(李銀珠: 1922~,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의 노래를 수록한 음반으로 

1971년에 발매된 LP 음반이다. 이은주, 김옥심의 노래를 담은 대도레코드사의 <고전민요> 시리즈는 모두 3종인데, 이 

음반은 그 중에서 제2집이다. 레코드 뒷표지에는 수록곡의 가사가 실려 있다. 수록된 곡은 ‘SIDE-1) 1.노들江邊(唱 金

玉心) 2.唱夫打令(唱 金玉心) 3.豊年歌(唱 金玉心·李銀珠) 4.江原道아리랑(唱 金玉心) 5.景福宮打令(唱 李銀珠·金玉

心) 6.궁초댕기(唱 金玉心) SIDE-2) 1.베틀가(唱 金玉心) 2.梅花打令(唱 李銀珠) 3.密陽아리랑(唱 李銀珠) 4.자진난봉가

(唱 金玉心) 5.자진방아타령(唱 金玉心·李銀珠) 6.정선아리랑(唱 金玉心)’으로 이은주, 김옥심이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를 독창하거나 둘이 함께 불렀다. 이은주, 김옥심은 20세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경기명창으로 특히 인기 높아 

수많은 음반을 취입하였는데 이 음반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경기민요의 유행 정도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SP 음반 가사지

1  가로12.9	세로17.4
			1950년대

2  가로12.9	세로19.1
			1950년대

<고전민요> 제2집 

가로30.8	세로31.2	/	1971년

1 2

SP(Standard Play) 음반은 속칭 ‘유성기음반’이라고 불리는 연주 레코드이다. 크기가 지름 25~30cm 정도 되는 이 음반

은 1분에 78회를 회전하였는데, 3분~5분 정도의 짧은 음악만을 담을 수 있었으며, 소재의 특성상 무겁고 잘 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이후 SP 음반을 대체한 것은 내구성이 좋으며, 보다 긴 곡을 담을 수 있는 LP(Long Play) 음반이었다.

1945년 이전의 우리 전통음악, 대중가요, 대중극, 무성영화, 동요 등에 접근하는 데 있어 SP 음반은 거의 유일한 음향자

료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이 음반은 파손되기 쉬워 현재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는 양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SP 음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음반에 수록된 옛 음악, 연극, 영화의 음향만은 아니다. 때로는 음

반과 함께 부수적으로 수집되는 자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음반 가사지, 음반 목록, 음반 관련 잡지, 음

반에 관한 기사와 같은 인쇄자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SP 음반 가사지를 통해서는 취입된 음악, 연극, 영화 등의 

가사 내용 본문은 물론, 녹음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과 사진 등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당대 음반사, 음악사, 영화사, 연극사의 문제를 밝히고, 그 공백을 메우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음반 가사지인 셈이다.

따라서 SP 음반 가사지의 영인은 음원의 복각, 음반 목록의 정리와 함께 SP 음반 자료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3대 축

이라 일컬어진다. 민속원에서는 1990년부터 『유성기음반 가사집』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7권(2008)까지 나와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수집된 일  죠션소리반, 콜럼비아, 리갈, 빅타, 폴리돌, 오케, 시에론, 다이헤이, 기린 등 음반사

의 음반 가사지가 영인·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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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광한루의 단옷날,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퇴기 월매의 딸 춘향

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 차차 정이 들

어갈 무렵,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고 두 사람은 이별하

게 된다. 이 때 새로 부임한 남원부사 

변학도는 춘향을 불러 수청을 들라 

명한다. 그의 명을 거역한 춘향은 모

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한편 한양 갔던 이몽룡은 과

거에 급제하여 전라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오고,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어사 

출두한 이몽룡은 옥중 춘향을 구해내 

백년해로 한다.

앞선 내용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춘향전』의 줄거리

이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드라

마, 영화, 뮤지컬 등으로 새롭게 각색

되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

다. 하지만 『춘향전』의 이러한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고전소설 중 가장 많은 이본

을 보유한 작품이 바로 『춘향전』이

다. 조선시대에 고전소설은 세책가

(貰冊家)의 필사본, 서울, 전주, 안

성 등지에서 판각·간행된 방각본

의 형태로 널리 향유되었고, 이 과정 

중에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본들

이 생산되었다. 『춘향전』의 가장 대

표적인 이본으로 손꼽히는 작품은 

전주에서 판각·간행된 완판 84장

본 『열녀춘향수절가』이다. 내용이 비

교적 풍부하고, 표현이 재미있게 되

어 있으며, 가창이나 낭송에 적합한 

4·4조의 음률을 갖추고 있다. 여기

에 전시된 『춘향전』도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서계서포본을 저본

으로 한 것이다.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독서물 

중 하나였던 『춘향전』은 근대 이후,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고전

문학 작품 중 하나였다. 문학 연구자

들은 『춘향전』의 교주본을 출간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전시된 책도 그에 

해당한다. 

이 책은 1952년 10월, 대양출판

사에서 간행된 김사엽(金思燁: 

1912~1992)의 교주본이다. 별도의 

한자 병기 없이 『열녀춘향수절가』의 

한글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이전 일

제 강점기에 간행된 『춘향전』에서 외

설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던 대목

들을 모두 실은 것이 이 교주본의 특

징이다. 

『춘향전』은 오늘날까지도 소설, 연극, 

영화, 뮤지컬, 마당극, 텔레비전 드라

마, 만화 등으로 다채롭게 재창작되

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고전이다. 

위에서 보여지는 향파(向破) 이주홍

(李周洪: 1906~1987)의 『탈선춘향

전』도 『춘향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을 시도한 주요 작품의 하나로 평가

된다.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

오, 아동문학, 번역 등 문학의 전 장

르에 걸쳐 6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한 작가 이주홍은 1949년, 동래중학

교에서 풍자적인 연극 한 편을 선보

였다. <탈선춘향전 1막-광한루편>이 

그것이다. 그는 관객들의 열렬한 호

응에 힘입어 1년 뒤 ‘2막-월매집편’

을 보충하였고, 원고를 『부산일보』에 

연재하였다.

작품 고유의 익살과 해학을 극대화

한 바탕 위에 조선과 현대의 풍속

을 교묘하게 교차시키며 『춘향전』을 

패러디한 이 작품은 한국전쟁 중에

도 수십 회나 공연되었을 만큼 상당

한 인기를 얻었다. 1951년 11월에 이

주홍은 시인 김용호의 적극적인 권

유로 이 희곡을 소설로 완필, 각색하

여 출판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소

설집이기도 했던 이 책에 손수 표

지화와 속표지화를 그렸다고 한다. 

소설 『탈선춘향전』은 ‘꽃과 달과 물

찬 제비’, ‘와서 웃고 가서 울고’, ‘루

팡 때문에’, ‘春香의 샛서방’, ‘향단

은 댄스가 좋아’, ‘계집 될 뻔한 변학

도’, ‘분열식 뒤에 오는 것’, ‘꿈이 사

람을 꾸다’, ‘춘향의 탈옥 사건’, ‘돌

아온 항카치’의 열 개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작품 곳곳에는 1950년대의 

다양한 풍경과 사물들이 우스꽝스럽

게 삽입되어 있으며, 『춘향전』의 고

전적 인물들은 역동적인 인간형으로 

되살아나 독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다. 또 조선의 명기 황진이와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인공을 

희화화한 ‘홍진’과 ‘홍도’, 『홍길동전』

의 홍길동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몽룡 ‘루팡’과 같은 새로운 인물도 

등장한다. 

여기에 전시된 책은 1972년도에 을

유문화사에서 발행한 초판본이다.      

<탈선춘향전>은 1960년에 이경춘 감

독에 의해 영화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연희단거리패가 마당극으로 각색하

여 공연한 바 있다.

『춘향전』 

가로12.5 	세로18.6	/	1972년

『춘향전』 

가로19.5 	세로25.8	/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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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9월 30일. 박동진(朴東鎭: 1916~2003)은 5시간 

25분에 걸쳐 <흥보가>를 연창했다. 판소리 한바탕을 한 

무대에서 계속해서 부른 예가 전무한데다, 박동진 이전에 

누구도 이런 시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했

던 터라 박동진의 판소리 장시간 연창은 삽시간에 화제를 

불러모았다. “5시간이 넘게 한 자리에서 소리를 한다고? 

어떻게 소리를 그렇게 오래 해?”라는 비난섞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수 한일섭과 당시 국립국악원 원장이었던 성

경린이 이를 적극 도왔고, 서울신문사에서 협조해 공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국(VUNC)에서

는 “우리가 방송을 해온 지 여러 해 됐지만 한 번에 한 목

소리로 5시간 동안 방송한 적은 없다. 정말 대단하다” 며 

300분 녹음 방송을 기획했다.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물

만 몇 모금 마시면서 공연하는 동안 관객들도 자리를 뜨

지 않고, 매점에서 빵을 사다 먹기도 하고, 몇몇 흥이 난 

사람들은 소주잔도 부딪쳐 가며 소리를 즐겼다. 5시간 25

분간의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자 박

동진은 그 자리에서 “내년에는 8시간 분량의 <춘향가> 완

창 공연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약속대로 그는 1년도 되

기 전인 1969년 5월 20일 판소리 <춘향가> 연창을 시도했

는데, 이 팸플릿이 그 공연자료다. 

박동진은 근세 5명창 가운데 한 사람인 정정렬을 사사하

였고, 청년시절, 권번에서 기생들의 소리 선생도 하고 국

극단을 따라다니며 공연활동에 종사하다가 46세에 국립

국악원에 입단한 뒤, 남다른 열정으로 소리를 연마하여 

일가를 이뤘다. 1968년 이후 장시간 판소리 연창으로 다

섯바탕을 공연하였으며, <변강쇠 타령>, <숙영낭자전>의 

노랫말에 곡을 붙여 발표하거나 <이순신전>, <예수전> 등

의 창작 판소리를 시도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자로 인정받았으며, 국립창극단 단장을 역임했고, 1999년

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로부터 ‘20세기를 빛낸 한국

의 예술인’으로 선정되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화재관리국 

또는 문화공보부가 주최가 되어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분야

의 예술가를 초청한 음악회가 정기적으로 열렸다. 중요무

형문화재 발표공연에서는 민요, 잡가, 가곡, 가사,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의 성악과 가야금, 대금 등의 기악연주 그리

고 무용과 탈춤, 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공연 

때마다 다양하게 소개하도록 기획되었고, 공연 종목에 따

라 극장의 실내공간부터 드라마센터, 야외 놀이마당 등에

서 변화있게 개최되었다. 1969년 10월 20일에 국립극장에

서 열린 이 공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제 제20호 대금정악

(김성진), 제21호 승전무(정순남 외),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김윤덕, 성금연, 박귀희), 제27호, 승무(한영숙), 

제29호 서도소리(장학선) 등 각 호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이들이 출연하여 각각의 예능종목을 선보였고, 선소리산타

령 남사당 농악이 찬조 출연하였다. 팸플릿에는 이들이 무

슨 곡을 연주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성경린, 김천흥, 박헌

봉, 장사훈이 각 종목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해설하고, 문화

재로 지정된 이들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예능보유자의 

성별, 연령, 주소를 밝혀놓고 있는데, 이는 중요문형문화재 

제도운영 초창기에 예술가들을 ‘인간국보’ 혹은 ‘인간문화

재’로 인식하여 ‘개인’에 주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제2회 박동진 판소리 연창회 춘향가> 프로그램

가로12.3 	세로26.0	/	1960년대

<제6회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 프로그램

가로18.8 	세로16.0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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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2월 9일 장충동 국립극장 한 켠, 현재

의 공연예술박물관 자리에 순수한 국악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국악사양성소 건물이 준공되었

다.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물에 교실 7개, 연

습실 10개, 강당 1개가 마련된 이 건물의 총 공

사비는 5천 4백 80만 원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 민족문화센터 건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첫 번째 성과인 국악사양성소 준공은 당시 문

화계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준공식장에는 팸

플릿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박정희대통령 내

외와 3부요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운집하였

다. 준공식 후 20여 일 지난 후인 12월 28일. 

국립국악원과 국악사양성소의 전 단원이 참석

한 이 공연은 이병기 작사, 김기수 작곡의 국악사양성소의 <소가>로 시작하여 보허자, 수제천, 관악영산회상 등의 궁중

음악 합주곡 외에 이주환의 가곡, 김월하의 시조, 황병기의 <석류집> 등의 솔로, 이상규 작곡 <시나위>, 조위민 작곡·연

주 <인상> 등 신진음악가들의 작품이 선보였다. 

국악사양성소는 국립국악원의 부설로 운영되던 전통음악교육기관이다. 1954년에 설립되어 1972년에 학교이름이 국악

고등학교로 바뀔 때까지 18년 동안 국악교육을 담당해왔다. 처음에는 3년제였다가 1958년 이후 고등부 3년을 더한 6년

제로 운영되었으며, 처음에는 매년 남학생만 30명을 뽑다가 1962년에는 남학생 40명 외에 처음으로 여학생 20명을 선

발했고, 1965년부터는 남녀학생 40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다. 1961년부터 대학입학자격 학력을 인정받아 고등교육으

로 연계되었으며, 국악사 양성소의 재학생들은 교육과정 동안 국립국악원의 연주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연주의 전통을 

이었다. 

<국악사양성소준공기념연주회> 프로그램

가로19.2 	세로26.2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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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명인 성금연(成錦鳶: 1923~1986)은 196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

던 ‘가야금의 연인’이었다. 이전시대 명인들에게 배운 산조를 재창조하여 청중

들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야금의 세계를 전했고, 스토리가 있는 춤 무대에

서는 희노애락의 감성을 담은 가야금 선율을 즉흥으로 연주해 많은 사랑을 받

았다. 이 팸플릿은 그 전성기의 절정에 있던 성금연 명인이 동아일보사의 후

원으로 1967년 10월 25일 국립극장에서 최초로 가졌던 독주회 자료이다. 당시 

신문기사는 성금연을 ‘여성가야금연주자로서 제 일인자이며 이미 10여 곡의 

가야금연주곡과 병창을 낸 음악가’로 소개한 뒤 ‘가야금을 안고 반생을 살아온 

성여사의 첫 번째 가야금독주회’로 소개하였다. (『경향신문』 1967년 10월 23일

자 기사 참조) 

이 연주회에서 성금연은 맨 먼저 지순자를 비롯한 문하생 10명과 시나위 합주

를 하고, 자작곡 ‘새가락’, 지영희 반주에 맞춰 산조를 연주했으며, 이병우 편

곡의 ‘가야금 협주’를 국악예고 학생들과 협연하였다. 그리고 가야금연주, 창, 

무용으로 구성된 ‘탄금대 애화’는 김소희, 한영숙 등이 출연하여 함께 하였고, 

‘춘몽’은 지성자가 독주하였다. 공연 팸플릿에는 박헌봉의 짤막한 격려사와 악

보를 곁들인 해설이 담겨있는데, ‘새가락’의 경우 푸살장단, 터불임장단, 굿거

리, 올림채 등의 장단을 악보로 표기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민속음악 명인이 

전문 공연장에서 개최한 최초의 가야금 독주회일 뿐만 아니라 시나위와 산조 

등의 전통음악 외에 자신의 창작품을 선보인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

되고 있다. 성금연 명인은 이 독주회가 있었던 다음 해, 즉 1968년에 중요무형

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나 1974년에 미국 하

와이로 이민가게 되어 보유자 자격이 해제되었다. 1984년에 일시 귀국하여 새

로운 차원으로 발전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의 세계를 들려주었으며, 1986년

에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팝스·예그린> 프로그램 

가로17.6 	세로18.5	/	1960년대

예그린 악단은 1961년 5.16 군사정

변 직후 창단되었다. 1960년대 결성

된 가무극단으로 출범하여 전통적

인 민요와 민속음악과 함께 춤에 바

탕을 둔 대중적 레퍼토리를 창작하

면서 한국 뮤지컬 역사의 기반을 마

련하였다. <제1회 팝스·예그린> 공

연은 1967년 12월 16일 국립극장에

서 클래식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팝송을 부르는 구성으로 개최되었

다. 프로그램의 표지에는 당시 예그

린 가무단이 공연할 때의 공연의상

과 무대사진을 수록하였다. 내지에

는 ‘1.황태자의 첫사랑(STUDENT 

PRINCE / S. Romberg), 2.SOME 

WHERE(H. Squires), 3.크리스마스 

캐롤(CHRISTMAS CAROL / 최창권 

편곡), 4.RHAPSODY IN BLUE(G. 

Gershwin), 5.백조의 호수(SWAN 

LAKE / P. Tschaikowsky), 6.로

테오(four dance episodes from 

RODEO / A. Copland)’의 곡목이 적

혀 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이 예그린 악단 후원회장의 자격으로 

자신의 아호를 딴 ‘운정작곡상(雲庭

作曲賞)’의 제정 이유와 운영방침을 

발표한 점이 특이하다. 작곡상은 가

곡, 합창곡, 관현악곡 부문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

서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작품을 공

모하여 매년 말에 개최되는 예스린 

악단의 <팝스·예그린> 공연을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러나 이같은 계획은 예그린 악단 운

영이 부침을 계속해 지속되지 못했

다. 1960년대 초반 정치와 공연문화

의 연계성을 참고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성금연 가야금 독주회> 프로그램

가로15.4 	세로24.5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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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기반의 구축			6.25	전쟁으로	피난지	대구에서	문을	열었던	국립극장은	1957년	6월	1일	환도하여	명동	시공관	건

물에	둥지를	틀었다.	이	당시	국립극장은	국내	유일의	공연	전문	극장으로서	국립극단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가장	먼저	창작극	발굴을	위한	희곡	현상	공모제를	실시하여	유능한	신인	극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극	저변을	넓히

는	데	기여했다.	또한,	1962년	<산불>(차범석	작)	공연을	계기로	종래	배우들에게	대사를	읽어주던	프롬프터의	관행을	

폐지했다.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영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연극배우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분야로도	많이	진출했

다.	또한	이	시기에	원각사와	남산	드라마센터	등	연극전문	공연장들이	점차	건립되고	대학극회	출신들로	구성된	동

인제	극단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연극	실험의	시대가	열렸다.

3장 무대위, 우리네 질곡된 삶을 이야기하다 

6.25 전쟁으로 인해 국립극장이 존재감을 잃자 많은 연극인들은 국립극장 재개

관을 요구하였다. 이에 가까스로 1952년 대구 문화극장에 국립극장이 재개관되

어 1953년 휴전 이후에도 국립극장은 대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국립극장으로 사용되던 구 부민관 건물이 국회로 사용되고, 국립극

장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국립극장은 곤경에 빠졌다. 이에 서항석(徐恒錫: 

1900~1985) 등이 국립극장 환도 건의문을 제출하여 1957년 6월 1일 서울 명

동 시공관에 국립극장이 설치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국립극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속극단을 조직하는 일이었는 

바, 극단 신협 단원을 중심으로 국립극단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 환도기념 제1회 공연으로 카알 쇠인헤르(karl sch nherr)작, 서항석 

번역, 홍해성 연출로 <신앙과 고향>(3막)을 공연하였다.(1957.7.12~20)

이 작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 등 민중들의 비극적 현

실을 다루었는데,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연출가 중 한 사람인 홍해성의 마지막 

연출작이었다.

<신앙과 고향>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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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은 자유연애를 구가하다>

1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7.3	/	1957년			

2,3	집필노트 가로20.0	세로27.0	/	1957년

극립극장에서는 창작극 진흥을 위해 1957년 창작희곡 현상 모집을 실시하였다. 50여 편의 응모작 중 당선작 없이 하유

상의 <딸들은 자유연애를 구가하다>와 이용찬의 <가족>이 가작으로 뽑혔다. 하유상의 <딸들은 자유연애를 구가하다>

는 이해심 많고, 온화한 부부가 세 딸을 결혼시키며 겪는 갈등을 그려낸 극이다. 

부모와 자식의 충돌은 언제나 존재한다. 자식은 부모의 생각이 낡았다고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의 생각이 지나치다고 비난한다. 부모도 

과거에는 자식이었고, 자식은 내일의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두 대(代)는 접근할 수 없는 평행선일까. 나는 이 문제를 연애와 

결혼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로 했다.

작가의 말에서 밝힌 이러한 갈등 구조는 하유상의 초기 작품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러한 보편적인 갈등 소재로 인

해 이 작품은 시대가 변하여도 새롭게 각색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국립극단 제6회 작품(1957.11.28~12.5)으로 공연된 초연 무대는 장민호, 황정순, 백성희, 정애란 등이 출연하였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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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5월 국립극단이 해산되고, 그 

해 10월 극단 신협, 민극이 국립극장 

아래에 편입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

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립극장은 이

를 계기로 기존의 멤버들과 함께 뛰

어난 연기자들을 영입하여 변화를 꾀

하였다. 신협에는 이해랑을 단장으

로 김동원, 김진규, 박암, 이예춘, 주

선태, 고금봉, 문정숙, 석금성, 최은

희, 황정순 등이, 민극에는 박진을 단

장으로 김승호, 박노식, 서월영, 장

동휘, 최무룡, 허장강, 노경희, 복혜

숙, 전옥 등이 속해 있어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연기자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들은 합동공연으로 <대수양> 

(1959.12.8~13)을 선보였는데 연기

자들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연기자 중 일부가 프롬프터를 

사용하는 등 밀도 있는 연기를 보여

주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어 신협은 16회 공연으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테네시 윌

리암스 작, 오화섭 역, 이해랑 연출, 

1959.12.31~1960.1.10)를 무대에 올

리는데 이 공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공연은 그동안 19~20세

기 번역극에 치중하였던 국립극단의 

보수적 색채를 벗어나 동시대 연극을 

올림으로 번역극 레퍼토리에 변화를 

꾀한 첫 작품으로 기록된다.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대본

가로16.4 	세로24.6	/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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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吳泰錫: 1940~)은 한국 연극

사에서 가장 문제적 연극인으로 평가

되며 평단과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

는 대표적 연극인이다. 이는 그의 작

품이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담아내

어 진지함을 전해주지만 그와 동시에 

기발함과 참신함으로 항상 에너지가 

넘쳐흘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태>, <부자유친>, <춘풍의 처>, <롤

러스케이트를 타는 오뚜기>, <심청

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

가>, <도라지>, <내사랑 DMZ> 등에

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과 전통의 현

대적 수용 양상은 그의 작품세계의 

넓이와 깊이를 쉽게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는 1940년 아룽구지(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고향 지명)에서 태어났는데 

이 명칭은 훗날 그가 이끈 목화레퍼

토리의 전용 극장 이름이 되기도 하

였다. 이후 그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에 입학한 후 연희극회에 참여하여 

연극에 눈을 뜨게 된다.

그의 첫 작품은 <영광>이다. 이 작품

은 공보부 주최 신인연극제에 출품되

었으며 극단 회로무대 참가작으로 5

월 문예상에 입선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마감 하루 전날 부랴부랴 쓴 

것으로 이 작품에 대해 ‘어설프게 주

워들은 이오네스코에다가 유진 오닐

을 섞은, 거기에다가 꼭두각시 박첨

지의 상식이 결합된 말장난하는 연

극’이라고 회고하였다. 또한 극단 회

로무대도 작품 출품을 위해 머릿속으

로 만들어 낸 실체가 없는 단체였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출품된 이 작품이 

당선이 되고, 국립극장에서 공연 요

청이 들어와 연출에 대한 기초를 급

하게 익히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던 

회로무대를 만들게 된다. 그는 연세

대 철학과 2학년인 1962년, 자신의 

연출로 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영광>(1962.6.19~22)을 올

린다. 이 작품으로 이영후가 남자연

기상을 받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는

데 이는 오태석 극작과 연출의 단초

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그는 회로무대를 중심으로 <사

중주>, <조난> 등의 작품으로 연극 

현장의 경험을 익히게 되고,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웨딩드레스>

가 당선되면서 연극계의 새로운 변화

를 불러 일으켰다.

이 대본은 오태석 전집에도 실려있지 

않은 국내 유일본으로 공연예술박물

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영광>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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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석(車凡錫: 1924~2006)의 <산불>은 ‘차범석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리얼리즘 희곡의 최고봉’(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으로 평가 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쟁을 배경으로 민족의 상처와 인간 본능을 동시에 다루고 있

지만 이데올로기 혹은 실존 문제를 관념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는 연극이다.

<산불>은 전쟁으로 남성들은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여성들만 남겨진 첩첩산중의 과부마을을 배경으로 이데올로기의 대

립적 양상과 그 상처 속에 남은 깊은 상흔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다. 이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남자가 없는 마을에 출현한 남성 공비를 점례와 사월이라는 대비적 인물이 공유한다는 모티프에서 비롯된다.

<산불>(1962.12.25~29, 이진순 연출)은 국립극단 제29회 작품으로 공연되는데 이근삼은 이 공연에 대해  ‘밀도 짙

은 연출, 짜임새 있고 공이 든 무대 장치, 훌륭한 연기진으로 이 해의 가장 큰 수확’이라는 극찬을 하게 된다. 

이후 <산불>은 오페라, 뮤지컬, 창극 등으로 장르를 넘어서 새롭게 표현되었고, 2007년에는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 대본, 에릭 울프슨(Eric Woolfson)음악으로 꾸며진 

새로운 뮤지컬 <산불>, <댄싱 섀도우>가 창작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극장협회에서 발행한 극장 취재증과 문교부 문화국에서 발행한 영

화시사회 출입증. 요즘에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프레스카드(Press Card)

와 같다. 지금은 극장협회에서 발행하지 않고 각 영화사 또는 극장별로 담당기

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프레스카드가 제공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시사회에는 기자단의 해체로 거의 취재 제한이 없어져 신문, 방송, 통신 등 중

앙언론과 지방언론, 영화잡지, 인터넷 매체와 관객 등 수백 명이 몰려들어 영

화 시사회장이 장터를 방불케 한다. 

<산불>
▲ 초연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62년	

◀	프로그램	가로17.5	세로25.0	/	1962년

극장 취재증	가로9.6	세로5.9	/	가로8.8 	세로5.4	/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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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에서는 1963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3회 단막극 시리즈를 

개최했다. 1962년 첫 번째 무대를 마

련한 이 단막극 시리즈는 연극 중흥을 

목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열렸

다. 제3회인 1963년 여름 공연은 동인

극장, 실험극회, 횃불극회, 회로무대, 

동인극장, 신무대실험극회 등 5개 단

체가 참가하였다. 참가한 단체는 참신

하고 실험 정신에 바탕을 둔 연극인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의욕적인 

무대는 연극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

었으며, 소극장 운동에 앞장 선 이들

에게는 새로운 공연 공간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첫 공연을 

한 횃불극회는 1962년 창단된 단

체로 경기고등학교 출신 연극인들

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공연한 작

품은 표현주의 연극의 선구자인 스

웨덴 극작가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의 <줄리>였다. 이 공연

은 몇 개의 상징적 소품만으로 관객

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주의 연극 

그대로였는데, 리얼리즘 연극이 지배

하던 당시 연극계에 젊은 연극인들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레퍼토리였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실험극

회에서 신명순 작 <일몰>을 최진하 

연출로 무대에 올렸다. 각 대학 연극

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험극

회는 2회 공보부 주최 신인예술상 연

극부분 단체상을 받은 단체이다.

동인극장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아일랜드 작가 싱(John Millington 

Synge)의 <바다로 간 기사>를 공연

했다. 이들은 국립극장 연극인 양성

소 출신들로 구성되었고, 1회 공보

부 주최 신인예술상 연극부분 단체상

을 수상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신무대실험극회에서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의 <존경할만한 창부>를 

무대에 올렸다. 당시 풍미하던 실존

주의 사상의 대표적 인물 사르트르의 

부조리연극이 수용된 것도 이 연극제

가 지향하는 목표를 잘 대변해 준다.

회로무대의 <조난>이 8일부터 10일

까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이 공

연은 제작비 부족으로 무대에 올리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연세대학

교의 노랫말 공모에 오태석이 쓴 <연

세찬가>가 당선되어 이 상금으로 공

연을 할 수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전

해진다.

<존경할 만한 창부> 대본

가로	19.0	세로 26.0	/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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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춤, 창조의 기반을 마련하다

춤의 자아탐색			서울로	돌아온	무용가들은	전쟁의	잔해	속에서	무용단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개인의	이

름을	건	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1950년대부터	춤의	장르가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했다.	무용

가들은	흔히	전통춤과	창작춤	등,	여러	춤	사이를	넘나들었으나	점차	전문	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현대무용의	도입과	전통춤의	재발견이	영향을	미쳤다.	정체성을	찾기	위한	무용가들의	노력은	직업	무

용단의	창단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62년	국립무용단을	탄생시켰다.	

1960년대에는	또한	대학	무용과가	설립되면서	춤	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갔다.	춤계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배움과	

창조의	터를	닦았다.

<백의 환상(白의 幻像)>, <영(靈)은 

살아있다>, <쌍곡선(雙曲線)> 등의 3

부로 구성된 국립무용단의 제1회 공

연은 1962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

까지 시공관 무대에 올랐다. 

<백의 환상>, <쌍곡선> 등 1, 3부는 

임성남이 구성·안무했고, 2부 <영은 

살아있다>는 송범이 구성·안무했다.

쇼팽의 음악에 안무한 <백의 환상>은 

클래식 발레의 형식미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쌍곡선>은 현대인의 심

리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은 살아있다>는 민속 발레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서구 중

심의 사대주의를 반성하고 민족주의

를 고취하는 내용이다.

철필로 긁어 등사한 무용대본 10페이

지 <영은 살아있다>를 보면 ‘아름다

1 <백의 환상·영은

살아있다·쌍곡선> 대본 

가로17.4 	세로24.9	/	1962년

2  <사신의 독백>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62년

3 <백의 환상 ·영은

살아있다·쌍곡선>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6.0	/	1962년

운 전설의 나라 금강산의   (세트)가 

내려오고 신선이 등장한다’ 부분에 

색연필로 ‘김문숙, 김진걸’이 메모되

어 있어 이들이 주연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김진걸이 목동역으로 출연, 

신선역을 맡은 김문숙과 2인무를 추

는 장면이 소박하고 재미있게 묘사되

어 있다.

그러나 1962년 4월 3일자 『조선일보』

에 김경옥이 “여기저기 값싼 물건을 

사다가 진열해 놓은 쇼윈도 같다”며 

“첫 출발의 성과를 국민에게 묻는 이

번 공연은 전체적으로 불성실하고 의

욕적인 것도 느낄 수 없는 질의 것”이

라고 비판하는 등 평가는 혹독했다.

이는 안무자가 공연팸플릿에서 “우리

나라에 광범위한 발레 음악의 악보가 

없어서 그 수입이 시급히 요청되며 

짧은 시일의 연습으로 인한 하모니의 

미비가 적이 우려되는 바가 컸다”고 

미리 실토할 정도로 창단한 지 2달도 

못되는 촉박한 준비기간과 적합한 무

용음악의 부재가 공연실패를 부른 요

인으로 분석된다. 

<사신의 독백(死神의 獨白)>은 국립

무용단의 제2회 정기공연 대본으로 

임성남이 안무했고, 최일수가 구성했

다. 종전의 발레 형식에서 벗어나 시

극의 요소를 가미한 창작발레로 ‘신

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자유인의 희생

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내용’을 그리

고 있다. 그러나 평가는 여전히 부정

적이었다. “시와 소리를 직접 무대 앞

으로 내놓고서 무음의 육체표현과 연

계 또는 종합시킨 새로운 시도”라고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전자음악과 관현악의 병용, 장치와 

조명의 부조화, 상징의 표현이 제대

로 승화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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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6월 28~30일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국립극장에

서 개최한 스페인춤의 대가 주리(朱利: 1927~)의 발레공

연 팸플릿이다. 표지는 붉은 바탕에 스페인춤 추는 무희

의 삽화가 그려져 있고, 내지는 흑백으로 되어 있다. 내

지에는 주리의  ‘제4회 작품발표회를 맞으며’라는 제목으

로 초대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공연이 4

회째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무용단 단장을 지

낸 송범(宋范: 1926~2007)이 찬조 출연자로 발레 포즈를 

취한 상체 모습의 사진이 한 페이지에 걸쳐 수록돼 있다. 

그 외 김정자, 김수명, 송석범 등 남녀 무용수 14명 출연

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게재되어 있다. 

해방이후의 불모지에서 한국춤의 재건을 위해 앞장섰던 

주리는 국립무용단 창단멤버로 활동하다가 1974년 스페

인에 유학하여 마드리드왕립학교(Escuela Popular de 

Msica y Danza de Madrid)에서 수학했다. 주리는 정통 

스페인춤을 익힌 유일한 한국인으로 1999년 영구 귀국하

여 서울에 스페인음악무용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플라멩

코(flamenco)를 보급하고 있다. 

춤아카데미즘이 본격화되기 이전 소위 무용연구소 시절

에는, 무대무용을 지향한 무용가들 대부분이 여러 장르

의 춤을 체득했다. 주리 역시 발레에서 시작해  스페인에 

유학한 후 스페인춤의 대가가 되었다. 신무용가 조택원

과 장추화의 제자인 송범 역시 입문 당시에는 발레와 현

대무용, 인도춤, 스페인춤 등을 배웠고, 이후 1963년 국

립무용단 창단이후 단장을 맡으면서 한국춤으로 선회했

다. 따라서 <주리발레공연> 팸플릿은 대학 무용과 설립 

이전에 장르의 구분없이 다양한 춤을 섭렵하고 공연했던 

60년대 초반의 무용계 흐름과 공연관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 육완순(陸完順: 1933~)이 1963

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현대무

용발표회 팸플릿이다.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오후 4시,   

7시 30분 두 차례 공연했으며, 오케시스무용단이 출연하

고 있다. 표지와 내지 모두 흑백 모조지로 되어 있으며, 

표지에는 <현대무용 육완순발표회>라는 타이틀과 함께 

하단에 현대무용 군무장면의 삽화, 그리고 일시, 장소, 

후원 등 공연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내지에는 육완순의 

흑백 얼굴사진과 함께 모시는 글이 있고 하단에 오케시스 

회원 일동으로 오케시스무용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이 

게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현대무용이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최승

희, 조택원이 그의 스승 이시이 바쿠(石井漠)에게 서

양 모던댄스를 배워 이땅에 이식한 것을 기점으로 삼

고 있다. 그후 이화여대 무용과 창설의 산파역할을 한 

박외선이 현대무용을 도입하여, 무용교육을 통해 보

급하였다. 그리고 60년대 초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

국한 육완순에 의해 본격 현대무용 운동이 시작된다. 

전북 전주 출신의 육완순은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세

계 현대무용의 거장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 

1894~1991)과 호세리몽 스쿨(Jose Limon School)에서 

현대무용을 직접 사사하고 1963년 귀국하여 이화여대 무

용과 교수로 부임했다. 현대무용이라는 개념조차 분명하

지 않던 시절 육완순은 이화여대 무용과 학생들로 구성

된 오케시스무용단을 창단하여 미국에서 체득한 현대무

용의 정통 기법과 표현을 활용한 창작작업에 주력했다. 

1963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현대무용 육완순발표회> 팸플

릿은 초기 현대무용 정착기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귀

중한 자료다.

<주리발레공연> 프로그램	

가로77.0	세로27.0	/	1963년

<현대무용 육완순발표회> 프로그램

가로38.0 	세로26.0	/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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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인간문화재 강선영(姜善永: 1925~)

이 1963년 2월 8~9일 국립극장에서 가진 <강선영무용연구소 문하생

발표회> 팸플릿으로 이 공연은 조선일보사와 시사통신사 후원으로 

열렸다. 표지는 초록색 칼라 갱지로 되어 있고, 내지는 살구색 바탕에 

출연자들의 흑백사진과 공연프로그램이 활자화되어 있으며, 총 4쪽

으로 되어 있다.

내지에는 이 공연을 주최한 강선영무용연구소 강선영 소장의 모시는 

글과 신무용의 거장으로 당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조택

원의 ‘강선영 문하생의 발표회를 맞아’라는 제목의 축사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강선영은 ‘청소년 정서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무용발표

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택원은 축사에서 “강선영 선생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우리 민속

무용의 현대화에, 그리고 후진양성에 크게 노력해 온 분이다. 지난날 

우리 무용계가 다소의 시련을 겪는 사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여 뜻있는 인사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이제 

일반의 무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날로 새로워짐에 따라 우리 자신

의 체제와 질서를 바로잡아 무용예술의 발전과 본연의 태세로 후진육

성에 진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선영 문하생의 신춘발

표회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공연은 모든 무용인이 무대 

경쟁의욕을 돋구는 일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만인과 더불어 경하해 

마지 않는 바이다”라고 쓰고 있다.

당시 공연프로그램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1부에서

는 ‘타행’, ‘길쌈놀이’, ‘심술궂은 영감’, ‘탈춤’, ‘꼽추의 비애’, ‘범무’, ‘바

라춤’ 등이 공연되었고, 제2부에는 ‘대감놀이’, ‘인형의 집’, ‘자명고’,   

‘토끼와 거북’, ‘풍속’, ‘농악’ 등이 선보였다. 출연진은 조교 신인자를 비

롯 최정자, 윤태봉, 백기순, 석양자, 최태임, 전정희, 김정자, 장화인, 

권인혜 등이었다.

이 공연은 민속예능 속의 춤을 무대화하거나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이 이해할 수 있는 전래동화를 소재로 무대를 꾸몄다. 강선영 무용연구

소의 전문 무용인과 아마추어 초중고등학교 어학생들이 함께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 태평무 계보선상에 있는 강선영 직계 제자들의 이름은 보

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근대 전통무악의 거장 한성준(韓成俊: 1874~1942)에게 전

통춤을 배웠던 강선영은 1940년대 결혼 후 살림에 전념하다가 6.25전

쟁 이후 1953년 서울 서대문 독립문 길가에 처음 무용연구소를 열고 연

구생을 가르쳤고, 1년 후 서울역 근처로 옮겨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

였다. 1953년 다시 을지로의 상업은행 근처에 정식 허가를 얻어 무용연

구소 간판을 내걸고 연구생을 모집하여 가르쳤다. 당시 정부에서 정식

으로 허가받은 무용연구소 제1호는 김백봉무용연구소였고, 강선영무용

연구소는 제2호였다. 강선영무용연구소는 연구생이 13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강선영은 을지로 연구소 시절부터 연구생들을 

데리고 무용발표회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아카데미즘을 통한 춤의 전개는 1963년 이화여대 무용과 개

설 이후 본격화된다. 그 이전에는 주로 무용연구소, 즉 학원에서 무용교

육이 이루어졌다. 1963년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강선영무용연구소 문하

생 발표회> 팸플릿은 춤아카데미즘이 도래하기 이전, 무용연구소 중심

으로 전개되던 당시 무용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겠다.

<강선영 무용연구소 문하생 발표회> 프로그램

가로17.8 	세로25.0	/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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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명

동예술극장에 자리했던 옛 국립

극장 무대에 오른 김천흥(金千興: 

1909~2007) 회갑기념공연 <만파식

적(萬波息笛)> 팸플릿이다. 문화공

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지원 

선정작품으로 매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총 4회 공연했다. 

김천흥은 조선의 마지막 무동으로 

한국춤이 전통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국악인이다. 호는 심소(心韶)

이고 1923년에 순종황제 50수에 무

동이 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의 해금·일

무(佾舞) 기능보유자로 이른바 인간

문화재 1호다. 

1926년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李

王職雅樂部員 養成所)를 마치고, 이

왕직아악부에 들어가 1932년 아악수

장이 되었다. 국립국악원 이사 겸 무

용부장, 예술사를 하고 이화여자대

학 등에서 강의하는 등 궁중무용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55년 김천흥 고전무용연구소를 열

고 1959년 무용극 <처용랑(處容郞)>

을 비롯해 <만파식적>을 발표했다. 

또 『한국무용의 기본무보(基本舞譜)』

를 쓰는 등 한국 전통무용 발전에 크

게 기여했다. 

김천흥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과 무용

을 배운 최후의 예인이자 근현대 한

국무용사의 산증인으로 궁중정재의 

대명사로 불리었다. 궁중무용의 대

가였지만 1940년 아악부를 그만둔 

뒤 민속무용의 대가 한성준에게 승

무를 배우는 등 민속음악과 무용을 

두루 익혔다. 궁중과 민속의 춤을 두

루 익힌 김천흥은 해금, 아쟁, 양금을 

능숙하게 연주했으며 <적벽가>,<선

유가> 등 12잡가와 사설시조, 휘모

리 시조를 능숙하게 불러 가히 ‘인간

문화재 1호’로 부족함이 없었다. 90

대에 들어서도 <처용무>, <춘앵무> 

등의 기품 있는 그의 춤을 따를 이가 

없었으며 유머도 풍부해 따르는 후

배가 많았다.

『삼국유사』 ‘신문왕조’에 기록된 만파

식적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작품

은 최고의 한국 춤 안무가로 평가되

는 문일지가 주연을 맡는 등 화려한 

캐스팅이 눈길을 끈다. 

1971년 11월 21일 이화여대 출신의 현

대무용가 김복희(金福姬: 1948~), 김

화숙(金和淑: 1949~)의 현대무용 발

표회 팸플릿이다. 이화여대 대학원과 

문화방송의 후원으로 오후 3시 30분

과 7시 두 차례에 걸쳐 현재 명동예

술극장인 국립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김복희, 김화숙이 공동안무한 ‘4像

(상)의 design’, ‘어느 날 오후에’,  ‘날

아오르는 線(선)’, ‘아! 꿈을 찾는 인

간아…’, ‘意識(의식)의 빛’, ‘함께 가

야한다’, ‘法悅(법열)의 詩(시)’등 7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의 

기법을 도입,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

을 세운 육완순의 큰 제자, 김복희와 

김화숙의 첫 현대무용 발표회로 서

양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적 표현 

양식을 접목한 현대무용 2세대의 첫 

작업으로 평가된다.

‘법열의 시’는 30분짜리 대작으로 인

도 라가(Laga)음악을 사용하고 그림

자 속에 탑을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무대장치를 하는 등 다양한 

현대 무용기법을 사용해 앞서가는 작

품으로 평가받는다. 

김복희, 김화숙, 박인숙 등 육완순을 

잇는 현재 한국 현대무용의 전성시대

를 이끈 주축들의 풋풋한 모습이 세

월의 무상함을 실감케 한다.

한편 김복희는 스승 육완순의 반대

를 무릅쓰고 강행한 이 공연으로 일

찍 독립하여 한국적 철학과 내용, 방

법론을 도입한 현대무용으로 자신만

의 무용방법론을 확립했고, 특히 남

성 무용수를 키우는 등 여성 무용수 

중심의 기존 현대무용과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한국 현대무용의 중요

한 전기를 마련했다.

<김복희 김화숙 현대무용 발표회>

프로그램 가로30.0 	세로21.0	/	1971년

<만파식적>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5.6	/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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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1월27일 국립극장 소극장

에서 열린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contemporary)의 제3회 공연 팸플

릿이다.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 육완

순의 페르소나(persona)로 불리는 박

명숙의 작품 ‘편집광(偏執狂)’과 박숙

남의 작품 ‘베일’, 그리고 한국무용

가 이청자의 ‘부서진 시간’이 공연되

었다. 육완순은 인사말에서 “컨템포

러리무용단이 탄생한지 3년, 세 번

째 발표회”라며 “<Contemporary 

Dance 1977>은 딱딱한 계란껍질과 

같은 규범을 깨뜨리고 싱싱하게 탄생

한 生命體와 같은 存在들”이라고 평

가했다. ‘싱싱한 생명체’들이 이제 한

국 현대무용의 원로급 무용가들이 돼 

무상한 세월을 실감케 한다. ‘편집광’

은 1975년 박명숙의 안무 데뷔작으로 

박명숙과 조은미 등 5명이 출연했으

며 1977년 다시 무대에 올랐다. 박명

숙은 이 팸플릿에 대해 “나도 갖고 있

지 않은 희귀자료”라며 “세상이 온통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 혼자 나르시시

즘에 빠져 울고 웃고 했던 시절의 작

품이다. 목발과 풍선을 이용하는 등 

지금처럼 연극적 기법을 많이 사용했

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열정이 가

득했다”고 회고했다.

1975년 출범한 컨템포러리무용단은 

당시 신무용 일변도의 한국무용의 기

반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최승희나 조택원같이 개별적인 무용

가의 등장이 아니라 이화여대 무용과 

출신 학사들로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마사 그레이엄 방법론으로 교육받은 

고학력 전문 무용가집단의 출현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한국 현대무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컨템포러리무

용단은 1980년대 아카데미즘과 춤을 

연결, 무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정희, 박명숙, 박인숙, 이청자, 김

복희, 김화숙, 김옥규, 양정수가 창

립단원으로 1975년 12월 서울 수유

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팔각정에서 이

정희의 ‘꼭두인간’, 이청자의 ‘나는 탈

을 쓰고 울었습니다’를 창단공연으로 

올렸다. 컨템포러리무용단은 이후 소

극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문학, 음악, 

미술 등과 여러 장르와 크로스오버를 

하는 등 예술 장르 간 융합에 앞장섰

다. 한국춤을 전공한 이청자가 창립

단원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컨템포러

리무용단의 장르가 현대무용에 국한

되지 않고 현대성을 가진 무용단으로

서의 보다 폭넓은 활동을 의도했음을 

알게 한다.

1972년 4월8일 명동국립극장에서 정송자의 총지휘로 열린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과 제7회 무용발표회> 프로그램이다. 숙명여대 체육과(무용전공)는 본고

사 성적에 비중을 두는 등 실기보다 이론을 중시했다. 송수남, 정재만 등이 정

통맥의 한국춤을 가르쳐 학교현장과 서울시립무용단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무

용가를 배출했다.   

1978년 10월31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작품발표회> 팸플릿이다. 경희대 무용학과는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인 최승희

의 동서이자 제자인 김백봉(金白峰: 1927~)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무용과 한

국무용의 명문 종가로서의 자부

심이 대단했다. 김말애, 정은혜, 

윤미라 등 전통은 물론 창작에 능

한 무용가를 많이 배출했다.

<컨템포러리 무용단 777> 프로그램

가로13.4 	세로18.2	/	1977년

<숙명여자대학 체육과

제7회 무용발표회> 프로그램	

가로17.5 	세로26.2	/	1972년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작품 발표회>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2.6	/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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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0월 27일 명동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수도여자사범대학 무용학과 

주최 제1회 졸업발표회> 팸플릿이다.

수도여자사범대 무용학과는 학생의 

외부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한 이화여

대와 달리 외부 출연은 물론 해외 공

연을 적극 권장하고 졸업과 함께 중

등교원자격증을 주어 실기와 현장에 

강한 무용인들이 많이 진학하여 초기 

한국 무용 발전에 기여했다. 

수도여자사범대 무용학과는 김정욱

이 이끄는 발레가 특히 강했다. 그러

나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 최승희의 

동서이며 제자인 김백봉과 한국 전통

무용을 확립한 한성준의 손녀 한영숙

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발레와 한국무용, 현대무용

을 두루 익혀야 했다. 

또 수도여자사범대학은 1979년 남녀

공학인 세종대학으로 바뀌어 우수한 

남성무용가를 많이 길러냈다. 수도여

사대 출신으로 예술원 회원인 현대무

용가 최청자는 “수도여사대 무용과는 

워싱턴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

엔젤레스, 하와이 등 미주 순회공연

을 다니는 등 한국무용을 세계에 알

리는 주역이었으며 특히 우수한 남성

무용가를 양성, 한국 무용의 균형 있

는 발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팸플릿에 나타난 1회 졸업 작품 가운

데 2부 마지막 작품인 김명순의 ‘(백조

(白鳥)’가 눈에 띤다. 김복순은 임성남

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의 주역으로 오

랫동안 활동하여 초기 한국 발레 발전

에 큰 역할을 했다. 수도여사대 교수

이자 국립무용단 및 국립발레단 초대 

단장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국립발레

단을 이끌어온 한국 발레의 거목 임성

남은 뛰어난 학생들에게 수도여사대 

진학을 적극 권장하여 박인자, 도정

림, 김복순 등 국립발레단에서 활약한 

발레리나들을 많이 배출했다.

1970년 5월 30일과 31일 명동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제7회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작품발표회> 팸플릿이다. 

1부 첫 작품 ‘멋’은 한국무용으로 당시 이화여대에서 강사를 하고 있던 김매자가 김미애, 김정숙, 김정숙, 임학선 등과 

함께 공연했다. 

1부 마지막 작품 역시 한국무용으로 정승희가 안무하고 유주성, 김옥자, 김현자, 배숙희 등이 출연한 ‘집념(執念)과 희

열(喜悅)’이다. 

2부 첫 작품은 홍정희가 안무한 발레 작품 ‘마적(魔笛) 중에서 아름다운 리듬’으로 김명라, 김옥경, 김혜선, 김화례, 최

성이, 서차영 등이 출연했다. 2부 중간 작품이 육완순이 안무하고 김복희, 김화숙, 김정희, 박명숙, 박혜영, 박인숙 등

이 출연한 ‘뎃상Ⅱ 숲’이다. 2부 마지막 작품은 한국에 본격 현대무용 무용을 도입한 박외선이 안무하고 서진은, 정묘

숙, 김미옥, 김성희 등이 출연한 ‘고별은 없다 중에서’다.

향후 한국무용계의 세 축을 이룬 현대무용의 육완순, 한국무용의 김매자, 발레의 홍정희 등 이화여대 트로이카의 작품

이 한 팸플릿에 나란히 있는 것이 이채롭다. 김매자는 “1968년부터 강사를 해 1972년 이화여대 전임교수가 됐으니 ‘멋’

은 강사시절의 작품”이라며 “어떤 작품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목이 ‘멋’이니 멋있는 작품 아니었겠느냐. 본

격 창작 이전의 작품으로 산조형식의 전통 한국춤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또 현대무용 김복희, 김화숙의 ‘어느날 오후에’와 박인숙의 ‘태양병’, 발레 김민희의 ‘사랑의 그림자’와 김화례의 ‘앙트레’, 

한국무용 임학선, 한혜경의 ‘우애’ 등 현재 한국 무용계의 중추역을 맡고 있는 무용가들의 작업들이 눈길을 끈다.

<제7회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작품발표회> 프로그램	

가로17.5 	세로22.7	/	1970년

<수도여자사범대학 무용학과

제1회 졸업발표회> 프로그램

가로18.7 	세로26.5	/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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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자(洪信子: 1940~)는 한국 무용에 포스트모던 댄스

를 도입한 전위무용가다. 1973년 9월 26일 명동국립극장

에서 <홍신자 전위무용 발표회>를 공연하여 한국 무용계

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1973년 종합문화예술잡지 『공간』 79호에 <홍신자 전위무

용 발표회>를 주최한 황병기 등이 홍신자의 전위무용을 

주제로 가진 대담을 특집으로 싣고 있다. 

홍신자는 숙명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국방부에 근무하

다가 1966년 도미하여 알빈 니콜라이(Alwin Nikoais), 

메레디스 몽크(Meredith Monk), 에릭 호킨스(Erick 

Hawkins) 등을 사사하고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학위를 받았다. 

<홍신자 전위무용 발표회>에서는 『공간』 잡지의 사진으로 

실린 ‘제례’, ‘실내’, ‘오베른 언덕의 노래’, ‘올’ 등을 공연했

다. ‘제례’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립국악원이 반주를 

맡은 현대춤이었고, ‘실내’는 백병동의 음악에 육완순의 

주선으로 김복희, 박인숙이 출연했다. 춤평론가 조동화는 

이 공연에 대해 “형식이 기괴하게 여겨지더라도 그것은 

30년대에 새로웠던 무용시와 이어지는 전통을 딛고 선 오

늘의 무용이다. 역설이 아니라 전통이란 지키려는 곳에서

는 오히려 빠져나가고 항상 새롭고자 하는 곳으로 숨드는 

익살꾼이니까”라고 평했다. 

 『공간』		가로24.4 	세로25.7	/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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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실험적 아마추어리즘의 발원지, 소극장 

한국의 소극장 운동			1960년대를	기점으로	동인제	극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	흥행	중

심의	공연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실험적이고	예술성이	깃든	연극	활동을	추구했다.	대극장	무대보다는	작고	

알찬	무대를	선호했으며,	진지한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다.	

명동의	국립극장이	개관된	이후	원각사,	드라마센터,	카페	떼아뜨르가	60년대에	들어섰으며,	이후	실험소극장,	삼일로

창고극장,	세실극장,	공간사랑	등이	70년대에	앞다투어	들어서면서	소극장	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소극장들은	

동인제	극단들의	전용극장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참신한	공연	기획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살롱드라마(카페	극장)와	2인극,	모노드라마(1인극)	등은	소극장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로를	중

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극장	연극은	이런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이다.

제작극회는 1956년 ‘참된 현대극 양

식을 제작한다’는 선언과 함께 소극

장운동을 이끈 단체이다. 이들은 대

학극회 출신인 차범석, 김경욱, 최창

봉, 조동화 등과 기성극단에서 활동

하던 오사량, 임희재 등을 창립멤버

로 하여 만들어졌다. 제작극회는 현

대극의 실험을 목표로 제대로 된 리

얼리즘 연극 정립에 힘을 쏟으며 존 

오스본(John Osborne)의 <성난 얼

굴로 돌아보라>, <유리동물원>, <사

형수>, <청춘> 등의 번역극을 공연하

였다. 특히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는 ‘현대극 운동의 획을 그은 작품’으

로 평가를 받으며, 당시 사회적 분위

기와 맞물려 관객들에 큰 반향을 일

으켰다.

제작극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

은 차범석이었다. 그는 1954년 <밀주>

를 통해 희곡작가로 입문하여 유치진

을 잇는 대표적 리얼리즘 작가로 평

가를 받는다. 그는 연극이 사회의 거

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언제나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이야기의 여

러 소재를 구했다. 초기 그가 추구한 

주제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속에

서 구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아픔이 

주를 이루는데 <껍질이 째지는 아픔 

없이는>(1961.4.21~25, 허규 연출, 

국립극장)은 그 대표적 작품 중 하나

이다. 이 작품은 4·19혁명 1주년 기

념공연으로 상연되었고, 소극장 공연

만을 지향하던 제작극회가 처음으로 

대극장 무대에 선, 차범석의 첫 번째 

장막극으로 기록된다. 내용은 4·19

혁명을 주제로 신·구 세대 간의 갈등

을 보여주었는데, 차범석의 현실 비판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다.

제작극회가 새로운 연극 도전을 실행

하게 된 바탕은 원각사라는 3백여 석

의 소극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각

사는 전통무용과 국악을 진흥시킬 목

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전개되는 

1960년대 소극장 운동의 모범적 형

태로 기억될 수 있다.

이렇듯 제작극회는 이론적 연구와 자

체 교육을 통해 다른 단체들의 본보

기가 되었고, 대학출신 지식인들이 

전문연극인으로 뛰어드는 통로가 되

었다.

1 <껍질이 째지는 아픔없이는>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13.0	/	1960년대

2  <껍질이 째지는 아픔없이는>
 프로그램	가로18.8 	세로25.6	/	1960년대

3  <제물> 프로그램 
 가로19.1 	세로26.0	/	1958년

4  <돌개바람·사랑을 찾아서> 프로그램  
 가로18.8 	세로25.8	/	1960년대

5  <묵살된 사람들> 프로그램 
 가로18.7 	세로26.2	/	1959년

1

3

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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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석 작, 유흥렬 연출 <왕교수의 직업>은 1970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극단 산하의 제15회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재벌을 등에 업고 갑자기 저명 인사가 된 왕교수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속물근성과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현

대 물질문명의 갈등 요소가 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아들이 히피의 모습으

로 등장하는데 연극무대에서 히피의 등장이 처음이라고 당시 언론에서는 전한다.

연극의 대중화, 대중을 위한 극단이라는 모토로 1963년 9월 극단 산하가 등장하였다. 그동안 연극이 대중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를 창작의 빈곤과 연기의 미숙성에서 찾은 그들은 “이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렬과 결의”로 극단을 조직한다

는 출사표를 던졌다.

영문학자인 오화섭을 대표로 차범석, 이기하, 하유상, 이순재, 임희재, 표재순, 강효실, 천선녀, 이낙훈, 오현경 등이 참

여한 극단 산하는 창립공연으로 손창섭 원작, 임희재 각색, 이기하 연출로 <잉여인간>(4막 5장)을 1963년 11월 14일부

터 17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올렸다.

연출을 맡은 이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연극을 해야겠다는 신념 아래 많은 사람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몰아

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온건한 연극관을 탈피하여 상업성을 강조한다. 그가 왜 첫 작품으로 소설가 손창섭의 문제

작 <잉여인간>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으로, 이는 연극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강효실, 김성옥, 오현경 등 실력파 연기자에 남성우, 구민 등 인기 성우 그리고 꼬마 스타 안성기를 출연시킨 것도 하나

의 상업적 시도라고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서 적고 있다. 그렇지만 이후 극단 산하는 차범석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모

를 시도하게 된다. <청기와집>, <왕교수의 직업>, <산불>과 같은 차범석 원작 작품이 무대에 오르면서 문제작을 양산하

였고, 다양한 번역극을 통해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왕교수의 직업>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6.0	/	1970년

<잉여인간> 대본

가로17.5 	세로25.0	/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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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1960)를 통해 한국희곡사

에 새로운 장을 연 이근삼(李根三: 

1929~2003)은 <국물있사옵니다> 

(1966), <유랑극단>(1972) 등 일련의 

작품으로 한국연극을 풍요롭게 만들

었다. 그는 희극 정신을 바탕으로 소

극적(笑劇的) 요소를 도입하여 연극

의 흥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전

의 작품들은 내용이나 무대장치에서 

사실적인 것을 고수했지만, 이근삼은 

상투적이고 고정된 시공간을 탈피하

여 극의 생동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정통 리얼리즘극에 고착되어 있던 풍

토에서, 이근삼의 작품은 촌철살인의 

언어와 재치를 통한 다양한 서사기법

으로 현대인의 위선을 풍자하고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물있사옵

니다>를 꼽을 수 있다. 평범한 샐러

리맨으로 살던 주인공 김상범은 일련

의 사건을 겪으면서 “물에 빠진 놈에

게 돌을 안긴다”는 새로운 상식을 갖

게 된다. 이후로 그는 출세를 위해서

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

한 인물로 변해가지만 죄책감조차 느

끼지를 못한다. 그는 사장의 며느리

이자 미망인이던 성아미를 회유, 협

박하여 결혼하지만 그녀는 불륜 관계

인 박전무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

다. 상범은 자괴감에 빠지면서도 스

스로를 합리화해가며 다시 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의 제목은 당시 유행하던 “국

물도 없다”는 말에 빗댄 것이다. 주인

공 김상범은 ‘국물’로 상징되는 물질

적 욕망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

리지 않는 당시의 인간형을 보여준

다. 이 작품은 1950~60년대에 산업

사회로 진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 현상의 단면을 예리하게 보여주

면서도 희극적 요소도 잃지 않고 있

다. 이근삼 작품의 이런 특징에 대해 

연출가 정진수는 ‘불투명하고 불유쾌

한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물있사옵니다>의 초연은 극단 민

중극장에 의해 196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양광남 연출로 국립극장에

서 공연되었다. 김상범 역에는 박근

형, 성아미 역에는 나옥주, 현소희 역

은 김혜자가 맡았으며 양영준, 이일

웅, 함현진 등이 출연하였다.

<국물 있읍니다> 대본 

가로17.6 	세로25.0	/	1966년

<국물있사옵니다> 프로그램 

가로15.1 	세로20.8	/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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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극단의 <카덴자>(이현화 작, 정

진수 연출)는 1978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쎄실극장에서 처음 공연되

었다.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거부한 신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다. 그렇지만 극중극 형식으로 여자 

관객을 무대로 끌고 와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죄를 묻고 고문하는 과

정을 서사적 구조로 삽입시킨다. 객

석으로 돌아가려는 여자 관객에게 재

갈을 물리고, 고문이 점점 심해지면

서 극은 절정에 달하는데, 이때 역사

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비는 

죽음을 맞게 되고, 여자 관객도 ‘내 죄

를 알겠소’라는 외마디와 함께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다는 줄거리이다. 

이 연극을 통해 작가는 역사 관심 밖

의 관객들도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현실로 끌어들여 역사에 대한 책임 

인식과 현재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대

비시켜 일깨우고 있다. ‘카덴자’는 음

악 용어로 연주자가 연주를 마치기 

전 자신의 기량을 즉흥적으로 발휘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누

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즉흥적이고 상

황적인 문제에 대한 투영으로 표현

된다. 특히 막이 내리며 들리는 거대

한 집단의 육중한 발소리는 관객들이 

돌아갈 때까지 귓전을 맴돌게 만들어 

‘지금 여기’의 현실적 문제를 다시금 

되새김하게 만들었다.  

이 연극은 1980년대 극단 쎄실이 다

시 공연했고, 채윤일의 연출에 의해 

아르또의 잔혹극적 요소가 강조되

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5

년 여름 이현화 작, 채윤일 연출의 

<0.917>이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

라는 비판과 함께 주목을 받으며 많

은 관심을 일으켰고, 다음 작품인    

<카덴자>는 고문 장면에서 실감나

는 끔찍한 상황 묘사로 관객과 언론

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즈

음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바닥에 자리

를 깔고 앉아 관람을 할 정도로 흥행

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카덴자> 

입장권	
가로12.0	세로6.0	/	1978년▶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6.0	/	1978년▼

<카덴자>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6.0	/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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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 헤럴드 핀터(Harold 

Pinter: 1930~2008) 원작, 박영희 

번역, 유덕형 연출)는 1970년 10월 5

일부터 11일까지 극단 드라마센터 제

27회 공연 작품이다. 희곡을 쓴 헤럴

드 핀터(Harold Pinter)는 인간의 부

조리를 다룬 대표적인 영국 작가로 

2005년 노벨 문학상을 받는 등 현대 

연극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그의 작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이 <생일파티>를 통해서인데, 

생일이 아닌 생일파티에서 우리는 얼

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

한 고민을 던져주는 연극이다. 

드라마센터는 동랑 유치진(柳致眞: 

1905~1974)이 록펠러재단의 후원으

로 지은 극장이다. 1962년 건립된 이 

공간은 연극을 위한 전용 극장으로 

원형극장을 응용한 무대가 특징이었

다. 유치진은 단순하게 극장을 짓는 

것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산하 단체

를 두어 연극대중화에 앞장섰다. 특

히 연극아카데미를 두어 후진을 양성

했는데, 윤대성, 이상일, 박조열, 박

영희, 신구, 전무송, 이호재, 안민수, 

전양자, 반효정 등이 그 첫 제자들이

었다. 연극아카데미는 곧바로 서울연

극학교, 서울예술대학으로 이어져 우

리나라 예술계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

하는 요람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1964년 연극아카데미 졸업생들

과 김진규, 이춘사, 남미리 등 영화배

우들을 중심으로 극단 드라마센터가 

만들어졌다. 극단 드라마센터는 대부

분 젊은 연극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사량은 “연극을 하는 집단, 

연극을 지키는 극단, 연극을 사랑하

는 집단”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창단선언문에서 “고식적인 한국의 연

극 현실을 타개하는데 있는 힘과 정

열을 다할 것이다. 편파성, 유아독존, 

모든 타성, 태만, 이런 것들을 우리

들 몸 속에서 스스로 먼저 깨끗이 씻

어버림으로써 이 일의 첫걸음을 디디

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실천방안으로 신진 극작가 발

굴에 초점을 두고 신춘문예 당선 희

곡을 매년 드라마센터의 무대에서 공

연을 갖게 하는 등 신인 출발의 바탕

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덕형을 중

심으로 한 레퍼토리시스템으로 극단

을 이끌어가는 등 극단 드라마센터는 

1970년대 한국연극계의 중심으로 자

리매김했다. <태>는 단종과 세조의 왕위찬탈을 중심으로 

단종과 그의 신하들의 죽음, 박팽년 가문의 

대잇기를 위한 가족, 종의 희생 그리고 사육

신의 죽음과 단종의 죽음으로 인한 세조의 광기 등 여러 가지 플롯들이 중첩되

어 나타난 연극이다.

이 작품은 1974년 초연된 이래 관객에게 큰 호응을 받아 왔는데, 2006년에는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으로 선정되어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을 쓰고, 연출을 맡은 오태석은 “이 작품은 한마디로 정치 권력과 자궁

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며 “모든 생명이 어머니의 진통과 산고 끝에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권력을 잡기 위해 피바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

고 연출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통 의상들과 국악에 바탕을 둔 전통 춤사위 동작으로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작품인데, <춘풍의 처>와 함께 오태석 연극 중에

서 가장 많이 재공연되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선다.

<태> 초연 프로그램 

가로18.9 	세로20.9	/	1974년

<생일파아티> 대본 

가로18.5 	세로26.0	/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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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尹大星: 1939~) 작 <출세기>는 1974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김

기주 연출로 동랑레퍼터리에 의해 초연된 작품이다. 갱 속에 16일 동안 갇혀있

다 나온 광부 김창호는 매스컴에 의해 영웅이 되고 스스로도 저명인사인 채 착

각하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그를 잊어버리면서 모든 사람

들은 떠나버리고 광부의 자리도 잃고 만다는 비극적 줄거리를 다룬 동랑레퍼

토리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이 연극은 1967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프로 매스컴에 의해 매몰되는 현

대사회의 한 인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극 중 홍기자의 대

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호재, 전무송, 윤소정, 추송웅 등이 출연한 이 작품은 윤대성의 초기작에 속

한다. 윤대성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진이 드라마센터에서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연극아카데미 1기로 극작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출발>이 당선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극

작가이다. 그의 작품 세계는 <망나니>처럼 전통적 극작술에 바탕을 둔 작품을 

비롯하여 <방황하는 별들>, <꿈꾸는 별들>, <불타는 별들> 등의 청소년극 창

작물, <사의 찬미>, <남사당의 하늘> 등의 창작 작품 그리고 <수사반장>, 1985

년 TV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을 집필하는 등 다양한 극작술을 보여주었고 

서울예대 극작가 교수로 많은 제자들을 키운 바 있다.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긴요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

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오태석(吳泰錫: 1940~) 작, 유덕형 연출의 <초분>은 드라마센터 레퍼터리극단

에 의해 1973년 4월 초연된 연극으로 <초분>이라는 한국 전통 장례문화 가운

데 하나를 무대화한 문제작이다. ‘초분’은 남해안 장례 풍속 중 하나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이엉이나 짚으로 덮어놓은 임시 가묘로 상주가 뼈를 깨끗이 씻

어 묻으면서 다음 세상에 재생하기를 바라는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의식이다. 

무대는 별다른 장치 없이 스크린을 배경으로 드리워진 굵고 가는 그물,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그물뿐이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지만 극대화된 격렬한 연

기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몸짓으로 다가온다. 범죄를 저질러야만 뭍으로 갈 수 

있을 뿐, 산 사람으로는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인습의 굴레에 갇힌 섬마을 사람

들에게 재앙이 닥쳐와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뭍사람들은 섬사람들

을 구출하기 위해 질서의 상징인 <초분>을 옮기려 하고, 인습과 법질서 사이

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에게서는 전통과 현재 간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극 전체

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프로 자리한다. 

이 연극에서는 전통적 요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제의 요소를 크게 드러

내었고, 언어보다는 소리 그 자체, 주술(呪術), 군무(群舞) 등을 통해 상징적 

연기술을 보여주었다.

이 연극은 국내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후 오프오프 브로드웨이   

(Off-Off-Broadway)의 라마마극단에 의해 뉴욕 무대에 선보이게 된다. 이들

의 공연에 대해 현지 언론은 서양연극이 표현하지 못한 소재와 표현 방식을 통

해 새로움을 주었다는 찬사를 보냈다.

<출세기> 초연 프로그램 

가로18.9 	세로21.3	/	1974년

<초분> 초연 프로그램

가로21.4 	세로23.3	/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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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멸태자>는 동양 여러 나라의 연극형태와 우리 연극의 전통적 양식을 수용, <햄릿>을 해체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든 

작품으로 1976년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드라마센터에서 초연되었다. 안민수 연출로 정동환, 김종구 등의 기존 배우

들과 함께 양정현, 유인형, 이애주 등 강단에 섰던 학자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무대를 구성하였다.  

이 작품은 일본 전통 예능인 노(能)가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왜색 시비가 붙기도 하였지만 1976년 최대의 문제작으로 기

억된다. 동랑레퍼터리는 1977년 유럽과 미국 순회공연의 레퍼토리로 <하멸태자>, <태>를 가지고 무대에 올랐다. <하멸

태자>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는 “무대 구성과 조명이 서양 스타일과 전혀 다르게 정교하게 움직이며 배우와 조명이 함께 

대화를 하는 듯 꽃꽂이처럼 잘 정돈된 작품”이라 극찬을 했다. 이는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아닌 한국적 연

극작법에 의해 만들어진 <하멸태자> 그 자체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보이체크>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75년

<하멸태자> 입장권	가로13.5 	세로7.0	/	1976년
<보이체크>는 게오르그 뷔히너(Georg Buchner: 

1813~1837) 작, 안민수의 연출로 1975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극단 동랑레퍼터리에 의해 드라마센터에서 공

연된 작품이다. 

이 희곡은 독일 작가 게오르그 뷔히너가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보이체크의 정부(情婦)살인사건을 모티프

로 현대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한 소

시민의 인간 상실 과정을 파헤친 이 작품은 표현주의 기

법을 잘 드러내 현대연극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이후 동랑레퍼토리의 주요 공연목록으로 등장하

여 1982년 6월에도 공연되었는데, 이 공연에 대해 정진수

는 ‘싸늘한 미학적 배려만이 의미적으로 감돌 뿐 철학적 의

미도 사회적 여운마저도 와닿지 않은 연극을 보여주었다’

고 비판하였다.(『동아일보』, 1982년 6월 3일자) 이는 초라

한 의상과 학교 공연같은 내용을 보인 극단 동랑레퍼토리

의 궁색한 활동에 강한 충고를 보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지상(紙上) 논쟁이 붙어 동랑레퍼토리의 대표 

김우옥은 공연내용은 차치하고, 감정적으로 동랑레퍼토

리를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연극비평은 연극이 

잘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인데 반해 극한적 표현으로 연

극의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정진수는 “최선을 다한 연극은 못나도 예뻐 보이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밉다고 표현”

하며 당대 연극계의 현실과 동랑레퍼토리의 모습을 비판

하였다.

이에 이근삼, 김의경, 유민영 등 연극인들이 이러한 현상

을 논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1980년대 초반 

연극계의 침체에 대한 걱정 그리고 평론가로서의 자세와 

제작자들의 평론을 대하는 자세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된 

하나의 계기적 사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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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는 이전의 연극형태와 달리 동인제 극단들이 등장하면서, 직업 극단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대표적 극단으로 극단 자유극장이 있는데, 의상 디

자이너 이병복, 연출가 김정옥을 중심으로 창단된 이들은 “극단들의 뜨내기적

인 성격을 지양하기 위해 작업량에 따라 동인주(同人株)를 배당”하는 식의 독

특한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참신한 면모는 레퍼토리 선정에서도 드러났다. 첫 공연으로 이탈리

아 스칼페타 원작의 <따라지 향연>, 2회 공연으로 호크후트(Rolf Hochhuth: 

1931~) 작 <신의 대리인>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번역극을 선택한 

점도 다른 극단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측면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번역극에

만 치중한 것은 아니다. 제3회 공연으로는 1967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오영진 작 <해녀 뭍에 오르다>를 국립극장 무대에 올렸으며 창작극 레퍼토리

에 있어서도 문제작들을 계속 선보였다. 

<해녀 뭍에 오르다>는 백만장자 백지운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죽은 후 이를 

둘러싸고 후처와 외아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유산의 상속자는 제주도 해녀 박보패와 그 아들 백동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수한 이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추악한 양상은 결국 비극적 결

말로 이어진다는 줄거리이다. 연출자 김정옥은 이 작품을 ‘인간의 통속적인 집

념과 순수에의 희구가 맞부딪쳐 빚어내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詩情)이 

깃든 낭만적 희비극의 세계를 무대에서 펼쳐 보인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후 극단 자유극장의 공연은 카페 떼아트르를 중심으로 소극장 운동의 중심

이 되었고, 다양한 문제작을 통해 한국연극사에 큰 획을 긋게 된다.

<물에 오른 해녀> 대본	

가로19.0 	세로26.0	

<해녀 뭍에 오르다> 프로그램

가로23.0 	세로22.5	/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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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뭍에 오르다>로 창작극에 새

로운 바람을 일으킨 극단 자유극장

은 이 흐름을 그대로 이으며 문제작

을 양산하는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도 그 대표적 작품이다. 우리

에게 최인훈은 『광장』의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둥

둥 낙랑둥> 등을 비롯한 시적 언어에 

바탕을 둔 희곡을 발표하며 1970년대 

연극계에 새로움을 전달해 주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온달

설화를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제의성

에 바탕을 두며 신화성을 잘 표현해 

준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설

화 속에서 민족 원형의 원초적인 심

상을 찾아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보여

주었다. 

이 작품은 1970년 김정옥 연출로 명

동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고, 2009년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명동예술극

장 개관공연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다시 공연되어 명동예술극장과는 각

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대머리 여가수>는 루마니아 태생의 

프랑스 극작가 이오네스코(Euge`ne 

Ionesco: 1912~1994)가 쓴 그의 첫 

번째 희곡이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는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영어 책에 등장하는 상투적인 문법과 

말투가 그대로 대사로 옮겨지며 기괴

한 희곡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연극

은 스티브와 마틴 두 부부가 등장하

는데 단조롭고 무의미한 대화의 연속

을 통해 부조리극의 대표적 작품으로 

기억된다.

이 작품은 민중극단에 의해 처음 국

내에 소개되었고, 1969년 까페 떼아

뜨르 개관 공연과 1976년 삼일로창고

극장 개관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

다. 1978년 쎄실극장에서, 그리고 같

은 해 엘간토예술극장에서 연장 공연

을 갖는 등 항상 새롭게 관객들에게 

다가서며 지금까지도 연극인들이 가

장 좋아하는 레퍼토리로 자리한다. 

특히 카페 떼아뜨르는 한국 연극사에

서 최초로 만들어진 살롱극장으로, 

연극을 보면서 차를 함께 할 수 있는 

독특한 극장이었다. 이 공간에서는 

실험극, 단막극, 참신한 번역극, 전통

공연 등이 공연하며 1970년대 소극

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70년대

<대머리 여가수>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4.0	/	1978년

<대머리 여가수> 차권 

가로11.0 	세로5.5	/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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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셰퍼(Peter Shaffer) 작 <에쿠

우스>는 1975년 국내에서 초연된 이

래 지금까지도 꾸준히 공연되는 문제

작 중 하나이다. <에쿠우스>는 마굿

간 소년이 여섯 마리 말의 눈을 쇠꼬

챙이로 찌른 엽기적 실화 사건을 모

티프로 한 작품이다. 피터 쉐퍼는 등

장 인물을 통해 자유 의지를 철저하

게 상실당하고 억압된 구조 속의 인

간 모습 그리고 현대 문명과 기성 도

덕의 괴리를 그려내었다. 또한 이 작

품에서 의사 다이사트는 마굿간 소년 

앨런에게 정상적인 세계를 찾아주고

자 하나, 치료 과정을 통해 오히려 그 

자신이 현실 세계에 대한 딜레마와 의

혹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실험극장의 개관 프로그램

으로 첫 선을 보였는데 연극이 진행

될수록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

다. 이 공연을 통해 연극사상 처음으

로 좌석예약제가 나타났으며 공연 두 

달 만에 1만 명 관객이 모여들어 연

극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기현상

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실험

극장은 갑작스럽게 공연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서울시로부터 연장공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데, 

이는 1970년대 경직된 사회상을 반

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바탕에는 <에쿠우스>에 등장

하는 선정적 장면도 빌미가 되었다. 

작품의 계기적 사건이 되는 앨런과 

질의 정사 장면에서 소녀가 브래지어

와 핫팬츠 차림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외국

의 공연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나체

로 나오지만 우리의 공연 현실상 최

소한의 차림으로 바꾼 것인데 작품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장면의 선정

성에만 공연 정지 이유의 초점을 맞

춘 결과였다. 이후 극단에서는 소녀 

질의 옷을 긴 팬티 차림으로 입히고 

공연을 속개시키고 이후 지속적인 연

장공연을 갖는다. 외설 연극 논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 이 작품은 이후 

실험극장의 고정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초연 때 주인공 강태기는 무명배우에

서 스타로 발돋움하였고, 이후 송승

환, 최재성, 최민식, 조재현, 류덕환, 

정태우 등이 앨런 역을 맡아 개성 있

는 연기자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에쿠우스> 입장권 
가로14.6 	세로7.1	/	1970년대	▶

		<에쿠우스> 프로그램
가로26.0 	세로24.7	/	1970년대	▼	

	<에쿠우스> 초연 대본

가로18.5 	세로26.0	/	1975년		

▲	<에쿠우스>	프로그램	가로14.5	세로7.0	/	1970년대

◀	<에쿠우스> 말가면 가로19.7 	세로41.6 	높이71.0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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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실험극장은 1960년대 소극장 운동의 중심으로, 70~ 

80년대는 실험적 연극과 <에쿠우스>, <신의 아그네스> 

등의 히트작으로 관객의 많은 지지를 받은 대표적 극단이

다. 이들은 1960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의 동인으

로 구성되었는데, ‘연극을 학문으로서 공부하고 연극을 직

업’으로 한다는 목표로 출발하였다.

실험극장은 창단 10년을 계기로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냈

다. 극단 실험극장 회보 『돌보기』에도 그런 내용을 담을 

있는데, 레퍼토리 시스템의 확립, 연극인의 교육과 훈련 

기관지의 발간, 연극의 기업화, 전용극장 건립이라는 과

제를 설정하고 연극가족 10,000명 운동을 전개한다. 이들

은 1969년 총수입이 9,180,990원, 총지출 7,944,010원으

로 1,234,980원 흑자를 기록하여 극단 경영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 관객들에게도 극단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

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회보에서는 제34회 공연 <허생전>(오영진 작, 허규 연출, 

1970.11.5~9, 국립극장)의 소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 공연은 당시까지 가장 큰 흥행 수입을 올린 작품으

로 기록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극단 운영을 바탕으로 『실험극장 10년

지』, 기관지 『우리무대』가 발간되었고, 1973년에는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에 실험소극장을 개관하여 한국 연극의 중

심으로 자리하게 된다.

추송웅(湫松雄: 1941~1985)만큼 평

단과 관객에게 대립적 양상을 보인 

경우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는 극단 

민중, 극단 자유 등에서 다양한 연기 

세계를 펼쳤다, 연극계에 발을 붙인 

지 15년 되는 해인 1977년 모노 드라

마인 <빨간 피터의 고백>(1977.8.20. 

삼일로창고극장)을 준비한다. 이 작

품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어느 학술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각

색한 것으로 스스로 기획, 제작, 연

출, 연기, 장치 등 1인 5역을 맡아 무

대에 올렸다. 그는 부인의 곗돈 75만 

원 등을 포함한 100만 원으로 이 작

품을 준비했고, 6개월여 동안 동물원

에 가서 원숭이의 외형과 습성을 연

구하고, 이를 자신에 투영하는 연기

를 준비했다.  

그의 열연에 삼일로창고극장은 공연 

뒤 보름 만에 예매표 1만 장이 판매

되고, 장기공연에 들어갔다. 그렇지

만 그의 연기는 ‘원숭이를 보는 흥미

와 호기심 이외에는 별 감동이 없었

다’는 평가나 ‘배우, 연출 등 너무도 

미숙하여 공연 자체도 무슨 이야기이

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조차 알 수

가 없는 것’이라는 혹평까지 받게 된

다. 이러한 평가와 달리 관객들은 더

욱 더 그의 매력에 빠졌고, 4개월여 

기간 동안 6만여 관객을 동원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 작품으로 그

는 한국일보사 주최의 한국연극영화

예술상에서 최우수 남자연극연기상

을 받게 되고, TBC TV드라마 <달동

네>에 출연하는 등 대중적 인기는 더

해갔다. 그는 가난한 연극계에서 처

음으로 돈이 따르고 대중들이 열광한 

첫 번째 배우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이후 ‘살롱 떼아뜨르 추’라는 공

간을 마련하는데, 이는 그가 젊음을 

바친 까페 떼아뜨르의 환생이었고, 

꿈의 실천 공간이었던 것이다. 독특

한 화법에 미남도 아니고 친숙한 이

미지도 아닌 추송웅. 그렇지만 

그의 그로테스크한 얼굴과 연

기에서 우리는 웃음과 울음을 

함께 보았고, 그 속에서 우리

의 삶을 느꼈다. 

<돌보기> 회보 

가로19.5 	세로27.2	/	1970년

<빠알간 피이터의 고백> 

초연 프로그램	가로20.3 	세로20.3	/	1977년	▲

입장권	가로19.0	세로8.5	/	197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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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피이터의 고백>으로 대중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은 추송웅은 두 번

째 모노드라마로 <우리들의 광대>를 

선보였다. 1979년 4월 14일부터 23

일까지 명동 코리아극장에서 첫 선보

인 이 작품은 그 자신이 연출을 맡고, 

소설가 유현종 대본을, 음악은 산울

림과 김영동이 참여하였다.

앞서 관객들에 큰 반향을 일으킨 <빨

간 피터의 고백>이 다소 현학적인 분

위기의 연극이었다면, <우리들의 광

대>는 현대를 사는 소시민을 주인공

으로 삼아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

게 다가섰다. 줄거리는 그룹 사운드

의 리더인 김혁진이란 인물을 통해 

갈수록 자신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그

린 것으로 6명의 밴드와 4명의 배역

까지 1인 10역을 통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그려냈다. 

추송웅은 인터뷰에서 “지금의 연극은 

나를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찾

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광대>는 내 인생에 대한 고찰과 옹

호, 사랑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정의 

내렸다. 또한 요란하게 무대를 누비

면서 그동안 규격화됐던 연기의 벽을 

훌훌 털고 잠재되어 있던 연기력의 

세밀한 부분까지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그의 열정 때문인지 이 

연극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전국 

<우리들의 광대> 프로그램
가로25.5 	세로25.0	/	1979년

<우리들의 광대> 입장권
가로7.1 	세로13.5	/	1979년

순회공연을 갖고 창작극으로서는 드

물게 관객 동원에도 성공을 거두어, 

5백여 회 공연에 23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끊임없는 관객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의 몸은 점차 쇠약해 갔고, 1985년 

12월 29일 급환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 

『추송웅 연구』를 쓴 연극평론가 안치

운은 “연극이 처음으로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시대에 살면서 대중과의 만

남에 가장 탁월했던 배우였으며, 억

압하는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반

항의식이 표출된 배우의 광기를 온몸

으로 발산하며 가장 극적인 삶을 살다

간 우리 시대의 광대”로 평가한다. 

‘우리들의 광대’, 추송웅. 그는 희극과 

비극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

여준 진정한 연극인 중 한 명으로 우

리에게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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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는 사무엘 베케트

(Samuel Beckett: 1906~1989)가 1952년에 발표한 희곡

이다. 아일랜드 출신인 베케트는 『율리시즈』의 저자 제임

스 조이스(James Augustine Aloysius Joyce)와 친분을 

유지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에 가입

하였다가 이후 프랑스 남부에 은거하며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베케트는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실망하여 잠

적하기도 하였다. 세속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베케트는 1989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몽파르

나스 묘지(Montparnasse Cemetery)에 안장되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1953년 파리의 소극장 바빌론에

서 초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대적 고전’으로 불리

며 부조리극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의 종전과 함께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부조리극은 인

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존재로 보고 논리적 

인과율을 전면 부정한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블

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자신들의 자아는 상실한 채, 상

투적이고 무의미한 말만 되풀이하며 미지의 존재인 ‘고도

(Godot)’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특별한 줄거리도 없고 시

작과 종결의 별다른 변화도 없이 그저 우스꽝스러운 대사

가 되풀이되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근원적인 절망과 혼돈

은 더욱 부각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작품을 ‘최초의 

완벽한 희비극’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1969년 초연되었다가 1970년에 극단 산울림 

창립공연으로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극단 산울림 

창단멤버로는 황운헌 대표와 임영웅, 김성옥, 함현진, 김

인태, 김무생, 사미자, 윤소정, 손숙, 윤여정 등이 있다. 

창립공연은 정명환 역, 임영웅 연출로 블라디미르 역에 

김성옥, 에스트라공 역에 함현진, 포조 김무생, 럭키 김인

태, 소년 이재인이 출연하였다. 이후 <고도를 기다리며>

는 극단 산울림의 대표작이 되면서 각종 연극상을 수상하

였으며 베케트의 본고장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공연되

는 등 해외로도 진출했다. 1996년에는 산울림 창단 40주

년을 기념하여 공연하였으며, 안석환, 송영창, 정재진, 김

명국, 한명구 등 수많은 배우들이 이 작품을 거쳐 갔다.

1960년대 예그린 악단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

의 뮤지컬이 등장하였다. 예그린 악단은 1966년 <살짜기 

옵서예>를 시작으로 많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국

내 뮤지컬의 현대화에 기여한 극단이 현대극장이다. 현대

극장은 민간 극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 뮤지컬을 꾸준

히 공연하였다. 그 대표작이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뜨 피아

프(Edith Piaf, 본명 Edith Giovana Gassion, 1915~1963)

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빠담빠담>이다.

에디뜨 피아프는 거리 곡예사인 아버지와 가수인 어머

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거리에서 노래를 하며 불우한 어

린 시절을 보내던 그녀는 캬바레 사장이었던 루이 레플레

(Louis Leplee)에 의해 발굴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참

새’라는 뜻의 피아프라는 이름도 레플레가 지어주었는데, 

이후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어 에디뜨에게 큰 충격

을 주었다. 이후 장 콕토 (Jean Cocteau: 1889~1963), 모

리스 슈발리에(Maurice Chevalier: 1888~1972) 등과 친

분을 유지하던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프랑

스 전쟁포로들을 위한 공연에 나서는 등 활동의 폭을 넓

힌다. 1946년 발표한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

다. 유년 시절 잠시 실명하기도 했었던 그녀의 인생은 계

속되는 연인의 죽음과 이혼, 아이의 죽음 등 시련과 불행

의 연속이었다. 말년에는 우울증과 약물중독 등으로 건강

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1963년 암으로 사망하였다.

<빠담빠담>은 백승규 극본, 표재순 연출로 1977년에 상연

되었다. 에디뜨 피아프 역에는 가수 윤복희가 열연했고, 

장 콕도 역에 이순재, 이치우, 모리스 슈발리에 역에 곽규

석, 이브 몽땅 역에 이석, 한상일이 출연했으며 추송웅이 

에디뜨의 어릴 적 친구인 폴 외드스 역을 맡았다. 류관순

기념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5일간의 공연에 1만 2천명

의 관객이 왔지만 가수 윤복희의 출연에 대해 평단은 ‘연

극의 상업화’라는 따가운 비판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재공연과 몇 번의 리바이벌 공연을 거듭하면

서 상업성 논란을 잠재운다. 이전까지 창작극의 빈곤, 동

인제 연극 제작의 병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던 시점에   

<빠담빠담>과 같은 작품의 성공은 이후 연극의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도를 기다리며> 
◀	초연 프로그램	가로21.0 	세로19.0	/	1969년

▲	재연 프로그램	가로26.0	세로18.5	/	1970년

<빠담빠담> 
◀	프로그램	가로26.4 	세로25.4	/	1977년

▼	입장권	가로15.0 	세로7.8	/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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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무용, 전성시대를 맞이하다

한국춤의 르네상스			1970년대에는	제도와	공간,	이론이	춤을	크게	뒷받침했다.	1950년대부터	대학에서	전문	춤교육

이	시도된	이래	춤	분야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세	영역으로	갈래짓는	관행이	1970년대에	정착됐다.	1970년대	

이전의	무용인들	중에는	한국무용을	하면서	한편으로	현대무용과	발레를	겸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1970

년대	중반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무용단과	서울시립무용단이	창설되고	대학을	중심으로	전공영역이	뿌리를	

내리면서	창작에서	중심기법에	대한	반성이	일었다.	

무용의	영역이	분화·확장되면서	대학	무용과가	더욱	많아졌고	최초의	춤	전문월간지	『춤』지가	창간되는	등	비평도	활

성화되었다.	또	대한민국	무용제와	창작지원금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대형극장인	장충동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이	건

립되면서	공연장소가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춤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소극장이다.	

자유로운	실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춤이	매우	다양해졌고	그	결과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춤의	르네상스가	비로소	가능해졌다.	특히	88서울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을	이끌어내며	춤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따라	예술성	높은	공연이	많아지면서	춤에	대한	사회의	인식

은	크게	개선됐다.	이것이	다시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춤이	태어나는	밑거름이	되는	등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었다.

참가단체와 작품은 김상규무용단의 ‘회귀’, 김진홍무용단의 ‘해랑당애화’, 무용

단학림회의 ‘연화정’, 최선무용단의 ‘가잿골의 전설’, 컨템포러리무용단의 ‘말’, 

조흥동무용단의 ‘푸른 흙의 연가’, 김복희·김화숙무용단의 ‘창살에 비친 세 개

의 그림’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총 20여 개 단체가 응모하여 9개 단체가 선정되어 경

연을 벌였다.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심사위원은 임성남(심사위원장)을 비롯 

김천흥, 성경린, 강선영, 조동화, 이순열, 박용구, 김백봉, 송범, 강이문, 김옥

진, 김정욱, 홍정희, 육완순 등 무용가와 평론가가 고르게 안배되었다. 

1979년 10월 24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무용

제>의 시상식 자료를 보면, 최우수상은 없었고, 대신 우수상에 무려 4개 단체

가 선정되었다. 우수상 수상단체는 김상귀무용단의 ‘회귀’, 최선무용단의 ‘가

잿골의 전설’, 컨템포러리무용단의 ‘말’, 김복희·김화숙무용단의 ‘창살에 비친 

세 개의 그림’ 등이었다. 장려상에는 김진홍무용단의 ‘해랑당애화’, 무용단학림

회의 ‘연화정’, 조흥동무용단의 ‘푸른 흙의 연가’ 등 네 편의 작품이 뽑혔다. 

대한민국무용제는 무용계에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춤의 극장예술화를 추구

한다는 취지로 창설되었다. 창작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되었으며 30여 년 동안 이른바 ‘창작의 산실’로 중

요한 역할을 해왔다. 당시 예술계에는 대한민국연극제, 대한민국음악제가 이

미 치러지고 있었고, 무용제만 없었다. 이에 『춤』지 발행인 조동화가 연극계의 

여석기, 김정옥 등을 내세워 무용제 창설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최창봉은 해방직후 조동화와 함께 함귀봉의 조선교

육무용연구소 동기생이었다. 함귀봉은 신문에 연구생 모집공지를 내면서, “대

학 재학생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제한하였고, 당시 서울대생, 고려대생이

었던 조동화, 최창봉 등이 이에 입소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무용제는 뜻있는 몇몇 문화지성들의 노력에 의해 창설되었

다. ‘대한민국’이라는 관사를 접두어로 사용한 무용계 최초의 공식적인 행사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활동하는 원로, 중진급 안무자 대부분은 이 무용

제를 거쳐간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올해 31회째를 맞았고, 창설 당시 2천만 

원이던 정부 지원금은 현재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문화공보부 후원으로 

1979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민국무용제는 우리나라 무용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지원금

에 의한 무용계 최대 행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3

단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리플릿 또한 기념비적인 공

연자료라 하겠다. 칼라 표지에는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라는 타이틀과 함께 

참가단체의 공연일시, 장소, 주최, 후원단체 등이 명기되어 있다. 내지에는 참

가단체의 작품사진과 안무자 얼굴사진, 그리고 단체의 연혁과 스텝진, 출연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보통 4×6배판의 모조지를 쓰던 기존의 무용공연 팸플

릿의 형식과 비교하면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리플릿은 칼라로 된 3단 접이

식, 그리고 편집디자인 등에서 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프로그램 

가로37.5 	세로25.2	/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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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리와 버선을 벗는 등의 과감한 창작으로 한국 창작춤의 대모라고 불리며 한국무용 창작을 일신했던 김매자(金梅

子: 1943~)가 본격 창작에 나서기 이전인 1977년에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황병기가 작곡한 ‘비단길’에 맞춘 창작

춤 공연 팸플릿이다. 국립극장 무대 전체를 치마폭으로 덮어 충격을 줬던 이 작품에 임학선을 비롯해 김은이, 손경순, 

서영님, 이노연, 한명옥, 최은희, 김명숙, 윤성주, 이홍이, 김영희 등 66명이 출연했다. 이듬해인 1978에 임학선, 임현

선의 공동 안무작 <거미줄> 등 창무회의 첫 공연이 열렸다. 한국 무용에서 창무회는 현대무용의 컨템포러리 무용단의 

발족처럼 한국무용 창작 집단을 구성하여 한국 무용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현대 한국 무용의 실세를 이루고 있

는 이들이 실루엣으로 처리된 것도 상징적인 느낌을 준다.

김매자는 “아직 ‘춤본’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작품으로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처음 열린 무용공연으로 내가 무대 

전체를 덮는 치마를 입고 치마 속에서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스펙터클로 면면히 이어지는 한국 민족의 저력을 표현해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회고했다. 

<김매자 무용발표회> 프로그램

가로22.0 	세로27.0	/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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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12월 14일 장충동 국립극장

에서 안제승 연출, 문일지 구성 안무, 

김진걸 특별출연으로 공연된 3장 9

경의 <처용> 팸플릿이다.

문일지는 신무용의 양식화된 기법을 

거부하고, 전통 민속을 발굴 채집, 체

계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국 창작

춤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무용의 관

성화한 가벼움을 탈피, 진솔한 춤 정

신 구현에 앞장 선 문일지는 한국 무

용가 가운데 박사학위 1호로 20대에 

서울시립무용단장을 맡아 한국무용 

창작 경향을 일신했다.

문일지는 팸플릿 인사말을 통해 “작

품을 만들어 볼 때마다 늘 느끼게 되

는 것은 틀림없이 최상의 노력을 경

주하려고 했건만 결과는 항상 만족스

럽지 못하다는 것이다”라며 “예술하

는 사람의 일생이 시도에서 시작, 시

도에서 끝나는 연유도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처용> 프로그램 

가로18.7 	세로26.0	/	1976년

1987년 6월 30~31일 문예회관대극

장에서 열린 럭키트윈타워(Lucky 

Twin Tower) 준공기념 럭키무용단 

제4회 정기공연 팸플릿이다.

럭키무용단은 1985년 럭키금성그룹

(LG그룹으로 바뀌었다가 LG와 GS

그룹으로 분리됐다)이 창단해 김현

자, 정재만을 공동안무자로 임명했

다. 럭키무용단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한국 최초의 민간 직업무용단이

었으며 40명의 단원으로 1986년 서

울에서 창단공연을 가졌다.

4회 정기공연은 김현자의 <바람개비> 

가 공연됐다. <바람개비>는 현대적 

풍경을 도입하여 한국 무용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창작춤의 

극장성을 적극 시험한 작품으로 평가

된다. 

춤의 근본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변화

와 전위를 모색하며 현대적 춤언어 

개발에 전념한 김현자는 전위예술가 

백남준과 함께 작업하는 등 이른바 

‘생춤’을 추구하여 한국 무용의 현대

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바람개비> 프로그램

가로26.0 	세로19.0	/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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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17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벽사회, 정재

만 남무단 주최 <정재만 남무단 창단공연> 팸플릿이다. 

정재만은 김현자와 함께 럭키무용단 공동안무가를 맡는 

등 초기 창작무용에 전념하다가 후기에 전통무용으로 완

전히 길을 굳혀 이애주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인 한영숙

의 ‘승무’ 기능보유자가 됐다. 

정재만은 <정재만 남무단 창단공연>으로 패기 있고 활기

찬 젊은 남성들의 용맹스러움을 표현한 <사내 아이들>이

라는 작품을 공연했다.

<정재만 남무단 창단공연> 프로그램

가로26.5 	세로26.8	/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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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다양하고 풍성해진 현대극

한국연극의 정체성 찾기			1970년대는	공연예술이	풍부하고	화려하게	피어났던	시기였다.	억압적	정치	상황과	갑작

스러운	산업화·도시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한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예술이	다양해지는	토양을	제공하

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술인들은	인간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예술들이	어우러지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것도	큰	특징이다.	최신예술의	흡수와	한국의	전통을	찾으

려는	움직임이	공존하는	가운데	현대	예술은	점차	우리	것이	되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이후의	해방과	화해를	이끌었다.	민주화의	이룩과	냉전의	종식으로	각종	금기가	사라졌으

며	특히	국제사회와의	조우는	전통예술의	현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개방과	화해의	급물살	속에서	국민들은	예술의	주체로	떠올라	마침내	대중의	시대를	열어갔다.

극단 민예극장은 허규(許圭: 1934~ 

2000)를 중심으로 ‘전통의 현대적 수

용’을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인 극단

이다. 당시 대부분의 극단들이 서양

연극을 답습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용

하였던 데 반해, 이들은 전통연희와 

민속에서 연극적 모티프를 찾아내어 

한국적 연극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첫 공연으로 김희창 작, 허규 연출    

<고려인 떡쇠>를 시작으로 <서울말

뚝이>, <심청가>, <한네의 승천>,    

<물도 리동> 등으로 이어진 이들의 

연극 양식은 문화전통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극단 민예극장의 대표작인 <다시라

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시라기’는 

전라남도 진도에 전래되는 장례 풍속

으로 출상 전날 밤, 밤새움을 하면서 

노는 익살스러운 놀이를 가리킨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상가에 모여 슬

프고 괴롭고 측은한 밤을 웃음과 멋

과 흥겨운 가락으로 보내는 통과의례 

중 하나이다. 허규는 ‘다시라기’에 담

긴 연희적 놀이 형태와 상가에서 보

이는 ‘해학적 엄숙미’를 재해석하여 

연극화하였다. 

제목 ‘다시라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진도식 방언에서 비롯된 말이다. 봉

사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 

구조도 이런 죽음의 끝에는 새로운 

출발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암시하

고 있다. 

이 연극은 1979년 12월 6일부터 12일

까지 쎄실극장에서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작품으로 공연되어 문공

부 장관상,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자체 극장으로 민예극장을 두

어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였고, 공연

이 없을 때는 전통예술을 훈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

로 워크숍을 열어 전통연희의 대중화

에도 앞장을 섰다. 

이후 허규는 국립극장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극단 민예극장도 여러 변화

를 겪게 되었다. 1987년 정현과 함께 

극단을 이끌던 손진책은 극단 미추를 

창립하여 민예를 떠났고, 대학로로 

민예극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그들의 

독특한 색채는 점점 사라져 결국 자

취를 감추게 되었다.

<다시라기> 프로그램	가로26.0 	세로24.5	/	1979년

<다시라기> 입장권

가로8.0 	세로12.0	/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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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연우무대는 1977년 정한룡, 김광림, 이상우, 조인

경 등 서울대 연극회 선후배 출신들의 연극 스터디 그

룹 목요모임으로 시작됐다. ‘연극하는 친구들’이라는 뜻

의 ‘연우(演友)’는 이 극단의 이름이 제법 알려지기 시작

한 1980년대 후반 극장이 신촌에 있어 연세대 연극반 출

신들이 모여 만든 ‘연우(延友)’로 오해되기도 했다. 연우무

대는 창작극 불모시대에 “창작극만 공연하겠다”고 선언

하고 1980년대에 <장산곶매>, <한씨연대기>, <칠수와 만

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등 문제작을 잇따라 발

표하여 1990년대 한국연극의 창작극 전성시대를 이끌었

다. 또 각각 영화 <살인의 추억>과 <왕의 남자>의 원작인 

<날 보러와요>와 <이(爾)>같은 베스트셀러 연극을 발표했

으며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화제작을 공연

해 한국 연극의 한 축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극단으로 자

리 잡았다. 또 김민기의 극단 학전, 이상우의 차이무, 김

명곤이 주도한 아리랑 등 연우무대에서 갈라져 나온 ‘범연

우’ 극단이 1990년대 한국연극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 기

존의 극단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한국 연극의 질적 도

약에 큰 역할을 했다. 1985년 10월 5, 6일 서울 상공회의

소 7층 강당에서 초연한 <한씨연대기>는 동아연극상 출

품작으로 연우무대의 대표작이다. 황석영 작, 김석만 연

출의 이 작품은 1985년 12월 3일 신촌역 옆에 개관한 연

우소극장에서 장기공연했다. 박용수, 문성근, 양희경, 오

인두, 김혜경, 김혜숙이 출연했다. 1986년 연우의 또 하

나의 문제작 <칠수와 만수>. 오종우 작, 이상우 연출, 문

성근, 강신일 주연의 이 작품은 한강의 기적의 이면을 파

헤친 문제작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한국 연극의 고정 레

퍼토리다. 이상우가 유명 광고회사 직원에서 한국 최고의 

코미디 작가겸 연출가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된 작품이

다. 조명디자인에 김광림, 조연출에 윤영선 등 나중에 대

학 강단에도 선 한국 연극의 대표적 극작가 및 연출가들

의 이름이 보이는 등 화려한 스태프진이 관심을 끈다. 또 

문성근, 강신일을 비롯해 김승욱 등 연극은 물론 한국 영

화의 대표적 연기파 배우들의 초기 모습이 신선하다. <늙

은 도둑 이야기>는 1989년 연우소극장이 신촌에서 현재

의 혜화동으로 옮긴 뒤 공연한 작품으로 늙은 도둑들이 

대통령의 별장을 터는 풍자극이다. 명계남, 박철민 등 많

은 배우들이 거쳐 갔다.

<늙은 도둑 이야기> 입장권

가로11.3 	세로15.9	/	1989년

<한씨연대기> 
◀	프로그램	가로18.1 	세로26.0	/	1985년

▼	입장권	가로13.5 	세로5.2	/	1985년

<칠수와 만수> 프로그램 

가로18.0 	세로26.0	/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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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와 만수> 프로그램 

가로18.0 	세로26.0	/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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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단거리패의 <오구-죽음의 형식>은 지방의 ‘문화게릴

라’ 이윤택(李潤澤: 1952~)을 중앙의 1급 흥행 작가 겸 연

출가로 자리 잡게 한 문제작이다. 1989년 서울연극제에 

극단 쎄실이 채윤일 연출로 초연, 비록 아무 상도 받지 못

했지만 금기시된 죽음을 굿의 형식으로 다루는 등 실험성

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1990년 이윤택의 연출로 연희단거리패의 둥

지인 부산 가마골소극장에서 새로 만들어져 서울 문예회

관 소극장과 일본 도쿄국제연극제에 참가한데 이어 1991

년 독일 에센세계연극제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러

나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못하다가, 1993년 예술의

전당의 자유소극장에서 기획공연으로 초청하며 대성공을 

거뒀다.

이 팸플릿은 1993년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팸플릿으로 연

희단거리패의 연출가로 활약이 더 많은 남미정이 노모역

을 맡았고, 개성있는 연기로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정동

숙이 남장으로 출연하여 관심을 모았다.

<오구>는 이후 인기 배우 강부자, 인간문화재 하용부 등

이 출연하며 정동극장 등에서 장기공연하며 영화로도 만

들어지는 등 한국 공연을 대표하는 고정 레퍼토리의 하나

가 되었다. 

<오구-죽음의 형식> 프로그램 

가로18.8 	세로26.0	/	1991년

극단 아리랑은 정통마당극과 민족극 창달을 표방하며 1986년 김명곤(金明坤 : 1952~)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극단 아리랑은 1986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미리내 소극장에서 김명곤 작, 조항용 연출로 창단기념공연 <아리

랑>을 무대에 올렸다.

<아리랑>은 파란만장한 광대의 삶을 그린 2인극으로 프로그램에 잡지사 기자, 고교 교사, 연우무대 배우를 거쳐 나중

에 영화배우, 국립국장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역임한 김명곤의 패기만만한 ‘광대’로서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자

세한 이력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점아 점아 콩점아>는 1990년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초연하고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한마당

에서 연장공연을 했다. 전시된 팸플릿은 연장공연에 관한 것이다. 김명곤 작, 연출의 작품으로 광주항쟁과 통일문제를 

굿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는 1995년 서울 대학로 바탕골소극장에서 초연했다가 이듬해 대학로에 아리랑소극장을 열고 

개관 프로그램으로 공연한 아리랑의 대표작이다. 이청준의 소설을 김명곤이 연출했고 개성 있는 희극 연기로 영화와 

TV에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철민이 주역을 맡았다.

<아리랑> 프로그램

가로19.0 	세로26.5	/	1986년

소극장 아리랑 기념물

가로3.0 	세로4.5	/	1996년

소극장 아리랑 개관 기념물 

가로3.0 	세로4.5	/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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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아 점아 콩점아> 프로그램

가로18.4 	세로25.1	/	1990년

『방송극』은 방송극예술연구회가 1967년 창간호를 펴낸 잡

지이다. 동인으로는 김포천, 박서림, 백전교, 이호원, 이

희복, 정진건이었는데 이들의 작품들이 창간호에 한 작품

씩 실려 있고, 한국 방송극의 기틀을 마련한 김희창의 <고

대상상모양도(古代相思貌樣圖)>가 초청 작품으로 수록되

어 있다. 「방송극을 내며」라는 서문에서 ‘20-30분 전파 속

으로 사라지는 집필의 자취를 남기고자 동인지를 만든다’

고 이야기하고 많은 이들의 조언을 구한다는 창간의 변을 

밝힌다. 부정기 간행물로 2호가 1969년, 제3호가 1973년

에 발간되었다.

『방송극』 창간호

가로14.3 	세로20.9	/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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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연구』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회에서 발간한 잡지로 무대에서의 실

제적 활동과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마당으로 제공되었다. 중앙대학교 연극

영화학과는 1959년 개설되었는데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연극영화과가 생

긴 것은 처음의 일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이들은 학과가 생긴 이래 10여 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계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는데, 그동안 활동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이

론적 바탕의 마련을 위해 『연극영화연구』를 창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연극영화연구』는 다양한 연구 논문과 창작 발표를 통해 한국 연극과 영

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하였다.

『연극평론』은 1970년 4월 10일 연극평론사가 창간한 연극 평

론 전문지이다. 발행인 겸 편집인 여석기(呂石基: 1922~)를 

중심으로 한국연극에 대한 비평과 외국연극 이론 소개 등 다

양한 시각에서 한국 연극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초기에는 계

간으로 시작하여 반년 간으로 바뀌어 1981년까지 총 20호를 

발간하였다.

창간호에는 여석기, 임영웅, 김정옥, 허규, 차범석 등이 참여

해 ‘한국연극 70년대의 전망과 구상’을 논하였고, 에릭 벤틀리

(John Eric Bentley)의 ‘연극의 생명’, 오태석의 <사육> 등이 

수록되었다. 이 잡지는 당대 연극현실에 대한 비평적 기능을 

강화하여 연극전문화에 기여하였으며 2000년 다시 복간되어 

한국연극평론가협회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현대연극』은 임성수(林星秀)를 발행인으로 1971년 발간된 연극전문지이다. 임성수는 ‘문제성의 제기와 해결로서의 출

발’이란 권두언에서 한국연극의 흔적조차 살피지 못한 현실, 이론서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주먹구구식 연극

행위의 반복, 연극인 스스로 뭉치지 못하는 현실, 묻혀진 유산을 찾아 보관할 곳이 없는 현실, 신인들에 문호를 다양하

게 열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등 한국연극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현대연극』을 펴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

대연극』은 자료수집, 연극이론서 집필에 바탕이 될 것이고, 연극박물관을 세우며, 연극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간호에서는 유치진, 이진순 등의 원로 연극인들의 글과 김흥우의 창작희곡 <천하대장군> 그리

고 자료 희곡 김운정의 <잔설>을 소개하는 등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 잡지는 이후 

1972년 5호까지 발행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연극평론』 창간호 

가로15.0 	세로21.0	/	1970년

『현대연극』 창간호 

가로15.0 	세로20.7	/	1971년

『연극영화연구』 창간호	가로15.6 	세로20.5	/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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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드라마』는 1973년 연극평론가 이태주가 주간을 맡은 무크지로 한국 연

극의 새로운 이론 정립과 방향성을 모색한 잡지이다. 첫 호에서는 이상일의 

1973년 상반기 연극을 정리한 ‘충격의 연극과 문화형성력’, 극작가론으로 ‘오영

진론’, ‘오태석론’, 원로 연극인인 변기종과 대담, 세계 연극의 소식, 장충동 국

립극장 개관 기념작인 이재현의 희곡 <성웅 이순신> 등 연극 전반에 걸친 다

양한 이야기를 쏟아 내었다.

그러나, 이 잡지는 다양한 방법론의 모색을 시도하였음에도 영속적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연극』은 1976년 1월에 첫 간행된 연극전문지로 한국연극협회 기관지 성

격을 띤다. 발행인 및 편집인은 이진순(李眞淳: 1916~1984)이었고, 창간호에

는 여석기, 이근삼, 서연호, 이반 등이 참여한 ‘1975년 연극 총평’, 헤럴드 핀

터(Harold Pinter)의 <아무도 살지 않는 땅> 등이 수록되었다.

1970년대는 연극 관련 잡지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연극』, 『계간 드라

마』, 『현대드라마』, 『현대연극』 등이 그러한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잡지들이 단

명에 그치고 만다. 이에 반해 『한국연극』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

적 잡지 성격을 띠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현대드라마』 창간호 

가로15.0 	세로20.9	/	1973년

『한국연극』 창간호 

가로14.8 	세로20.8	/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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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공연, 대중 속으로 뛰어들다

대중화와 세계화			급격한	서구문화와	함께	서양공연예술이	유입되면서	우리의	전통공연예술은	국민의	일상생활로

부터	멀어지면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국립극장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	전통공연

예술을	보존하는	동시에	창조적으로	전승하여	계승·발전·보급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세계문화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브랜드	작품의	개발·육성,	공연예술	감상	및	교육·

예술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부민관	시대(1950.	4~1950.	6.	25)	-	대구	국립극장	시대

(1953.	2~1957.	5)	-	명동	시공간	시대(1957.	6~1961.	12)	-	명동국립극장	시대(1962.	1~1973.	9)	-	남산	국립극장	시대(1973.	

10~2010.	현재)에	이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로	국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었고,	전통

공연예술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해	국가의	문화	경쟁력	또한	강화되었다.

국립극장 소식지는 신문 형태 또는 잡지 형태로 매월 발

간되어 중요한 공연정보지 역할을 했다.

1977년 창간된 타블로이드 신문형태의 『월간 국립극장(月

刊 國立劇場)』은 1면에 공연관련 스트레이트 뉴스를 싣고 

2면에 ‘提言’(제언) 등 의견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스트레

이트와 분석 뉴스가 게재되었다. 또 3면부터 인터뷰와 리

뷰, 특집 기사 등이 실리는 등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

당시 대부분 신문이 8면, 12면이던 시절이어서 1단짜리 

기사까지 꾹꾹 눌러 담아 지면을 아껴 사용한 흔적이 역

력하다. 신문이나 잡지가 현재와 같이 대판 32면, 40면, 

간지까지 포함하면 60여 면에 이른 것은 그리 오래된 일

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언론자유화로 신생 언론사와 

잡지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16면, 20면으로 급격히 확대

되고 활자 인쇄에서 컴퓨터 조판으로 바뀌면서 증면(增

面)경쟁이 불붙었다. 적은 지면에도 지금은 돌아가신 원

로들의 촌철살인 논설과 다양한 공연정보, 리뷰가 재미

있다.

1977년 7월 1일자 『월간 국립극장』을 보면 1면 톱기사로 

상반기 공연현황을 정리하고 국립교향악단, 국립가무단

의 공연소식 및 국립극단을 각각 사이드, 중간, 2단박스

로 싣고 있다. 또 국립합창단의 공연소식을 1단으로 싣고 

가을 공연을 위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만평으로 실었다. 요즘에는 1면에 만평

을 싣지 않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만평은 가독성이 높

아 1면에 많이 실렸었다. 삽화가 오룡은 중앙일간지에 4

컷 만화로 유명하다.

『월간 국립극장』 신문 4호 

가로27.5 	세로39.0	/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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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립극장』 신문 5호 

가로27.5 	세로39.0	/	1977년

2면 제언에 포스터 부착 문제를 지적한 극작가이며 

연출가로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역임한 고 차범석

의 날카로운 글이 눈길을 끈다. 예나 지금이나 ‘불법’ 

포스터를 붙이며 관공서에 쫓기는 어려운 극단 상황

이 새삼스럽다. 또 당시에는 경찰에서 100장, 200장

씩 허가 도장을 찍어줬다는 재미있는 내용도 있다. 

요즘에는 포스터를 검열하기보다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데 부착하면 벌금 위주로 단속한다.

『월간 국립극장』 신문 7호	가로27.5 	세로39.0	/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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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립극장』은 1979년부터 월간 

잡지형태의 『극장예술(劇場藝術)』로 

바뀌었다가 『국립극장소식』, 『국립중

앙극장』, 『갈채』 등으로 제호가 바뀌어 

현재의 『미르』로 이어지고 있다.

『극장예술』 가로18.9 	세로26.0	/	1979년

『극장예술』	
가로18.9 	세로16.0	/	1979년

『국립극장소식』	 
가로18.9 	세로25.5	/	1991년

『국립중앙극장』

가로12.8 	세로18.9	/	1999년

『국립극장 갈채』

가로 18.7 	세로24.8	/	2000년

 『국립극장 월간 미르』

가로18.5 	세로24.9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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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첫 삽을 뜬 뒤 6년 5개월의 

공사 끝에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

에 새터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국립

극장은 무대넓이가 400평으로 이전 

명동국립극장에 비해 8배나 넓었고, 

회전무대와 좌우로 움직이는 무대 등 

그 규모와 설비가 당대 최고를 자랑

하였다. 국립극장은 개관 경축 기념

공연으로 <성웅 이순신>(이재현 작, 

허규 연출, 1973.10.17~28)을 공연

하였다. 원래는 전속단체 전원이 출

연하는 뮤지컬을 계획하였으나 10월

초에야 <성웅 이순신>으로 개관작을 

확정하는 등 그 시작은 불안한 모습

을 보였다.

<성웅 이순신>은 민족문화 예술의 

발전과 정립이라는 국립극장의 모토

에 잘 들어맞는 주제였고, 대극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희곡이었기에 많

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렇지만 급

작스럽게 선정된 레퍼토리와 커다란 

무대를 활용하지 못한 연출로 완벽한 

무대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순신을 

영웅으로 고정화하여 인간적인 갈등 

면모를 드러내지 못한 점이나 극적 

긴장감이 두드러지지 못한 점 그리고 

무대의 스케일에 비해 평면적인 무대 

구성으로 이 연극을 통해 앞으로 국

립극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립극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이 공연을 관

람하였는데, 그가 참관한 날, 국립극

장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긴장하는 바

람에 끝 장면 무대를 회전시키는 상

황에서 기계가 고장나 정지되는 사태

가 벌어졌다. 이에 당황한 나머지 5

분을 남겨놓고 막을 내렸다가 다시 

막을 열고 나머지 공연을 마치는 해

프닝도 있었다. 또 첫날 공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탄 배를 보여주는 슬

라이드가 말을 듣지 않아 작품의 클

라이맥스를 망쳐버린 사건도 일어나

는 등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장

충동 국립극장 첫 공연에서 나타났다.

이후 장충동 국립극장은 대형 창작극

을 위주로 공연을 펼치며 민족 문화 

정신의 구현에 앞장을 선다.

국립극장 연극인양성소는 젊은 연극

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극장 산하

에 둔 단체였다. 1957년 1961년까지 

4기생을 양성하며 김금지, 이진수, 

정일성, 김순철, 백수련 등 많은 연

극인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국립극장 

연극인양성소 출신들은 1962년 동인

극장이란 단체를 만들어 국립극장 단

막극시리즈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

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예산 문제로 연극인양성소

는 더 이상 연극인들을 양성하지 못

하고 폐쇄되었다가, 1972년 다시 문

을 열고 1973년 5기 22명을 배출하

였다. 이 해는 연극 경험이 있는 초급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물

을 대상으로 1년 단기 과정으로 개설

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창회 회

칙은 1973년도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성웅 이순신>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73년

<국립극장 부설 

연극인양성소 동창회 회칙>

가로18.6 	세로26.2	/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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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은 관객들의 편의를 위하고, 좀 더 많은 관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람회원을 모집하였다. 1976년부터 시행

된 이 제도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발행되던 초대권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관람 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이었다. 회원에게

는 일반 35%, 학생 50% 할인을 해주고, 좋은 좌석을 지정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다. 회원권 요금은 전공연 회원권(작품

수 28) 일반 20,000원, 학생 8,000원, 연극회원권(작품수4)이 일반 3,000원, 학생 1,000원이었다.

또한 당시의 입장료는 1973년 장충동 국립극장 개관 공연 <성웅 이순신>의 경우, 좌석에 따라 2,000원, 1,000원, 1,500

원, 500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당시 버스 요금은 10원, 자장면 가격은 30원 정도였다.

국립극장 입장권 

1 가로19.1 	세로7.6	/	1970년대	

2 가로18.6 	세로7.8	/	1973년

3 가로14.0 	세로6.8	/	1975년

4 가로14.5 	세로7.4	/	1975년

5, 6  가로12.9 	세로5.8	/	1976년

7 가로17.3 	세로8.5	/	1977년

8   가로12.9 	세로5.8	/	1977년

1

2

6

7

8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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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립극장 

설치운동’이 활기를 띠며, 곧이어 국

립극장 창설에 대한 정부의 공포가 

이어졌다. 국립극장의 위치는 구 부

민관(현 시의회 의사당 건물부지)으

로 지정되고 초대 극장장에 유치진

(柳致眞: 1905~1974)이 임명되었다. 

1950년 1월 ‘신극협의회’라는 기구

가 생겨 그 산하 전속극단으로 ‘신협’

과 ‘극협(극예술협회)’이 구성되었다. 

1950년 4월 30일 국립극장이 개관하

였고, 개관공연인 <원술랑>과 제2회 

<뇌우>는 연극예술의 새로운 지평선

을 제시하지만 제3회 공연을 준비하

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국립극장 개관 57일 만에 국립극장의 

기능은 전면 마비되었다.

1952년 5월 국립극장 재건을 위한 법

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 대

구문화극장을 국립극장 건물로 사용

하기로 함으로써 국립극장은 대구 피

난처에서 재개관을 하였다.

1953년 휴전이 되었으나, 전용극장

을 확보하지 못한 국립극장은 1957년 

6월 명동의 시공관을 서울시와 공동

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환도하게 되었

고 전속극단이 없던 국립극장은 신협

단원들을 흡수하여 국립극단으로 조

직하지만 신협 단원들의 탈퇴와 국립

극단 해체, 민극과 신협의 이원체제 

구성 등으로 힘든 시기를 맞게 되었다. 

5·16 군사정변 후 서울시의 시민회

관 설립으로 시공관을 국립극장 전

용극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62

년 3월 21일 새롭게 단장한 명동국립

극장의 개관식에 맞춰 극단 외에 국

립국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

을 전속단체로 창단하였으며, 전속단

체 신협과 민극을 재편성하여 국립극

단이란 명칭으로 발족하였다. 그리고 

1969년 1월 KBS교향악단을 인수, 국

립교향악단으로 발족하여 전통예술

로서 국극, 국악연주, 고전무용, 가

면극, 인형극, 민속놀이와 근대예술

로서 연극, 오페라, 발레, 심포니연주 

등을 공연하였다.

전시된 이 자료는 부민관 시대-대구국

립극장 시대-명동 시공관 시대를 거

처 명동국립극장까지의 국립극장 개

관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의 안내 프

로그램이다. 1970년 4월 30일~6월 7

일까지 국립교향악단의 베토벤 심포니

(Symphony No. 8 in Major외 3곡), 

국립국극단의 <심청가>·<수궁가>· 

<흥보가>, 국립극단의 <원술랑>, 국립

오페라단의 <라보엠(LABOHEME)>, 

국립발레단의 창작발레(구성·안무 임

성남)가 무대에 올랐다.

국립극장에서 회원들에게 발급하였던 카드 모음이다. 국립극단 

후원자는 ‘연극사랑’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국립극장 예술진흥 

회원카드’로는 극장 자체 공연을 할인 받을 수 있었다. 

국립극장개관 20주년 기념 프로그램	

가로22.2 	세로29.3	/	1970년

국립극장 연극사랑 회원카드 모음

가로8.5 	세로5.5	/	1989~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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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이성천(李成千: 1936~2003)은 1966년 처음으로 

가야금을 위한 창작품 ‘놀이터’를 발표한 이래로 가야금 

창작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9년부터 1975년까

지 약 6년에 걸쳐 무려 20개의 곡으로 이루어지는 가야금

을 위한 모음곡 ‘숲속의 이야기’를 완성하면서 가야금이 

지닌 풍부한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1984년 봄부터는 ‘가

야금의 음역이 좀 더 넓어진다면, 음악적으로 더 자유롭

게 더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가

야금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12줄의 가야금에 줄 수

를 더하게 될 결심을 한다. 다만, 줄이 늘어나더라도 오동

나무 공명통 위에 걸린 명주실 소리를 잃지 않으며, 5음 

음계 체계도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산조 가야금 12줄의 

아래 음역으로 3줄, 위 음역으로 6줄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악기는 마침내 1985년 2월에 ‘21현 가야금’이라는 이름

으로 탄생했으며, 1986년 10월 23일 문예회관 대극장에

서 개최된 <이성천작곡발표회 - 21현 가야금을 위한 연주

회>를 통해 여러 작품을 발표했다. 풍부한 저음부의 화성

적 표현과 확장된 음역을 이용해 다채롭고 화려한 선율들

을 연주할 수 있게 된 21현 가야금은 ‘독주곡 제33번-바

다’(86). ‘독주곡 제41번 - 미꾸라지 논두렁에 빠지다’(93) 

‘독주곡 제39번 7개의 모음곡 - 발가벗긴 서울’(94) 등의 

수작을 낳았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해 21현 가야금 외

에도 줄 수를 늘인 새로운 가야금이 여러 음악가들에 의

해 시도되어 22현을 거쳐 25현 가야금으로 정착된 후에

는 21현 가야금의 활용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박물관에 소장된 21현 가야금은 1985년에 악기장(樂器匠) 

고흥곤(高興坤: 1951~)이 제작하였다. 

개량대금은 기존 대금(Bb)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7음을 쉽게 연주할 수 있도

록 변화되었다. 관대의 재료는 쌍골죽 대신 흑단으로 바꾸어 대량 생산을 통해 

균질한 소리를 얻을 수 있게 했고, 서양의 관악기에 부착하는 키(Key, 음조절 

장치)를 달아서 음을 자유롭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개량되었다. 대금의 

개량 작업 과정에서는 북한의 개량대금 방법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북한에

서는 1963년에 대금을 플루트와 같은 방식으로, 금속 보조키를 장착하여 만들

었다. 각 음역에 따라 ‘저대’, ‘중음 저대’, ‘고음 저대’ 세 가지로 분류되어 각각

의 악기가 자유롭게 조옮김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존의 대금에 있는 청공(淸

孔)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청 울림에 의한 날카롭고 강한 소리가 제거된 부드럽

고 맑은 소리를 얻게 되었다. 취법(吹法)에 따라 음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취구

를 줄여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게 된 것도 개량대금의 장점이었다. 국립국악

관현악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하되 전통음악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전제하에 2개의 금속키만을 부착하여 전통적인 시김새와 연주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연주하고 있다. 공연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종의 개

량대금은 이 같은 제작과정에서 탄생된 샘플로 보인다.

개량대금

지름2.9	길이77.3	/	1990년

개량대금

지름3.7 	길이71.5	

21현 가야금

가로153.0 	세로33.0 	높이30.0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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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현 가야금

가로 154.0 	세로36.0 	높이30.0	/	1990년	중반

초창기 국악관현악단에서 사용한 가

야금은 22현이었다. 이 악기는 1997

년에 박범훈 작곡 ‘22현 가야금을 위

한 새산조’가 성공적으로 연주되면

서 호응을 얻었고, 이곡을 초연한 연

주가 김일륜이 악기 제작자에게 세 

줄을 덧대도록 의뢰하여 연주하면서 

25현 가야금으로 정착되었다. 

25현 가야금은 기존 12현 가야금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음역의 확장이 

가능한 가야금으로 음량의 확대를 

위해 몸통(울림통)을 두 배 이상으로 

키웠고, 줄도 명주실을 합성재료로 

바꿨다. 또 연주에 편리하도록 악기 

받침대를 부착시켰으며, 전통적인 

돌괘 대신 새로 고안된 조임쇠를 이

용해 줄을 고정하고 조율했고, 음계

는 7음 음계로 화성을 자유롭게 구

사할 수 있게 되었다. 25현 가야금은 

음의 울림이 정확하고 음색이 부드

러우며, 양손 연주로 화성을 폭넓게 

구사할 수 있게 되어 독주는 물론 관

현악 합주, 동종(同種) 악기 합주에

서도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가야

금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었다. 



제5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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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예술인들의 방을 엿보다 

연극인의 방

서항석(徐恒錫: 1900~1985)은 유치

진과 더불어 한국 근대 연극사의 기

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한 대표

적 인물이다. 그는 연극행정가, 교육

자, 연출가, 연극평론가, 번역가 등 

한국연극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1925년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독문학과에 입학하면서 연극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유

행하던 표현주의에 심취하여 서양연

극의 소개를 통해 신극 수립에 힘을 

쏟았다. ‘극예술의 연구와 진정한 신

극 수립을 목표’로 만들어진 극예술

연구회(이하 극연)에서 서항석은 중

요 인물로 활약하게 된다. 당시 동아

일보 기자로 재직하면서 이들의 공연

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던 그는 극연

의 총무를 맡아 재정적인 문제에 힘

씀과 동시에 공연할 작품의 번역을 

담당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학예부장의 신분으로 <춘향전>

에 구례현감으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이를 알게 된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

은 크게 화를 내었으나 그는 사표 종

용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위기를 넘

겼다. 그는 1937년 톨스토이 원작 <

부활>을 연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연

극무대에 뛰어들었다. 그렇지만 일

제의 강압으로 극연의 후신인 극연

좌가 해산당하자, 모든 것을 잃는 듯

한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그

의 연극에 대한 열정은 다른 방법을 

통해 빛을 발한다. 설의식(薛義植: 

1900~1954)과 함께 조선예흥사를 

조직하여 우리 고유의 민화를 극화하

여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가극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1940년 이들은 

콜럼비아가극단을 결성하여 <견우직

녀>, <콩쥐팥쥐>, <은하수> 등 우리 

고전 설화에 바탕을 둔 수준 높은 공

연무대를 꾸미며 민족정체성을 일깨

우는데 앞장을 선다. 그렇지만 그는 

조선연극협회와 연극경연대회에 참

여하여 국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그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세월’이라고 회상했다. 

해방 이후 간간이 연출 활동을 펼치

면서 전쟁 중이던 1953년 대구에서 

제2대 국립극장장에 취임했다. 그렇

지만 전쟁기 국립극장 폐지론이 대

두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그는 국립극장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호소했다. 그의 호소가 의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전쟁 이후에 

방치되었던 국립극장은 서울로 돌아

오게 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

는 이 일을 두고 평생을 연극에 바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기

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61

년 9월 8년여 몸담은 국립극장을 떠

났다. 이때부터 그는 번역 일에 열정

을 쏟는데, <파우스트> 번역도 그러

한 예이다. <파우스트>의 번역과 무

대화는 한국 최초의 일로 독일 정부

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 그는 이후 

연극 현장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었

다. 그러나 후진 양성과 함께 학술적

인 글쓰기에 집중하며 『독일희곡개

관』, 『서양연극사』를 저술하며 연극

계를 뒷받침한다. 그는 『한국연극사』 

정리를 마지막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다 1985년 9월 세상을 떠났다.

서항석 유물

1 서항석 사진	가로16.0		세로17.0

2 문화포상증	가로47.1 	세로38.0	/	1962년

3 상장	가로54.4	세로40.9	/	1967년

4 상장	가로27.0	세로35.5	/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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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적	가로9.8 	세로8.0

13 벼루	가로14.3 	세로23.8

14 붓	길이 27.8 	지름1.2	

15 부채	가로27.3 	세로0.8

6 7

5

12

13
14

155 <파우스트> 대본	가로18.9 	세로26.2	/	1970년대

6 <파우스트> 프로그램	가로18.9 	세로26.2	/	1970년

7 <윌헬름·텔> 대본	가로17.2 	세로24.5	/	1960년대

8 훈장	가로14.0 	세로17.6

9 가방	가로43.5	세로31.5

10 모자	지름 24.0

11 효자손	가로4.9	세로37.5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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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삼(李根三: 1929~2003)은 리얼

리즘의 범주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근대극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 온 대

표적 작가이다. 그는 대부분의 작가

들이 리얼리즘에 경도되어 있을 때 

새로운 연극 형식을 선보여 현대극 

출발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동국대

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다. 그러던 

중 1956년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길

에 올랐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대

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에서 현대연극의 권위자 토마스 페

터슨(Thomas Patterson)을 만나 아

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서 브레

히트(Bertolt Brecht), 이오네스코

(Eugene Ionesco)까지 다양한 희곡

을 접하고, 당시 연극 흐름인 서사극

과 부조리극을 몸으로 체험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브레히트를 소

개하는 첫 번째 논문을 쓰고, 이오네

스크의 <대머리 여가수>를 번역하여 

1963년 민중극단의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는 등 한국연극계에 새로움을 가

져다 주었다. 또한 그는 귀국하면서 

『사상계』에 <원고지>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연극의 출발을 알렸다. <원고

지>는 진부할 정도로 정통 리얼리즘

을 고수하고 있던 기존 작가들에게 

반기를 들고 서사기법(敍事技法) 등

의 다양한 형식을 시도한 참신한 희

곡이었다. 이 연극에서 그는 주관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라 말하는 표현주

의 기법을 빌어 일상 속의 극단적 모

습을 표출하였다. 이는 원고지 무늬

의 벽지, 가구 등 무대 장치 설정과 

쇠사슬에 묶여 번역을 기계적으로 하

는 교수의 묘사, 감독관과 천사의 등

장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인물

이 해설자의 역할을 맡아 극을 원활

하게 진행하는 서사적 기법을 사용하

여 제4의 벽을 허무는 브레히트연극

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작가 개

인의 리얼리티보다는 인간 실존의 모

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조리극

적 요소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연극

정신은 시대정신과 맞물리는데 기성

제도와 문화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항거에 바탕을 둔 4.19 자유 정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대왕이 죽기를 거부했다>, 

<국물있사옵니다>, <거룩한 직업>, <위

대한 실종>, <데모스테스의 재판>, <제 

18공화국> 등 문제작들을 양산하며 

1960년대 대표적 작가로 자리매김했

다. 그의 연극을 관통하는 모티프는 

이근삼 유물

1 이근삼 사진	가로44.0		세로31.0

2 학위증	가로39.6		세로31.6	/	1959년

3 안경	가로4.0		세로14.5

4 파이프	가로9.1		세로20.2

5 <대머리 여가수> 친필 원고	
			가로27.0 	세로19.5	/	1960년대

2

1

5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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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다. 그의 작품 속 웃음은 해학 

위주의 전통 희극뿐 아니라 풍자가 묻

어나는 짙은 웃음이며 이것이 동시대 

작가들의 희극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

이다. 또한 그는 1970년대 들어 뮤지컬

을 창작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유

랑극단>, <꿈 먹고 물 마시고> 등의 작

품을 통해 단순한 노래극이 아닌 연극

에 바탕을 둔 참된 음악극 형태를 보여 

주었다. 깊은 웃음이 묻어나는 작품을 

보여준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작품에도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모습을 반영

하였다. <막차 탄 동기동창>처럼 삶의 

허상을 마치 진실인양 좇아 덧없이 방

황하는 인생 모습을 그려냈던 것이다. 

그는 2003년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

었다. 그는 모두 56편의 작품을 남겼

는데, 거의 모든 작품이 무대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이론적인 면에서

나 실제적인 면에서 희곡의 본질을 얼

마나 잘 꿰뚫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11   수첩	가로8.5 	세로14.8	/	1995년

12 자켓 가로49.8		세로84.7

13 이근삼 전집	 가로17.8 	세로23.3	/	2008년

6 사진	가로12.8	세로17.3

7 <일요일의 불청객> 포스터	가로34.3 	세로83.6	/	1975년

8 <거룩한 직업> 포스터	가로30.0 	세로83.6	/	1975년

9 도장	가로2.9 	세로2.9	높이11.0

10   도장	가로3.9 	세로2.2	높이 6.2

7

6

11

12

13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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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규(許圭: 1934~2000)는 주체적 민

족문화의 정립과 한국 전통연희의 창

조적 계승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

던 실천적인 연극인이다. 서울대 재

학 시절 이미 준프로 연극인으로 활동

했고 졸업 후에도 서구식 연극 무대에

서 활동했던 그는, 이후 가면극·인

형극·굿·판소리 등 전통연희에 관

심을 갖고 한국적인 연극 양식을 정

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서구식 무대연극에 정통한 그가 어

떤 계기로 한국의 전통연희에 관심

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다. 허규는 무대 연극 활동을 할 

때 서구에 나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

었다. 그곳에서 연극을 본 허규는 서

구식 연극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고 우리 것을 찾아서 우리식 연

극을 정립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

단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이 한국의 

전통연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규는 굿판을 비롯한 전통연희에 

대한 현지조사 경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축적된 경험을 바

탕으로 한국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

창조 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예극장의 설립은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는 전통연희 가운데 특히 판소리를 

가장 훌륭한 예술로 꼽았다. 

허규는 전통연희가 골동품처럼 존재

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독창적 예술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를 복원·보완·재창조하여 동시대

의 살아 움직이는 공연예술로 정립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허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험극장 

10주년 기념 공연 작품인 <허생전> 

(1970)을 연출했다. 

허규는 1973년 5월에 민예극장을 창

단했다. ‘민족극 예술극장’의 약칭인 

민예극장은 서구극의 모방에서 벗

어나 전통극의 유산을 계승한 민족

극의 창조를 목표로 삼았다. 허규는 

자신이 연출을 맡은 <고려인 떡쇠>

(1973)를 시작으로, <서울 말뚝이>, 

<놀부뎐>, <물도리동>, <다시래기> 

등 주목할만한 작품을 민예극장 무

대에 올렸다. 허규의 실천적인 의지

가 민예극장에서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연출작 가운데 <물도리

동>(1977)은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대

통령상을 수상했다.

허규는 창극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그가 처음 창극 공연 

연출을 맡은 작품은 1977년 국립창

1 허규 사진
	 가로12.5	세로17.5

2 신문기사 스크랩 액자
	 가로56.0 	세로38.3	/	1991년

3 <태양처럼 태양처럼> 대본	
				가로19.0 	세로26.0	/	1970년대

2

1

3

허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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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제26회 정기공연 <심청가>였

다. 허규는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십 수년 전부터 연극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예능(공연예능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것을 현대적인 극장예술로 정립하

여 보려는 꿈을 갖고서 판소리, 탈놀

이, 무속, 타 전래되는 민중예능 등

을 접촉하면서 기초 자료를 분석해 

왔는데,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이 그려

져 있음을 보고 부끄러워 하기도 했

고, 또한 희열을 맛보기도 하였었다”

(팸플릿에서)라고 고백했다. 그가 창

극 연출 과정에서 고민한 것은, ①작

품의 해석 문제, ②연기자의 창의 문

제, ③창극 공연장의 구조 문제 등이

었다. 그 밖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무대 활용과 장치 문제, 감상

주의 탈피 문제, 연기의 양식화 문

제, 창극의 격조를 높이는 문제, 창

의 속도와 길이의 문제, 반주 음악의 

문제, 신작 창극 제작상의 문제 등

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

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창극의 양식

화 작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유효

하다.

1981년 국립극장장에 취임한 허규

는 본격적으로 창극 연출을 병행했

다. 완판창극이라는 이름으로 전승

5가를 창극화한 것은 창극의 양식을 

본격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

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업적이다. 그

는 창작창극도 연출했는데, <광대가> 

(1979), <최병도전>(1980), <부마사

랑>(1983), <춘풍전>(1989) 등을 대

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허규는 1993년 한국적 창작극과 전

통예술공연의 산실을 꿈꾸며 북촌창

우극장을 개관했다. 북촌창우극장은 

다양한 기획공연과 신진예술인들의 

무대를 마련하여,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창조 작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마당극, 축

제, 창극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성과

를 남긴 허규는 큰 키에 온화한 미소

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 따뜻

한 성품의 소유자로, 생전에 소리북

을 즐길 줄 아는 멋쟁이기도 했다. 

4 <심청가> 대본	가로18.8 	세로25.5	/	1984년

5 <행동과 감정> 원고	가로17.4 	세로25.2

6 소리북	지름 39.4

7 <우리 연극을 위한 새 방향> 친필 원고	
				가로19.2 	세로26.76

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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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金琪洙: 1917~1986)의 호는 죽헌(竹軒), 대마루다. 김기수 또는 죽헌, 

대마루라는 이름으로 그는 대금연주가, 작곡가, 행정가, 교육자, 여러 국악기 

및 가창을 위한 교본저술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제39호 처용

무의 예능 보유자, 예술원 회원을 역임하면서 바쁜 한평생을 보냈다. 

김기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왕직아악부 양성소 제4기생으로 입소하여 대금

을 배웠고, 졸업 후 이왕직아악부 아악수, 국립국악원 국악사·장악과장·악

사장을 거쳐 국립국악원장과 국악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국악현대사에 두

루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왕직아악부 양성소원 시절 ‘필수 과제

곡’으로 주어진 친일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 당선되는 바람에 ‘친일예술인’으로 

거명되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개인의 감성을 표현한 최초의 국악창작품 ‘세우

영’을 발표한 이래 작고할 때까지 <송광복>, <하원춘> 등의 수많은 작품을 발

표하면서 1950년대 국악창작계의 지평을 다졌다. 이 악보는 1965년에 작곡한 

무용촌극<규중칠우쟁론기>를 위한 반주음악으로 대금과 양금이 주선율을 연

주하고 징을 사용한 간단한 편성의 곡이다.

김기수 유물

<춘향가> 친필 악보 가로35.4	세로25.8	/	1965년

음악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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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이강덕(李康德: 1928~2007)은 서울에서 태어나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에서 피리를 전공하였다. 이왕직

아악부와 국립국악원의 연주원을 거쳐 1960년대 초반부

터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1987년에 퇴직할 때까지 

악장, 지휘를 맡았고, 동시에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이강덕은 본래 피리연주자였지만 1962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5.16 1주년 기념 신작 국악공모’에서 <새하늘>이 

입선한 뒤, 작곡에 매진하여 김기수와 함께 20세기 국악

창작의 초창기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궁중음악 경험이 풍부한 작곡가였음에도 민요, 산

조 등의 민속음악 정서를 국악관현악 편성에 담아 김기

수와 대비되는 작품세계를 펼쳤다. 특히 가야금, 대금, 

피리, 거문고, 해금, 아쟁 등의 악기를 국악관현악과 협

연하는 작품을 통해 국악관현악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

킨 것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에서는 각 악기의 솔리스트들이 이강덕의 작

품으로 국악관현악단 무대에 데뷔하여 기량을 선보였다. 

이강덕 작곡의 <대금협주곡 제1번>과 <가야금협주곡 1번>,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은 20세기 국악관현

악단 역사에서 최다 연주곡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호응

을 얻었다. 그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청주시립국악관

현악단의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예능보유자이다.

이강덕 유물

1 거문고	가로160.2	세로19.8	높이 11.8

2 가야금	가로143.1	세로17.3	높이9.2

3 10현 대아쟁	
	 가로164.0 	세로35.0 	높이30.0	/	2009년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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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천(李成千: 1936~2003)은 월금과 비파 등 20세기 초반까지 전통적인 궁중음악 

편성에 들었으나 연주전승이 단절된 악기의 복원연주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은 

1989년 국악기개량위원회에서 간행한 『국악기 개량종합보고서-향비파·당비파·

월금의 복원과 개량에 관한 연구』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공연예술박물관이 소장

한 향비파는 기존의 향비파에 12개 있던 괘를 32개로 늘이고, 현의 굵기를 4가닥에

서 6가닥으로 조정하였으며, 개방현의 음높이를 조정하고, 괘의 간격도 조정하는 등 

변화를 주었다. 모두 명주실을 걸었기 때문에 음량은 여전히 작았지만, 거문고나 가

야금의 음색과 다른 소리를 얻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작

곡가 이성천은 복원 악기를 위해 `향비파를 위한 관현악 <노을> 등 여러 편의 작품을 

쓰고 연주법을 개발하여 KBS-FM 국악무대. KBS국악관현악단의 개량국악기를 위

한 연주회 등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이성천 유물

복원비파	

가로114.0 	세로32.0 	높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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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기 기증품

황병기(潢秉冀: 1936~)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가야금에 입문하여 조선조 후기에 뿌리를 둔 가야금의 전통음

악을 두루 경험한 뒤 현대적인 국악의 길을 모색해 온 음악가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59년에 창설된 서울음대

에서 가야금 실기강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발표된 서양음악과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등을 연주하면서 창작에 눈 떠 

1960년대부터 새롭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가야금 작품들을 작곡했다. 그의 창작곡들은 대부분 

초연 때부터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면서 현대 가야금 음악의 신고전(新古典)이 되었다. 

1962년에 첫 번째 창작곡인 가곡<국화 옆에서>(시: 서정주) 이후, 가야금 창작품 <숲>·<봄>·<석류집>·<가을>·   

<가라도> 등을 연달아 발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가야금 창작의 새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이

전의 작품보다 색채감이 풍부하고, 다양한 신주법이 활용되는 <침향무>·<비단길>·<아이보개>·<전설>·<영목> 등

을,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전통적 정서에 충실한 <남도환상곡>과 <밤의 소리> 등을 발표했다. 한편, 현대음악의 전위

성이 느껴지는 <미궁>, 17현 가야금을 위한 <달하 노피곰>과 대금·거문고를 위한 작품도 있다. 황병기가 기증한 5종

의 CD에는 가야금과 황병기의 작품세계 이해를 돕는 수준 높은 국영문 해설과 음악가 황병기의 모습을 담은 세련된 

사진이 내장되어 있다. 이 CD들은 국내외 음반시장에서 한국음악성을 전하는 스테디셀러로 인기가 높다. 또한 기존에 

나왔던 4종의 LP 음반은 2001년에 C&L Music에서 CD로 재생하여 재발매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야금에 맞는 최적

의 음향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이 오디오 매니아들로부터 호평 받은 바 있다. <달하 노피곰>은 2007년에 발매되었다.

1 <황병기 가야금 작품집>	가로32.1 	세로31.2	/	1978년

2 <황병기 제2 가야금 작품집>	가로32.1 	세로31.2	/	1979년

3 <황병기 제3 작품집>	가로32.1 	세로31.2	/	1984년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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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평 기증품백대웅 기증품

전인평(全仁平: 1945~)은 작곡가이자, 한국음악과 아시

아음악을 연구해 온 학자이다. 전인평은 충청북도 영동에

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근

무하다가 음악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서울대 국악과에 

입학하여 작곡을 공부했다. 서울대 대학원과 한국학중앙

연구원에서 국악이론을 공부하였고, 중앙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뒤 인도를 필두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

서 수십년 동안 아시아의 역사와 음악, 음악 문화의 이동

경로를 조사·연구하여 여러 편의 작품과 저술로 담아냈

다. <거문고 독주곡 정읍후사>를 비롯하여 70곡의 작품

을 발표했으며, 수십편의 논문과 저서를 냈다 

전인평은 『국악감상』(1993)을 비롯하여 『한국음악의 멋』

(2001)·『우리음악』(2007)·『보고 듣는 우리 음악의 멋 열 

가지』(2010) 등을 통해 한국음악을 일반에 알리려는 노력

을 계속해 왔다. 한편 『동양음악』(1989)·『비단길 음악과 

한국음악』(1996)·『아시아음악연구』(2001)·『실크로드 음

악과 한국 음악』(2001)·『인도음악의 멋과 신비』(2005)·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2007) 등의 저서와 아시아 음악

학회에서 학자들과의 토론을 공저로 낸 『아시아 음악의 

이해』(2005)·『아시아 음악의 아름다움』(2008)·『아시아 

음악의 어제와 오늘』(2007) 등 아시아 음악 전문서들을 

펴냈다. 이밖에 작곡가이며, 이론가이자, 교수로서 정리

한 『국악작곡입문』(1997)·『한국음악사 (새로운)』(2000)· 

『한국음악 장단의 역사와 논리』(2005)가 있고, 가야금 연

습곡을 중심으로 엮은 『가야고 교본』(2002)도 있다. 

전인평의 삶은 그가 쓴 『작곡가 10인의 고백』 중 「쥐뿔도 

모르면서」(아시아음악학회, 2001)를 통해 재밌게 살펴볼 

수 있다.

백대웅(白大雄: 1943~)은 1943년 광주에서 출생하여 서

울대 국악과에서 작곡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해병대 

제5여단 군악대장, KBS-FM PD를 지냈다. KBS 재직시

절 고수 김명환을 통해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민속음악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한국브리태니커의 팔도

민요, 판소리, 산조 등을 채보하면서 민속음악의 체계를 경

험하고, 정리하면서 이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동시

에 이를 작곡에 도입하여 ‘길바꿈(전조)’, ‘다이나믹한 리듬

전개’ 면에서 그만의 개성 넘치는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백대웅의 작품은 음악 편성에 따라 관현악곡·실내악

곡·중주곡과 독주곡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독

주곡과 중주곡은 모두 가야금 작품이다. 2003년에 펴낸  

<백대웅작곡집>에는 <회혼례를 위한 시나위>·<국악관

현악을 위한 산조 ‘용상’>·<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두 개의 악장 ‘길군악과 쾌지나칭칭’>·<한국민요에 의한 

교향악 ‘천안삼거리’>·<오케스트라를 위한 ‘남도아리랑’>·

<국악관현악을 위한 ‘남과 북의 대화’> 등의 관현악 작품

과 <가야금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신관동별곡’>·<다섯 

악기를 위한 ‘몽금포타령’>·<다섯 개의 국악기를 위한 

‘화’> 등의 실내악곡, <가야금 삼중주를 위한 ‘강강술래 변

주곡’>·<가야금 삼중주 ‘봄의 리듬’>·<17현 가야금을 위

한 ‘짧은 산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고음가야

금, 중음가야금, 저음가야금 편성의 ‘가야금 삼중주’라는 

연주형태가 탄생되었다. 가야금음악사에 변화의 물꼬를 

튼 <석대의 가야금을 위한 ‘상주모심기’>(1988)와 <캐논변

주곡>·<자바민요> 편곡 작품이 유명하다. 

한편, 백대웅은 1999년에 독자적인 시각과 개념으로 민속

음악의 체계를 기술한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를 펴

낸 이후 2010년까지 10여 권의 저서를 냈다. 백대웅의 논

저는 전통음악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전

통음악의 특징을 기술한 『한국전통음악분석론』(2003)·

『전통음악전통음악의 랑그와 빠홀』(2003)·『이면과 공감』

(2004)·『전통음악의 보편성과 당위성』(2005)·『전통음

악의 흐름과 역동성』(2006), 음악의 기본요소에 집중한 

『인간과 음악』(2006)·『리듬이란 무엇인가』(2008)·『선율

이란 무엇인가』(2009) 등이 있으며, 전통음악의 전승환경

과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전통음악의 비판적 수용과 

한국음악』(2006)·『전통음악사의 재인식』

(2007) 등이 있다.

1 2

1 <하이레 세라세 I 세 이디오피아 

 황제폐하를 위한 민속예술의 밤>    
   프로그램 
   가로23.3 	세로28.8	/	1968년

2 한국신작가곡집	
				가로18.7 	세로25.7	/	1960년대

3 라디오	가로37 	세로26 	높이10

1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2개의 악장> 악보 
	 가로25.9 	세로36.0	/	1990년대

2 <회혼례를 위한 시나위> 
 악보 가로27.2 	세로58.8	/	1985년

3 <무용극 -환> 악보
	 가로42.5 	세로29.8	/	1993년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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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林聖男: 1929~2002)은 본명

이 임영규로 1929년 서울에서 태어

났다. 9남매 가운데 넷째로 위로 누

나가 셋 있었다. 전주사범학교 학생

으로 음악가를 꿈꾸다가 4학년 때 전

주도립극장에서 한동인의 발레를 보

고 반해 ‘한동인 서울발레단’에 입단, 

발레에 입문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 ‘성남’을 예명으로 1947

년 부민관에서 데뷔했다.

1950년 한국전쟁 직전 일본에 유학

하여 백성규에게 발레를 배우며 니혼

(日本)음악학교를 거쳐 도쿄 핫도리

시마다(腹部島田)발레단에서 활동했

다. 택시운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

서도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모두 복습, 

순서를 완전히 외웠던 임성남은 <세레

나데>의 주역이 사고가 나자  ‘준비된 

대역’으로 무대에 서 성공을 거두었다. 

1951년 도쿄 청년발레단을 결성, <백

조의 호수>의 주역을 맡는 등 활발하

게 활동하다가 1956년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 임성남발레단을 만들

어 모던발레와 민족발레를 창작했다. 

1959년 창작한 <회색인>은 한국에 

본격 모던발레를 소개한 작품으로 평

가받는다. 

임성남은 1962년 국립무용단 초대 

단장에 이어 1972년 국립발레단이 분

리·독립할 때 창단 단장으로 시작

하여 1992년 퇴임할 때까지 30년간

을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장을 역

임하며 한국 무용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왕자 호동> 등 많은 작품을 안

무했고 <백조의 호수>, <지젤>, <호

두까기 인형> 등 고전 클래식 발레를 

한국에 소개했다.

또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재직하며 재

일 교포였던 최태지를 기용하여 지연

과 학벌을 떠나 무용수의 능력을 우

선하는 과감한 면모도 보였다. 최태

지는 1995년 3대 국립발레단장으로 

취임한 후 한국 발레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임성남은 한국 무용협회 이사장, 한

국 발레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예술행정을 펼쳤으며, 수도여

사대 교수, 한양대 교수, 예원학교 교

사 등 교육에 힘써 많은 제자들을 길

러냈고 한국 최초의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의 안무를 맡는 등 발레 대중

화에 앞장 선 선구자였다.

무용인의 방에 전시된 꼼꼼한 메모가 

적힌 수첩과 안무노트, 그리고 돋보

기와 전자계산기, 가위, 빨간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이 들어있는 가죽 서류

가방은 평소 치밀했던 임성남의 성격

을 엿보게 한다. 또 1980년대 후반

에 국내에 처음 소개된 초기 워드

프로세서 ‘라이워드35’와 소니 카

세트라디오, AM/FM라디오·스테레

오 카세트·턴테이블이 붙어있는 파

나소닉 오디오컴포넌트 등은 그가 한

국 발레의 선구자답게 앞서가는 ‘얼

리 어댑터’였음을 짐작케 한다.

임성남 유물

수첩	가로15.5 	세로25.6	/	1980년

단원증	

가로5.8 	세로8.3
1979년

발레공연 사진	가로18.0	세로19.3	/	1985년

무용인의 방



230 231 제5막	공연과 무대

4

5

6

4 슈즈	길이 27.2 	너비 9.6

5, 6   가방	가로45.0 	세로35.0

1

2

3

1   영상기	가로43.0 	세로44.3

2 타자기	가로36.2 	세로23.6

3 라디오	가로17.8 	세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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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노트	가로19.9 	세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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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노트	가로19.9 	세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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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공연 사진	가로28.4 	세로11.2	/	1985년안무노트	가로19.9 	세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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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혜식(金惠植: 1942~)은 임성남의 제자로 중3 때 국립무용단의 <호두까기 인형>에서 ‘꽃의 

왈츠’ 군무로 데뷔했다. 이화여대 무용과 1학년 때 임성남의 파트너로 무대에 섰으며 24세 때 국비장학금으로 영국 로

열발레스쿨(Royal Ballet School)에 유학한 한국 해외유학 발레리나 1호다. 스위스 취리히 발레단 차석무용수, 캐나다 

프레그랑 캐나디안 발레단 프리마 발레리나로 활동했다. 결혼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발레 안무 및 대학 연

극무용과 교수로 있다가 1992년 임성남의 권유로 귀국하여 1993년 국립발레단  2대 단장으로 취임했다.

1995년 3대 국립발레단장 최태지에게 넘겨줄 때까지 국립발레단의 전성기를 여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 종합예술학

교 초대 무용원장을 맡아 기존의 대학 시스템과는 다른 실기 위주의 컨서버토리 학교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발레공연 사진

	가로17.2	세로19.6	/	1985년	◀	

	가로 24.6	세로20.3	/	1985년	▶

김혜식 기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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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유니버설발레단의 창단은 당

시 국립발레단 중심으로 다소 진부한 

상태에 빠져 있던 한국발레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국립단체 특유의 매

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

기 어려웠던 국립발레단은 통일교의 

자금과 조직,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창단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유니버설

발레단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한국

발레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뉴욕시티발레(New York City Ballet) 

출신의 로이 토비아스(Roy Tobias), 

키로프발레단(The Kirov-Mariinsky 

Ballet; 마린스키극장 발레단) 예술감

독 출신의 올레그 비노그라도프(Oleg 

Vinogradov) 등 해외 유명 안무가들

을 예술감독으로 영입한 유니버설발

레단은 <라 바야데르>, <백조의 호수>,

<지젤> 등 외국 일급 발레단 못지

않게 수준 높은 발레 작품으로 한국

발레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다. 또    

<심청>, <춘향> 등 한국적 발레를 창

작하여 세계 순회공연을 나섬으로써 

한국 발레의 수준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단장 및 수석무용수를 맡은 문

훈숙은 키로프발레단의 클래식발레 

<지젤>의 주역으로 무대에 섰으며 최

태지, 강수진, 허용순 등과 함께 한국 

발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

게 기여했다.

문훈숙의 <지젤>은 감성 면에서나 테

크닉 면에서나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에는 그의 의상이 전시되어 있다. 또 

강예나, 황혜민 등 유니버설발레단의 

주역들의 토슈즈도 전시되어 있다. 

유니버설 발레단 토슈즈 
가로6.0 	세로23.5

문훈숙 기증품

발레 의상 뛰뛰 
가로90.0 	세로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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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무대를 돋보이게 하는 장비들 

풋라이트(각광)	가로17.0 	세로23.5 	높이22.5	/	1970년대

전시된 풋라이트(Foot Light)는 일본 마르모(Malmo)사에

서 제작되었다. 풋라이트는 무대 바닥에서 정면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데 사용되었다. 단색조명으로 색상을 표현할 

때는 앞쪽에 필요한 색상의 필터를 끼워서 사용한다. 국

립극장에서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믹싱콘솔	가로47.7 	세로46.0 	높이18.3	/	1980년대	중반

소리의 입구를 마이크라고 하고 출구를 스피커라고 하면 그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

는 것이 믹싱콘솔이다. 마이크의 출력 신호는 아주 낮기 때문에 스피커를 직접 구동

하거나 녹음기에 녹음할 수가 없다. 믹싱콘솔은 여러 개의 마이크 출력을 믹싱하고 

적정한 신호까지 증폭하여 출력하고, CD, DAT, MD 등 다른 장치를 연결하여 신호

를 제작하도록 한다. 종류는 In-Line형 콘솔, 멀티 트랙 레코딩용 콘솔, 디지털 콘

솔 등이 있다.

위 콘솔은 12채널의 입력과 4개의 출력장치가 있는 것으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국립극장에서 사용한 장이다. 

무전기	가로8.5 	세로28.3	/	1970년대

‘워키토키’라고도 부르며 1800년 후반 헤르츠(Heinrich Rudolf Hertz: 1857~1894)가 전파의 

존재를 증명한 이래 1895년 이태리의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1874~1937)가 무선 통신

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910년 항로표지 가시선 ‘광제호’와 월미도 등대간 처음으로 무선 

설비가 설치되었고, 1923년 경성우체국 용산 부실에서 최초의 공중 통신 업무를 시작하였다. 

오른쪽의 워키토키는 공연 스텝들간의 통신수단으로 1974년부터 1985년까지 국립극장 무대에

서 사용된 무선통신 장비들이다.

조명 조리개	지름 22.6	/	1970년대

조명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일본 마르모사에

서 제작되었다. 손잡이 두 개를 조정하여 빛

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국립극장에서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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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이크 수신기	가로22.0 	세로10.0	/	1980년대	중반

무선마이크 시스템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의 얼굴이

나 머릿속에 소형의 마이크를 부착하여 노래 및 대사를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음을 확성하는 무선마이크 수

신 장비이다. 이 장비는 뮤지컬 및 창극에 주로 사용되

며, 무용 및 기타 공연에 효과음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마이크로폰	지름5.7 	길이26.2	/	1970년대

마이크로폰은 목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1876년 토머스 에디

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이 착안하여 벨연구소에서 최초로 만들

어진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아래쪽의 마이크는 1940년대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국립극장에서 1985년까지 사용된 마이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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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제2의 배우, 무대디자인과 소품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의 극작가 마이클 프라이언

(Michael Frayn)이 쓴 <노이즈 오프> 

(Noises off)는 1982년 영국에서 초

연된 이래 세계 40여 개국에서 꾸준

히 공연되어 온 코미디극이다. 국내에

서는 김종석이 연출하고 김유정이 무

대디자인을 맡아 2006년 동숭아트센

터 동숭홀에서 처음 무대에 올렸는데 

안석환, 송영창, 서현철, 김광덕 등이 

출연하여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노이즈 오프’라는 제목은 연극에서 

막이 오르기 직전 스태프끼리 주위

를 환기시키는 용어로 ‘쉿! 조용’, ‘소

음금지, 공연 중 절대 조용’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연극은 극중극 ‘낫씽온’을 준비하

는 연출가와 배우, 스태프의 무대 뒷

이야기이다. 1막은 극중극 ‘낫씽온’

(nothing on)의 최종 리허설 현장이

다. 영국식 2층집을 무대로 마지막 

연습을 갖지만 배우와 스태프간의 의

견 충돌로 극한 상황에 달한다. 2막

은 세트를 180도 회전시켜 무대 뒤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여곡절 끝에 공

연의 막이 올랐지만 무대 뒤에서 배

우들은 여전히 정신이 없다. 우왕좌

왕하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희극적 상

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막

은 세트를 원래대로 돌려 

다시 ‘낫씽온’ 무대를 

보여준다. 배우들의 실수와 애드리

브의 연속으로 공연은 난장판이 되

고, 작품은 전혀 다른 결말로 치닫는 

것이 이 연극의 줄거리이다. 

이 연극은 원제 ‘노이즈 오프’나 극

중극인 ‘낫씽온’이란 제목과 달리 시

끄럽고, 쉴 틈이 없다. 관객들은 똑

같은 연극을 세 번 보아도 전혀 지루

하지 않으며 9명의 배우들이 야단법

석을 떨며 9개의 출입구를 정신없이 

드나들고, 계산된 몸짓과 대사로 웃

음을 자아내게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연극이 공연을 앞

두고 무대를 구성하는 것과는 달리 

이 연극은 공연 두 달 전부터 서강대 

메리홀 2층 연습실에 실제와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극의 완성도를 높이

는 데 기여하였다.

<노이즈 오프> 미니어처

가로44.9 	세로 18.5 	높이17.3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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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가 임학선(林鶴璇: 1950~)의 대표작 <공자>의 

무대 모형이다. 2003년 공자가 태어난 중국 취푸(曲阜)에

서 열린 국제공자문화절에서 초연해 독일, 프랑스, 대만 

등에서 공연된 임학선의 대표작이다. 

공자와 제자들이 죽간(竹簡)을 펴고 논어를 읽는 ‘학문’, 

공자가 거문고 연주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거문고’, 혼

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학문에 집중하는 ‘논쟁’, 공자의 

마지막과 공자를 그리워하는 제자들의 솟대 춤이 인상적

인 ‘가시는 님, 보내는 마음’, 공자를 기리는 현대인을 그

린 ‘환희의 일무’ 등 모두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된 무대 모형은 <공자> 가운데 ‘학문’의 무대로 배경

에 논어 죽간이 펼쳐져 있다.

<까미유 클로델>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오귀스트 로

댕(Auguste Rodin)의 연인이며, 19세기 뛰어난 조각가였

던 까미유 클로델(Camille Claudel)의 비극적인 인생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그는 천재적인 감각과 열정적인 예술혼을 지녔지만 로댕

을 향한 지극한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나약한 

인물이다. 그는 방황 속에서 외로운 삶을 보내다 결국에

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예술가로 이 작품에서는 

이런 인간적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예술작품을 형상화한 독특한 무대와 음악

극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데, ‘지옥의 문’, ‘키스’, ‘사쿤달

라’, ‘왈츠’ 등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이 조각한 걸작들이 

무대 위에 펼쳐지며 그들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자리한다. 

이 뮤지컬은 2006년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시 뮤

지컬극장에서 초연되었는데, 배해선이 주인공 까미유로, 

그리고 김명수와 조정근이 로댕으로 더블 캐스팅되어 출

연하였다.

<공자> 미니어처

가로28.0 	세로50.4 	높이30.2

2004년

<까미유 클로델> 미니어처	가로37.9 	세로29.4 	높이17.9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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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극 <청>은 ‘우리 시대의 창극, 국

가브랜드’라는 타이틀로 공연된 작품

이다. 스텝진은 유영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홍승 연출, 안숙선 작

창, 박성환 대본, 이용탁 음악감독, 

이문옥·정은혜 안무, 이학순 무대

디자이너, 고희선 조명디자이너 등

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에는 창극

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창극의 기본적인 성격은 근대극이자 

대중극 혹은 음악극이라고 보는 것

이 그것이다. 

창극 <청>은 대중성 확보에 성공함으

로써, 창극도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예술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

인시켜 주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특

징은 군더더기 없이 속도감 있게 극

을 이끌어갔다는 점, 사실적인 무대

장치를 탈피하고 회전무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점, 소리

뿐만 아니라 춤과 관현악 반주 그리

고 서정적인 해금 선율을 배합하여 

표현의 극대화를 꾀하였다는 점 등이

다. 특히 관현악은 전통적인 연주 방

식인 수성가락 대신 미리 작곡된 악

보를 반주함으로써 예술적 짜임새를 

높였다. 

<심청가>는 자기 희생과 구원의 문제

를 다룬 작품으로, 관점에 따라 등장

인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가령, 심청의 인간적 면모를 부

각시킬 것인가 영웅성을 강조할 것인

가에 따라 심청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심봉사도 예외는 아

니다. 어느 정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인물로 그릴 수도 있고 골계적인 인

물로 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심봉사

가 개안하는 대목에서 심봉사만 눈을 

뜰 수도 있고 만좌 맹인이 함께 눈을 

뜰 수도 있다. 결국 등장인물을 어떻

게 형상화할 것이며, 작품의 주제의

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고전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중심

적인 관건이 되는 셈이다.  

창극 <청>에서는 주인공 심청의 영웅

성이 강렬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심

청의 영웅성을 부각시킨 대목에서는 

회전무대가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회전무대는 극중 공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

는 주요 표현방식으로 사용되어 청중

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회전무대가 사용된 대목은 ‘청이 인당

수에 빠지는 대목’, ‘심봉사 황성 올라

가는 대목’, ‘부녀상봉 대목’ 등이다. 

이 작품은 한국전통연희의 보편적 구

조라고 할 수 있는 ‘축제적 결말’ 대신 

개인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결말을 

택했다. 결말에 이르러 만좌맹인을 

포함한 모든 인물이 퇴장한 상황에서 

청과 심봉사만이 무대에 남게 된다. 

마침내 심봉사는 눈을 뜨고, 청과 함

께 고향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고 뺑

덕어미와 황봉사가 그 뒤를 쫓는 것

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리고 해금 연

주가 지속되면서, 청중의 서정적 감

성은 극대화된다.

결말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말고도 

희극적 인물인 뺑덕어미와 황봉사가 

펼치는 맛깔스러운 연기, 심봉사 황

성 올라가는 대목에서 팔도 맹인들이 

등장하여 일종의 개인기로 부르는 다

양한 민요, 용궁과 잔치 공간에서 펼

쳐진 무용 등 이 작품에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청>은 대중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음악극 혹은 한국적 

뮤지컬로서의 창극 양식의 정립을 시

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 미니어처

가로46.0 	세로49.8 	높이20.4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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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vintage fashion)이 중심을 이루는데 관객들은 이러한 

모습을 자유로운 영혼의 표출인 보헤미안 정신으로 받아

들이며 렌트 의상을 사입는 등 의상이 하나의 사회적 이

슈가 되기도 하였다. <렌트>는 2000년 7월 국내에서 처

음 공연되었는데 이후, 신시뮤지컬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무대 구성은 처음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오프

브로드웨이(Off Broadway)의 작은 극장에서 예술의 전

당 오페라극장이라는 큰 무대로 옮겨놓으면서 무대를 새

롭게 보완하여 원작의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좀 더 

풍요롭게 채워졌다.

<렌트>는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의 오페

라 <라보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록뮤지컬로 뉴욕 이

스트 빌리지(New York East Village)를 배경으로 현대 

젊은 예술인들의 삶에 묻어나는 고민과 갈등을 그려낸 작

품이다. 이 작품은 1996년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첫 

무대에 올린 이후 토니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하여 

4개 부분(작품상, 음악상,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

는 등 관객의 큰 환호와 관심을 받게 된다. 이 연극의 주

인공들은 약물중독이나 에이즈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놓

인 인물들이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의상들도 빈티지패

<렌트> 미니어처

가로58.8 	세로38.0	높이27.1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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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석(車凡錫: 1924~2006)의 <산불>은 리얼리즘연극의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한국전쟁의 민족적 상처와 인

간의 본능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무대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무대는 P부락이다. 희곡에서 무대설명은 두 집을 감싸고 있는 산, 소

백산맥의 산줄기와 험준한 천왕봉, 드높은 하늘이라는 대자연까지 아우르면서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P부

락의 폐쇄적인 입지는 평화 시에는 포근한 공간, 안락한 공간이지만 전쟁 때는 고립된 공간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여

기서 최씨와 양씨의 두 집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대립적 기호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무대구성은 오른

쪽의 양씨 집은 무대 중앙의 움막 그리고 오르막 길과 무대 상하수로 뻗힌 길 위쪽의 천왕봉, 왼쪽의 최씨의 집의 순서

로 시선이 이동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최씨와 양씨의 두 집뿐만 아니라 P부락의 위와 아래에 있

는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집단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밭은 무대 오른쪽에 있는 공간으로 대칭적인 공간이 아니라 은폐된 공간으로 자리한다. 이 곳은 규복에게는 은

신처이지만 점례에게는 여성성의 회복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곳은 무대구성에서 가장 숨은 공간이지만 탈(脫)이데올로

기의 가장 순수한 공간이다. 그런데 순수의 의미가 사월이 개입되면서 욕망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결말 부분에서 나타

나는 불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공허의 공간을 의미한다.

<산불> 미니어처	가로49.5 	세로34.3 	높이25.0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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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46번째 작품인 <세자매> 

(1967.1.31.~2.6, 국립극장)는 안톤 

체홉(Anton Pavlovich Chekhov) 원

작으로, 지방 소도시에 사는 세자매

와 주변 인물들의 일상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본질에 대해 이

야기한다. 국내 공연에서는 베트남전

쟁 때 순직한 동아일보 백광남 기자

가 번역을 맡았고, 이해랑 연출, 김정

환 미술, 장민호, 백성희, 나옥주, 오

현주 등이 출연하였다. 

무대구성을 맡은 김정환(金貞桓: 

1912〜1973)은 근대 무대미술의 선

구자로 조선악극단을 비롯한 해방 전 

연극, 악극, 무용극의 무대를 도맡아 

꾸며낸 인물이다. 그는 1950년대 국

립극장 초대 무대과장이 되어 국립극

장의 무대구성과 설비를 새롭게 변혁

시켰으며 원각사소극장, 드라마센터 

등의 설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

동을 펼쳤다. 김정환은 무대디자인을 

직접 스케치한 뒤, 이를 연출자와 상

의하여 수정하고 정면도, 평면도, 부

분도 등으로 그려내어 구체적으로 무

대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세자매>의 무대디자인도 그가 직접 

그리고 채색한 것인데, 무대 구성에 

있어서도 체홉(Anton P. Chekhov: 

1860~1904)의 희곡을 그대로 그려내

고 있어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의 전형

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세자매>의 의상도 세자매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올가, 마샤, 이리나

는 모스크바에서 자란 교양 있는 여

성들이지만 아버지가 직장을 옮겨 지

방 도시로 온 후 현실에 만족하지 못

하고 항상 모스크바를 동경한다. 올

가는 맏딸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

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샤는 남

편이 있지만 모스크바에서 온 군인 

베르쉬닌과 사랑에 빠지는 우울한 모

습을 드러낸다. 이리나는 막내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움츠리지 않는 성격

의 소유자다. 

이러한 캐릭터에 맞추어 의상도 사실

적으로 그려낸다. 올가의 푸른색 교원

복은 제복을 나타내면서도 맏딸의 강

인함을 드러낸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

은 마샤는 강인하면서도 외부의 압력

에 흔들리지 않는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리나는 세자매 중 가장 나

약하고 순하지만 ‘넌 흰 옷을 입고 얼굴

엔 생기가 돈다’는 대사처럼 의상은 진

취적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세자매>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지만, 고난과 불만이 가

득찬 현실에서 언젠가는 벗어나 반

드시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스토리 구조에

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이나 

무대 구성에서도 상징적으로 잘 어우

러지기에 체홉의 대표작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을 받고 있다.

<세자매> 무대스케치 가로19.5 	세로27.2	/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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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매> 의상스케치 가로19.5 	세로27.2	/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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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가>는 중국소설 『삼국지연의』 가운데 관우가 화용

도에서 포위된 조조를 죽이지 않고 너그러이 길을 터주어 

달아나게 한 적벽대전을 소재로 하여 만든 판소리 작품으

로, <화용도> 혹은 <화용도타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러나 판소리 <적벽가>와 중국소설 『삼국지연의』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기존의 

작품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며, 거의 부각되지 

않았던 군소 인물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 『삼국지연의』가 영웅들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이야

기라면, <적벽가>는 일반 민중에 입장에서 전쟁의 비극성 

등을 고발하는 이야기에 가깝다. <적벽가>의 독자적인 성

격은 ‘군사설움 대목’에 특히 잘 드러나 있으며, 천하 영웅 

조조의 범부화(凡夫化)와 <춘향전>의 방자에 가깝게 변모

된 정욱의 면모도 주목할 만하다.

<적벽가>의 더늠으로는 현재 송흥록제, 김세종제, 박유전

제, 정춘풍제가 전하고 있으며, ‘삼고초려 대목’, ‘동남풍 

비는 대목’,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불 지르는 대목(적벽대

전)’, ‘군사점고 대목’, ‘새타령’ 등이 대표적인 눈대목이다. 

박동진 명창의 전언에 따르면, 예전에는 <적벽가> 잘하는 

명창을 최고로 쳤다 한다. 그래서 소리꾼이 소리를 하러 

가면, 먼저 “적벽가 할 줄 아십니까?”하고 공손히 물었다

고 한다. 할 줄 모른다고 답하면 “춘향가 할 줄 아는가?”

하고 묻고, 역시 할 줄 모른다고 답하면 “심청가 할 줄 아

냐?”하고 낮추어 물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적벽가>는 사

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소리였다.

〈적벽가>의 표면적 주제는 충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에 의해 전쟁에 동원되어 

죽음으로 내몰렸던 민중들의 한과 저항, 해학과 신랄한 

풍자가 자리 잡고 있다. 

<적벽가> 의상스케치

가로25.9 	세로37.5	/	1985년

<적벽가> 무대스케치 

가로25.9 	세로37.5	/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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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국내 초연일 뿐 아니라 아시아 초연이었던 

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의 <까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 공연의 스

케치 일부이다.

독일 현대음악 작곡가 칼 오르프(Karl Orf)가 작곡한 <까르미나 부라나>는 음

악과 연극, 무용의 요소가 함께 펼쳐지는 스펙터클 대작으로 좀처럼 무대에 올

리기 쉽지 않다.

<까르미나 부라나>는 ‘보이렌의 시가집’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독일 바이에른 

지방 베네딕트 보이렌 수도원(the Monastery at Benediktbeuren)에서 발견

된 시가집의 이름이다. 13, 14세기 익명의 유랑승이나 음유시인이 종교적인 

내용은 물론 도덕적 풍자와 연애, 유희에 대해 쓴 250여 편의 극시를 모았다.

1936년 이 시가집에서 영감을 얻은 오르프가 중세의 분위기를 독자적인 현대

음악 선율로 옮겨 <까르미나 부라나>를 발표했다. <까르미나 부라나>의 대표

곡 <오! 운명의 여신이여>는 영화 <기사 윌리엄>, <엑스칼리버> 등 중세를 배

경으로 한 영화는 물론 CF에도 자주 사용되는 등 널리 알려져 있다.

<까르미나 부라나>의 가장 뛰어난 안무 작품 가운데 하나가 1966년 캐나다 그

랑발레단(Grand Ballet of Canada)의 페르난드 놀트(Fernand Nault)의 것이

다. 일찍이 캐나다 발레단에서도 활동했으며, 국립발레단의 단장이던 김혜식

은 놀트를 초청하여 <까르미나 부라나> 안무를 맡겼다. 

1994년 국내 공연 작품 가운데 최고 작품의 하나로 평가를 

받은 <까르미나 부라나>는 국립극장이 처음 시도한 

대형 총체극으로 국립발레단을 비롯해 국립극

단·국립오페라단·국립무용단·국립국

악관현악단·국립창극단 등 많은 산하

단체를 갖고 있는 국립극장만이 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 주목을 받았다.

장대에 두 팔을 걸고 있는 발레리나와 

머리장식의 스케치는 이 작품의 하이

라이트인 ‘구운 백조의 노래’에 등장하

는 발레리나와 관련된 스케치다. 

<까르미나 부라나> 의상스케치	

가로27.2 	세로37.3	/	1994년



265 제5막	공연과 무대264

<한국, 천년의 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우리춤의 유형을 레퍼토리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작업으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올림픽 100주년 기념공연’에 참가해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다.

1부는 ‘정(靜)’이라는 주제로 5천년 춤의 역사를 한국적 정감이 어린 전통 춤사위로 보여주며, 2부는 ‘동(動)’이라는 주제

로 한국인의 모태사상과 민간신앙에 나타난 정신성을 춤으로 새롭게 표출하였다. 

여기 전시된 용탈, 뱀탈, 신라 말춤관은 2부 「천마총의 비밀」 중 ‘십이지신 춤’과 ‘화랑의 춤’에 사용된 소품들이다. 이중 

신라 말춤관은 신라 화랑의 기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남자군무에 사용되었다. 

「천마총의 비밀」에서는 정월 대보름달의 기운을 마시며 기원하던 풍속을 무대화한 ‘솟대의 기원’, 정월 대보름달의 기운

을 마시며 기자석(祈子石)에 아이 갖기를 기원하던 풍습을 춤으로 표현한 ‘달의 기원’, 신라의 원화들이 향발을 치며 추

는 군무 ‘원화의 춤’, 신라 화랑의 기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인의 남자 기상과 여자의 기상을 표현하는 ‘화랑의 

춤’ 등을 선보였다.

<한국, 천년의 춤> 1998년		

 뱀탈	가로24.8 	세로31.8 	높이22.7

 용탈	가로26.8 	세로49.2

<한국, 천년의 춤> 신라 말춤관

가로19.0 	세로23.9 	깊이27.9	/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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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적 뼈대에 국악과 양악, 전통무용, 타악, 풍물, 판소

리 등 다양한 전통연희 양식을 결합해 한국적 총체극을 

지향한 <우루왕>은 국립극장 4개 전속단체(국립극단·국

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가 함께 제작

한 작품으로 2002년 일본, 2003년 스페인 공연 등 세계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한국 공연예술의 위상

을 세계에 알렸다.

<우루왕>은 원작 세익스피어의 『리어왕』과 우리의 무속 

설화인 『바리데기』를 접목시켰다. 바리데기가 자신을 버

린 부왕을 위해 저승 여행을 하면서 무당이 된 설화와 리

어왕의 셋째 딸 코딜리어 공주가 리어왕에게 버림받은 뒤 

부왕을 위해 전쟁을 하다 광야에서 죽어 간 이야기 사이

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동양과 서양의 원형적 동질성을 

우리의 공연 양식으로 재탄생시킨 공연이다.

왕에게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훗날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미치광이가 된 왕을 구해낸다는 <우루왕>은 극의 결말에 

광야에서 죽어간 리어왕의 한을 위로하는 바리공주의 

‘상생굿’을 통해 한의 승화라는 한국적 철학을 담

고 있다.

<우루왕>	2001년 

 가면		가로16.7 	세로47.6	/
										가로16.0 	세로18.0

 부채		가로54.0 	세로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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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왕> 방패 

지름50.7	/	2001년

창 길이240

창 길이225

탈	가로37.4 	세로47.7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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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의 1997년 세계 명작무대 <파우스트>는 국립극단 원로배우 장민호

(張民虎: 1924~)의 연기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화제를 모았다. 괴

테 원작의 연극 <파우스트>가 국내 초연(번역/서항석, 연출/이해랑)된 것은 

1966년 10월 옛 명동예술극장에서였다. 그 당시 파우스트 역을 맡은 이도 장

민호였으며, 이후 1974년과 1984년 국립극단의 파우스트역 또한 그가 계속해

서 맡았다. 그리고 1997년 파우스트역 역시 그가 맡음으로써 그의 파우스트 

연기를 따를 배우가 없다고 하여 ‘파우스트 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신

협이 국립극단의 전속단체가 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다른 단체로 옮기지 않

은 채 170여 편의 연극에 출연하였다. 연극 이외에 TV, 라디오, 영화 등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았지만 <파우스트>를 그의 연기생활 중 가장 인상

적인 작품으로 꼽는다. 파우스트는 학문과 진리탐구를 위해 노력하지만 인간

의 한계에 절망한 노학자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 

현세의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

에 이르는 장구한 노정을 걷게 되는 이야기이다. 

장민호는 파우스트를 여러 얼굴로 해석하여 연기하였다. 학문의 차가움에 실

망한 노박사 파우스트(1966년), 이상향을 추구하다 허탈감을 맛보는 파우스트

(1974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파우스트(1984년) 등 공연을 거듭

할 때마다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에 대한 그의 다양한 해석 속에는 그의 연극관

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네 번째로 출연한 <파우스트>(1997년) 공

연에 서는 국립극장 무대에 함께 섰던 국립극단 출신의 신구가 메피스토역을 

맡아 선과 악의 세계를 넘나드는 연기로 작품의 깊이와 가치를 배가시켰다.

<파우스트> 도깨비탈	가로17.5 	세로22.9	/	가로19.5 	세로23.7	/	1997년	

<파우스트> 마녀 가면 

가로23.5 	세로 84.8	/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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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무용예술 큰잔치에서 한국무

용·전통무용·현대무용·발레 등 

다양한 무용장르가 펼쳐졌다. 한국무

용은 은하수, 강강술래, 미얄 할미춤 

등을 선보였는데 여기 전시된 미얄 

영감탈은 미얄 할미춤에 사용된 탈

이다. 봉산탈춤은 7마당 5거리로 나

누어지는데, 미얄춤은 봉산(鳳山)탈

춤 제7마당에 나타난다. 제1은 사상

좌(四上佐) 춤마당으로 사방신(四方

神)에 배례하는 의식무(儀式舞) 장면

이며, 제2는 팔먹중마당으로 첫째 거

리는 팔먹중 춤놀이이며 둘째 거리

는 법구놀이다. 제3은 사당춤마당으

로 사당(社堂)과 거사(居士)들이 흥

겨운 노래를 주고받는 장면이다. 제

4는 노장(老長)춤 마당으로 첫째거리

는 노장 춤 놀이로 노장이 소무의 유

혹에 빠져 파계를 당하는 장면이며, 

둘째거리는 신장사 춤 놀이로 신장사

가 노장에게 신을 뺏기는 장면이며, 

셋째거리는 취발이 춤 놀이로 취발이

가 노장으로부터 소무를 빼앗고 살림

을 차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모의적인 

성행위와 출산은 풍요제의적(豊饒祭

儀的) 성격을 띠고 있다. 제5는 사자

춤마당으로 사자로 하여금 노장을 파

계시키고 파계승들인 먹중들을 징계

하는 장면이다. 제6은 양반춤마당으

국립극단의 <광대들의 비나리>는 서

울·경기 지방의 재수굿을 소재로 옴

니버스식으로 극을 전개하면서 스토

리의 구성을 자제하여 굿의 제의적 

성격에 치중하는 한편 신명나는 놀이

판 요소도 살리고자 하였다.

공연에서 본판 다섯 마당의 앞뒤에 

앞판과 뒷풀이를 두어 관객이 풍물

과 추렴 등에 직접 참여토록 했다. 이

로써 무대에서 배우가 일방적으로 관

객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일방향’ 연

극에서 벗어나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고 배우와 관객이 함께 

말을 주고받는  ‘쌍방향’극을 만들어 

올렸던 것이다.

국립극단이 굿 속에서 춤과 음악, 연

극의 요소들을 끌어내는 ‘굿의 연극

화’ 작업을 한 것은 이 공연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박은희 연출의 <불>

이후 두 번째이다. 두 공연의 차이점

은 <불>이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굿이라면 <광대들의 비나리>는 산 자

들의 복을 비는 축원굿이라는 점이

다. <불>에서는 망자들을 

위로하는 진오귀굿을, 

<광대들의 비나리>에서는 재수(복)를 

비는 재수굿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광대들의 비나리>는 국립극단이 경

기소리의 명창 김혜란과 굿에서 새로

운 연극양식을 창출해 보려는 구히서

와 함께 기획하였다.

로 양반집 머슴인 말뚝이가 양반형제

들을 희롱하는 장면이다. 제7은 미얄

춤마당으로 영감과 미얄할멈과 영감

의 첩 덜미리집과의 삼각관계를 그리

다가 영감에게 맞아 죽은 미얄할멈의 

원혼을 달래는 무당굿으로 끝난다.

미얄춤은 극마다 복장·가면 등이 조

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영감탈은 종

이로 만들며, 흰 합죽이 얼굴에 난간

이마를 내밀고 개털로 만든 흰수염과 

흰 털 눈썹을 달고 뚫려 있는 눈은 금

테를 두르고 있다. 놀이 복색은 흰 도

포(장삼)와 바지, 행전을 치고 개가죽

관을 쓴다. 

미얄할미탈은 얼굴 전면이 검은 바탕

이며 흰 점과 붉은 점을 찍는다. 놀이 

복색으로 흰 치마와 저고리부채방울을 

들고, 이마에는 붉은 수건을 둘렀다.

<미얄할미춤> 

영감탈

가로28.0 	세로43.8
1987년	

<광대들의 비나리>	2000년 

 양탈	가로35.0 	세로55.7

 닭탈	가로46.0 	세로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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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무용계 

원로들 8명의 전통춤판이 봄무대를 

수놓았다. <우리춤, 우리의 맥>은 국

립극장 장충동 신축 이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으로 지난 31년간 

국립무용단 지도위원을 역임한 춤꾼

들의 흥취와 멋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당시 출연했던 무용계 원로들은 중

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예능보

유자 강선영(姜善泳), 1968년 멕시

코 올림픽에서 부채춤 군무를 첫 선

보여 한국춤의 상징으로 부각시킨 김

백봉(金白峰), 작품 <가사호접> 명무

를 지정, 보유하고 있는 김문숙(金文

淑), 우리 무용사상 처음으로 『산조

춤무보』를 출간한 산조춤의 대가 김

진걸(金振傑), 국립창극단 단장겸 예

술감독(1996~1997) 전황(全潢), 선

비춤의 맥을 이으며 전통무용에 기반

한 창작춤을 선보인 최현(崔賢), 월북 

무용가 최승희의 제자인 한순옥(韓順

玉), 대구 달구벌 입춤 전수자 최희선

(崔熙善)이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수

준 높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 공연

은 당시 단장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조흥동의 데뷔무대이기도 하며 직접      

<구원>, <장고춤> 등 자신의 안무작

을 올리고 직접 춤도 추었다.

특히 최현(崔賢) 안무의 한국 창작무

용 <군자무>는 전통 춤사위에 발레형

식을 대입한 독특한 구성으로 관객들

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사

군자를 그리는 1명의 선비가 매난국

죽(梅蘭菊竹)으로 분장한 4명의 여자 

무용수와 번갈아 가며 화려한 춤을 

선보인 이 작품을 통해 한국춤의 장

래를 엿볼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다.

우리 연극의 원형을 찾아보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

극 <홍동지는 살어있다>는 김광림의 희곡을 연출가 이윤

택이 한국적 미학이 물씬한 무대로 구현하였다. 원시 자

연 속에서 살던 ‘홍동지’라는 신화적 인물이 문명세계로 

건너오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토대로, 그의 활약상과 몰

락과정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심성을 회복하는 것을 줄

거리로 하고 있다.

서구 연극의 수용과 정착 과정에서 민족 특유의 원형극

(중국의 경극, 일본의 노-가부끼,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극, 베트남의 물 밑 인형극 등)을 현대적 공연양식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미약했던 당시 현실에서 <홍동지는 

살어있다>는 우리의 꼭두극 원형에서 이미지를 빌려옴으

로써 서구 연극의 영향에서 벗어나 민족 특유의 연극을 

재창조하였다. 
<우리춤, 우리의 맥> 처용탈

가로24.5 	세로46.3 	높이24.5	/	1993년

<홍동지는 살어있다> 허재비 탈	가로28.8 	세로25.3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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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극은 본래 1인극인 판소리의 배역을 여럿으로 나누고 연극적인 연출을 가미하지만, 창극 <적벽>은 판소리를 토대로 

하여 동·서양 악기(비나리, 정가, 범패 등)를 연합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고, 팀파니가 웅장한 저음을 이끌어내어 

오페라처럼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다수의 등장인물이 창으로 엮어가는 창극의 형식이면서도 보다 세련된 음악극의 요소를 가미해 차별화한 것이다.

남성 창극의 백미인 <적벽>은 영웅호걸들의 이야기인만큼 판소리 다섯 마당 중 가장 호방하고 힘찬 남성적 소리로 소

리꾼들이 가장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마당이기도 하다.

나관중이 쓴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연의』는 대륙을 뒤흔든 영웅들의 서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창극 <적벽>에서는 흔

히 알고 있는 간신 조조가 아닌 영웅이자 인간인 조조를 그려냈다.

<적벽가>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면서 조명·영상·무대를 통합한 현대적 미장센과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떨림의 소리

인 요성[떠는 소리]과 3박자를 기본으로 한 정교한 리듬, 해학적 감성을 토대로 기존의 판소리 화법을 연극적 화술에 접

목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현대음악극을 만들어 창극의 대중화, 보편화에 기여하였다.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적벽강 전투에서 공명이 동남풍을 이용해 불길을 일으켜 조조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장면으로, 

무대 위에 5척의 배가 등장하고 거대한 화염이 배를 집어삼킨다. 이 장면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거대한 프로펠러까

지 동원되었다.

<적벽> 공명부채	가로44.0 	세로57.0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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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세계명작무대’에 소개된 <브

리타니쿠스(Britannicus)>는 당시 국

내 초연작으로 프랑스 국립연극 컨서

바토리 교수인 연출가 다니엘 메스기

슈(Daniel Mesguich)가 극의 미묘한 

뉘앙스와 프랑스 특유의 색채감각을 

강조하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

냈다. 또한 무대 장치와 조명 등도 메

스기슈의 스탭이 직접 맡았다.

<브리타니쿠스>는 프랑스의 거장 장 

라신느(Jean Racine: 1639~1699)

의 작품으로 프랑스 연출가들도 어

려워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몰리

에르(Molière), 코르네이유(Pierre 

Corneille)와 함께 프랑스 고전비극 3

대 거장으로 꼽히는 장 라신느는 완

전한 형식미를 추구하는 작가로 인간

의 광적인 정열과 벗어날 수 없는 원

죄적 고통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탁월하다. 그의 작품 중 국내에서는  ̀  

<페드라>가 잘 알려져 있다.

공연의 기본 구조는 연인들의 삼각관

계로,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복형 브

리타니쿠스의 애인 주니아를 사랑하

여 주니아를 차지하기 위해 브리타니

쿠스를 독살한다. 황제가 되기로 예

정됐던 브리타니쿠스, 그 자리를 빼

앗아 아들 네로에게 준 아그리피나, 

간교한 신하 나르시스. 이들이 얽히

면서 연극은 복잡한 심리드라마로 변

화한다. 네로와 브리타니쿠스 역은 

국립극단의 두터운 중견연기자의 벽

을 뚫고 신예 이상직과 노석채가, 사

랑의 화신 주니아 역은 계미경이 맡

았다. 여기에 전시된 인형은 극중 미

니어처로 등장하였다.

<브리타니쿠스> 인형	가로24.4 	세로68.6	/	가로19.4 	세로64.3	/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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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이	무대에	올려져	그	막을	내리기까지	생산된	물질문화들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는	크다.	지금의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은	국악사양성소(67년)와	국립국악고등학교(72년)로	사용한	적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며,	상설전시실과	아카이브실,	수장고	등

을	구비하여	2009년	12월	23일에	부분적으로	개관하였고	국립극장	개관	6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	5월	7일	<6.25	전쟁,	공연예술의	기

억과	흔적>을	열면서	전면	개관하였다.	이	배경에는	공연예술	관련	물질문화의	유실과	멸실(滅失)을	막고	우리	문화의	보고(寶庫)를	영

구히	보존·관리하고	이를	조사·연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전시와	교육을	통해	우리의	공연예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가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구가	있었다.	한편,	국립극장은	1950년	4월	29일에	부민관(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에서	창립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박물관의	개관은	국립극장의	기능이	크게	확대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국

립극장의	공간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KB국민은행청소년하늘극장,	별오름극장,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2010년	현재	약	17만여	점에	달하는	공연예술	자료들을	수

집·보존하는	수장고	외에	개화기	이후	한국	공연예술의	역사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의	

실제를	보여주는	상설전시실(이	안에는	커뮤니티	존이라	하여	상설전시	연계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그리고	공연예술	가운데	특정	주제를	정해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기획전시실,	그리고	영상자료들을	서비스하는	공간으로서	아카이

브실,	공연예술	관련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특설강좌	등을	열	수	있는	교육

실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이고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국립극장	공연관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카이브실은	오전	10시에	문

을	열어	오후	6시에	문을	닫지만	토·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관람료는	없다.	문의는	

02-2280-5829이며	홈페이지는	http://museum.ntok.go.kr이다.	

상설전시실▲  아카이브실▼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상설전시

1 2

3 4

1   부민관	1950년

2   대구 국립극장	1952년

3   명동 국립극장	1962년

4   남산 국립극장 개관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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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입장권	5	 12.9×5.8	 1976년	 196

국립극장	입장권	6	 12.9×5.8	 1976년	 197

국립극장	입장권	7	 17.3×8.5	 1977년	 197

국립극장	입장권	8	 12.9×5.8	 1977년	 197

『국립중앙극장』	 12.8×18.9	 1999년	 193

<국물있사옵니다>	프로그램	 15.1×20.8	 1966년	 143

<국물	있읍니다>	대본	 17.6×25.0	 1966년	 143

<국악사양성소준공기념연주회>	프로그램	 19.2×26.2	 1960년대	 109

『극장예술』		 18.9×16.0	 1979년	 193

『극장예술』	 18.9×26.0	 1979년	 192

극장	취재증	 9.6×5.9	/	8.8×5.4	 1956년	 121

<기산풍속도>	‘가죽	쓴	탈	모양’		 	 19세기	말	 029

<기산풍속도>	‘과거하고	가는	사람'	 	 19세기	말	 025

<기산풍속도>	‘굿중패노름놀고’	 	 19세기	말	 039

<기산풍속도>	‘굿중패	모양’	 	 19세기	말	 039

<기산풍속도>	‘노승탈	모양’		 	 19세기	말	 029

<기산풍속도>	‘목중탈쓰고	노는	모양’		 	 19세기	말	 029

<기산풍속도>	‘박첨지놀음하는	모양’		 	 19세기	말	 034

<기산풍속도>	‘사당	판놀음하는	모양’	 	 19세기	말	 035

<기산풍속도>	‘솟대쟁이패’		 	 19세기	말	 038

<기산풍속도>	‘양반광대	모양’		 	 19세기	말	 029

<기산풍속도>	‘취발이탈	모양’		 	 19세기	말	 029

<기산풍속도>	‘팔탈판’		 	 19세기	말	 028

기생엽서	 9.0×14.0	/	14.0×9.0	 20세기	초	 042~051

<김매자	무용발표회>	프로그램	 22.0×27.0	 1976년	 169

김명환	명고	 	 	 073

<김복희	김화숙	현대무용	발표회>	프로그램	 30.0×21.0	 1971년	 131

김소희	명창	 	 	 075

김연수	명창	 	 	 072

김홍도의	모당	홍이상의	<평생도>중	‘삼일유가’	부분	 	 1781년	 024

<까르미나	브라나>	의상스케치		 27.2×37.3	 1994년	 262

<까미유	클로델>	미니어처	 37.9×29.4×17.9	 2007년	 249

<껍질이	째지는	아픔없이는>	프로그램	 19.0×13.0	 1960년대	 138

<껍질이	째지는	아픔없이는>	프로그램	 18.8×25.6	 1960년대	 138	

<隈壘戱圖[ 듸각씨]>	중	‘꼭두각시놀음	연행광경’	 	 19세기	 032

ㄱ

가방	 43.5×31.5	 	 208

가방	 45.0×35.0	 	 231

가방	 45.0×35.0	 	 231

『가사호접』		 14.0×20.0	 1973년	 055

가산오광대놀이	 	 19세기	 027

가야금	 143.1×17.3×9.2	 	 220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2개의	악장>	악보	 25.9×36.0	 1990년대	 226

감로탱에	표현된	‘조선후기	인형연행’	부분	 	 18세기	말	 031

강령탈춤	 	 	 027

<강선영	무용연구소	문하생	발표회>	프로그램	 17.8×25.0	 1963년	 128

개량대금	 지름3.7	길이71.5	 	 201

개량대금	 지름2.9	길이77.3	 1990년	 201

<거룩한	직업>	포스터	 30.0×83.6	 1975년	 212

거문고	 160.2×19.8×11.8	 	 220

<검무>를	추는	기생	 	 1910년대	 052

경국사	감로탱의	‘사당패’	부분	 	 19세기	중엽	 036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작품발표회>	프로그램	 19.0×22.6	 1978년	 133

<고도를	기다리며>	재연	프로그램	 26.0×18.5	 1970년	 162

<고도를	기다리며>	초연	프로그램	 21.0×19.0	 1969년	 162

고성오광대놀이	 	 	 026

<고전민요>	제2집	 30.8×31.2	 1971년	 102

『공간』	 24.4×25.7	 1973년	 136

<공자>	미니어처	 28.0×50.4×30.2	 2004년	 248

<광대들의	비나리>	양탈,	닭탈	 35.0×55.7	/	46.0×70.7	 2000년	 273

『국립극장	갈채』	 18.7×24.8	 2000년	 193

국립극장개관	20주년	기념	프로그램	 22.2×29.3	 1970년	 198

<국립극장	부설	연극인양성소	동창회	회칙>	 18.6×26.2	 1973년	 195

『국립극장소식』	 18.9×25.5	 1991년	 193

국립극장	연극사랑	회원카드	모음	 8.5×5.5	 1989~2000년	 199

『국립극장	월간	미르』	 18.5×24.9	 2000년	 193

국립극장	입장권	1	 19.1×7.6	 1970년대	 196

국립극장	입장권	2	 18.6×7.8	 1973년	 196

국립극장	입장권	3	 14.0×6.8	 1975년	 196

국립극장	입장권	4	 14.5×7.4	 1975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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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남사당패의	‘덧뵈기’		 	 	 035

<노이즈	오프>	미니어처	 44.9×18.5×17.3	 2006년	 246

<뇌우>	대본	 17.6×25.4	 1950년	 092

<뇌우>	프로그램		 20.7×18.9	 1950년	 093

<늙은	도둑	이야기>	입장권		 11.3×15.9	 1989년	 176

ㄷ

<다시라기>	입장권		 8.0×12.0	 1979년	 174

<다시라기>	프로그램		 26.0×24.5	 1979년	 175

단원증	 5.8×8.3	 1979년	 229

<담락연도(湛樂宴圖)>의	‘오방처용무’	부분	 	 1526년	 020

<대머리	여가수>	차권	 11.0×5.5	 1978년	 155

<대머리	여가수>	친필	원고	 27.0×19.5	 1960년대	 211

<대머리	여가수>	프로그램	 19.0×24.0	 1978년	 155

도장	 2.9×2.9×11.0	 	 212

도장	 3.9×2.2×6.2	 	 212

<돌개바람·사랑을	찾아서>	프로그램	 18.8×25.8	 1960년대	 139

<돌보기>	회보	 19.5×27.2	 1970년	 158

동경학생예술좌	제1회	공연	입장권	 8.0×5.0	 1935년	 085

<동도문희연도(東都聞喜宴圖)>	 	 1526년	 023

<딸들은	자유연애를	구가하다>	집필노트		 20.0×27.0	 1957년	 114

<딸들은	자유연애를	구가하다>	프로그램	 19.0×27.3	 1957년	 114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대본	 16.4×24.6	 1958년	 116

ㄹ

라디오	 37×26×10	 	 227

라디오	 17.8×11.8	 	 230

<렌트>	미니어처	 58.8×38.0×27.1	 2009년	 252

ㅁ

마이크로폰	 지름5.7	길이26.2			 1970년대	 245

<만파식적>	프로그램	 19.0×25.6	 1969년	 130

모자	 지름24.0	 	 208

무선	마이크	수신기	 22.0×10.0	 1980년대	중반	 245

<무용극-환>	악보	 42.5×29.8	 1993년	 226

무전기	 8.5×28.3	 1970년대	 243

<묵살된	사람들>	프로그램	 18.7×26.2	 1959년	 139

문화포상증	 47.1×38.0	 1962년	 207

<물에	오른	해녀>	대본	 19.0×26.0	 	 152

<미얄할미춤>	영감탈	 28.0×43.8	 1987년	 272

믹싱콘솔	 47.7×46.0×18.3	 1980년대	중반	 242

<Music	from	korea	Vol.1:	The	Kayakeum>		 31.4×31.5	 1965년	 098

ㅂ

<바람개비>	프로그램	 26.0×19.0	 1987년	 171

박동진	명창	 	 	 074

<반구대	암각화>	중	‘가면’	 	 신석기	시대	말기~청동기	시대	 011

<반구대	암각화>	중	‘벌거벗은	남자’	 	 신석기	시대	말기~청동기	시대	 011

발레공연	사진	 17.2×19.6	 1985년	 238

발레공연	사진	 24.6×20.3	 1985년	 238

발레공연	사진	 18.0×19.3	 1985년	 228

발레공연	사진	 28.4×11.2	 1985년	 237

발레	의상	뛰뛰	 90.0×90.0	 	 240

『방송극』	창간호		 14.3×20.9	 1976년	 183

<백의	환상·영은	살아있다·쌍곡선>	대본	 17.4×24.9	 1962년	 124

<백의	환상·영은	살아있다·쌍곡선>	프로그램	 19.0×26.0	 1962년	 125

벼루	 14.3×23.8	 	 209

<보이체크>	대본	 19.0×26.0	 1975년	 150

복원비파	 114.0×32.0×15.5	 	 222

<봉사도(奉使圖)>	제11폭	 	 1725년	 019

<봉사도(奉使圖)>	제7폭	 	 1725년	 018

<봉사도奉使圖>	제7폭	중	‘예산대’	부분		 	 1725년	 034

봉은사	감로탱의	‘풍각쟁이패’	부분	 	 1892년	 039

부민관	아악공개연주회와	관람객	 	 1938년	 079

부채	 27.3×0.8	 	 209

붓	 길이27.8	/	지름1.2	 	 209

<브리타니쿠스>	인형		 24.4×68.6	/	19.4×64.3	 2000년	 279

<빠담빠담>	입장권	 15.0×7.8	 1977년	 163

<빠담빠담>	프로그램	 26.4×25.4	 1977년	 163

<빠알간	피이터의	고백>	입장권		 19.0×8.5	 1977년	 159

<빠알간	피이터의	고백>	초연	프로그램	 20.3×20.3	 1977년	 159

ㅅ

<사신의	독백>	대본	 19.0×26.0	 1962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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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노트		 19.9×27.0	 	 232

<안악	3호분>의	‘탈춤’	 	 고구려시대	 013

<안악3호분>의	‘행렬도’	 	 고구려시대	 012

<알성시은영연도(謁聖試恩榮宴圖)>		 	 1580년	 022

양주별산대놀이	 	 	 027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대본		 19.0×26.0	 1970년대	 154

SP	음반	가사지	 12.9×17.4	 1950년대	 103

SP	음반	가사지	 12.9×19.1	 1950년대	 103

SP	음반	보관지	 25.8×25.1	 1930년대	 065

SP	음반	보관지	 25.5×25.5	 1930년대	 065

SP	음반	보관함	 28.0×27.0	 1930년대	 064

SP(Standard	Play)	음반	 지름25.0	 1930년대	 0

<에쿠우스>	말가면	 19.7×41.6×71.0	 2003년	 157

<에쿠우스>	입장권		 14.6×7.1	 1970년대	 156

<에쿠우스>	초연	대본	 18.5×26.0	 1975년	 156

<에쿠우스>	프로그램		 14.5×7.0	 1970년대	 156

<에쿠우스>	프로그램	 26.0×24.7	 1970년대	 157

『연극영화연구』	창간호		 15.6×20.5	 1970년	 184

『연극평론』	창간호	 15.0×21.0	 1970년	 184

연적	 9.8×8.0	 	 209

<영광>	대본		 19.0×26.0	 1962년	 118

영상기	 43.0×44.3	 	 230

<예그린	악단	민요집>	제1집	 30.6×30.6	 1960년대	후반	 101

<오구-죽음의	형식>	프로그램		 18.8×26.0	 1991년	 180

<왕교수의	직업>	프로그램	 19.0×26.0	 1970년	 141

<우루왕>	가면	 16.7×47.6	/	16.0×18.0	 2001년	 267

<우루왕>	방패		 지름50.7	 2001년	 268

<우루왕>	부채		 54.0×30.0	 2001년	 267

<우루왕>	창	 길이	240,	225		 	 268

<우루왕>	탈	 37.4×47.7	 2001년	 269

<우리들의광대>	입장권	 7.1×13.5	 1979년	 161

<우리들의	광대>	프로그램		 25.5×25.0	 1979년	 160

<우리	연극을	위한	새	방향>	친필	원고	 19.2×26.7	 	 217

<우리춤,	우리의	맥>	처용탈		 24.5×46.3×24.5	 1993년	 274

<원술랑>	관람객	팬레터		 18.3×12.1	 1950년	 090

사자춤	공연	 	 1910년대	 053

사진	 12.8×17.3	 	 212

<산불>	미니어처	 49.5×34.3×25.0	 2005년	 254

<산불>	초연	대본	 19.0×26.0	 1962년	 120

<산불>	프로그램	 17.5×25.0	 1962년	 120

상장	 27.0×35.5	 1970년	 207

상장	 54.4×40.9	 1967년	 207

<생일파아티>	대본	 18.5×26.0	 1970년	 146

서항석	사진	 16.0×17.0	 	 206

<성금연	가야금	독주회>	프로그램	 15.4×24.5	 1960년대	 111

<성웅	이순신>	대본	 19.0×26.0	 1973년	 194

<세자매>	무대스케치	 19.5×27.2	 1967년	 256

<세자매>	의상스케치	 19.5×27.2	 1967년	 258

소극장	아리랑	개관	기념물	 3.0×4.5	 1995년	 181

소극장	아리랑	기념물	 3.0×4.5	 1996년	 181

소리북	 지름39.4	 	 217

송만갑	명창	 	 	 067

수국사	감로탱의	‘초라니’	부분	 	 1832년	 038

<수도여자사범대학	무용학과	제1회	졸업발표회>	프로그램	 18.7×26.5	 1971년	 135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의	‘사당춤’	부분	 	 1868년	 035

수첩	 8.5×14.8	 1995년	 213

수첩	 15.5×25.6	 1980년	 228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과	제7회	무용발표회>	프로그램	 17.5×26.2	 1972년	 133

슈즈	 길이27.2	너비9.6	 	 231

신문기사	스크랩	액자	 56.0×38.3	 1991년	 214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묘사된	‘신라박’		 	 12세기	 015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묘사된	‘입호무’		 	 12세기	 015

<신앙과	고향>	대본	 19.0×26.0	 1957년	 113

실린더	 높이11.5	지름6.5	 1905년	 063

<심청가>	대본	 18.8×25.5	 1984년	 216

10현	대아쟁	 164.0×35.0×30.0	 2009년	 220

ㅇ

<아리랑>	프로그램	 19.0×26.5	 1986	 181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처용관복도설」에	그려진	‘처용가면’	 	 1493년	 017

안경		 4.0×14.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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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술랑>	프로그램	 35.6×18.8	 1950년	 088

월간국립극장	신문	4호	 27.5×39.0	 1977년	 189

월간국립극장	신문	5호	 27.5×39.0	 1977년	 190

월간국립극장	신문	7호	 27.5×39.0	 1977년	 191

<윌헬름-텔>	대본		 17.2×24.5	 1960년대	 208

유니버설	발레단	토슈즈		 6.0×23.5	 	 241

<이경석사궤장연회도첩>의	‘오방처용무	연행’	장면	 	 1668년	 021

이근삼	사진	 44.0×31.0	 	 210

이근삼	전집		 17.8×23.3	 2008년	 213

25현	가야금	 154.0×36.0×30.0	 1990년	중반	 203

21현	가야금	 153.0×33.0×30.0	 1985년	 200	

이왕직아악부	‘일소당’의	궁중공연		 	 1930년대	 078

이화중선	명창	 	 	 070

<일요일의	불청객>	포스터	 34.3×83.6	 1975년	 212

임방울	명창	 	 	 071

임춘앵	명창	 	 	 076

<잉여인간>	대본	 17.5×25.0	 1963년	 140

ㅈ

자켓		 49.8×84.7	 	 213

<적벽가>	무대스케치	 25.9×37.5	 1985년	 260

<적벽가>	의상스케치	 25.9×37.5	 1985년	 261

<적벽>	공명부채		 44.0×57.0	 2009년	 276

<점아	점아	콩점아>	프로그램	 18.4×25.1	 1990년	 182

<정재만	남무단	창단공연>	프로그램		 26.5×26.8	 1987년	 172

정정렬	명창	 	 	 069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프로그램		 37.5×25.2	 1979년	 167

<제2회	박동진	판소리	연창회	춘향가>	프로그램		 12.3×26.0	 1960년대	 106

<제6회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	프로그램	 18.8×16.0	 1960년대	 107

<제7회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작품발표회>	프로그램		 17.5×22.7	 1970년	 134

<제물>	프로그램		 19.1×26.0	 1958년	 139

조명	조리개	 지름22.6	 1970년대	 243

조선성악연구회	 	 1930년대	 077

『조선의	아악』		 12.5×18.5	 1947년	 080

『조선창극사』	 14.0×19.0	 1940년	 066

조택원	초기	현대무용	사진	 8.5×11.5	 1930년대	 058

<존경할	만한	창부>	대본		 19.0×26.0	 1963년	 123

<주리발레공연>	프로그램		 77.0×27.0	 1963년	 126

ㅊ

<처용>	프로그램	 18.7×26.0	 1976년	 170

<청>	미니어처	 46.0×49.8×20.4	 2006년	 250

<초분>	초연	프로그램		 21.4×23.3	 1973년	 148

최승희	프로그램(복제)	 14.2×20.8	 1940년대	 060

축음기		 29.0×13.0×52.0	/	나팔지름35.0	 1905년	 062

축음기(콜롬비아213)		 30.0×41.0×52.0	 1930년대	 065

<춘앵전>을	추는	기생		 	 1910년대	 053

<춘향가>	친필	악보	 35.4×25.8	 1965년	 218

『춘향전』		 12.5×18.6	 1972년	 105

『춘향전』	 19.5×25.8	 1952년	 104

<출세기>	초연	프로그램	 18.9×21.3	 1974년	 062

<칠수와	만수>	프로그램	 18.0×26.0	 1986년	 177

ㅋ

<카덴자>	입장권	 12.0×6.0	 1978년	 144

<카덴자>	프로그램	 19.0×26.0	 1978년	 144

<컨템포러리	무용단	777>	프로그램	 13.4×18.2	 1977년	 132

ㅌ

타자기	 36.2×23.6	 	 230

<태양처럼	태양처럼>	대본		 19.0×26.0	 1970년대	 215

<태>	초연	프로그램		 18.9×20.9	 1974년	 147

ㅍ

<파우스트>	대본	 18.9×26.2	 1970년대	 208

<파우스트>	도깨비탈		 17.5×22.9	/	19.5×23.7	 1997년	 270

<파우스트>	마녀	가면	 18.0×56.5	 1997년	 271

<파우스트>	프로그램	 18.9×26.2	 1970년	 208

파이프	 9.1×20.2	 	 211

<판소리	흥보전>		 31.0×30.6	 1968년	 100

<팝스·예그린>	프로그램	 17.6×18.5	 1960년대	 110

풋라이트(각광)	 17.0×23.5×22.5	 1970년대	 242

ㅎ

<하멸태자>	입장권	 13.5×7.0	 1976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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