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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조사보고는 예능민속연구실에서 연극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1 )

연극이란 배우가 연희 장소에서 관객을 앞에 두고 희곡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몸짓 동

작과 대사로써 만들어 내는 예술을 말한다. 연극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흔히 배우,

무대, 관객, 희곡의 4가지를 든다. 배우는 연기자로서 연극의 핵심이고 연극이 살아있는

예술임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된다.2 )

연극의 요소 중 배우를 대신해서 인형이 하는 인형극과 그림자가 대신하는 그림자극이

있다. 인형극이란 연극의 한 형태로 사람이 아닌 인형들이 무대에 출연하여 공연하는 것

을 말한다.  인형(人形)이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사람의 모습을 축소하여 만든 모

형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로 쓰고 있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괴뢰(傀儡)라고

한다. 인형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동작과 상징성을 마음대로 표현 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그림자극은 여러 가지 형상을 불빛에 투영시켜 신비스러운 입체감을 표

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그림자극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천연색으로 연출되는

유일한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모태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인형극 또한 원시 종교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흙이나 나무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주술로써 사용되었다. 즉 종교의식 형태가 인형극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형에게 움직임과 대사를 불어넣어 극 형태로만들게된 것이 인형극이다.

인형극이 언제 어디서시작되었는지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기록에 의하면서양에서는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그리스·로마 등이며, 동양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인형극

의 발상지로 보고 있다.

프랑스의 샤를르 마니앙(Charles. Magnin)의 저서『유럽 인형극의 역사』( 1 8 5 2 )에서

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로마를 인형극의 발상지로 보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그

리스의역사가헤로도토스의 기록에기원전2∼3천년 전 이집트는 훌륭한문화와예술을

1) 서산박첨지놀음은 1 9 8 8년 1 1월 2 5일부터 2 8일까지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서 실연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만석중놀음은

1 9 9 9년 1 1월5일문화일보홀과 2 0 0 0년 1 2월 2 7일국립극장달오름극장에서연행된내용을조사한것이다.

2) 동아출판사, 『동아대백과사전』, 제2 0권, 5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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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고 그때의 왕인 메네스가 건립한 후타의 신전에는 사제에 의해 조종되는 신

상이 있었다고 하여 이것을인형극의 발상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리하르트 피셸(Richard Pischel)은 인형극이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오랜 서사시“마하바라타”에‘실을 가진 사람’과 인형이‘실에묶여 있는 것’이라

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고대 인형극이 신전과 사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기원전

4, 5세기경에 쓰여진 인도의 역사 서사시에서도 신전과궁전의 왕녀들이 살아 있는 사람

과 같은 인형을 가지고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형극의 기원은 고구려 시대를 시원(始原)으로 삼기도 하고 원시종교와 더

불어 생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고도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인형의 종류는인형극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인형이 만들어졌다. 먼저 입체적인 인형

의 종류는다음과같다.

① 줄 인형(Marionette, String Puppets) : 인형 몸 전체의 꺾어지는 관절부분에 줄을

연결하여 조정하며 몸짓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는 있으나 제작과 조정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② 손가락 인형(Fingers Doll) : 손가락에 간단히 만든 인형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으로

재료로는 종이컵, 봉지, 장갑,  손수건 등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도구들이다. 인형

머리만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손가락놀림으로 몸통놀림을 대신한다. 

③ 손 인형(Hand Puppets,  gulgnol) : 손에 옷을 만들어 입히고 손가락에 인형을 끼워

서 연기하는 인형극이다. 인형 재료로는 종이, 창호지, 스펀지 등이며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고 인형 조종이 쉽다. 서유럽·중동·아시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으며 프랑스의 기뇰,

중국의 부다이시[布袋戱]가 대표적이다. 

④ 막대 인형(Rod Puppets)  : 막대로 인형의각 부분을연결하고,  손목에 철사나 나무

를 연결하여 머리, 몸, 팔, 다리 및 눈과 입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된 인형으로

인간들의 몸짓을거의 흉내 낼 수 있다. 

⑤ 탈 인형(Mask Puppets) : 얼굴만 가리는 가면인형과 몸 전체를 인형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가있다.

그리고 평면적인 인형극에는 다음 2종류가 있다.

① 그림자 인형(Silhouette) : 빛을 이용하여 인형의그림자가 막에 비쳐지게 하는 것으

로 영상이 그림자인 까닭에 환상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만석중놀음이 여기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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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림 인형 : 그림을 극화자료로 쓰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인형을 현사괴뢰(懸絲傀儡), 주선괴뢰(走線傀儡),  장두괴뢰(杖頭傀

儡), 약발괴뢰(藥發傀儡),  육괴뢰(肉傀儡),  수괴뢰(水傀儡), 영희(影戱) 등으로 분류하

였다.3 ) 이밖에도 복건성 일대에서 연행하는 포대희(布袋戱)가 있다.

현사괴뢰는 줄에 인형을 매달아 섬세하게 움직이는 줄인형(Marionette, String

P u p p e t s )이다. 주선괴뢰는 공중에 줄을 팽팽하게 달아 놓고 그 위에 인형을 움직이게 하

는 것이다. 장두괴뢰(막대인형)는 막대기로 인형의 각 부분을 연결하여 그 막대기로 움직

이는 인형이다.  약발괴뢰는 인형에 화약을 설치하여 연기나 불을 내 뿜는 인형이다.  육

괴뢰는 인형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어깨 위에 태우고 그 아이가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다. 수괴뢰는 물위에 배를 띄우고그 위에 인형을 태우고 움직이게 하는 인형이다. 영희는

빛을 비추어 벽면이나 막에 그림자가 생겨나도록 만든 인형이다. 포대희는 인형 속에 손

가락을넣어 조종하는 손인형(Hand Puppets, Fingers Doll, Gulgnol)이다.4 )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인형극 중 가장 대표적인 꼭두각시놀음은 장두괴뢰와 포대괴

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선괴뢰와 현사괴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형

조작 방법에있어서는 중국과 동일계통임을 보여주고 있다.5 )

Ⅱ. 만석중놀음

1. 개요

만석중놀음은 고려 때부터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에 개성지방에서 연희되었던 무언

(無言)의 그림자극이다. 망석(忘釋)중놀이, 망석(亡釋)중놀이, 만석(萬石)중놀이, 만석

승무(曼碩僧舞) 등의 명칭으로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만석중놀음은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유일한 그림자극이다. 이 놀음에대해 宋錫

夏는 그의 논문「朝鮮民俗槪觀」에

3) 王國維, 『宋元戱曲史』, 上海商務印書館, 1930, 36~37쪽.

4) 朴宣勉, 『中國傀儡戱變遷史硏究』, 중앙대석사논문, 1989, 5~43쪽.

5) 徐淵昊, 『꼭두각시놀이』, 열화당, 1990, 75쪽.



240 인형극조사보고

…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하나는 인형극 분야에 속할 영회극(影繪劇, 影劇, Shadow Play)이라

할 것인데…, 영회극은 세계에서 생고(生孤, Java) 이외에는 거의 현재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데

조선의 그것을…, …중국을 거쳐 수입된 것이라 하겠는데, 그 斷案은 물론 후일에 남길 문제라 하겠

다.6 )

단편적 기록이지만 만석중놀음이라는 그림자극이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사를 저술한 金在喆의『朝

鮮演劇史』7 )와 그 밖의 몇몇 문헌에 전하고 있으나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金

在喆의『朝鮮演劇史』이다. 이후 문헌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만석중놀음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린 이는 沈雨晟이다. 심우성은 부지런히 발로 뛰어 다니며 제보자들을 찾고 각종 문헌

을 뒤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공연되고 있는 만석중놀음을 재현하여 발표 공연하

였다. 沈雨晟의 현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1 9 3 0년대부터 5 0년간 거의 단절되었던 것을

1 9 8 0년에‘한국민속극연구소’에 의하여발굴, 재정립되어 오늘에전승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그림자극인 만석중놀음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만이 문헌기록

에 전해져 올 뿐 그 연원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沈雨晟이 조사한 몇 분의 고증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완전히재구성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보고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金在喆의『朝鮮演劇史』를 비롯한 문헌자료와 沈雨晟

이 재현하고 1 9 8 4년 서울에서 창립된‘민족문화연구 보급단체’에서 연출한 실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2. 유래

만석중놀음의 유래는 고려 때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가의 행사와 더불어 널리 연행되었

다고 문헌에 전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놀이에 손으로 여러 가

지 모양을 등불에 비추어 연출하는 그림자 놀이라는 것이 있다. 아마도 이것을 응용하여

그림자극인 만석중놀음이 연행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의 내용이

나 형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놀이의 원리가 손으로 형상을

6) 『新東亞』, 1935년1 2월호~ 1 9 3 6년8월호.

7) 金在喆, 『朝鮮演劇史』, 조선어문학총서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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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그것을그림자로 비추는것과 같을 뿐이다.

이 만석중놀음의 배경이 되는 불교는 삼국시대에 유입되어 고려 때에는 국교로까지 제

정되어 민간에 널리 퍼졌다. 처음 불교가 들어온 후 포교의 한 방법으로 우리 민간신앙과

습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민간의 놀이와 불교가 결합하여 빛과 그림

자를 활용한만석중놀음과 같은 것이 만들어졌을 것으로여겨진다.

또한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내용은좀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문헌에나타난자료들을 참고하여 만석중놀음의 유래를살펴보고자 한다.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에 관등하는 풍속은 고려 때 관등회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금

도 남아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權文海의『大東韻府群玉』高麗史 條에‘고려는 으레 춘정월에 연등대회를 베풀

었다. 문종이 궁궐 정원으로부터 사찰 문에 이르기까지 채붕을 연결하고 등산과 화수를

만드니 불빛이 비추어 낮과 같았다. 이날 왕이 노부를갖추고백관을거느리고서 친히 나

아가서 향을 피웠다’8 )는 기록과 李� �光의『芝峯類說』에‘고려사를 참고하여 보니 나라의

풍속이 왕궁과 국도에서부터 시골 고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에는 이틀 밤 동안 등을

달았다. 공민왕 때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런데 최이는 4월 8일에 등을 달고

즐겨한다고 하여 양설이 같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은 4월 8일에 등을 다는데, 사

람들이 이것은 불가에서 나온 풍속으로서 이날이 석가모니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고 한

다’9 )라는 기록을 보면 고려 말기까지는 정월에 연등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4월 8일에

관등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洪錫謨의『東國歲時記』에‘사월 초파일은 곧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날 등불을켜므로등석이라 한다. … 혹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옷을 입혀 줄에 붙

들어 매어 놀리기도 한다’1 0 )라 한 것은 만석중놀이가 연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8 ) 權文海,『大東韻府群玉』高麗史 條에“高麗例於春正月, 設燃燈大會, 文宗自闕庭至寺門, 結彩棚, 作燈山火樹光照如晝, 是日王備

鹵簿, 率百官親詣行香”

9) 李� �光著·南晩星譯,『芝峰類說(上)』, 乙酉文化史, 1975, 37쪽. 

李� �光의『芝峯類說』에“按高麗史國俗, 自王宮國都, 以及鄕邑, 正月望燃燈二夜, 至恭愍王朝亦然而崔怡於四月八日, 燃燈爲樂

云, 兩說不同. 今俗四月八日燃燈, 人謂出於佛家, 以釋迦生日故也”

10) 洪錫模, 『東國歲時記』에“四月八日卽浴佛日, 東俗以是日燃燈, 謂之燈夕, …或作傀儡,  被以衣裳, 繫素而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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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들에 대한 金在喆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같다.

法燈을 켜는 것은 어두운 밤에 등이 비치는 것과 같이 佛法은 俗界에 치암(癡闇)을 업샌다는뜻이며

燃燈은 練燈佛과도 關係가 있는 듯하니 練燈佛은過去에 世上에 나와서 釋迦菩薩에게 來世成道의 記

을 준 부처이며 錠光, 普光이라고도 한다. 提和衛國( D i p a v a t i )의 聖王이 命終할 때에 太子 錠光에게

그 나라를 맡겼으나 太子는 世上의 無常함을 알고 나라를 다시 아우에게 주고서 自己는 出家하여 沙

門이 되고 成道하여 부처가 되었다. 그때에 釋迦菩薩이 練燈佛에게 供養을 하자 부처는 크게 기뻐하

야 來世成道의 記를 주었다 한다. 大智道論 卷九에

練燈佛이 誕生할 때에 그 身邊이 燈과 같았다. 그래서 燃燈太子라고 이름하였으며 부처가 된 뒤에

도 역시 燃燈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燃燈會는 처음에는 그 時期가 一定하지 않았으나 그 後에 와서는

釋迦誕日을 記念하야 온전히 四月八日에 하게 되었다. 無數한 法燈은 낮과 같이 밝으며 操縱하는 실

을 따라「만석중」은 手足을 뚝닥거린다. 그「만석중」이라 하는 것은 或은 練燈佛을 意味한 것이 아닐

까. 卽 四圍의 無數한 燈明속의「만석중」의 存在는 마치 練燈佛誕生 故事와 비슷하며 그 時期가「燃

燈」에 限하였음을 보면 비록 後代에 와서 雜戱化하였다 하더라도 그 來歷은 練燈佛과 關聯된 것이

아닐까 한다.11) 

이상의 내용과같이 연등회의 시기는처음에는 일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초적으로 祭

儀曆은 달[月]을 기준으로 보름에 주로 행해졌다.  보름이면 둥근 달이 떠오른다. 원시 심

성으로 둥근 달을 보면 하늘에 대해 기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가 불교가 정

착되면서 석가탄신일인 4월 초파일에 거행했을 것으로본다.

그러나 만석중을 연등불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논리는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닐까

한다. 연등불이 탄생할때 그 주변이등과 같았다는 것은 그 주변이불광으로 환하다는 것

이지 연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연등의 관습은 처음부

터 4월 초파일에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보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세시풍속이었을 것인

데 연등과 만석중을 동일시하는 관점은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어서 金在喆은『東國歲時記』四月八日 條에 나오는 내용이 만석중놀음에 나오는 용,

잉어, 노루, 사슴 등의 동물은반드시일정치도 않았다고 한다. 

11)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 137~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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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歲時記』四月八日 條에는‘또 영등 안에는 갈이틀을 만들어 놓고 종이를 잘라 말

타고 매·개를 데리고 호랑이, 이리, 사슴, 노루, 꿩, 토끼 등을 사냥하는 모양을 그려 그

갈이틀에 붙인다.  그러면 바람에의하여빙빙 도는데, 밖에서 거기에서 비쳐 나오는그림

자를 본다.’1 2 )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金在喆은 다음과같이 설명하고 있다. 

勿論 燃燈은 最初에 單純한 燈明뿐이었든지 或은 簡單하고 움직이지 않는 佛像이었던 것이 차차로

民間의 好事者들과 侈者들이 실을 느리고 操縱하여 人形의 動作을 볼 수 있게 되고 後代에 와서 여러

가지가 加入되어 雜戱化하게 되었으리라고 推測되니 前記한 高麗 文宗 때에 燃燈에는 雜戱의 形跡이

全혀 없고 오히려 嚴肅한 儀式같으며『麗祖祖訓』第六에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이라 하였으니 얼마나 重大한 儀式임을 알 수 있으나『東國歲時記』에「侈者或作傀儡」라 한 것을 보

면 後代에 와서 侈者, 好事者들이 많이 하였음을짐작할 수 있다. 何如튼 簡單과 複雜은 姑捨하고「만

석중」은 麗代燃燈의 遺物인 듯하며 그것이 雜戱化하게 된 것은 民間 好事者의 손으로 된 것인 듯하

다.1 3 )

이 내용은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생각이다. 민속문화는 침강문화(沈降文化)인 것이 상

당수 있다. 처음 사찰에서 시작되었던지 일반 민간에서 우수한 기획자의 손에서 탄생했

던지 간에 세월을 두고 전승되면서 점차 민간인의 손으로전승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때의 학자 牧隱 李穡의「驅儺行」시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불가 및 연등

회에서다루어지던 당시의만석중 인형극을 방불케하는 것이 있다. 

黃犬踏 龍爭珠 누런 개 디딜방아 딛고 용은 구술을 다투는데

12) 洪錫模, 『東國歲時記』四月八日條. 

“又有影燈,  裏設旋機, 剪紙作獵騎鷹犬虎狼鹿獐雉兎狀傳於機, 爲風炎所轉外看其影”

13)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 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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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獸如堯庭 모든 짐승 너울너울 요임금 뜰 같구나.1 4 )

잉어와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것이 만석중놀음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 시에서는 누런

개가 등장한다. 그리고 백수라 한 것은 많은 짐승 인형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연출되던 만석중놀음과 같은 점으로 사람 모양의

인형인 만석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짐승이다.

한편 柳得恭의『京都雜誌』에 만석중과 비슷한 내용인 만석승무에 대한 기록을 주목하

여 김재철은 다음과같이 해설하고 있다.

『京都雜誌』卷一 風俗 聲伎條에“演劇有山戱野戱兩部, 屬於儺禮都監, 山戱結棚下帳, 作獅虎曼碩僧

舞, 野戱扮唐女小梅舞, 曼碩高麗僧名”1 5 )

이 있으니 이 記事는 어느 程度까지 信賴하여야 할는지는 問題이다. 卽 曼碩僧舞가 山戱라는 것이

며 儺禮都監에 屬하였다는 것이며 唐女는 山臺劇에 나오는 一假面임에도 不拘하고 하나만 떼어다가

野戱라고 한 것 等은 다시 考究를 要하지마는 何如튼 曼碩僧舞라는 것은「만석중춤」에 對하야 借用

된 漢字일 것이며 曼碩이라함은 高麗 僧에 그 이름을 볼 수 없으니 或은「만석중」의 巨大한 人形에 對

하야「넓고 커다란 중」이란 뜻으로 曼碩이라는 漢字를 代入한 것이 아닐까. 曼字는 길고 넓다는 뜻이

며 碩은 크다는 말이니 詩傳魯頌 宮章에도「孔曼且碩」이라고 있다.1 6 )

柳得恭의『京都雜誌』의 문헌 내용을 金在喆은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득

공이 분류한 연극의 종류나 나례도감에 예속된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단지 산극이나

야극의 내용이나 만석이라는 명칭에대해서동감하지 못하고새로운해석을내 놓았다.   

한편 만석중놀음의 기원에 관한 전설을 소개하고 있는데 金在喆이나 崔常壽 모두 송도

명기 황진이와 지족선사의 이야기를 여기에 결부시켜 놓았다. 두 분의 내용이거의 같기

때문에 金在喆의『朝鮮演劇史』에 나오는내용만소개하고자 한다.

「松都名妓에 黃眞伊가 있으니 그는 天下에 絶色이다. 그는 常時 有名한 중 知足禪師의 마음을 試驗

14) 尹光鳳,「高麗時代演劇考」,『韓國文學硏究』第6·7輯, 東國大學敎.

15) 연극에는산극과야극의두부가있는데나례도감에예속되었다. 산극은시렁을매고포장을치고사호, 만석, 승무를상연한다.

야극은당녀, 소매로분장하고춤을춘다. 만석은고려때중의이름.

16)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 139~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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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았다. 知足禪師는 三十年來 面壁으로 거진 生佛이 되다 싶이 되었으나 그동안에 절에서 齋를

올릴 제 祈願者 한테서 쌀(米)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萬石중이라는 別名을 갖게 되었다. 그 萬石

중 知足禪師는 黃眞伊 때문에 一朝에 道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래서 美人앞에 힘이 없고 祝願者 한테

서 많은 쌀을 뺏은 知足禪師를 諷刺하기 爲하야 만석중놀이가 發生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黃眞伊

의 色貌才藝歌樂에 關하여서는 李德泂 著인 松都記異에 極口로 稱讚하였으며 知足禪師와의 關係에

對해서는 許筠 撰인 惺翁識小錄에 실려있다. 그러나 이 發生傳說은 後代에 와서 附會한 說話이니 만

석중놀이가 李朝에 와서 자주 演出되자그에 對한 發生 傳說을 꾸며낸 것이다.1 7 )

이 전설은 黃眞伊의 미색과 교태에 미혹되어 파계했다는 知足禪師를 조롱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과 지족선사가 불공비용을 만석이나 받아먹어 그 탐심을 욕하기 위해 연희

했다고도 하며 金在喆이 후대에 견강부회한 것으로해석한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세 번째의 해석이 설득력있다. 우리 민속놀이는 본질과는 달리

전설이 결부됨으로써 전승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자면

강강술래라는 놀이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략을 담은 내용이라든지, 안

동 놋다리밟기에 고려 말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해 온 사건을 결부시켜 전승력을 강화

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대규모의 민속놀이의 유래에는 이러한 전설이 부

가되는경우가다반사이다.

만석중놀음에 대한 유래는 전하는 기록이나 대담자료1 8 )를 참고 검토하여 본 결과 고려

시대 팔관회 때 관등의 풍속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황진이와

지족선사의 실제 사건을 민담으로 각색하여 첨부시킴으로서 전승력을 훨씬 더 강하게 지

속시켰던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연출되었던 것이 그 후 단절되었다가 沈雨晟이 각

고의 노력 끝에 현재 재현하여 연행되고 있다.

3. 명칭

만석중놀음에 대한 명칭은 망석(忘釋)중놀이, 망석(亡釋)중놀이, 만석(萬石)중놀이,

만석승무(曼碩僧舞)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만석중놀음을 언급한 여러 책에

17)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 140쪽.

18) 沈雨晟, 「만석중놀이의考察」, 『그림자극만석중놀이』팜프렛,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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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金在喆의『朝鮮演劇史』에는‘만석중노리’, 崔常壽

의『韓國人形劇의 硏究』에는‘만석중놀이’, 임석재가 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만석중놀이’, 우리문화연구회에서는‘만석중놀이’, 문화단체 우리마당에서도‘만석중

놀이’라는 명칭을사용하고 있다. 여러 책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거의 모두‘만석

중놀이’라고 한다.  

놀이는 집단적 대형 겨루기 놀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놀음은 전체 마당이나 마

당 부분에 소무대적 요소가 내포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만석중놀음 또한‘놀이’가 아

니라‘놀음’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남

사당놀음’에서 연행하고 있는 인형극을‘꼭두각시놀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서이다.

한편 김재철의『朝鮮演劇史』에서는 고려 때 만석이라는 승려 이름이 없으니 만석중의

거대한 인형에 대하여「넓고 커다란 중」이란 뜻으로 曼碩이라는 한자를 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曼字는‘길고넓다’는 뜻이며 碩은‘크다’는 뜻으로보고 있다.1 9 )

4. 전승 계보

처음 만석중놀음을 기획하여 연출한 주체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고려 때 4월 초

파일에 관등하면서 이 놀음을즐겨 하였다는 것은 문헌을통해 알 수 있다. 절에서 스님들

이 만들어 했을 수도 있지만 金在喆이『東國歲時記』에 나오는 내용을 해석한 가운데 侈

者, 好事者들이 많이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2 0 ) 이러한 치자, 호사자들에 전승

되었던 것이 일반인 아무나 할 수 있는 성질은못된다. 이 놀음은전문 예인집단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꼭두각시놀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적

인 예인집단에서 이 놀음을하였을것으로 생각된다.

2 0세기 초반까지의 전승은 유랑예인 집단에서 이 놀음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沈雨晟이 이 놀음을 재연하기 위해서 두루 제보자를 찾아 대담을 하였는데 주 제

보자는 모두 꼭두각시놀음을 전승하고 있던 보유자였다. 그러나 이분들또한 과거에자

기네들이 놀았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음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랑예인

집단들 중 다른 집단에서 행했음을 알 수 있다.

19)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 140쪽.

20)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 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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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희 시기

만석중놀음이 연행되는 시기는 음력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다. 그런데 이 놀음은 대

체로 관등하는 풍속과 결부되어 있는데 관등의 풍속에 대한 날짜가 변화된 것을 다음 문

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大東韻府群玉』高麗史 條와『芝峯類說』에 있는 기록을 보면“정월 보름에 이틀 밤 동

안 등을 달았다. 공민왕 때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하였다”그런데“최이는 4월 8일에 등

을 달고 즐겨한다고 하여 양설이 같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은 4월 8일에 등을 다

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에서 나온 풍속으로서 이날이 석가모니의 생일이기 때문이라

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려 때에는 대체로 정월 보름에 등을 달다가 후대에 와서 4

월 8일에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가탄생일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낮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밤에는 관등하러 집집마다 거리마다 오색등에 불을 붙여 불야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동물을 그린 회등룡까지 볼 수 있었으며 어느 때에는 인형을

조종하기도 하였던것이다. 

관등과 함께 연희되었던 만석중놀음은 현재는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관등의 풍속은 지

금도 내려오고 있다.

6. 연희 장소

만석중놀음은 주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개성 시장의 넓은 마당에서 연행되었다. 개성

사람들은 초파일을 특별히 중요시하여 이때를 기준으로 겨울옷을 봄옷으로 갈아입고 일

손을 놓고 특별한음식을장만하여 즐겁게 놀았다. 마당 공중에 줄을 치고 줄에 여러 개의

등을 매달았으며, 석가 탄일 축하 여흥으로 담 구석에棚을 설치하고 불을 피우고이 놀이

를 연행하였던 것이다.

7. 연희 방법

가. 배역

만석중놀음의 가장 중요한 배역은 만석중인형이다. 만석중은 등장순서를 지시하는 역

할을 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金在喆의 조선연극

사의 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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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중 人形의正面은觀衆에게 向하고 人形 뒤에는 操縱하는 사람이숨어서끄나불을

잡아당긴다. 第1圖의 點線은 끄나불이다. 人形 뒤에서 그것을 잡아당기면 B구멍을 通하

야 끄나불이 켱겨지기 때문에 A는 우로 올라가게 되며 따라서 두발은 머리를 치게 되고

이와 똑같이 하야 두팔은가슴을치게 된다. 이와 같이 操縱者가 끄나풀을 잡아 당겼다놓

았다 하는 동안에만석중人形은쉴새없이 얼굴과 가슴을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인형은얼

굴은 호류(瓠類)로 만들고 胴體는 나무로 바가지 같이 만들고 手足은 딱딱한 木片으로

製作된 巨大한 人形이며 따라서 요란한 소리를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것은 演劇의

처음부터 끝까지쉴새 없이 뚝닥거린다.2 1 )

다음은 崔常壽의『韓國人形劇 硏究』에 만석중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만석중 인형의 가슴에 구멍을 두 군데 뚫어 네 개의 끈을 통하게 한 다음 좌우 양손과 양 다리 끝

에 각 한 가닥씩 꿰어서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인형 놀리는 이가 인형 뒤에서 가슴 구멍을 통한

줄을 잡아당기면 그 당기는 줄에 따라 양쪽 손은 가슴을 양쪽 다리는 머리를 치는 것뿐이다. 이 인

형은 얼굴은 바가지를, 몸뚱이와 팔, 다리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몸에는 장삼을 입히고 머리에

는 송낙을 씌운다.2 2 )

21)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6, 133∼1 3 4쪽.

22) 崔常壽, 『韓國人形劇의硏究』, 1981, 正東出版社, 2쪽.

<그림 1> 만석중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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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석재또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술한 만석중에 관한 기록이다.

만석중이라는 인형은 3, 4세 아이만한 크기인데 머리는 바가지로 되어있고 몸체와 팔 다리는 나무

로 만들어졌다.  머리에는 눈·코·입을 그렸는데 산대의 가면처럼 험상스런 모습이 아니고 <꼭두각

시놀음>의 인형과 같이 거의 사실적 얼굴이다. 사지는 관절부분을 움직이게 하고, 발끝과 손끝에는

가는 줄을 단다. 그 끈은 만석중인형의 가슴부분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배후로 나가게 되어 있으며

배후에서 끈을 조정하면 팔은 가슴을 딱딱치고발은 이마를 치게된다. 만석중은 옷을 입히지 않고 몸

전체를 색칠도 하지 않는다.  만석중은 놀음판의 중앙에 고정시켜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한다.23) 

세 분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최근에 극단 우리마당

에서 공연할 때 사용된 만석중은 머리, 몸체, 팔, 다리를 각각의 나무토막으로 만들어 줄

을 잡아당기고 또 다른 나무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공주민속극 박물관에 전시된만석중인형은 沈雨晟이 재현하여 만들어 놓았는데 머리, 몸,

팔 다리 모두 나무로 만들었으며 줄을 잡아당겨 다리와 팔이 몸통과 머리를 때려 소리를

낸다. 

이밖에 등장하는 형상들은 십장생이 등장하는데 기록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우선 金在

喆의『朝鮮演劇史』에는 노루와 사심이, 용과 잉어 등을 두고 있다. 

노루와 사심이 : 꼭두각시 人形은 두꺼운 곽쪽으로 만들은 것이니 卽 목, 다리, 꼬리 등을 각각 오려

맨들어 놓고 그 各部分을 다시 못(釘) 같은 것으로 連結시킨 것이니 움직일 때에는 못을 中心으로 動

作하게 된다. (第2圖 參照)

各 部分에 실(絲)을 늘여 操縱하면人形은 머리를 내들으고꼬리를 흔들며 발로 차기도 한다.  「만석

중놀이」에서 노루와 사슴은 對立하였으니 그러면 노루를 操縱하는실 B와 사슴을 操縱하는 실 C를 A

에서 한데 매고 巧妙하게 操縱하면(第3圖) 실이 캥기기 때문에 두 動物이 서로 물고 뜯고 차고 하는

것같이 보인다.

룡과 잉어 : 龍과 鯉魚는 紙類로 맨들었으며 演出할 때에 그 位置는 第4圖와 같다. 卽 실은 左右로

잡아당기면 燈이 왔다갔다하게 되며 따라서 燈은 鯉魚한테로 갔다 龍한테로 갔다 한다. 그래서 燈은

鯉魚, 龍입에 들어갔다하는 것 같이 보이며 龍은 쉴새없이 돌아다니게 실을 늘여 놓는다.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권, 1989, 631쪽.



다시 말해서 만석중놀이를 演出할 때에 그 人形의 排列은 第5圖와 같다. 「만석중」은 中央에서 쉴새

없이 뚝딱거리며 그 右便에는 龍과 鯉魚가 燈(如意珠를 意味)을 가지고 戱弄하면 左便에는 노루와 사

슴이 서로 싸움을 한다.  「만석중놀이」는 大槪 담(垣) 구석에 棚을 設하고 演出하는것이지만 어느 때

에는 市場 中央에서 꼭두각시劇과 演하는 때도 있으며 或은 龍鯉獐鹿等은 燈을 使用하여 彩畵로 비

취기도 한다.2 4 )

崔常壽는 만석중 인형을 중심으로 좌측 편에는 노루와

사슴이 다투는 형상을 하고 있고, 우측 편에는 용과 잉어

가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석재

또한 崔常壽의 의견과같이 하고 있다. 

임석재가 기술한 내용은 金在喆의 서술 내용과 거의

같다. 노루와 사슴을 두꺼운 종이를 오려서 갈색 칠을 하

고 사슴에는 흰 점을 찍어 놓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만들

면 인형 자체는 조종하기 좋도록 든든하지만 두꺼운 종

이로 만들어 빛이 투과하지 못해 색이 비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작방법에 있어서도 사슴과 노루는상당한 거리

에 떨어져 있으나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 노루와 사슴

은 맞붙어 싸웠다가 헤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현하여 연출하는 것을 보면 각 인형에 나무 막대

를 달아 이 막대를손에 쥐고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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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金在喆, 『朝鮮演劇史』, 民俗劇會男寺黨, 1970, 134-135쪽

<사진 1> 재현된 만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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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꼭두각시인형 <그림 3> 노루와
사슴조종

<그림 4> 용과
잉어 조종

<그림 5> 인형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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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에서는 용과 잉어, 사슴과 노루만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철저한 고

증과 재현을 시도한 沈雨晟의 지도를 받아 연출한 내용에는 십장생이 등장하고 있다. 십

장생은 민간신앙 및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동식물 및 자연에서 장생과 관련되는

열 가지의사물을말하는데 해,  달, 산, 내, 대나무,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라고 말

하기도 하고 해, 돌, 물,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산이라고말하기도 한다. 

한편 공연에등장하는 십장생은 해 1개(지름 1자), 달 1개( 1자 반), 구름 3개( 1자 반, 1

자), 물 3개( 1자 반), 돌 2개( 2자, 1자), 불로초 3개( 1자), 거북 2마리(암수, 1자), 학 2

마리(암수 1자 반, 2자), 소나무 1그루( 8자), 노루 2마리( 2자, 1자 반) 등이다.

한편 홍석모의『東國歲時記』4월 8일조에는 매, 개, 호랑이, 사슴, 노루, 꿩, 토끼 등을

매달았다고 하였는데 만석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것이 개성지방의

만석중놀음에 대한 기술의일부인지는 알 수 없다.

나. 도구

이 만석중놀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자를 비출 막이 필요하다. 막은 광목천으로 만

들며 크기는 현재 1 2자 x 9자로 4 : 3의 비율로되어있다.  그리고 그림자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발광체인 불빛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나무로 불을 피워서 했을 것으로 보이나 근래

에는 전기 불을 비추고그림자를 만들어연출하고 있다. 

다. 연출방법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에는 줄로 인형을 연결하여 조종하였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인형

과 연결된대를 잡고 연출한다. 인형과 연결된대를 여러 사람이 잡고 막과의거리가멀어

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원근감을 주는데 영화의 아웃 포커스와 인 포커스를 연상하면

된다.  

8. 연희 내용

가. 형식

만석중놀음에는 대사도없고 일정한 순서와 절차도없다. 다만 절에서는 정해진 연희자

가 고정되어 있어 꽹과리, 북, 장구 등의 타악기 반주에 따라 연희함으로써 불공드리려고

온 사람들의 취흥을 돋우어 준다는 것이다. 절이 아닌 일반인이 연행할 때에는 고정된 연

희자가없고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인형과 기타 여러 가지 동물을조정하여 즐긴다.



252 인형극조사보고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막 뒤에서 인형에 매단 막대기를 들고 조종한다. 서로 대화

도 없이 반주 음악에 맞추어서 움직이면 관중들은 막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이해하는 것

이다. 이는 오늘날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보는 것과 같다. 

나. 구성 및 내용

金在喆의『朝鮮演劇史』내용과는 달리 또 다른 귀중한 증언이 남아있다. 沈雨晟이

1 9 7 0년도에 이 만석중놀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보자를 찾아다니

면서 증언을한 것인데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남사당패 놀이의 꼭두쇠(우두머리)였으며, 꼭두각시놀음의대잡이(주조종자)였던 故 南亨祐와 산받

이(악사, 인형과의 대화자)였던 故 梁道一은 다음과 같은 회고적 증언을 남기고 있다.

…1 0세 안팎에 남사당 삐리(초보자)로 따라 다닐 때, 4월 초파일이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만석

중놀이였다. 담 구석이나 大家의 넓은 벽을 의지하고 2발쯤 떨어진 자리에 3발쯤 간격의 기둥 2개를

세우고 그 양기둥에 넓은 遮日을 사람 키보다 높고 평평히 붙잡아 매 흡사 극장 영사막처럼 장치하고

담이나 벽 밑에는 활활 타오른 화톳불을 핀 다음 중,  용, 잉어, 10장생 등의 인형을 화톳불 차일 뒤에

서 놀리면 흡사 요즘 활동사진보는 것 같았다. . . ( 1 9 7 1년 1 1월 1 3일 심우성과의 대담) .

이 밖에도 개성 출신의 尹相根( 1 9 7 1년 7 3세로 졸, 앞의 남형우 옹의 가까운 친지)은 직접 관극했던

<사진 2> 막 뒤에서조종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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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다음과 같이 되살리고있다.

…고깔 장삼을 입은 중이 포장 앞에 나서서 중춤을 추는데 뒤에 포장에는 망섹이(만석중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가슴을 땅땅 치고 별난 짐승들이 다 나왔다 사라졌다 한다. 용과 잉어의 싸움이 가장

볼만했다. 중이 춤출 때나 인형들이 놀 때에는 염불이나 수심가를불렀다 ….

이와 같은 만석중놀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중에 뜻밖에 이 놀이를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증언자를 만나게 되었다.  바로 경상남도 양산군 通度寺의 큰 스님 鏡峰스님과의 만남이다.  스

님을 가까이 모시는 분으로부터 분명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귀뜸이 있는데도 묵묵부답이시다가 필

자가 쓴『남사당패연구』라는 책을 드린 후에 조금씩 입을 열었다. 귀중한 증언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종소리로 시작하여 십장생이 뛰놀고, 회심곡(화청)이 은은히 퍼지며 1 0장생이 나타났다 사라지

는가하면 용과 잉어가 여의주를제것으로 하려고 다툰다. 그러나 끝내 누구도 여의주를 차지하지 못

한다.  그를 배경으로 한 중이 나서 큰 물고기가 어항 속에 노니는 형태인 蓮心偈作法을 춘다. 10장

생도 결국 長生치를 못하고 용과 잉어도 여의주를 얻지 못함을 和請을 불러 일깨우는것이다. 중의 춤

도 긴 법복을 내어 저으나 결국은 어항 속에 물고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1978. 5. 12 심우성과의 대

담 요약) .

이 얼마나 반갑고도소중한 증언자료인가. 그 후로 1 0여 차례 방문하여 더 소중한 증언을 바랬지만

스님께서는“佛心으로 하는 짓이여”를 연발하실뿐이었다( 1 9 8 2년 鏡峰 큰스님 입적) .2 5 )

沈雨晟은 1 9 7 1년 처음 대담조사를 시작한 후 약 1 0년 간 자료수집과 고증을 거쳐

1 9 8 3년 4월 2 4일부터 5월 3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발굴 공연을하였다. 이때 재현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막등의 행열(장면의 시작과 끝에 만석중의 몸짓)

제2막 십장생등장 → 퇴장(화청시작)

제3막다시 등의 행열

제4막용과 여의주의 겨룸(운심게작법)

제5막등의 행열(범종소리)2 6 )

25) 沈雨晟, 「만석중놀이의考察」, 『演劇硏究』제8집, 중앙대학교, 62~64쪽.

26) 沈雨晟, 「만석중놀이의考察」, 『演劇硏究』제8집, 중앙대학교,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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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우리마당’에서 공연한구성내용은 다음과같다.

제1막은 불로장생을 상징한 십장생을 보여주고 후에 저 멀리 사라져감으로써 생의 유

한함을 표현한다.

처음 막이 나타나고 만석중은 자기 발로 가슴과 머리를 쳐서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을

낸다. 이 소리에 맞추어 탑등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 그런 다음 흰색과 붉은 색의

연등이 나오고 뒤따라 만자(卍字)가 쓰여진 4개의 등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 이어

서 모든 등은 사라지고 탑등만 남는데, 곧 탑등마저 아래로 사라진다. 이어서 만석중은 세

번 소리를낸다. 

처음 우측 편에서 해(태양, 日)가 나와 밑에서부터 차차 위로 올라 왼쪽 편으로 가로질

러 사라진다. 또다시 해가 오르는데 막 우측 편에서좌측 상단으로 올라 두 번째에는 멈추

어 있다. 뒤이어 달[月]이 구름을반쯤 머금은 채로 해가 올랐던데로 올랐다가 곧 사라지

는데 다시 나타나막 우측 편 위쪽에 머무른다.

막 중앙에는 바위[石}가 막 중앙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뒤이어 물결[水] 2개가 우측에

서 나왔다가 좌측으로 사라지고 다시 무대 우측 편으로 올라와 자리를 잡는다. 막 위 편

좌측과 우측 편에서는 구름[雲] 3개(흰 구름 1개, 파란 구름 2개)가 등장한다. 막 좌측에

서는 소나무[松] 1그루가 밑에서부터 위로 솟아나고 소나무그늘 밑에서영지 모양의 불

로초(不老草) 3개가 살짝 머리를 내민다. 무대 좌측 아래에서 목을 빼고 꼬리가 달린 거

북[龜] 2마리가 등장하여 물결 옆에 머무른다. 막 좌우 중앙에서 날개를 편 학(鶴) 2마리

가 등장하여 막 중앙에서 춤을 추다가자리를잡는다. 다음으로는 막 좌측 아래에서 사슴

[鹿] 한 마리가 등장하고 뒤이어 또 한 마리가 등장한다.  처음 등장한 사슴은 막 중앙에

서 놀다가 뒤에 등장한 1마리가 소나무 밑에 머물고 있는 자리로 가서 자리를 잡는다. 사

슴은 1마리가 목을 옆으로 틀어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때까지 계속 음악이 나온다. 만석중은 1가지씩 등장할 때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소리

를 내어 신호한다. 퇴장할 때는 먼저 해와 달은 그 방향에서 바로 사라지고 물, 바위, 구

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노루 순서로퇴장한다.

이렇게 모두 십장생이 퇴장하면 1막의 막이 내린다.

제2막은 여의주를 다투는 용과 잉어 또한 어항 속에서 노니는 것과 같은 운심게작법 춤

으로 보여준다. 

처음 우측 편 위에서 흰 구름과 파란 구름이 둥실 떠나오고 좌측과 우측에서는 잉어 각

1마씩 나온다. 서로 엇갈려퇴장하고 다시 우측 편 아래에서 잉어 한 마리가 위로 솟구쳐

나왔다가 좌측 편으로 사라진다. 그런 다음 잉어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때 좌측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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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용이 1마리 나온다. 막에는 잉어와 용이 각자 놀고 있지만 여의주를 서로 먹으려

고 다투는 모양이다. 

이때머리에는 고깔을 쓰고흰 장삼에 붉은가사를 입고 푸른띠를어깨에 걸치고 양손에

는 연꽃을 든 스님 한 분이 등장하여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서있다. 운심게작법 화청2 7 )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춘다. 스님이 추는 춤은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좌우로 회전하는 춤

이 주를 이룬다. 그러다가 양팔을서로 모았다가 펴면서한참 동안 춤을 추다가 고깔을 벗

고 양손에 바라를 들고 춤을 춘다. 

막에서는 용 한 마리가 여의주를 먹으려고 계속 따라 다닌다. 계속해서 따라다니지만

결국 먹지를 못하고 불빛이 점점 사라져서 용도, 여의주도 보이지 않는다. 이때 만석중이

팔다리를 움직여 소리를 내어 2막이끝나고3막이 오른다.

3막은 탑을 중심으로 기나긴 탑돌이를 하는 연등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삶의 무상

함은 그지없음을 보여준다.

처음 종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진다. 처음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때 만석중이 팔다리를

쳐서 소리를 낸다. 처음 중앙으로 탑이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고 이어서 붉고 흰 연등

2개와만자등 4개가 이어서 나온다. 다시 종소리가 세 번 울리면은 연등은 차차 사라지고

탑등만 남는다. 계속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만석중의 신호에 따라 다시 등장한다. 저

뒤편으로 연등과 卍字가 쓰여진등이 계속 움직인다. 

27) 沈雨晟, 「만석중놀이의考察」, 『演劇硏究』, 제8집, 중앙대학교, 71~84쪽참조.

<사진 3> 제1막 십장생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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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징

만석중놀음은 유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유일한그림자 극이다. 북구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많은 수의 그림자극이 전승되고 있다. 근래에는 그림자극을 응용한 영화까지

만들어져 상영되고 있다. 미셸 오슬로가 감독·각본한 것으로‘프린스 앤 프린세스’라는

이때까지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창작 스토리의 실루엣 애니메이션이다. 실루엣 애니메

이션은 사물의 외곽선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빛이 투과되는 배경 위에서 인형

<사진4> 제2막용과 잉어가노니는 장면

<사진 5> 제3막 탑돌이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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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움직이며 이를 영사해동적인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림자극의 가장 큰 특징은 불빛에 투영되어 막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전 세

계에서는 유일한 천연색 그림자 극이다. 북구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모두가 흑

백의 그림자극인데 반해 만석중놀음은 천연색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불빛

이 투영되지 않는 가죽 제품으로 인형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색을

먹인 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빛이 그대로 투영되어 관객들에게 천연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화톳불을 피워 불빛을 막에 투영시키고 그 사이에 염색한 종이를 대면 그 그림자를 인

식한다. 여기에서 막에 투영된 내용을 연결시켜 하나의극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영화의 잔상현상도 필요치않는 것이다.  

유럽의 영화 사학자들은 유럽에 도입된 아시아 그림자놀이에 뤼미에르가 활동사진을

결합하여 영화형식을 완성했다고 서술하며 영화의 뿌리를 아시아의 문화 즉 그림자극 놀

이에 두고 있다.2 8 )

만석중놀음을 하는 목적은명칭과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불도를 망쳤거나 잊은 승려를

우롱하여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서산박첨지놀음

1. 개요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고양동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서산 박첨지놀음은 유

랑예인 집단이 아닌 한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놀아지는 유일한 전통 인형극이다. 현재 충

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 6호로 2 0 0 0년 1월 1 1일에 지정 받았다. 보유자는 김동익이

다.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 줄거리와 형식은 거의 유사한데가 많으나 전승지인 충청남

도 서산지방의 자연 환경과 이곳 특유의 사투리로 짜여져 있어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마음속 의식을 가득 담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이를 조종하며

재담을주고받아 살아있는 인형극이라 할 수 있다.

꼭두각시놀음은 전문 놀이 집단인 남사당패(유랑 예인집단)들이 공연을 하지만 서산

28) 『전통그림자극만석중놀이부류슈어』, 우리마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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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첨지놀음은 이 마을 주민(향인 예인집단)들이 연행한다. 그래서 그런지 서산 박첨지놀

음의 공연방법은 투박하다.  전문적으로 공연을 하는 남사당패들이 연행하는 꼭두각시놀

음의 인형을 놀리는 모습은 상당히 세련되었다. 그러나 서산 박첨지놀음에서는 바가지

인형을 심하게 탁탁 부딪히면서 공연을 하는데 작은 인형으로 극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

인 효과는노리기위한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의 투박한손으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

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조사는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마을에서 실연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 보고에 수록하는 내용은 실제 연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상적인 내용들만 수록하였

다. 앞으로 이 놀음에 대한 해석이나 특징 꼭두각시놀음과의 연관성과 차이, 인형극의 연

행 방식 등의 과제는 뒤로 미룬다. 특히 앞으로 외국의 인형들에게 빼앗긴 인형극의 공백

을 어떻게 우리 인형들이 채울까 하는 문제 등 많은 과제를남기고있다. 

2. 유래

일명 꼭두각시놀음이라고도 하는 서산 박첨지놀음이 이곳에서 전승된 유래는 일제하

인 1 9 2 0년대부터이다. 이 무렵 강원도 태생인 유랑예인 광대 놀이꾼으로 경기도 남사당

패에서 상쇠잡이로 활동했던 유영춘씨가 이웃 마을인 운산면 신창리로 이사와서 살고 있

었다. 유영춘씨에게 박첨지놀음을 전수 받은 주연산씨는 2 0세 때 처음 그를 만나 박첨지

놀음을 배웠다. 이후 본격적으로 박첨지놀음을 배워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서 연희하였다. 해마다 서산군내를 돌며 박첨지놀음을 공연하는데 1 9 3 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주연산씨에 의해 다시 재연되어

젊은 후세들에게 보급, 그 명맥을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박첨지놀음의 본격적인 전수

와 활발한연희활동은 해방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해방후 박첨지놀음의 전승 상황을 살펴보면 해방직후부터 2, 3년간은 2월 초하루, 7월

칠석, 8월 보름 등 주요 명절에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놀음이공연되어졌다. 그

러던 것이 1 9 5 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사회가혼란해지자 또다시중단되었고 그 후 1 9 6 0

년대에 충청남도에서 박첨지놀음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할 것을 요청해왔고,

1 9 7 0년대를 전후하여 서산군 음암면에 소재한 음암중학교에서 공연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해 왔다. 1980년대는 서산군에서 개최한 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박첨지놀음이 음암

면을 대표하여 참가 공연한 바 있다. 그러다가 1 9 8 8년 서산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또다

시 참가하였는데 이때에는 면에서직접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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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1 9 8 8년 KBS 사랑방 중계에 소개되면서 수많은 방송출연과 경연대회를

참가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동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앞

으로도 계속 지속될것이다. 그 전승의바탕에는 바로 그들의삶의 이야기가 이 인형극 속

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3. 명칭

서산 박첨지놀음의 명칭은 이 극의 주인공 박첨지를 그대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산 박첨지놀음은 꼭두각시놀음의 아류로서 박첨지의 성씨가 박씨인 것은 인형을 박으

로 만든 데서 이름 붙여진것이며, 인형을 인격화하기 위한 것과 늙은이를 뜻하는첨지라

는 명칭을 붙여서 박첨지놀음이라 한다.

4. 전승 계보

박첨지놀음의 전승계보는 우선 남사당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그 후 유영춘씨를 시

점으로 주연산씨에게 전승되어졌다. 현재 박첨지놀음의 주 전승자는 김동익씨이다. 그는

주연산(作故)씨에게서 박첨지놀음을 전수 받았고, 주연산씨는 유영춘(作故)씨에게서 전

수 받았다. 그래서 현재 김동익씨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박첨지놀음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전승계보는 남사당패→ 유영춘→ 주연산→ 김동익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

유영춘씨는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남사당패의 일원이었으며, 강원도에

서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곳 음암면

탑곡리가 박첨지놀음의 주 전승지가 되었다. 유영춘씨가 운산면 신창리로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 마침 주연산씨도 고향인 음암면 탑곡리에서 운산면 신창리로 이

사를 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 두 사람은 인연을맺게 되었고, 결국 주연산씨는 유영

춘씨에게서 박첨지놀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주연산씨가 다시 고향인 음암면 탑곡리

로 돌아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김동익씨가 박첨지놀음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주연산( 1 9 0 3∼1 9 9 3 )씨가 9 4세에 작고함으로써 김동익씨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고있다.

김동익씨가 박첨지놀음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와 동년배는 거의 없었

고, 대부분이 주연산씨의 동년배들이었다. 현재는 김동익씨를 비롯해서 김용순, 전천관,

김동순, 권혁진씨 등과 함께 박첨지놀음을 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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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이 놀음의 기능보유자 김동익씨는“예술적 가치가 풍부하고 역사가 오래된

민속이 전래되는 것이 퍽 드문 일”이라 하며“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보다는 단순하지

만 오랜 기간 동안 한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우리들의 애환을 달래며 지켜온 것이기에

더욱 애착이간다”고 한다.

5. 연희 시기

과거에 박첨지놀음은 매년 음력 8월 대보름인 추석 때는 반드시 놀았다. 그때를 제외하

고 대개 박첨지놀음은 봄부터 추석 때인 가을까지 주로 연희되었는데, 2월 초하루나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칠석과 같이 절기에 따르는 때, 즉 보리가 펴고 모기가 덤비고 할

때 주로 놀았다. 

반면 겨울에는 거의 박첨지놀음을 하지 않았다. 김동익씨의 제보에 따르면 예전에는

음암면 부장리, 운산면 소중리, 해미면 덕지천리 등 2 8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박첨지놀

음을 연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김동익씨가 처음으로 박첨지놀음을 공연했

을 때는 1 9 7 0년대였으며 역할은 박첨지였다. 

해방 후부터 1 9 6 0년대까지는 매년 8월 보름이면 박첨지놀음을 연희하며 마을 공동체

의식과 단합을 꾀하였던 것에 반해 1 9 6 0년대 이후에는 도나 군 등의 정부 공공기관에서

공연요청이 있을 때에만공연했다.

6. 연희 장소

박첨지놀음의 연희공간은 일반 가정집이다. 구경꾼들이 구경할 공간인 마당이 있고 마

당보다 한단 높은 처막에 검은색 천으로 포장을 치고 호롱불을 밝혀 무대인 사랑방 마루

에서 연기자들이 공연을 한다. 솜방망이에 석유를 묻혀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마당에는

짚이나 멍석을 깔아놓아 구경꾼을 앉게 한다.

7. 연희 방법

박첨지놀음은 바가지쪽을 가지고 여러 모양의 얼굴을 만들어 막 뒤쪽에서 여러 사람들

이 놀리며 관객석에 배치되어 있는 관객과도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인형

을 놀리는 사람과 관중석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지배층에 대한 저항을 풍부한 유머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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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관웃음을자아내게 한다.  

무대는 꼭두각시놀음과 마찬가지로 3m 안팎의 기둥을 사방 4개를 세우고 앞면에는 인

형들이 나와서 연행할 공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쳐서 가린다. 포장 위로 인

형만 보이고 그것을 놀리는 조종자는 구경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볼 수 없다. 포

장 안쪽에서는 인형 조종자가 앉아서 인형 하반신을 잡고 조종하면서 대사를 주고받는

다. 

연희자들은 직접 손으로 인형을 조작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때 잽이와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또 덩덕궁 장단에 맞춰 사설(노래)을 부르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풍자

적인 내용을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8. 배역

인원구성에 있어서 박첨지놀음이 놀아지기 위해서는 대략 1 2명이 필요하다. 현재 전승

자들의 연령층은 4 0∼6 0대가 대부분인데, 남녀가 혼성되어 있다. 그런데 1 9 8 0년대 후반

까지는 박첨지놀음의 놀이패에 여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큰마누라나 작은마누라와 같은

배역의 목소리가 남자여서 어색하다는 관중들의 건의로 인해서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

기 위해 1 9 8 0년대 후반부터 3명의여자 분이 참가하게 되었다.

현재 박첨지놀음을 연행하는데 쓰이는 인형은 제작한 지가 대략 2 0년 정도 된 것인데,

그때에 비해 인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의 크기가 상당히 커졌다고 한다. 그 이유

는 박첨지놀음을 구경하는 관중들이 멀리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뚜렷이 볼

수 없다는 요구로 인해 크기를 크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형의 경우 그 크기가 손바

닥만했던 것이 현재는성인 얼굴 크기보다 더 크다.

인형으로 표현된 것은 모두 1 1가지이나 바가지로 사람얼굴의 형상을 만든 것은 현재

박첨지, 박첨지 동생, 큰마누라, 작은마누라, 소경, 명노, 스님의 7가지이다. 그 외에 나무

로 된 것은 홍동지, 평양감사, 상여, 절 등의 도구들이다. 이밖에 상여매는 사람들, 구렁이,

홍새, 꿩, 만장꾼, 절짓는 목수, 상제 등이 있는데 이들을 만드는 재료는 종이, 삼베, 헝겁,

수수대와 대막대 등이다.

박첨지놀음의 진행은 등장인물과 산받이의 대담이 주를 이루고, 때로는 등장인물들 상

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박첨지놀음도 꼭두각시놀음을 비롯해서 우리의 전통

적인 민속극이 그렇듯이 막과 장으로 구분했을 때 선후맥락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자

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용은 처첩의 갈등이나 불교에 의한 종교의 경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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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등을 담고 있다.

서산박첨지 놀음에사용되는 인형과배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형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박에 코를 붙이고 종이를 바르고 물감으로 얼굴 바탕색을

칠한다. 그런 다음 얼굴의 특징을 붓으로 그려놓는다. 뒷면은 철사로 얽어 손잡이 나무를

대고 검은 천으로 덮어씌운다. 이렇게 만든 인형은 공연이 끝나면 모두 소각한다. 구신

(귀신)이 붙는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태우지 않고 놔두었다가 다음 번 공연 때 사용

한다.

가. 인형

■ 박첨지: 주인공

·재료: 바가지, 코는 소나무 껍질, 수염은 청올치(칡덩굴의 속껍질) .

·규격 : 키 88cm, 폭 45cm, 얼굴길이 28cm, 얼굴 폭 24cm 

·특징 : 이마에 주름이 많다. 코밑과 턱에 청올치로 만든 수염을 달고 구렛나루를 표

현했다. 이마에는 풍잠이라 하여 붉은 색을 칠하였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붉은색이며

넓다. 몸체는 흰 광목으로 둘렀다. 

■ 박첨지큰마누라

·재료 : 바가지

·규격 : 길이 77cm, 폭 21cm, 얼굴 길이 23cm, 폭 2 1 c m

·특징 : 얼굴 전체가 옴이 올라서 붉은색과 회색의 반점이

많다. 입은 작고 머리모양은 가르마를 탔다. 눈과 토와 입은

바르다. 몸체는 주홍색천을 둘렀다.

■ 박첨지작은마누라

·재료 : 바가지

·규격 : 길이 77cm, 폭 31cm, 얼굴길이 23cm, 폭 2 0 c m

·특징 : 얼굴에 연지와 곤지를 찍었다. 머리는 가르마를 탔

으며, 입술은 꼭 다물고 붉게 칠했다. 이목구비가 바르다. 얼

굴은 살색이고 몸체는분홍색천을 둘렀다.

<사진6> 박첨지와
보유자김동익

<사진7> 박첨지 큰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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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첨지 동생

·재료: 바가지, 코는 소나무 껍질, 수염은 청올치

·규격: 얼굴길이 27cm, 얼굴 폭 2 2 c m

·특징 :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있고 얼굴색은 노란색이며,

코밑과 턱밑에 청올치로 수염을 달았다. 동생은 구렛나루가

없다. 얼굴이 형에 비해 좁고 잘쑥하다. 옷색은 흰색이다.

■ 명노 : 박첨지 처남

·재료: 바가지

·규격: 얼굴길이 27cm, 폭 2 2 c m

·특징 : 얼굴은 노란 바탕색에 푸르고 붉은 점과 회색 점으

로 얽은 것을 표현했다. 목,코, 입이 비뚫어 졌으며 코는 우

측으로 기울었다. 우측 눈은 올라가고 좌측 눈은 아래로 쳐

졌다. 옷색은 흰색이다.

■ 홍동지

·재료: 오동나무

·규격 : 전체길이 53.5cm, 얼굴길이 16cm, 얼굴 폭

11.5cm, 몸체 길이 10cm, 다리 길이 27cm, 다리 목 11.5cm, 자지 길이 28.5cm, 굵기

5 . 5 c m

·특징 : 온몸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머리는 검다. 눈은 치켜올려 뜨고 수염은

길게 표현했다. 자지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귀는 먹선으로 그렸다. 

■ 소경 : 평양감사 꿩사냥때 눈을 다쳤다.

·재료: 바가지

·규격 : 몸체길이 89cm, 폭 37cm, 얼굴길이 27cm, 폭

2 3 c m

·특징 : 얼굴색은 노란색이며, 옷색은 흰색이다.  눈은 한

지를 붙여서 감은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여덟 팔자 수염에

그림으로 턱수염을 짧게 표현했다. 코는 오똑하게 표현하였

다. <사진10> 홍동지

<사진9> 박첨지 동생

<사진8> 박첨지 작은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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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재료: 바가지

·규격 : 전체길이 93cm, 폭 46cm, 얼굴길이 37cm, 폭

2 0 c m

·특징 : 스님의 복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회색 천을 몸체로

표현했으며 머리에는 만자가 쓰여진 고깔을 썼다. 얼굴색은

살색이며, 코는 오똑하고 눈썹과 눈 등은 반듯하게 표현했

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구니스님을표현했다.

■ 말을 탄 평양감사

·재료: 나무

·규격 : 평양감사(키 50cm, 얼굴 폭 15cm), 말(길이

72cm, 높이 2 8 c m )

·특징 : 평양감사는 붉은 두루마기 옷에 파란색으로 철릭을

입었다. 모자를 썼으며 코와 턱에 수염을 그려놓았다. 말은

갈색 나무색으로 말의 털색갈과 비슷하게 맞추어칠하였다.

■ 상제 : 평양감사 아들

·재료: 오동나무

·규격: 55 x 8cm

·특징 : 굴건 제복을 했다. 상장(지팡이)을 손에 들고 있다.

뒤에는 강아지를 들고 있는데 산신제를 지낼 때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으로웃음을자아낸다. 

상제는 두명이다.

■ 절 짓는 목수

·재료: 오동나무, 천

·규격 : 길이 85cm, 머리 12cm x 7cm x 4cm, 펼치면

8 5 c m

·특징 : 신분은 중으로 옷은 모두 흰색 광목으로 둘렀다. 목

수는 모두 4명이다. 

<사진11> 소경

<사진12> 스님

<사진13> 말을 탄
평양감사

<사진14> 상제



265삼십오호

■ 상두꾼

·재료: 오동나무, 천

·규격: 얼굴 12 9, 길이 5 0

·특징: 얼굴은 먹선으로 그렸다. 한쪽에만 6명을배치하였다.

■ 만장꾼

·재료: 오동나무, 천

·규격: 얼굴 12 7

·특징 : 얼굴은 먹선으로 그렸으며 머리에는

흰띠를 두루고 있다. 옷은 흰옷을 입었다. 손에

는 각자 근조(謹弔), 애도(哀悼)라고 쓴 만장을

들고 있다. 6명씩 1 2명으로 맨 나중에 있는 만

장꾼의 손에는‘평양감사지구’라고 쓴 붉은 기

를 들고 있다.  

나. 동물

■ 홍새

·재료: 버급이라고 소나무껍질로 만들었다.

·규격: 15.5cm x 5cm, 13.5cm x 5cm

·특징: 붉은 색을 칠하였다. 나무가지 위에 2마리가 앉아 있다.

■ 구렁이

·재료: 천

·규격: 길이 110cm, 폭 1 9 c m

·특징: 검은 천에 비늘을 표현. 입은 벌리게되어 있다.

■ 매

·재료: 종이

·규격: 27 x 17cm

·특징: 종이에 매를 그렸다

<사진15> 상두꾼

<사진16> 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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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꿩

·재료: 종이

·규격: 16 x 5cm

·특징 : 파란색이며 홍새와 비슷한 모양이다. 매와 꿩을 투명한 끈으로 연결하여 매가

꿩을 잡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기타

■ 부채

·재료: 대나무와 종이

·규격: 길이 3 0

·특징: 박첨지가 손에 들고 다니며얼굴을가릴 때 사용한다.

■ 나무

·재료: 나무

·규격: 1

·특징: 구렁이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홍새를잡아먹을 때 등장하는 나무역할로 이용

■ 상여

·재료: 나무

·규격: 길이 138cm, 폭 34cm. 상두꾼은 4 5 c m

·특징: 한쪽에 6명씩 모두 1 2명이 멜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만장꾼

·재료: 천

·규격: 각8cm, 모두 30cm. 전체길이는 1 1 0 c m

·특징: 흰옷을 입었다. 한쪽에 6명씩모두 1 2명이다. 

■ 요령

·재료: 쇠

·규격: 쇠(지름 10cm), 끈( 1 1 c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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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여 나갈 때 상여소리를 부르면서 흔드는 것

■ 절

·재료: 나무

·규격: 가로 67cm, 지붕길이 6 5 c m

·특징: 주심포계 팔작집으로 空中寺라고 쓰여있다.

■ 불두

·재료: 나무

·규격: 길이 28cm, 폭은 16cm, 두께 14cm, 몸 길이 9 c m

·특징: 온몸은 노란색을 칠하고 이마에는 백호를 표현했으며 머리는깎은 형상을 하

고 있다. 귀가 크게 달여있고 입은 굳게 다물고있다.

■ 목탁

·재료: 나무

·규격: 목탁은 11.5 x 6cm, 목탁채는 길이 1 8 c m

·특징: 스님이 절을 지을 때 염불을 하면서 치는 것

9. 구성 및 연희 내용

서산 박첨지놀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박첨지(주인공), 큰마누라, 작은마누라, 박첨지 동

생,명노(박첨지 큰마누라 동생, 처남), 홍동지,  평양감사, 스님, 소경, 상제 등이고, 그 밖

의 배역은 구렁이, 홍새, 상제 등이다. 

극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 3막을 공연하였고 극본

또한 3막까지의 내용밖에 들을 수 없었다.

제1막은 박첨지와 그의 큰마누라와 작은 마누라, 박첨지 동생, 박첨지 처남인 명노 등

의 일가족 사이의 갈등을 희극적으로 꾸며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과 서민층의 생활상

을 보여준다.

제2막은 꿩 사냥 길을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닦으라는 평양감사의 횡포와 죽음을

통해 양반 지배층에 대한 신랄한풍자와조롱으로 억눌린감정을해소시킨다.

제3막은 평양감사의 혼을 위로하는 절을 짓고, 이로써 사냥 중에 눈이 먼 사람도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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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게 된다는내용이다.

제4막은 박첨지가 모든 것을 뉘우치고 고향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정작 반겨줄 큰마누

라는 집을 나가버려 허무해한다는내용인데 시연과각본은없다. 

10. 극본

이 극본은 고 주연산 옹이 구술하고 김동익씨가 채록한 것을 이번 조사시에 약간 보완

한 것이다. 

풍물 소리와 함께 무대의 막이 오른다. 풍물은 쇠 1개, 징 1개, 장고 1개, 북 1개, 태평소

1개로 이루어졌다.

제1막

박첨지: 뛰루 뛰루 뛰뛰루가 뛰루야∼ … 쉬이

악사 : 그게 누구여?

박첨지: 날더러누구냐구? 나 저 윗녘 살어.

악사 : 윗녘 살먼 다 영감 집인감. 사는 지명을일러줘.

박첨지: 꼭 알고 싶은감.

악사 : 그려.

박첨지 : 그럼 일러줄께 저 위 삼천동 아래 삼천동, 가운데 삼천동에 사는 박궐영 박주

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어.

악사 : 그럼 여긴 무엇하러 왔어.

박첨지 : 여기는 무엇하러 왔느냐구. 내가 말여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자식을못둬서 화

가 나는 바람에쳇짐이나 차려지고 팔도강산 구경이나 다닌다고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

는데 여기 좋구먼.

악사 : 그럼 워디 워디 다녔나?

박첨지: 워디 워디 다녔느냐고? 첫 번째 원산, 둘째 갱갱이, 세 번째 포도, 네 번째 옥사,

다섯 번째 덕바위, 여섯 번째 덕지내, 일곱 번째 맷덕, 여덟 번째 장단, 아홉 번째 인천,

열 번째 서울로 쳬 더듬었어.

악사 : 많이 돌아다녔네.

박첨지: 그버덤더 좋은 섬돌림도 했지.



(이때박첨지가 팔도강산 노래를창으로부른다)

충청도라 계룡산 공주 금강

전라도라 지리산 하동 섬진강

경상도라 태백산 상주 낙동강

강원도라 금강산 일만이천봉

황해도라 구월산 승지불당

함경도라 백두산 두만강수

평안도라 묘향산 청천강수

경기도라 삼각산 파주 임진강

악사 : 어떤 섬을 돌아다녔나?

박첨지 : 어떤 섬이냐구. 요섬, 사섬, 공사섬, 안성 청룡, 빼알녹섬으로 쳬 더듬었어. 그

러다가 더 좋은 데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주막에서 저녁 먹고 토막도더 베고 떠

억 드러누웠는데, 워서 웬 어린 녀석들이 오더니만 이루 가두 소곤소곤 저루 가두 소곤

소곤 생지랄을 하드란말여.

악사 : 그래서워라고했나?

박첨지: 그래서 점잖게나무랬지.

악사 : 뭐라구나무랬나?

박첨지 : 뭐라고 나무랬냐구? 이놈들아 늙어서 죽으면 썩어 없어질 놈들아 했드니 워디

로 없어지더먼.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나섰더니 워서 뚱땅 뚱땅 하걸래 찾아 왔

드니 여기 오니께 사람도많고 좋구먼.

악사 : 아 여기 좋구 말구.

박첨지 : 그런디말여 많이 돌아다니다가 작은마누라도 얻었는데 혹시 동생이 찾아오거

든 나 여기 왔다갔다고 허지 말어.

악사 : 그려 염려 말어 안 일러 줄께. 그건 그렇구작은마누라 얻었다며 인사나 시켜줘.

박첨지: 알았어 잠시만기다려.  … 자 워떤가?

악사 : 아! 참 이쁘구먼.

박첨지동생 :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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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주인공 박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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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 : 누구여.

박첨지동생 : 내가 박첨지 동생인데 혹시 우리 형놈 박첨지어디로갔는지보았소?

악사 : 여기 왔다간지가 얼마 안되여. 저편으로 갔는데빨리 가면 만나 볼거여.

박첨지동생 : 워디로.

악사 : 저리로.

(반복하다가 형을 만난다. )

박첨지동생 : 집에서살림이나 하고 오려밭에 새나보지 뭐하러싸돌아다녀.

박첨지: 네 살림이나 잘허지웬 참견여.

박첨지큰마누라 : 여보세요.

악사 : 누구여.

박첨지 큰마누라 : 내가 박첨지 큰마누란데 여기 혹시 박첨지가 어디로 갔는지 보았어

요?

악사 : 예. 여기 왔다간지가 얼마 안돼요.  … 말을 들으니께 작은마누라 얻어 가지고 돌

아다 닌다고합디다.

박첨지큰마누라 : 워디로 갔는지아세요?

악사 : 이쪽으로 갔어요.

박첨지큰마누라 : 이쪽이요?

악사 : 저쪽요.

<사진 18> 박첨지와 동생의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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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다가 박첨지와 만난다. )

박첨지큰마누라 : 살림은어떻허구 작은마누라만 데리고다니면제일 강산여.

박첨지: 네 년은 없어도살테니까 걱정마.

명노 : 여보세요?

악사 : 누구여.

명노 : 내가 박첨지처남 명노인데 여기 혹시 박첨지가 어디로 갔는지 보았소?

악사 : 여기 왔다간지가 얼마쯤되는데빨리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껴.

명노 : 어느쪽요?

악사 : 이쪽요.

(반복하다가 박첨지와 만난다. )

명노 : 누님을배반하고 요리 쫄쫄 저리 쫄쫄 무엇하러 다니는 거여.

박첨지: 매형헌티 쫄쫄거리는게 뭐여. 말버릇이 고약허군.

명노 : 작은마누라 얻어 가지고다니는주제에어때.

박첨지: 아이고 인제 살림이나 갈라 주고 나 혼자 돌아다녀야 건네.

악사 : 누구한테 살림을 노나 줘?

박첨지: 누군 누구여. 큰마누라 작은마누라지.

악사 : 어떻게노나 줄라겨?

<사진19> 박첨지와박첨지큰마누라 <사진20> 박첨지와박첨지작은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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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첨지 : 큰마누라 헌티는 다 썩은 새끼 한 사리와 후면에 있는 다 깨진 매운재 바탱이

주고, 작은마누라는 영당풍당 여다지 가개한농에,  반다지는 너 가져라.

큰마누라 : 그까짓살림 고만두고 돈이나 좀 주어.

박첨지: 돈 그래 얼마나 줄랴.

큰마누라 : 백냥만주어.

박첨지: 이백냥가지고 오너라 백냥만 줄께.

제2막

박첨지: 나 여기 또 왔어.

악사 : 뭐하러 또 왔어?

박첨지 : 평양감사가 꿩사냥을 하러 다닌다고 농민들에게 길을 닦으라고 해서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길을 닦아야만 하고, 연장은 없고 욕은 할 수 없고 욕하는 의미에서 배꼽 밑

에 있는 연장으로 닦아야 한데. 한 농민은 꿩사냥을 따러 다니다가 솔공이에 눈이 먼 사

람도 있대.

악사 : 그럼 홍동지를 불러서닦어.

박첨지 : 그려. 그럼 홍동지를 불러서 닦어야 하겠구먼 ….  홍동지 ….   자네가 길 좀 닦

으야겠네.

홍동지: 길을 뭘로 닦어?

<사진21> 박첨지와 박첨지처남 명노
<사진22> 길닦는 홍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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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 : 연장으로 닦지 뭘로 닦어

홍동지: 연장은 무슨 연장여?

악사 : 자네 있는 연장으로 닦게

홍동지: 이걸루?  쉬… 쉬…

박첨지: 길 잘 닦었구먼

악사 : 시원하게 닦았지.

(평양감사의 꿩사냥 출연)

박첨지: 평양감사가 꿩사냥을 해다가꿩고기를 먹고 체했대.

악사 : 꿩고기를 먹고 체헌디는 약두 없다는디

박첨지: 아녀 꿩고기를 먹고 체헌디는 홍새를먹으면나서

악사 : 홍새가어디 있나?

박첨지: 우리 집에 홍새가 두 마리 있는데비싼 값으로 팔어야겠네

악사 : 그럼 잘 됐군. 돈 좀 많이 생기겠구먼

(그런데 구렁이가 홍새 두 마리를잡아 먹음)

박첨지 : 아이구 구렁이가 홍새를 잡아먹는 걸 쫓다가 내코까지 물려서 하얀코피 날뻔

했네

악사 : 그거 큰일 날뻔 했구먼

<사진23> 꿩사냥나가는평양감사 <사진 24> 구렁이가 홍새를 잡아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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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첨지: 평양감사가 홍새를못 먹어서 죽었디야.

악사 : 그럼 장사 지내야겠군.

박첨지: 곧 장사지낸다.  상여 나올거여

(상여등장. 상여소리가 이어진다)

상여소리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린상제 불쌍하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어마라

명년삼월 다시피네 가요가요 나는가요

임을두고 나는가요 내가가면 아주가나

아주간들 잊을소냐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느냐 아버님전 뼈를빌려

어머님전 살을빌려 이세상에 왔건마는

부모은공 못다하고 황천으로 돌아가네

상제 : 여보세요

악사 : 아, 그게 상제 아녀

상제 : 상여 어디로가는거보았소?

악사 : 상여는 벌써 갔는데뭐하고이제 오나

상제 : 저기서 귀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다가상여를놓쳤어요

악사 : 상제 등에 짊어진 건 뭐여?

<사진25> 평양감사 상여 나가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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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 : 바둑강아지여

악사 : 바둑강아지는 뭘 헐려구?

상제 : 산신제지낼려구. 애고 애고 아리랑. 아리랑

제3막

박첨지: 나 또 왔어.

악사 : 뭐하러또 왔어.

박첨지 : 평양감사가 죽어서극락세계로 들어가라고 저승길을 닦는 의미에서 절을 짓는

디야.

악사 : 그럼 잘 됐구먼

박첨지: 스님이 나올거여

스님 : 나무 관세음보살….  공중사를 신축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시주 좀 많이 하여 주십

사하여나왔습니다.

악사 : 스님 걱정 마세요. 찬조와 협조를많이 해드리죠

스님 : 나무 관세음보살

(절 짓는 대목이 연출됨)

스님 : 이 절 어떱쇼

악사 : 잘 지어졌습니다.

박첨지 : 절도 새로 짓고 했으니 소경 눈을 뜨게 불공을 드려야 할텐데여러분들이 많은

<사진26> 절짓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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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 바랍니다.

악사 : 그건 염려 말어

박첨지: 그럼 내가 꿩사냥따러 다니다가 눈이 먼 소경을데리고나오께

(소경출연)

소경 : 여러분이 시주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니다. 이제 눈이 뜨게 됐습니다. 

박첨지: 내가 춤 출테니 장단 좀 잘 쳐줘

악사 : 그려 장단은걱정 말고 춤이나잘 춰

(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소경의눈이 떠지고막이 내린다)

11. 특징

서산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자연에서 인형들과 각종 도구를 만들고 그들의 인생살이를

무대에 올려놓았다. 막이 오르면서 무대는 해학과 풍자를 상징적으로 그들의 삶과 결부

시켜 보여주고 있다.

처음 풍물소리와 함께 무대의 막이 오른다. 박첨지와 그 박첨지 가족들의 일대기인 인

생의 단면을 희극적으로 보여준다.  갈등과 모순을 웃음으로 해결해 내려는 건강한 정서

이다. 서산 박첨지놀음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다. 오랜 세월 마을사람의 애환을 함께한

것이었기 때문에지금까지 전승해오고 있는 것이다.

연희 구성은 무대와 악사 그리고 관객으로 구분될 수 없다.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흥이

오를 때면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인다. 놀이들은 대개가 유사성을 지니며 시대에 맞게 적

<사진27> 소경이 눈 뜨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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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며정착되어 왔던 것이다. 

박첨지놀음은 재담과 인형조작 그리고 노래와 춤이 혼합된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주인

공 박첨지를 통해서 봉건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파헤친다. 이때 박첨지는 양반의 횡포

와 비리를폭로하고 경고하는 재판관 역할을담당한다. 본처를 버리고 첩을 얻어 사는 사

람과 정치를 잘못해 백성들의 생활을 잘 보살피지 못하여 원성을 산 평양감사에 대한 저

항을 해학적으로 풍자해 건강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박첨지를 비롯한 각종 인형

과 상여와 절의 꾸밈은 서산 사람들의 삶이 베어있다. 인형을 놀리는 사람과 관중석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피지배층의 저항을 풍부한 유머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퇴폐적이

고 몰락했던 생활상을 유감 없이 극화시킨 연극이다. 이와 같이 재담 속에 깊은 뜻과 철학

성이 담겨져 있어 몰락한 양반과 위정자에 대한 올바른 지적을 통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자각과본받음을 주게 하는 등 가치가풍부한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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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vestigation report of puppets performance
- Mansukjung Nolum·Seosanbakchumji Nolum -

Seo, Seung-Woo
The Royal Museum

Among elements of  play, there are  puppets performances and  shadows perfor-

mance which are replacing actors by puppets and shadows. Puppet performance is

characteristic of expressing  various movements  and  symbols at  its conveniences

by  the reduced models of  human  form with  various  materials. Shadow  perfor-

mance  is realized  in various colors that cannot be discovered  in other countries

by expressing  mysterious cubic effect in reflecting the light against various forms.

Mansukjung Nolum is a unique shadow performance that has been inherited in

Korea. There are found many shadow performances inherited in the northern

Europe and South-eastern  Asia.  Recently  the  silhouette animation  in application

of  shadow performance is made. 

In the northern Europe and South-eastern Asia, they performed in white and

black color while Mansukjung Nolum is performed in natural colors. Since they

adopted  the leather materials for making puppets,  their opaque feature cannot

reflect the colored light. But in Korea we adopted the specially colored semi-

transparent  Korean paper, which gives the colored shadows to spectators.

Mansukjung Nolum consists of three acts for arousing attention of fallen  monks

destroying the teaching of Buddha. 

Seosanbakchumji Nolum is a puppet performance inherited in a village in Seosan,

Choongnam instead of wandering artists. 

The story and form of performance in Namsadangpae’s puppet  play is mostly

similar to it, but it is woven by its villages natural environment and specific dia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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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ng their consciousness in mind. The villagers made the puppets  and manip-

ulate them  in communicating their wisdom of life between them. 

Parkchumji Nolum is a kind of integral  art combining puppet manipulation, witti-

cism, songs and dances. The hero of Parkchumji discloses the  social and structural

conflicts of feudalism, in arousing the spectators’rich attention of self-awareness

and less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