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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병신춤의 대가이자 일인창무극 의 창시자로 유명한 공옥진은 현( )一人唱舞劇

대에 들어 장애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술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장. 

애인 가족이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의 격동을 온 , 

몸으로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안면 신경 

마비 구음 장애 하반신 마비 증상 등의 장애를 겪었다 이러한 삶의 절망적, , . 

인 경험과 극히 독창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병신춤을 

탄생시켰고 한국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옥진의 병신춤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병신춤과의 

유사성이나 연속성 또는 전통적 병신춤의 계승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렇게 공옥진의 병신춤을 전통적 병신춤의 연장선상에서만 분. 

석할 경우 공옥진이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병신춤의 본, 

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공옥진에게 평생 덧씌워졌던 오해와 왜곡. 

을 시정하면서 생전에 연행한 예술 활동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규명해야할 필, 

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옥진이 병신춤과 일인창무극 , 

심청전 에서 새롭게 구축한 장애 모방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 - . 

특히 전통 병신춤이 보여주는 장애 모방 구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옥진식 -

병신춤이 보여주는 장애 모방 구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옥진의 병- . 

신춤이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 기초한 전통적 병신춤을 계승한다는 이

전의 논의에서 벗어나 수평적 시점을 투영한 병신춤을 연행함으로써 장애 비, -

장애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음을 논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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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춤은 한국의 전통무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방춤의 세부 장

르로 장애 동작을 그 모방의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이에 따라 공옥진의 병신춤, . 

과 그 이전에 연행된 전통적 병신춤은 장애 모방을 핵심 구현 원리로 삼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 모방의 본질과 구도 장애 모방을 통해 지향. - , -

하고자 하는 가치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전통적 병신춤의 장애 모방 구도는 장애의 타자화 를 통한 양반 계층- ‘ ’

의 비판적 풍자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적 병신춤은 양반을 장애를 가진 인물. 

로 그려내는 장애 모방을 통해 지배 계층인 양반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동- , 

시에 민중 해방이라는 축제의 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 

비장애인 민중들이 양반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도 타자화함으로써 장애와 비, 

장애 사이의 경계를 고착시키는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반면 공옥진 병신춤의 핵심은 장애를 수평적인 시점에서 구현해내는 윤리, 

적 태도를 취하는 예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장애를 희화화하여 웃음을 . 

유발하는 방식이 아닌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연대의식을 추구하는 사실적, 

인 재현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신춤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자신. 

의 몸으로 겪은 경험 그리고 장애 비장애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신, -

체의 다양성을 증명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있었다 공옥진이 보여준 독창적인 . 

병신춤의 경지는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정치적 올바름 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

서 본 연구의 작업은 공옥진 병신춤의 현대성과 혁신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 

병신춤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아가 한국 무용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학사상까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

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를 통해 공옥진. 

이 홀로 개척한 현대적 병신춤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 비판적 질문이 현·

재의 시점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이 증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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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공옥진 병신춤 일인창무극 심청전 장애 모방 장애의 타자화 , , < >, - , , 

장애인 중심성 장애 비장애의 경계 해체 장애미학        , - , 

학  번 : 2015-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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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장애 또는 병신 은 한국의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핵심적인 소‘ ( )’ ‘ ( )’障礙 病身

재로 빈번하게 활용되어왔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 ·

가진 사람은 비장애인 위주로 구축된 불합리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 

간다. 비장애인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과 달리 장애인에게 주어진 문제적이, 

고 비협력적인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극적 긴장

감을 고조시키기에 적합한 예술적 소재가 되기도 한다.  

병신춤의 대가이자 일인창무극 의 창시자로 유명한 공옥진은 현( )一人唱舞劇

대에 들어 장애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술가 중 한 명이다 장애인 . 

가족이기도 했던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의 격동을 

온 몸으로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각종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안면 , 

신경 마비 구음 장애 하반신 마비 증상 등 다양한 장애를 겪었다 이러한 고, , . 

통스럽고 절망적인 경험 그리고 타고난 독창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장애 동작, 

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현대적 병신춤을 구현해냄으로써 현대 한국춤의 새, 

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개인과 집단의 독점 또는 특정 개. 

인과 집단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폐해를 스스로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

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공옥진 이전에도 장애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예술작품은 일제 강점기

부터 끊임없이 창작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나도향의 . 『벙어리 삼룡이』 계(1925), 

용묵의 『백치 아다다』 조선작의 (1935), 『영자의 전성시대』 이청준의 (1973),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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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공지영의 (1976), 『도가니』 같은 문학작품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2009) . 

은 등장인물의 훼손된 몸 즉 장애를 가진 신체를 빌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 ’, 

쟁의 참상을 고발하거나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고 있다, . 

또는 훼손된 몸 을 지닌 주인공이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 ’

한 편견을 가진 타인들과 갈등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역동, 

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을 그려내기도 한다. 

위와 같이 문학작품이 장애 또는 병신을 스토리텔링을 위한 주요 소재로 

활용하였다면 전통춤의 영역에서는 장애 동작을 모방한 춤사위를 통해 장애, 

를 예술적 질료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 

병신 이나 불구자와 관련된 비유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추정이 가‘ ’

능하다 일례로 . 『인조실록』에는 라 하““ ”目今時事多難 比如廢疾之人 隨杖而行

여 현재 시국이 무척 어려워 불구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표

현”1)한 부분이 나온다 이처럼 보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 몸 과 관련된 . ‘ ’

언어적 은유나 비유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한국 예술 중에서도 전통춤과 

같은 민중적인 놀이에도 반영되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2) 

1) 권 년 월 임신 심승구 22. 8 4 ; . 《 》仁祖實錄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제 호 재인용38 . 2014. 93. . 

2) 러시아 출신의 기호학자인 유리 로트만에 의하면 예술적 질료는 차적 일반 언어 , 1

체제에 기반한 차적 모델 체제이다 요컨대 차 언어체제 와도 같은 예술 텍스트2 . ‘2 ’
는 자연적인 언어인 차 언어체제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보를 더욱 작‘1 ’
은 공간에 고밀도로 담아낸다 그리고 이는 관객을 거치게 되면서 다시 일반 언어. 

로 끊임없이 순환한다' ' . (Yurij Lotman. Gail Lenhoff and Ronald Vroon trans. 
The Structure of the Artistic Text. University of Michigan, First Edition. 

로트만의 이와 같은 개념을 근거로 차적 언어체계의 은유나 비유로1977. 12-13.) , 1

부터 병신춤의 장애 라는 예술적 질료가 파생되고 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 

가령 송재선의 『상말속담사전』 과 같이 속담의 오래된 역사를 조사한 연구 자(1993)

료들에 의하면 일상 속에서 사용되어 온 장애 관련 속담은 매우 다양하다 이후 , . 

다시 언급하겠지만 장애와 관련된 속담은 무려 종에 달한다 따라서 로트만의 , 487 . 

주장처럼 장애라는 소재 역시 예술적 질료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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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신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탈춤과 같은 각종 전. 

통 연행에서 자주 등장하는 병신춤은 장애인을 모방하여 추는 춤이나 퍼포먼‘

스’3)를 말한다 병신춤의 기원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늦어도 조. , 

선시대 중엽부터 기본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공

연된 것으로 추정된다.4) 조선 후기에는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민속춤이 전성기 

를 맞이하면서 민속춤의 세부 장르인 병신춤 역시 많은 지역에서 인기리에 , 

연행되었다 하지만 병신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다른 민속춤들과 함. 

께 자취를 감추며 계보가 끊어지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다 년대 말 . 1970

공옥진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창조되면서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병신춤은 한국의 전통무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방춤

의 세부 장르로 장애 동작을 그 모방의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이에 따라 공옥, . 

진의 병신춤과 그 이전에 연행된 전통적 병신춤은 장애 모방 을 핵심 구현 ‘ - ’

원리로 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 모방의 본질과 구도 장애 모. - , -

방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 병신춤은 양반을 장애를 가진 인물로 그려내는 장애 모방을 통해- , 

지배 계층인 양반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동시에 민중 해방이라는 축제의 장

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비장애인 민중들이 양반뿐만 아. 

니라 장애인까지도 타자화함으로써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관념적으로 생산하, 

게 되는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반면 공옥진 병신춤의 장애 모방 구도는 이러. -

3) 탈춤 이 탈을 쓰고 추는 춤만을 지칭하지 않고 탈을 이용한 극까지 포괄하는 의 ‘ ’ , 

미로 통용되는 것과 같이 병신춤 역시 비단 춤사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 .

4)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의 갈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로 전해진다 밀양백중놀이 . 

의 경우처럼 계급갈등에 의한 피지배층과 지배층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는 의도, 

를 지닌 병신춤은 사회의 통합과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과도 같았다. 

최영란 박남환 이성노, , . 「밀양백중놀이의 공동체성」. 『한국체육학회지』 제 호 41-2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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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적 병신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는 장애를 희화. 

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기보다 장애인 중심적인 수평적 시점을 지향하는 장애, -

모방을 시도함으로써 전통적 병신춤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장애, . 

의 희화화를 통한 해학과 풍자를 벗어나 장애 비장애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

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옥진은 전통적 병신춤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 

니는 연행을 주도하였으며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병신춤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공옥진의 일인창무극 및 병신춤이 전통적인 병신춤이나 판소리극의 구성을 

수동적으로 답습 또는 계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생전 공연 장면 인터, 

뷰 관련 기사 등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심청전 후반부에 , . < > 

나오는 맹인 잔치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일인창무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 . , 

잔치에 참여한 여러 맹인들의 개성적인 몸동작과 말투 등은 공옥진 한 명에 

의해 다채롭게 구현된다 맹인 은 단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하나의 . ‘ ’

장애 유형에 국한되어 그려지는 것이 아닌 당달봉사 곱사봉사 애기봉사 등 , ‘ , , ’ 

개별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들로 표현된다 그 결과 장애를 타자화하고 희화화. 

하는 전통적 병신춤과 달리 관객으로 하여금 장애 또는 장애인에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옥진의 병신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병신춤과

의 유사성이나 연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공옥진. 

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여 대중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병신춤 또는 일인

창무극을 열정적으로 공연했던 년대라는 시기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1980

다 당시에 전통 문화예술의 복원 및 재평가 현대적 계승 등이 한국 문화예술. , 

계의 주요 화두이자 관심사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옥진이 연행한 병. 

신춤이 기본적으로 전통적 병신춤에서 모티브를 빌려온 점도 이유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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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옥진의 병신춤을 전통 병신춤과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는 연구들이 주. 

류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전통적 , 

병신춤과의 유사성 혹은 전통적 병신춤을 계승한 측면 등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공옥진의 병신춤을 전통적 병신춤과. 

의 유사성이나 연속성으로만 분석할 경우 공옥진이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현, 

대적으로 재구성한 병신춤의 의미와 장애 모방 구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옥진식 병신춤 의 본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 ‘ ’ , 

선행연구의 해석과는 다르게 전통적 병신춤과 공옥진식 병신춤이 구분되는 지

점을 새롭게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옥진이 병신춤과 일인창무, 

극 심청전 에서 새롭게 구축한 장애 모방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 > -

있다 특히 전통 병신춤에서 보여주는 장애 모방의 특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 -

공옥진식 병신춤이 보여주는 장애 모방 구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 . 

통해 공옥진의 병신춤이 장애의 타자화와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기초한 

전통적 병신춤을 계승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에서 벗어나 장애인 중심 적인 , ‘ ’

장애 모방 구도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

가로놓인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치적 올바름 의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 ’

서 본 연구의 작업은 공옥진 병신춤의 현대성과 혁신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 

병신춤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 

울러 본 연구를 통해 공옥진이 홀로 개척한 현대적 병신춤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비판적 질문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이 증명됨으로써 무 

용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학사상까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또 하나

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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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2. 

공옥진의 병신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 이론적 토대인 공옥진, 

의 병신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공옥진의 병신춤이나 일인창무극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연 기법적

인 측면에서 전통 병신춤과의 연관성이나 유사성을 주로 강조하여왔다 즉 전. 

통 병신춤과의 유사성이나 전통 병신춤을 계승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공옥진의 병신춤에서 장애 모방이 함의하는 내. -

용이나 구도 장애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 

않거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전통에 대한 계승 부. 

분에 집중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 주목한 공옥진 병신춤의 창의성 을 논한 심, ‘ ’

도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5)

5) 우선 전통적 병신춤의 심미구조와 전승과 관련하여 공옥진을 언급하는 논문은 여 

섯 편 정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 ①임학선. 「무용학과 전통무용의 연구과제 .」  『동양
음악』 제 호 8 . 1986. ②김미숙. 「노자 도덕경으로 본 병신춤」. 『한국무용연구』 제 

호 안미아29-3 . 2011. . ③ 「공옥진의 춤 인생과 병신춤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 『한
국체육학회지』 제 호 김지원 43-2 . 2004. . ④ 「한국 모방춤의 분류와 의미해석」. 『한국

언어문화』 제 호 이화진 45 . 2011. . ⑤ 「장자사상의 관점에서 본 밀양백중놀이의 병신

춤 심미구조에 관한 연구 하보경과 공옥진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지원. 2011. . ⑥ 「모방의 관점에서 본 한국춤 사유의 근원 .」  『한국예

술예술학회』 제 호 공옥진과의 장시간 인터뷰를 토대로 한 소설적 에피소 39 . 2018.), 

드를 담고 있는 서적 한 권 문순태( . 『병신춤을 춥시다』 문학예술가 그 외 . . 1982), 

다수의 인터뷰 및 보도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춤 관련 학술 서적 혹은 박사학위 . 

논문 중에서 공옥진만을 주안으로 다룬 글은 전무하다 공옥진 일인창무극의 연행 . 

원리를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년 월을 기준으로 총 네 편으로 이어지는 2019 7 , 

페이지에서 다음의 차례대로 언급된다 김현정. . ⓵ 「 의 孔玉振 一人唱舞劇 硏究」 중. 

앙대학교 연극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지원. 2000. . ⓶ 「공옥진 일인창무극에서 의 한舞
국적 정서와 예술적 가치분석」. 『공연문화연구』 제 호 이진주 20 . 2010. . ⓷ 「공옥진 

일인창무극의 전통 재창조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 호 이윤희 26 . 2013. . ⓸ 「전통의 

창조적 수용에 관한 미학적 고찰: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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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용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공옥진의 춤세계를 국내에서 거의 최초, 

로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는 김현정이다 김현정은 공옥진이 무대 위에서 . 

매번 다르게 구성되는 애드리브를 통해 관객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전통적 광대 의식. ‘ ’

과 유사하며 전통적인 광대의 연행 예술을 바탕으로 완성된 공옥진의 연행 , 

기법이 한국 창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형태를 추구하였음을 규명하였다‘ ’ . 

연구자는 결과적으로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이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유의

미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평가하였다. 

김현정과 유사한 관점에서 김지원은 공옥진의 공연 연행 기법과 민족 전통

예술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공옥진의 독창적인 공연 기법과 예. 

술적 능력이 전통예술을 관통하는 민중적 정서와 부합하며 이로부터 비롯하, 

는 관객들과의 소통은 전통예술의 민중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옥진이 전통예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의미 .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위에서 소개한 두 편의 선행연구는 공옥진의 공연이 지니는 전통문화와의 

계승성 및 유사성 등을 거의 최초로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 

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인 심청전 이 무형문화재로 . < >

지정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 또한 작지 않다 사실 그 이전까지 . 

공옥진의 병신춤이나 일인창무극은 일부 국악 또는 국학 방면의 권위자들에 

의해 전통과는 무관하다는 근거 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전통의 계. 

승이 아니라 일개 예술인에 의해 창조된 현대극에 불과하다는 홀대를 받았다. 

년 넘게 이어진 무형문화재 지정의 실패가 이를 증명해준다10 . 

이와 같이 정통 학계나 예술계의 편견으로 인해 공옥진의 병신춤과 일인창

협동과정 예술문화와영상매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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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은 오랫동안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두 . 

편의 연구 논문 이후 비로소 깊은 예술적 가치와 함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요컨대 이 두 편의 논문은 공옥진을 응원한 수많은 이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무형문화재 지정을 달성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술적 차원. 

을 넘어 문화예술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옥진의 일인창무극 심청전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그에 관한 연구< >

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정 이전의 연구들이 공옥진 공연의 무엇을 전. ‘ ’ 

통에 대한 계승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이후에는 그의 , 

공연 속에서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 

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이진주와 이윤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

우선 이진주는 공옥진이 전통 공연의 전형성을 부각하였다는 사실에 주목, 

하여 전통의 계승성을 논의하였다 연구자는 공옥진이 공연의 기법이나 유형 . 

면에서 전통 민속 예능인 굿판 혹은 마당놀이를 계승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 ‘

대적 해석 을 가미하여 관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등 전통 예능과’

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공옥진 병신춤이 전통 예능에 . 

대한 계승과 함께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차별성도 있음을 강조하였

다 이 연구는 공옥진의 예술적 독창성을 이론적으로 분석 논증하였다는 점. ·

에서 앞서의 연구들에 비해 심화된 측면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 . 

연구의 주제인 장애 모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나 분석을 하지 않는 한계-

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윤희는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을 전통의 창조적 수용이라는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공옥진의 공연에서 드러나는 추 의 긍정적 요. ‘ ( )’醜

인이 한국의 전통적 미학 정서인 한 해학 에 대한 독창적 수용의 ‘ ( ), ( )’恨 諧謔

결과물로 보았다 즉 공옥진의 공연이 한 해학 추 가 조화롭게 결합한 독특. ‘ , , ’

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도 이진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옥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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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전통 계승성과 함께 창조적 수용에도 주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 

역시 장애 모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는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

다.   

그 외 다수의 연구들은 공옥진의 공연 기법을 전통 예술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6) 일례로 이화진은 공옥진 병신춤에서 드러나는 내 ‘

면적 자유 에 주목하였다 즉 한국 춤은 춤의 연행을 통해 정신적 해방을 지향’ . 

하는 측면이 있는데 공옥진 병신춤 속에도 해방과 자유에 대한 지향 갈망 등, , 

이 잘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옥진의 병신춤과 일인창무극, 

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연구들조차 . 

공옥진 병신춤의 독창성과 현대성을 고찰하기보다는, 전통적 병신춤과의 유사

성이나 현대적 수용 및 계승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쪽에만 치우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병신춤과 공옥진의 , 

병신춤이 차별되는 지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뿐만 . 

아니라 본 연구의 주제인 장애 모방 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을 ‘ - ’

수 없었다. 

다만 장애 모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준 연구로 병신의 -

어원을 다루는 박희병의 논문을 중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병. ‘

신을 향한 시선 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 , 

병신 과 장애 불구 개념의 의미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그 결‘ ’ ‘ ’, ‘ ( )’ . 不具

6)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화진 . . ① 「장자 사상에서 본 ( ) 莊子
범부춤과 병신춤 심미구조에 관한 연구: 하보경과 공옥진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 

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지원. 2011. . ② 「한국 모방춤의 분류와 의미해석」. 
『한국언어문화』 제 호 및  45 . 2011 「모방의 관점에서 본 한국춤 사유의 근원」. 『동양

예술』 제 호 한국동양예술학회 박희병 39 . . 2018. . ③ 「 병신 에의 ‘ ’ 視線」. 『고전문학연

구』 제 호 심승구 24 . 2003. . ④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제 호38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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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지 병든 몸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로부터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개념들이 점차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비하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혀

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공옥진 병신춤의 장애 모방 구도 분석을 위한 기본 . -

토대가 되는 장애와 병신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각종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찰

한 심승구의 논문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준다 즉 장애인의 사회적 삶이 . 

어떻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당대의 장애 인식에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그에 의하면 몸은 사회적 규칙들이 각인되는 장 과 같. , “ ”

아서 하나의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역사와 더불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유동“

적인 의미를 지닌다.”7)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게 되면 몸의 의미는 상대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생성된다 이는 전통적 병신춤의 장애. 

모방 구도와 공옥진의 장애 모방 구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본 연구의 주장과 - -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7) 심승구 .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제 호 38 . 20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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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과 방법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장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모 양상 에서는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 ‘ ’Ⅱ

한 인식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지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로 나

누어 살펴본다. 

장 전통적 병신춤과 장애 모방 에서는 병신춤이 모방춤의 하위 범주임을 III ‘ - ’

밝히고 병신춤이 보여주는 장애 모방의 구현 원리와 유형을 분석한다 특히 , - . 

병신춤이 장애 또는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양반 계층을 비판, 

적으로 풍자하는 동시에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

논증할 것이다.  

장 공옥진 병신춤의 혁신과 장애 모방 구도 에서는 먼저 공옥진의 생애IV ‘ - ’

와 예술 활동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절에서는 공옥진 병신춤의 특징 및 . , 2

장애 모방 구도를 분석한다 공옥진 병신춤의 장애 모방 구도에서 드러나는 - . -

장애인 중심성 은 장애와 비장애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소통의 장을 형성한‘ ’

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절에서는 공옥진의 병신춤이 보여주는 장애와 비. 3

장애의 경계 해체 기능을 고찰하고 그 의의를 살펴본다, . 

마지막으로 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공, Ⅴ

옥진 병신춤의 새로운 장애 모방 구도가 지니는 독창성과 혁신성에 대한 종합-

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연구와 공연 자료 연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문헌 . 

연구로는 전통적 병신춤 등에 대한 각종 이론서와 학술논문 언론 기사 공옥, , 

진 병신춤과 일인창무극에 대한 학술논문과 언론 기사 인터뷰 자료 등을 검, 

토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 병신춤과 공옥진 병신춤의 장애 모방 원리 및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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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공연 자료 연구로는 공옥진의 생전 공연 장면을 . , 

담은 동영상 및 전통 병신춤을 원형에 가깝게 구현한 공연 및 공연 동영상 등

을 수집하고 열람하였다 또한 공연이라는 시공간을 활용한 예술이 가진 특성. 

상 글로 미처 표현되지 않는 각종 장면들은 관련 화면을 캡처하여 보다 원활, 

한 분석 작업과 이해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공. , 

옥진적 병신춤의 독창성과 그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해석하고자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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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모 양상II. 

공옥진의 생애 및 예술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시, 

대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조· . 

선시대와 일제강점기로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장애 또는 병신 , 

개념의 변화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장애에 대한 인식1.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

별이 인권의식과 더불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입견. 

에 근거하게 되면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현재보다 조선시대에 더 , 

심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짐작과는 반대. 

로 조선시대에는 오늘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시선이 존재하지 ,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처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월등히 앞섰다는 식으로 

과거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시각도 존재한다.8) 그럼에도 결국 이 두 가지 극 

단적인 시각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8) 정창권 .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정창권의 주장대로 조. . 2005. 

선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고 조선시대 장애인 복지 제도, 

의 경우 지금보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 

로 전통적 병신춤에 내재된 장애의 모순적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전. 

통적 병신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시선 없이 성립할 수 없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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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장애인이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문헌이 많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자료를 참고로 . 

하여 조선시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제도나 정책에 대해 대략적으로나

마 파악해볼 수 있다.9) 먼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라는 장애 ‘ ’不成人

인의 호칭을 담고 있는 성종대 기록을 통해 장애인을 대하는 당시의 태도와 ,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간원 사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의 수리는 참으로 잘못 된 일, "金琠 圓覺寺
이니 빨리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종묘의 담장을 쌓는 군정으로 맹인과 . 罷
독신녀도 모두 하게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 赴役 환과고독은 을 仁政
행하는 데에 먼저 할 바이며, 不成人을 가엾이 여기는 것은 옛부터 그러하였

고 또 국법에 모두 역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가령 이 있으면 부역하게  率丁
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람의 생활은 진실로 솔정에게 의뢰하는데 만약 아울, 

러 사역하게 하면 을 이바지할 수 없어서 장차 그 생활을 보전하지 못할 朝夕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절을 수리하는 일은 내가 장차 면대해서 .” , , " 諭示
하겠으며 맹인과 독신녀를 역사하지 말게 하는 일은 그대들의 말이 아니더, 

라도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하였다.” .10)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불성인 이란 성치 못한 사람 을 뜻하는 말로 신체‘ ’ ‘ ’ , 

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또한 노인 어린아이 고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때, , ,11) 당시 크고 작은  

9) 박희병 . 「 병신 에의 ‘ ’ 視線」. 『고전문학연구』 제 호 심승구 24 . 2003; . 「조선시대 장애

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제 호 김언지 방귀희 윤종선 정창 38 . 2012; , , , 

권. 『한국장애인사』 솟대 정창권. . 2014; . 『근대 장애인사』 사우. . 2019.

10) : " , , , 。司諫院司諫金琠等來啓曰 圓覺寺修理 實謬擧也 不可不亟罷 宗廟築墻軍 盲人
, , , , , 。獨女皆令赴役 臣等以謂鱞寡孤獨 仁政所先 矜不成人 自古而然 且國法竝令免 役

, , , , ” 借曰有率丁則役之 此人資生實賴率丁 若竝役使 則無以供朝夕 將不能保其 生 傳
" , , , ” . 。 《 》曰 修寺之事 予將面諭 盲人獨女勿役事 雖非爾言 已與大臣議之 成宗 實錄

권 심승구229. 20 6 26 ; . 年 月 日 癸丑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

학논총』 제 호 재인용 38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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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상해자가 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까지도 함께 

발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불성인은 유교적 민본사상에 입각하여 인정을 베. 

풀어야 마땅한 대상으로 여겨진 탓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자 탄생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제도와 구휼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종실록』 년 월 (2 7

일 을 참고할 수 있다 조선의 대 임금인 정종 은 환과고독2 ) . 2 ( ) “ ( )定宗 鰥寡孤獨

과 노유 폐질자 장애인을 의미함 가운데 산업 생계 수단( ), ( . ) , ( . 老幼 廢疾者 産業

을 뜻함 이 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살아) , 

갈 수 없는 자는 소재지 관아에서 우선으로 진휼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

라 고 명하였다 이는 이후 조선 왕조에서 시행한 폐질자 장애인 구휼 정책” . ‘ ( )’ 

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 

제도와 구휼 정책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세기 18

후반부터로 추정된다 이는 병신 개념의 어원과 그 의미의 시기별 변화 과정. ‘ ’ 

을 조사한 박희병의 연구를 통해 규명된 바 있다. 

병신 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경멸어로서의 병신이 아니며‘ ’ , 

경멸어 병신의 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원의로서의 . 原義
병신이라는 말에는 경멸어 병신 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가치론적 판단은 개‘ ’
재되어 있지 않다 병신 이라는 말 그리고 병신의 를 가리키는 말. [...] ‘ ’ , 具體態
들 소경 앉은뱅이 곱사등이 등등 은 모두 몸과 관련된 말들이다 그러므로 , , . — —
병신과 관련된 속담들은 대개 몸의 장애나 부자연스러움을 메타포로 채택한

다 그러나 병신과 관련된 속담들이 몸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병신의 . . 

몸에 대한 경멸과 조롱은 필연적으로 그 인격에 대한 폄하와 부정으로 이어

진다 가령 친구 망신은 곱사등이가 시킨다 병신이 한 고집이 있다. “ .”, “ .” [...] 

11) 권 심승구 ( . 13. . ; . 。 《 》四 矜不成人 歸老幼 返孤疾 鄭道傳 三峰集 陳法 撫士卒五惠
위의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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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속담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이런 속담은 병신이 몸만 불편한 것. 

이 아니라 그 인격에도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마음은 뒤틀려져 있거나 불량

하고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무의식 내지 의식을 시선으로 표출斜視的
하고 있다.12) 

박희병은 년에 간행된 자료와 비슷한 시기인 세기 중엽 간행으로 추1848 19

정되는 각종 방각본 소설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병신 이 부정적인 의미를 , ‘ ’

지닌 단어로 사용된 시기를 추정하였다 그의 추정에 의하면 병신 은 세기 . ‘ ’ 18

후반부터 경멸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 병신 은 문자 그. ‘ ( )’病身

대로 병든 몸 을 지칭하였을 뿐 특별한 가치 판단이나 편견이 내재되지 ‘ ( )’ , 病身

않은 순수한 개념어였다고 한다 오늘날 환자 가 별다른 가치 개입 없이 문자 . ‘ ’

그대로 아픈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세기 ‘ ’ . 18

중후반을 거치면서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는 불분명하지만 병신은 어느새 ( ) 

정상이 아닌 존재 정상보다 열등하고 부정한 존재 를 지칭하는 가치 비하적‘ ’, ‘ ’

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심홍식의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속담에 관한 분석적 연구」에 따르면 장애, 

인과 연관된 속담은 종에 이를 정도이다487 .13) 그중에서 병신 과 관련된 속담 ‘ ’

만 하더라도 병신 고운 데 없다 못난 사람 치고 얌전한 사람이 없다 병, “ ( )”, “

신이 꼴값 한다 못난 사람이 못난 짓만 한다 병신이 육갑한다 못난 사람이 ( )”, “ (

엉뚱한 짓까지 한다 병신이 지랄간질과 광증 한다 못난 사람이 한 술 더 )”, “ ( ) (

뜨느라고 못난 짓만 한다)”14) 등 다양하다 이처럼 차별적 속담이 많다는 점을  . 

12) 박희병 . 「 병신 에의 ‘ ’ 視線」. 『고전문학연구』 제 호 고전문학회 24 . . 2003. 316, 352.

13) 심홍식의 연구에서 시각장애인 관련 속담은 종이며 그 외에 언어장애인 관련  306 , 

속담은 종 지체장애인 관련 속담은 종 청각장애인 관련 속담은 종 등으로 33 , 22 , 20

제시된다 이와 아울러 속담의 용도는 풍자가 종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159 (33%)

지한다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2.

14) 심홍식 위의 글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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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볼 때 민중들은 어느덧 병신 장애인 이라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선, ‘ = ’

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병신에 대한 의미. 

상의 변화가 전통 병신춤의 타자화된 장애 모방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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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장애에 대한 인식2. 

이후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불구자 나 장애인 등과 같은 일본어 보통 명‘ ’ ‘ ’ 

사가 전파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는 직접적인 계기.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희병은 특히 불구자 라는 단어가 근대에 . ‘ ( )’不具者

성립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일본에서 출판된 고어대사전 제 판. , ( 1 ,  

동경 소학관 에 수록되지 않은 불구자 라는 표제어가 동 출판사의 국, , 1983) ‘ ’ 

어대사전 제 판 제 쇄 소학관 에는 수록된 점을 제시하였다 국어대( 1 , 6 , , 1982) .  

사전 면에는 불구자를 즉 및 가 한 2,095 “ . · · ” 不具人 盲 聾 啞 四肢 不自由 人

로 풀이하고 있다 즉 시각 청각 등의 감각 기관과 사지 등이 부자유스러운 . , 

것을 구비되지 못한 사람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 ’, ‘( ) ’

있다는 점에서 은연중에 장애를 부정적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 

심승구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 , “ 不具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는 불구. , '者

자 가 보이지 않은 대신에 이 확인된다 그리고 불구자라는 명칭은 ' ' ' .” “不成人

년대 이후에 처음 확인 독립신문1910 ( 1919. 9.18. ( )”《 》 國恥紀念警告文 於京城

되고 이후 년대 각종 잡지에는 자주 등장한다 이를 토대로 그는 불구, 1920 .” “

자는 아마도 개항기 이후에 등장한 용어로 짐작된다”15)고 밝히며 근대를 거, 

치면서 불성인이라는 단어가 불구자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전파된 장애인 이라는 일본 단어는 유사어인 ‘ ( )’ ‘障礙人 障害

(者 しょうがいしゃ 즉 가로막는 해로운 자 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일본의 )’, ‘ - - ’ . 

한자어 발음으로는 장해 와 장애 모두 ( ) ( ) ‘障害 障礙 しょうがいしゃ쇼가이샤 로 ( )’

읽히며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16) 신체적인 불편함을 지닌 사람을 해로운 사 ‘

15) 심승구 .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제 호 38 . 201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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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구자 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장애에 대’ , ‘ ’

한 배타적 관념과 인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 

비하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병신

과 함께 유사어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병신의 가치 비하적 의미. 

도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의 장애자 관리 정책사실상의 격리 및 통제 감시 정책( · ) 

또한 병신 장애 불구 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시선을 강화하는 데 일‘ = = ’

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개념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서도 일제강점기는 장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로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17) 년 월 서울에 전차가 가설되면서 질병 1899 5 , 

고문 형벌 등에 의한 전통적인 장애 를 넘어 근대적 문물인 전차의 사고로 , ‘ ’ , 

인한 새로운 장애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인구 구조도 변화하기 시작‘ ’ . 

하였다 예컨대 장애인 수의 경우 시각 장애인은 년 명에서 년. , 1921 8,792 1927

16) 한편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지칭할 때 병신 잔질지인 ‘ ( )’, ‘ (病身 殘疾之
또는 병이 남아 있는 사람 잔폐지인 또는 기력이 점점 쇠퇴하는 사)’, ‘ (人 殘廢之人

람 혹은 폐지인자 또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 등을 사용)’ ( )廢之人者
했다 병신을 제외한 이 말들은 중국에서 유래한 말로서 식자층이 사용한 문어인 . 

반면 병신 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원래는 병든 몸 혹은 아픈 몸 을 뜻하였( ) , ‘ ’ ‘ ’病身
다 즉 어떠한 가치판단도 없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녔다 박희병. . . 「 병신 에의 ‘ ’ 視
線」. 311.

17) 변호걸 . 한「 국 근대 특수교육 성립에 관한 일고」. 『특수교육논총』 제 호 한국특 14 . 

수교육학회 서기재. 1997; . 「한센병을 둘러싼 제국의학의 근대사 일본어 미디어를 : 

통해 본 대중관리 전략」. 『의사학』 제 호 대한의사학회 신영전 26-3 . . 2017; .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의사학』 제 호 대한의사학회 이요한 29 . . 2006; . 

「 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1920-30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 

문 정근식. 2009; .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 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 호 1 . 

한국보건사회학회 정근식. 1997; .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사회와 역사』 
제 호 한국사회사학회 주윤정51 . . 1997; . 「식민지기 문화정책의 균열: 박두성의 훈맹 

점자와 맹인」. 『인천학연구』 제 호 인천대인천학연구원 한규원 9 . . 2008; . 「일제에 대

한 민족적 저항기의 특수교육」. 『한국교육사학』 제 호 16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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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명으로 언어 장애인은 명에서 명으로 급증하였다11,205 , 6,847 10,300 .18) 불 

과 년 사이에 각각 와 로 상승한 것이다 장애인 인구 구조가  6 127.4% 150.4% . 

급증하면서 변화해감에 따라 장애 유발 원인도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정창. 

권이 『근대 장애인사』 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일제시기의 장애 유발 (2019) , 

원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강점 통치라는 민족적 대위기와 혼란 타민족의 지배와 수탈로 , , 

인한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충격 그리고 인권 및 민족 탄압 생활고 등을 속· , , 

수무책으로 겪다가 정신 장애를 입게 된 경우이다 시대일보 년 월 일. 1926 6 22

자의 기사에는 정신병자 천 백 명에 대해 총독부에서 보호법을 마련할 것, “ 2 5 ”

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식민지 국가의 피지배 계급이 처한 암울하고 참. 

담한 환경 속에서 정신 장애인들이 대거 양산된 상황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준

다.

둘째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경우이다 년 평안북도 위생과에, . 1935

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막염같이 오늘날에는 치유가 가능한 안과 질병으, 

로 인해 시각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청각 장애도 크게 다르. 

지 않았다 년 일본인 와쿠이 마사시가 제생원 맹아부를 대상으로 한 조. 1935

사 결과에서는 청각 장애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 

못해 생긴 후천적인 질병이었다고 한다. 

셋째 산업 재해로 인한 장애이다 일제강점기의 광업 현장에서는 다이너마, . 

이트 폭발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토목 공장이나 시멘트 공. 

장 등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장애를 입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부상자는 복직은. 

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훗날 더 심한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19)  

18) 정창권 . 「일제강점기 장애인 대책과 한계」. 『건지인문학』 제 호 20 . 1994. 169-170.

19) 무책임한 의사 오진으로 병신 동아일보 년 월 일 병신된 고용인에게  “ ”. . 1934 9 18 ; “
위자료까지 불응 동아일보 년 월 일 로작타가 부상된 불구자 박료 주고 ”. . 1936 6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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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료 사고로 인한 장애로 당대의 의료 기술이 미흡하여 장애를 입는   , 

경우이다 특히 위생 불량과 관리 부실로 인해 오염된 의료 기기를 사용하거. 

나 잘못된 처방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20)

다섯째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전차 기차 자동차 등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 , , 

고로 인한 장애이다 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에 전국. 1932 ,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건이었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장애4,670 . 

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21) 특히 달려오는 전차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과  

전차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더욱 빈번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여섯째 일제에 의해 집행 빈도와 강도가 대폭 높아진 무거운 태형과 고문 , 

등으로 인한 장애이다 년 월 헌병경찰제도와 년 월 조선태형령 등. 1910 9 1912 3

의 시행에 따라 일본인 헌병 경찰이 전국의 경찰행정과 형정 을 담당하, ( )刑政

게 되었다 일제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경찰과 형벌 제도는 조선인들을 감시하. 

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 아래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막강한 초법적 , 

권력을 휘둘렀다.22) 그 결과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일반 국민들이 독립운동이 

나 불온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었고 모진 고문 도중 사망하거나 , 

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장애 유발 사고가 

전부 해고 십여 년간이나 일하는 사람들 소야전 시멘트 회사의 처사 동아일보, , ”. . 

년 월 일 정창권의 1931 4 27 . ( 『근대 장애인사』 장에서 발췌하였다(2019) 2 .) 

20) 한 예로 년 월 일 매일신보에 실린 팔 하나에 육천 원 이라는 기사가 있 1936 9 25 “ ”
다 조병준이라는 사람은 복통으로 의원을 찾아가 왼팔 상박부에 주사를 맞게 된. 

다 이후 주사 맞은 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 도립 병원에서 재진찰한 결과 상박부. 

가 부패하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팔에 대한 . 

대가로 육천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정창권의 . ( 『근대 장애인사』
장에서 발췌하였다(2019) 2 .)     

21) 이요한 . 「 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1920-30 」. 33.
22) 조성택 . 「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 호 27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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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후천적 장애인의 수도 급증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 .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후천적으로 늘어난 장애인을 위한 의료 복지 대책, ·

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일제에 의해 반강제적 근대화와 산업화. 

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시작되었다 그 . 

결과 조선 왕조가 건국 초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환과고독과 노유 폐질, ‘ , 

자 장애인 를 위한 진휼 차원의 합리적인 산업 생계 대책과 다양한 지원 정( )’ ·

책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장애인들이 최악의 생존 조건에 직면하게 된 .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물론 일제가 표면적으로나마 개선의 노력을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의 교육 기관인 제생원 맹아부 정신 장애인· · , 

을 수용하기 위한 총독부의원 산하 정신 병동 전염의 위험이 있는 한센병 환, 

자들을 격리하는 소록도 갱생원 등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전국의 . 

장애인과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규모나 수량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였

다 또한 기타 다양한 심신 장애를 지닌 환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관련 .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일제는 이마저도 천황의 은사금으로 설립했다거. 

나 천황이 조선의 한센인들을 구료하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강변, 

하는 등 천황의 자비와 덕을 널리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즉 일말의 대책. 

도 식민지인들을 굴종시키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부족했던 일제강점기의 장애인 대책은 복지 보다는 관리‘ ’ ‘ ’ 

나 격리 쪽에 더욱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년에는 불구자 수용소 가 ‘ ’ . 1944 ‘ ’

건립되면서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의 주변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내몰리게 , 

되었다 그 결과 현실적이고 제도적 인 차별과 격리 배척 멸시의 대상으로 . ‘ ’ , ,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장애를 부정 적으로 . ( )不淨

인식하거나 신체적 장애와 도덕적 장애를 연결지어 가치 차별적이고 편견적, 

인 이미지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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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주입된 장애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부정 멸시의 감정들은 , 

오늘날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일각에 아직도 . 

존재하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의 근원이 된 것으로 장애에 대한 , 

부당한 차별과 부정 편견 등의 고착화는 일제 강점이 남긴 폐해와 역사적 후, 

유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박희병의 주장에 따라 세. 18

기 후반부터 장애에 부정적 인식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면 장애인의 차별과 , 

배제에 있어 일제강점기만을 탓할 수도 조선시대의 무고함을 호소할 수도 없, 

다 오히려 애초부터 잠재해 있던 차별적 시선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보다 . 

급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급속도로 왜곡되고 악화된 장애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해방 이후부터 전개되었다 특히 년대에 이르. 1960

러 장애인 인권 회복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23) 이는 년대  1950

미국에서 본격화된 흑인과 여성 인권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장. 

애인 인권 회복 운동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사 독재 시기에도 중단

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다 마침내 . UN에서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년 월 국내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는 큰 결실을 얻게 되었1981 6 , 

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군사독재 청산과 민주화. 1980

운동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사회 전반의 인권과 평등사상, 

이 갈수록 성장해갔다 이와 더불어 그전까지 다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외. , 

되고 차별받아온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가

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년대 후반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공옥진의 . 1970

병신춤이 관객들의 큰 호응과 찬사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장애 인식의 변화, 

와 관련하여 상징적인 의미와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3) David Frum. How We Got Here: The ‘70s New York. New York Basic 
Books. 2008.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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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병신춤과 장애 모방III. -

모방춤으로서의 병신춤1. 

한국 전통춤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식 무용 또는 종교 무용 과 예능 무용 민( ) , 

속춤 등이 분리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통용되거나 융합되면서 발전하여왔다는 

점이다.24) 즉 대표적인 의식 무용인 무당춤이나 종교 무용인 불교 춤 전문 예 , 

인들이 추는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 등은 본래 민속춤에 포함되어 연행되어왔, , 

다 이렇게 형성된 민속춤의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은 전통춤의 분류를 어. 

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 융합적 성격 덕분에 한국의 민속. 

춤은 다른 나라의 민속춤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25) 

그리고 종교적 의미와 공동체적 의미를 아우르면서 오락적 예술적 표현적 · ·

기능까지 포함하는 독특한 미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융합적 속성을 심도 있게 구현하기 위해 한국의 민속춤에서는 특히 모방‘ ’

의 원리를 중시하였다.26) 민속춤에서의 모방은 단순하게 인간의 외적 활동이 

나 동작들을 따라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속춤은 모방 활동이. 

나 동작들을 통해 외면의 표현을 넘어 내면적인 정신세계와 의식까지 드러내

는 심오한 경지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사시대로부터 유래한 애. 

니미즘 동물숭배 의 주술적 신앙을 여전히 춤사위에 투영하는 양상을 보여주( )

24) 정병호 . 『 의 춤韓國 傳統 』 집문당. . 1999. 30-31. 

25) 서양에서는 민중들의 전유물인 민속춤이 의식 무용 혹은 예능 무용은 물론 귀족 

들의 사교춤 등과도 뚜렷하게 구별되면서 발전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임인선 편

저. 『무용의 역사』 금광미디어. . 2009. 

26) 김난헌 정은영 , . 「춤에 있어서 모방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 12-2

호. 2004.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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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인간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한국 민속춤의 주제와 범위를 살펴보면 그 . , 

특징이 인간 세상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생명계 전체로 확장되어있다는 특징

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한국 전통춤의 한 유형인 모방춤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모방춤이란 사물이나 존재를 모방하는 춤을 의미한다 모방춤은 단순히 인. . 

간이나 동물들의 다채로운 움직임을 외형적 물리적으로 본뜨는 데 그치지 않·

고 그 안에 숨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까지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을 , 

지향하였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형태 및 각종 동물의 생김새와 동작까지도 . 

모방춤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방춤이 한국 전통춤에서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방춤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 

시도는 한국 전통춤의 미학적 본질에 다가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한국의 전통적 모방춤은 모방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상. 

의 생김새나 형태 자체를 형상화하는 모방춤과 대상의 운동성이나 특정 동작

을 표현하는 모방춤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모방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 

다양한 하위 유형과 구현 양상으로 분석되어왔다 여기서는 한국 춤사위에 나. 

타난 모방춤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 가지 유형의 모방, 

춤인 성모의춤 동물춤 병신춤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 ① ② ③

첫 번째 유형은 성모의 춤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성기나 성행위를 ( ) , 性模擬

모방하는 춤이다 성 이 선사시대부터 종족 번식과 세력 확장과 직결된 생. ( )性

존행위라는 점에서 성모의춤은 다산 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과도 같은 , ( )多産

춤이라 할 수 있다.27) 이 유형에서 가장 잘 알려진 춤은 바로 강강술래의 바 ‘

27) 서양에서의 성모의춤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레이노스 드 라 인디아스 ‘ (Reinos de 
las Indias 를 기원으로 둔 스페인의 다양한 구애춤 외에도 아프리카 인도 하와)’ , , , 

이의 훌라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민속춤 문화로 정착되어 왔다 이병옥. . 「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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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귀뀌기 이다 남녀의 성적 결합을 모의하는 이 춤사위는 여성들만 춘다는 특’ . 

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먼저 큰 원을 만든다 이때 원주 . , . 

상의 한 조가 분리되어 손을 위로 잡고 문 바늘귀 을 만든다 남은 조는 서로 ‘ ( )’ . 

부둥켜 일렬을 만든 뒤 선도자를 따라 문 아래로 들어갔다가 반원을 돌고 , ‘ ’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바늘과 실을 엮는 듯한 형상의 이 춤사위는 성모의. 

적 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사진 년 진도군이 주최한 강강술래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1> 2011 ( 8 )

경연대회 중 바늘귀끼기 장면을 화면 캡처하였다‘ ’ . 

출처 크레펀( : , ㈜ http://www.namdozine.com)

또 다른 예로 송파산대놀이와 양주별산대놀이에 등장하는 자라춤혹은 죔, (

대 종족보존을 위한 성애춤 의 전개양상‘ ’ 」. 『동양예술』 제 호 6 . 2002.

28) 국립민속박물관 편 ( ).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2016.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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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이 있다) . 『한국민속예술사전』에 의하면 자라춤은 이성을 유혹하는 움직임, 

을 묘사했다고 전해진다 자라 더 정확하게는 자라 머리를 모방하는 춤동작은 . ,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흥분상태에 있는 여성 성기의 . 

비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라춤은 양주 별산대놀이와 송파 산대놀이의 노장 과장에서 소무들이 노장

을 유혹하는 손짓춤이다 왼손을 이마 앞으로 들고 오른손은 수평 옆으. [...] 

로 들고 자라춤으로 손짓춤과 죔춤을 세 번씩 반복하고 내린다. 염불장단 6 
박은 박을 압축해서 자라춤을 춘다 따라서 염불장단의 자라춤에서 양손을 12 . 

쥐었다 폈다 한다 하여 죔춤 이라고 하고 있다‘ ’ .

양주 별산대놀이에서는 박 염불장단에 맞춰 복무 추는 노장 양옆에서 소무 6

둘이서 자라춤을 추며 노장을 유혹한다.29) 

위의 자라춤처럼 손바닥을 이리저리 쥐었다 펴면서 성기나 성행위 일부분

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춤사위도 있다 하체, . 

를 심하게 흔드는 요동춤이나 기녀나 중년 부인들이 치맛자락을 모아 남성의 , 

성기 모양을 만들고 자위행위를 모사하는 용두춤이 그것이다 이 춤들이 보여. 

주는 성행위의 묘사에는 짙은 오락성이 배어 있다 따라서 성기를 신앙시하는 . 

풍속에서 비롯하기는 하지만 신앙에서 풍겨오는 종교적 엄숙함보다는 해학적, 

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30)

두 번째 유형은 다양한 동물들의 동작을 모방한 동물 모방춤 또는 동물‘ ’ ‘

춤 이다 동물춤은 동물을 숭상하는 관념애니미즘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의 건’ . ( ) . 

국 신화에서도 나타나듯이 동물숭배 의식은 선사시대 주술적 신앙의 핵심 영, 

역을 이룬다 원시 신앙 또는 동물숭배 의식에서 비롯하는 동물춤은 이후 한. 

29) 국립민속박물관 편 위의 글 ( ). .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1398)
30) 서양의 성모의춤이 포크댄스 혹은 사교춤 형식으로 발전하였다면 한국은 유교사 , 

상으로 인해 남녀가 분리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이병옥. . 「선사시

대 종족보존을 위한 성애춤 의 전개양상‘ ’ 」. 『동양예술』 제 호 6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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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유의 미적 사상과 결합하면서 예술적 체계와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31) 

사진 년 월 일 국립부산극악원무용단이 선보인< 2> 2018 3 18

동래학춤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호 의 한 장면‘ ’( 3 )

출처 국립국악원( : , https://www.gugak.go.kr)

대표적인 동물춤의 일종인 학춤은 가장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지니고 있

다고 평가받고 있다 예로부터 각종 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학은 굳은 . 

절개와 고고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널리 숭배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청렴. 

한 선비의 기개와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에 . 

따라 학춤이 재현하는 학의 움직임은 한국의 고시조 등에서 고귀함의 대명사

로 표현되었다 특히 학이 날아가는 몸짓이나 널찍한 날개에서 오는 우아한 . 

역동성이 학춤 춤사위의 형태적 특징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학춤에서는 학과 , 

31) 김지원 . 「한국 모방춤의 분류와 의미해석」. 『한국언어문화』 제 호 45 . 20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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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민족 고유의 관념까지 읽어낼 수 있다 학춤은 년에 중요 무형 문. 1971

화재로 지정되면서 한층 전문적인 예술춤으로 정련 승화되기에 이르렀다· .32) 

이 외에도 동물춤은 다양한 동물을 모방 대상으로 삼아 다채로운 형상으로 

나타난다 신령함과 신성. ( )神性 을 상징하는 용 풍작에 대한 염원을 담은 개‘ ’, ‘

구리 건국 신화에 등장하면서 인내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곰 삶의 지혜를 ’, ‘ ’, 

상징하는 사자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는 오리 등이 대표적이다‘ ’, ‘ ’ .33) 동물 

춤이 구현하는 이 같은 풍성한 이미지는 한국 모방춤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예

술적 가치를 증명해준다 즉 동물 모방춤은 예로부터 내려온 한국 고유의 자. -

연 숭배 및 생명 존중 사상을 포함하며 특정 시대 삶의 방식과 윤리의식을 , 

환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4)  

마지막 유형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병신춤이다 전통 모. 

방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

은 유형이다 병신춤은 전통놀이와 굿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통 연행에서 쉽게 . 

발견된다 가령 양주별산대놀이에 등장하는 샌님은 언청이 로 비뚤어진 입. ‘ ’ ‘ ’ , 

과 원형의 혹이 강조된 탈을 쓰고 등장한다 또는 송파산대놀이에 등장하는 . 

양반 삼형제는 쓰고 있는 탈 외에도 모두 병신춤을 춘다는 점에서 장애 가 , ‘ ’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신춤을 포함하는 전통 연행은 양반이 주로 장애인으로 재현된다는 공통

32) 김성수 . 「민속학춤 연구: 동래지역 민속학춤의 역사성에 관한 문헌적 검토를 중심 

으로」. 『한림원 .』  2005. 12-18.

33) 동물춤에는 곤충 도 포함된다 가령 나비는 예로부터 부귀와 공명을 상징하던 곤 ‘ ’ . 

충으로 나비처럼 양 날개를 펄럭이는 나비춤의 춤사위는 남사당 덧뵈기춤 가면극, ( )

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비춤이 불교 의식무용인 . 작법무( 를 지칭할 때는 )作法舞
불보살에게 몸짓으로 바치는 공양의 의미까지도 내포한다. 

34) 동물춤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연구로는 앞에서 소개했던 김지원의  「한국 모방춤

의 분류와 의미해석」 특히 각주 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옥진의 동물춤에 새( 9) . 

로운 시야를 제공해준다 김지원은 공옥진이 수궁가 를 연행할 때 추었던 각종 동. < >

물과 물고기 모방춤을 개인의 관찰과 해석이 가미된 춤사위로 해석하면서 민속적, 

인 동물춤과는 다른 공옥진의 동물 모방춤 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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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이는 기타 전통놀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35) 뿐만  

아니라 병신춤은 난쟁이춤 중풍쟁이춤 배불뚝이춤 꼬부랑할미춤 떨떨이춤, , , , , 

문둥이춤 꼽추춤 히줄대기춤 봉사춤 절름발이춤 해골병신춤 등 다양한 춤, , , , , 

사위로 세분화된다. 이들은 탈춤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재현되고 공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전통 탈춤은 민중들과 함께 성장한 역사적 , 

맥락으로 인해 민중 의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탈춤과 밀접한 연. 

관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병신춤에서도 민중의식이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 

모방춤과 그 대표적 유형인 병신춤은 당대의 민중의식 또는 미의식을 핵심 동

력으로 삼아 예술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36) 이러한 점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방춤 특히 병신춤에 대해서는 움직임과 리듬이 결합된 전

통 놀이 문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 고유의 민중 의식과 미의식, 

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37)

이상과 같이 한국 전통춤의 주요 영역을 차지하는 모방춤이 시대를 걸쳐 

축적된 한민족의 종교의식과 사회문화적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35)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 춤 속에서 중점적으로 묘사되는 장애의 다양한  

양상을 중부와 북부 지방에 분포한 전통 연행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허용호. . 「가면극 속의 장애인들」. 『구비문학연구』 제 호 그 외 탈 37 . 2013. 383. (
의 종류 및 생김새와 관련해서는 고성탈박물관에서 발행한 『고성탈박물관 소장품

도록』 에 상세히 나와 있다(2013) .)

놀이명칭 장애양상
양주별산대놀이 샌님 언청이( )
송파산대놀이 샌님 언청이 서방님 도련님 지적장애인( ), , ( )
봉산탈춤 샌님 쌍언청이 서방님 외언청이 도련님입비뚤이 지적장애인( ), ( ), ( , )
강령탈춤 둘째양반 언청이 도령 코 입비뚤이 지적장애인( ), ( , , )
은율탈춤 셋째양반 코입비뚤이 반신불수 지적 장애인( , , , )
통천가면극 곱사 곱추( )
서흥탈놀이 노진사 쌍언청이 반이 귀머거리 째기간질병( ), ( ), ( )

36) 채희완 . 「한국춤의 전승과 미적체계」. 『민족미학』 제 호 13-1 . 2014.

37) 이화진 . 「장자 사상에서 본 범부춤과 병신춤 심미구조에 관한 연구( ) 莊子 : 하보경

과 공옥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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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을 보이며 발전되어왔을 뿐 아니라 대. , 

표적인 유형은 물론 기타 다양한 유형들이 확인됨에 따라 모방의 대상 역시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방춤은 한국 고유의 미. 

학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38) 특히 병신춤은  

모방춤의 또 다른 유형인 성모의춤이나 동물춤 등에 비해 그 하위 유형이 더

욱 다양하다.  

사실 모방춤은 인류 최초의 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광

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의 모방춤은 . , 

다른 나라의 모방춤과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병신춤이 유독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한국적인 모방의 원리를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전형적으로 구현하, 

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 전통춤의 핵심 영역인 모방춤의 고유한 정. 

체성과 본질은 모방춤의 다른 하위 범주인 성모의춤이나 동물춤보다 병신춤에 

훨씬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병신춤은 성모의춤이나 동물춤에 비. 

해 그 하위 유형이 더욱 다양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모방춤뿐만이 아니라 . 

한국 고유의 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신춤의 고찰과 분석이 반드

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가 한국의 전통 모방춤 중에서도 성모의. 

춤이나 동물춤이 아닌 병신춤에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모방춤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전, 

통적 병신춤의 특징과 핵심 구현 원리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 

궁극적인 목표인 공옥진의 병신춤 즉 새롭게 개척되고 재구성된 현대 병신춤, 

의 독창적인 변용과 혁신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병신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절은 공옥진의 병신. 

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이자 중요한 사전 작업이 될 것이다. 

38) 정병호 . 『 의 춤韓國 傳統 』 집문당 그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 흉내의 병. . 1999. 51. , ‘
신춤 은 종인데 비해 성모의춤은 종 동물모의춤은 종이다’ 17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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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춤의 구현 원리와 유형2. 

병신춤의 유래나 기원은 구체적인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늦어도 조선시대 중엽부터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 .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공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9) 그 후 조선 후반에 이 

르러 민중문화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민중들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민속춤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고 번창하였다 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민속춤 중에서도 고. 

유하고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을 지닌 병신춤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것으로 파

악된다.40) 

병신춤은 병신 의 몸짓을 모방하는 동시에 지배계층인 양반을 병신 으로 ‘ ’ ‘ ’

풍자하면서 추는 모방춤의 일종이다 하지만 병신이나 장애 동작을 단순하게 . 

모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병신춤은 병신이나 장애의 외형을 이용하여 종. 

종 일반적인 도덕관이나 가치관으로는 좀처럼 표현하기 힘든 원초적인 인간행

위를 표현하는 춤사위에 가깝다 즉 병신춤의 동작에는 근본적으로 파격성과 . 

부도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신춤이 서민층. 

의 여흥에서 여과 없이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은 부도덕한 주제조차도 익살스, 

럽게 희화화 하는 높은 해학성과 풍자성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 ) . 戱畵化

민중들이 양반들을 희롱하는 춤동작을 보며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에 춤의 일, 

39) 이는 탈춤도 마찬가지이다 자료의 결핍은 이를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기록에 의존 . 

할 뿐 그 역사를 연구할만한 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동일. . 『탈춤의 원리 신

명풀이』 지식산업사. . 2006.  

40) 조선 후기는 관념적 춤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자기표 

현 위주의 예술적인 춤이 성장했다. 민속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삶과 밀접한 관, 

계를 지닌 공리성 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양반계층이 향유하는 개인‘ ’ . 

류의 공연 형식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 즐기는 축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정병호. . 

『 의 춤韓國 傳統 』 집문당. . 199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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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격한 동작이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배척되지 않고 오랫동안 인기를 누렸

을 것으로 추정된다.41)

한편 춤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정서 의식 등을 , , 

몸동작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예술이다 춤의 기본 구성요소인 몸동작. 

에는 상징화된 언어적 기능과 감정 전달 기능이 수반된다.42) 마찬가지로 병신 

춤의 몸동작 역시 다음과 같은 고유한 언어적 기능과 감정 전달 기능을 가지

고 있다. 

첫째 병신춤의 모방 대상은 정상의 신체가 아닌 병신 즉 병들어서 , ‘ ( )’ 病身

불편하거나 특정 장애를 지닌 신체이다 전통적 병신춤의 장애 모방은 장애에 . - ‘

대한 모방 을 핵심으로 한다 장애 모방 은 단순하게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 . ‘ - ’

불편한 신체를 모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속에는 민중들을 억압하고 . 

짓눌러온 지배계층을 풍자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궁극, 

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병신춤의 언어적 기능은 짙은 해학성을 가. 

미한 풍자를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된 지배계층을 일시적으로나마 무력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둘째 대부분의 전통 무용 또는 탈춤에 등장하는 병신춤 장면에서 병신이, 

나 장애로 묘사되는 인물은 주로 양반들이다 춤사위에 담겨진 표현 장치를 . 

통해 현실에선 민중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양반들이 장애를 지닌 무, 

력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희화화된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민중들은 잠시나. 

마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민중들이 경험하는 해방감과 자유는 전통적 . 

41) 최지연 . 「 놀이 에 관한 密陽百中 演劇性 硏究」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42) “The dance is a living language that speaks of man an artistic message —
soaring above the ground of reality in order to speak, on a higher level, 
in images and allegories of man’s innermost emotions and need for 
communication.” Mary Wigman. Water Sorell trans. The Languages of Ar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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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춤의 대표적이면서도 독창적인 고유한 감정 전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춤의 공연과 관람을 통해 대다수 민중들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전통 병신춤의 독보적인 기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살펴본 것처럼 병신춤은 지배계층인 양반을 장애 모방이라는 장치를 통해 -

풍자 공격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견고한 위계질서와 폭압적인 지배 피지배 · , -

구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는 ( ) . 

병신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공연되었지만 민중과 양반 간의 갈등이 극, 

심했던 지역에서 한층 성행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장애 모방을 . -

통해 해학적으로 묘사되는 장애의 다양한 양상은 하회별신굿탈놀이 송파산대, 

놀이 봉산탈춤 보은삼산리풍물굿 영양주곡풍물굿 등 각종 전통놀이와 전통 , , , 

굿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43)  

이와 같이 분명한 사회적이고 계층적인 메시지를 담는 전통적 병신춤은 춤

을 구현하는 주체 혹은 춤을 통해 표출되는 정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된다. 

첫째 양반 계층의 민중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 유난히 심했던 특정 지방들, 

에서 유래한 풍자와 해학의 병신춤 이다 중요 무형문화재인 밀양백중놀이‘ ’ . ‘ ’44)

가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 민중들의 생활 속 감정과 양반들에 대한 분노를 , 

43) 그 외에 양주병산대놀이 강령탈춤 은율탈춤 통천가면극 서흥탈놀이 동래야류 , , , , , , 

수영야류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진주오광대 마산오광대 북청사자, , , , , , 

놀음 꼭두각시놀음 발탈 밀양백중놀이 음성거북놀이 임실신천풍물굿 고픙마을, , , , , , 

씻김굿 서울굿뒷전 양주굿뒷전 황해도마당굿 황해도도산말명방아찜굿 평안도제, , , , , 

석둣 동해안거리굿 동해안탈굿 제주도삼공맞이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 . 허용호. 

「움직이는 전통 변화하는 시선, 」. 『공연문화연구』 제 호 28 . 2014.   

44) 두레패 라는 지역 친목 조직의 연행이 전승된 형태이자 병신굿놀이 라고도 불리‘ ’ ‘ ’
는 밀양백중놀이는 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로 지정되었다 공동체의 연행 1980 68 . 

원리와 모습을 간직한 농민문화 마당놀음 신앙 등을 구현하는 민속예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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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드러내는 병신춤이다 양반을 향한 민중들의 한을 풍자와 해학으로 . 

승화한 춤으로 평가되는 이 춤은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이며 대표적인 병신

춤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각설이패의 병신춤으로 각설이타령을 부르며 추는 춤사위이다 첫 , ‘ ’ .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 역시 단순히 웃음판을 벌이는 목적에서 행해

졌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 후기의 급변하는 사회 및 신분 제도의 변화 속에. 

서 급속하게 몰락한 양반들이 후천적인 각설이로 변모하여 선천적인 각설‘ ’ ‘ ’ 

이 대열에 합세하면서 기존의 병신춤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병신춤을 구축,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설이패 병신춤은 민중들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신. 

분 제도가 시대의 격동과 외세의 개입 등에 의해 타파되면서 무기력해진 양반 

계층이나 과거의 재력과 권력을 상실하여 계층적 불구 가 된 양반들이 자신, ‘ ’

의 신세를 풍자하는 춤으로도 볼 수 있다.45)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문헌적 자 

45) 병신춤은 각설이타령 사이에 삽입되는 식으로 행해진다 정병호의 설명에 따르 ‘ ’ . 

면 먼저 병신춤은 각설이타령을 한바탕 부른 후 팔병신 흉내를 내면서 한 바퀴 , , “
돈다 발을 벌려 발병신처럼 하고 양손 엄지손톱을 꾹꾹 눌러 이를 잡는 동작. [...] 

을 하며 이를 잡아 그것을 입을 가져가 빨아먹는 등 아주 원색적인 동작이 연[...] 

속된다 다시 각설이타령을 부르기 시작한다. [...] . 

급행열차를 집어타고

하구에 당도하니

왜놈의 정치가 분명하구나

피양의 기생은 월선이요

진주의 기생은 이해미 논개 라( )

우리나라를 시우느냐고 

진주남강에 빠져죽네

전라도 남원새에 

월매딸 춘향이가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하나님 먹고 하는 말이

일편단심 먹은 마음이 

굽이굽이 생각이 나네 정병호.” . 『 의 춤韓國 傳統 』. 653-654.



- 36 -

료가 부족한 탓에 심층적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특정 시. 

기의 사상과 상징화된 언어적 기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각설이패 병신춤은 , 

양반에 대한 원망과 한의 정서를 담은 민중들의 원형적인 병신춤과는 다른 성

격을 지닌다.

셋째 광대와 기방인 등이 추는 병신춤이다 전문 예인들이 추는 춤인 만큼 , . 

다른 유형들에 비해 춤 동작의 전문성이 돋보인다 본래 불우한 환경 출신들. 

인 광대나 기방인들은 양반 잔치 등에 초대되어 판소리로 분위기를 돋우거나, 

자신들의 회한을 푸는 용도로 병신춤을 창작하여 전승해왔다 이 유형은 민중. 

들의 한의 정서를 담은 전형적인 병신춤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춤을 구현하고 , 

연행하는 주체가 제한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 병신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본 결과 세 가지 , 

유형 모두 즉흥성이 강하고 풍자와 해학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이유로 『한국민족대사전』 에서는 병신춤을 허튼춤 의 한 유형으로 분(1991) ‘ ’

류하기도 한다 일례로 통영오광대에서는 문둥이 가 등장하여 양반들을 신랄. ‘ ’

하게 희롱한다 그 연희본의 도입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과장 문둥탈1 - -

[...]

문둥이: 안면이 찌부러져 추하다 한쪽 팔 다리가 불구다 . , .

무대:

막이 열리면 풍악소리 요란하다 징 북 피리 장고 가락에 맞추어 문둥이. , , , 

탈 왼편 에서 등장 흉하고 사나운 얼굴에다 곰배팔 절름발이 다리를 ( ) ( ) . , 後面
우쭐우쭐 흥에 자아도취하여 무대 전면 을 돌며 병신 특이한 동작 즉흥( ) [全面
적 안무 을 한다 풍악 중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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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투르미탈 등장 좌편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

얼굴 비툴어지고 몸도 반신불구다 무대 주위로 돌며 엎치락뒤치락 병신춤을 . 

춘다 홍백 흑탈 무대 중앙에서 함께 흥에 취해진다 한 바퀴 돌고 무대 . ( , .) , 

중앙으로 돌아서며 홍백탈과 흑탈은 좌우편 주위로 나누어 장단에 맞춘다( .) 

웃옷 자락을 헤치고 조그마한 거울을 내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보며 이만, 

하면 그렇게 미남은 아닐지라도 과히 못나지는 아니하였다는 자아 만족감을 

표현하는 형태를 하며 장단 가락에 맞추어 병신춤을 춘다, .46)

위의 장면에서처럼 현실에서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실 . 

세계에서는 무소불위의 재력과 권력을 거머쥐고 민중들을 억압하는 양반들이 

병신춤의 세계에서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자신의 몸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

는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된다 이러한 모습은 민중들의 조롱과 웃음을 유도하. 

는 역할을 한다. 

사진 통영오광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문둥이탈   < 3> ( 6 )

출처  ( : 『고성탈박물관 소장품도록 ,』  2013, 85)

46) 전경욱 역주 . 「민속극」. 『한국고전문학전집 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1993; 

「통영오광대 연희본」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아카이브. . http://www.culture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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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병신춤은 장애 모방이라는 고유한 표현 원리를 통해- , 

민중의 지배자인 양반을 불편하고 무기력하며 바보스럽기까지 한 장애인으로 

재현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민중들의 회한과 원망은 춤 속에서 해소됨으로. 

써 민중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자유와 해방을 부여하는 뚜렷한 사회적 메시, 

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통 병신춤의 뚜렷한 정체성이자 기본 골. 

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절에서는 전통적 병신춤에서 구현된 . , 3

장애 모방의 구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통 - . 

병신춤의 핵심 원리인 장애 모방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공옥진이 - , 

재구성한 새로운 병신춤의 의미와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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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병신3. 춤 : 타자화 희화화된 장애 ·

탈춤이나 가면극 등 각종 전통 연행에서 묘사되는 등장인물들의 장애는 주

로 외모나 분장을 통해 드러나는 편이다 익살스러운 대사나 몸짓 특히 의도. , 

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연출되는 병신춤에서는 장애의 유형과 내용이 보다 극적

이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통 연행의 병신춤을 통해 집중적으로 구현되는 장. 

애의 세부 양상과 관련하여 한양명은 전통 연행에서 장애인들은 오히려 부, “ ‘

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탈춤은 물론 풍물의 잡색에 보편’ ” . “

적으로 등장하는 곱추 문둥이 곰배팔이 다리병신 저능아 등의 인물들은 단, , , , 

지 재미를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평등을 기조로 하는 축제의 인간 해방, ‘ ’

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47)고 하였다 이는 병신춤의 장애 모방이 단. -

순히 재미나 익살만을 위한 설정이 아니라 민중 예술이나 민중 여흥을 통한 , 

계급 구조 타파와 민중 해방 추구라는 보다 심오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

고자 하는 퍼포먼스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양명은 전통적인 병신춤이 지배계층의 무력화를 통한 지배-피

지배 구조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축제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 

이념적인 민중 해방을 지향하였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통적 병신춤이 구. 

현하는 축제의 장에서 해방되는 실제로는 일시적인 해방감을 만끽하는 사람( ) 

들은 병신춤을 구경하는 정상적 인 비장애의 민중들만으로 국한된다는 점은 ‘ ’ ‘ ’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장애 모방의 원천이 되는 장애인들이 그 해방에 동참. -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통 연행에. 

서 장애 모방의 대상인 등장인물들은 말뚝이처럼 극 속에서 조롱의 대상이 - ‘ ’

47) 한양명 . 「전통축제의 성격과 민속예술의 위상」. 『민속예술의 정서와 미학』. 200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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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강제 퇴장당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으로 묘사된, 

다 이를 통해 연행 속에서 장애 모방을 직접 구현하는 인물들은 축제의 해방 . -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못하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병신춤이 지향하는 축제의 해, 

방이란 정상인 또는 비장애인의 해방 일 뿐이며 병신춤이 정작 모방의 원천‘ ’ , 

과도 같은 장애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관점과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배타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전통적 병신춤. 

이 보여주는 장애 모방의 본질적인 구도를 장애의 타자화 로 명명하- ‘ ( )’他者化

고자 한다 전통적 병신춤의 본질이기도 한 장애의 타자화 는 본 연구의 후반. ‘ ’

부에서 논의될 공옥진의 새로운 병신춤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아. 

래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병신춤의 본질이 비장애인 민중들이 이중의 타자‘ ’, 

즉 양반과 장애인 모두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데 있음을 고찰하고

자 한다. 

앞 절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병신춤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무용과 , 

탈춤 가면극 속에서는 주로 양반이 장애를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이들은 공( ) . 

연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시적 축제의 세계에서 배척되거나 쫓겨나는 

운명을 부여받는다 즉 민중 해방의 축제에서 이방인의 존재에 불과하다 우스. . 

꽝스러운 외양이나 어눌한 몸짓 등 다소 과장되어 묘사되는 장애의 외면적인 

모습은 양반들의 내적 결함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내고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

를 보여준다.48) 이를 통해 평소에 민중들을 억압하는 무소불위의 사회적 계 ·

층적 지배자인 양반들을 익살맞게 조롱하거나 무력화하였다 이것의 궁극적인 . 

목적은 공연 속 세계에서나마 지배 피지배 구조를 타파하고 민중 해방이라는 -

축제의 장을 구현하는 것이었다.49) 이 같은 예술적 의도와 장치를 잘 보여주 

48) 유진영 . 「가면극 양반과장 비교연구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 통영오광대를 중: , , 

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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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인 밀양백중놀이의 본놀이를 들 수 있다68 . 

사진 년 국립영화제작소와 문화재관리국의 협업으로 제작 촬영된 실제 밀양< 4> 1981 ·

백중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의 한 장면을 캡처하였다 양반춤을 추는 연희자 좌( 68 ) . (

측에서 두 번째 갓을 쓰고 있다 가 병신춤을 추는 연희자에 의해 괴롭힘 좌측 하단처, ) (

럼 양반의 도포자락을 잡아당겨 코를 푸는 시늉을 하거나 밀치는 등 을 당하다가 , )

춤판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출처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 ( : )

본놀이 장면의 주요 등장인물인 장애 양반 들은 작품 속에서 각기 다른 장‘ - ’

애의 모습을 풍부하게 재현해낸다 양반을 모욕하며 갖가지 병신을 흉내 내. “

는 연희자들의 춤동작은 무척 익살스럽고 재미있으면서도 양반을 은근히 비” “

꼬거나 원망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50) 위의 사진처럼 본놀이의 주요 줄 , 

거리는 넉살스레 양반춤을 추는 연희자들 사이로 병신춤을 추는 연희자들이 

49) 김지원 . 「모방의 관점에서 한국춤 사유의 근원」. 『동양예술』 제 호 38 . 63.

50) 김미숙 박원모, . 『밀양백중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 200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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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여 양반춤을 추고 있던 연희자들을 내쫓는 내용이다, . 

병신춤 연희자들은 양반춤 연희자들을 쫓아낸 뒤 자신들끼리 자유분방한 - -

춤판을 벌인다 이어서 쫓겨났던 양반춤 연희자들이 다시 등장하여 이들과 함. -

께 어우러져 새롭게 춤을 춘다 특이한 것은 재등장 장면에서 양반춤 연희자. -

들의 복장과 소품이 병신춤 연희자들의 것과 동일하게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조롱의 주체가 되어 비주류의 반“

란”51)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즉 모든 연희자가 계급 구분을 초월한 춤을 . 

함께 추면서 대동 하고 평등한 세상 이라는 이상향의 가치 를 실현하는 , ‘ ( ) ’ ‘ ’大同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밀양백중놀이의 본놀이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병신춤, 

은 대체로 지배 피지배 구조의 재구축을 통해 대동과 평등 의 이상향을 지향- ‘ ’

한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의 지배계급인 양반을 풍자하는 장애 모방을 통해. , - , 

지배 피지배적 구조 극복과 민중 해방 축제를 이념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시각적 혹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병신춤 장면에서의 

장애 모방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장애의 타자화 라는 중대한 한계점을 내포- ‘ ’

하고 있다 민중 해방 축제를 만끽하는 주체가 비장애인 민중들로만 국한되. ‘ ’ 

면서 장애 모방의 모티브인 장애인들은 해방의 축제에서 또 다시 배제되는, - , 

아이러니한 구도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병신춤에서 장애를 통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희화화되는 대상은 원칙적으

로 양반이기는 하지만 양반에 대한 조롱적인 시선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 

시선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장애 모방을 통해 양반들을 비판하고 공격. -

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은 어느새 장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가치관과 관념을 

투사하게 된다 즉 민중들은 양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양반에 덧씌워진 장애 . , 

51) 박진태. 「문학과 탈놀이에 나타난 소외의 극복 방식과 소외인의 형상」. 『비교민속

학』 제 호 30 . 200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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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배척하는 태도와 배타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양반 민중 이라는 현실 세계의 억압적인 위계질서와. ‘ > ’

는 달리 병신춤이 구현하는 가상 세계에는 병신 이 양반에 덧씌워지면서 병, ‘ ’ ‘

신양반 민중 이라는 보다 복잡한 이원 구도가 파생된다< ’ .  

이러한 이원적 구도는 어쩌면 현실 세계의 이원적인 구도보다 더 차갑고 

냉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풍자와 해학 또는 흥미로운 희. 

화화는 현실 세계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그 심각성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인 민중들이 이중의 타자 즉 양반과 장애인 . ‘ ’, 

모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의 위계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상

의 위계질서를 구축하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전통적 병신춤의 장애 인식과 . 

장애 모방의 본질은 다분히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이러한 이원적 구도는 항상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축제 , 

공간에서 가상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 관념도 . 

공연 장면을 통해 민중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입될 경우 현실 사회, 

의 장애인 인식과 처우에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하

다 이는 민중들이 가상의 장애 차별과 배척에 무의식적으로 더욱 빠져들 수 . ( )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배. 

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이 민중들 사이에 유행하던 놀이 문화의 산물임을 받

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같은 부정적인 장애 인식은 조선 왕조가 제도적으로 , 

구축한 장애인 진휼 제도의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한국에서 미학을 논할 때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해학성이다. 『문학비평용어사전』 에 따르면 해학 은 한국 고전문학 특히 (2006) , ‘ ’

서민층이 누리던 구비문학 판소리 전통 극문학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 , 

수 있다 정병호는 해학 문화가 어느 민족에게나 존재하지만 한국 전통 무용. , 

의 고유한 특징으로 주목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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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유머소설이나 풍자시 같은 해학문화가 발달하고 판소리나 그

림 연극 춤과 같은 것에서 해학과 풍자적인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 

다 이러한 해학적 표현의 천재성 이 보이는 김홍도 신윤복의 풍자적인 . [ ] [...] , 

풍속화가 민화로서 환영을 받게 된 것은 세기 계급사회의 붕괴와 민중 문18

화 발달과 관계가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민화에서 보이는 해학에는 인. 

간들 간의 갈등 요인이 제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해학정신은 삶에 .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미묘한 태도의 반응이다. 

욕구불만을 익살과 해학으로 풍자하여 저항의 의지와 갈등을 해소한다[...] . 

서민들은 생활의 고통을 신명으로 풀어버리거나 해학과 풍자로 갈등을 해소

해가는 관습이 몸에 배어 있었다.52)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고유의 해학이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 

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사회구조와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가치관을 희극적인 

상황을 통해 익살맞게 비판하고 풍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학은 현. 

실 사회의 억압과 횡포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서민들의 욕망을 대변한다고 

보인다 병신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병신춤은 양반층의 . . 

억압과 횡포 아래 살아가는 민중들의 애환을 해학의 미학 으로 풀어내는 전‘ ’

형적인 한국 전통 민속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밀양백중. 

놀이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 놀이에서 등장인물인 병신 들의 주요 역할은 신분 계급으로 인해 유발‘ ’

되는 갈등을 저항적인 익살 로 해소한다는 설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병신‘ ’ . ‘ ’

들이 도포 자락에 코를 풀거나 갖가지 방식으로 어리석고 우스운 행위들을 재

현하는 것은 불구의 추함 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특유의 신명 ‘ ’ . ‘

나고 자유분방한 움직임을 통해 민중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익살과 해학 을 최’

대한 표출하기 위함이다.53) 병신 들이 양반을 몰아내고 이룩한 수평적 세계 ‘ ’ ‘ ’

52) 정병호 . 『한국무용의 미학』 집문당. . 2004. 3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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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신명의 장 속에서 다함께 한바탕 흥을 발산한다 이. 

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과 회한을 유쾌한 웃음으로 발산하고 표현하는 병

신춤의 핵심적인 효과이자 사회적 기능이기도 하다.54)

전통적 병신춤의 해학적인 효과와 이념적인 민중 해방 추구의 기능은 대단

히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양반과 병신 모두 . 

병신 으로 설정하여 해학과 웃음을 유발하는 전통적 병신춤의 한계를 여전히 ‘ ’

상쇄하지는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민중들은 불평등한 . , 

위계질서의 전복을 꿈꾸면서 양반을 타자화하고 공격하면서 동시에 무대 위, 

에서 양반에 덧입혀진 장애마저 은연중에 타자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 

실 세계의 장애인까지도 자신들보다 더한 약자 로 취급하여 관념적으로 억압‘ ’

하거나 공격함으로써 또 다른 가상의 억압적 위계질서를 구축하는 이중적인 ,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고성오광대의 연행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이 문둥이춤 문둥이 어딩이 놀이단위를 두고 문둥이의 골수에 맺힌 을 / · 怨恨

53) 김경미 . 「병신춤의 민중적 미의식 연구」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 

1999.

54) 요컨대 계급에 따른 차별 억압 갈등은 이러한 유쾌한 웃음 으로 해소됨으로써  , , ‘ ’
민중은 잠시나마 정신적 해방감을 얻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병신춤의 효

과이다 그렇다면 이는 민중 축제의 미학을 풍자와 해학으로 고찰한 문예이론가 미. 

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 의 카니발 이론 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1893-1975) ‘ ’ . 

주지하듯이 카니발은 예수 고난을 상기하는 사순절 직전에 열리는 축제로 여기서 , , 

웃음 은 축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바흐친은 자신의 저서인 ‘ ’ . 『프랑수아 라블레

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 최건영 역 에서 카니발이 ( , ; 2001) , “
진행될 때 특이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모든 위계 관계가 파기된다는 , 

점 에 주목했다 그리고 카니발이라는 무정부적이며 해방적인 기간 동안 종교와 ”(33) . 

정부의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권위가 일시적이나마 전도된다고 보았다 즉 공, , . 

식적 세계관의 지배와 권위가 윤곽화되어 민중의 장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 카니, 

발과 병신춤은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파생된 웃음 이 주변을 반성적. ( ‘ ’
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비교 논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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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놀이판에 가서 관찰해 보면 현재 전승되. , 

고 있는 통영오광대를 제외하고는 문둥이 역을 하는 사람이든 관객이든 이렇

게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일그러진 한 문둥이 파리 잡아먹는 흉내. , 奇怪 假面
를 내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추는 문둥이춤 이런 것을 보고 들이 , 觀客
끽끽거리고 웃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심지어 통영오광대에서도 문둥이의 . 自

를 듣고 의 을 느끼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관객들, 歎歌 憐憫 情
은 문둥이의 꼴과 춤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다 병신 꼴값 한다 는 속담. “ ”
이 있듯이 문둥이 꼴값하는 인 몸짓과 춤은 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喜劇的
다.55)

끽끽거리고 웃는 광경 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문둥이춤 이 문둥이의  “ ” , ‘ ’

원한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감정에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 희극적인 몸짓과 춤사위는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데 쓰이고 있기 . 

때문이다 즉 장애인이 하나의 인간존재로 그려지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비장애인의 병신 꼴값 한다 는 편견과 멸시를 . “ ”

유발하는 부정적인 작용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중 해방이라는 궁. 

극적 목적과는 정반대로 전통 병신춤이 추구하는 웃음과 해학이 장애를 편견, 

하거나 배척하는 관념을 양산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실제로 밀양백중놀이. 

에서 연행되는 병신춤을 보면 장애의 유형보다는 그 우스꽝스러운 행세 에 ‘ ’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병신춤은 시각이나 청각 장애 등 장애 유형을 사실적으   

로 묘사하기보다는 주로 복장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여 양반 비양반 장애 비, - , -

장애를 구분하고 강조하였다 또는 쉽게 눈에 띄는 특정 장애의 특징을 재현.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극 중에서관행에 의해 미리 정해진 장애. ( ) 

를 강조하는 복식과 소품을 착용한 연희자가 현실적인 장애 와는 거리가 있‘ ’

55) 정상박 .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 집문당 허용호. . 1986. 122-123; . 「가면극 속의 장

애인들」. 『구비문학연구』 제 호 재인용 37 . 2013. 398-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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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작들을 구현하는 가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식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꼽사춤 을 연행하는 장면에서는 장애마저 희극적으로 그‘ ’

려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관중들은 장애 동작의 사실성 보다는 어설프고 . ‘ ’ 

우스운 동작들이 유발하는 웃음이나 연희자들의 춤사위에만 주목하게 되며, 

비주류로서 겪는 곤경이나 불편함에 대해 생각하거나 공감하기란 쉽지 않다. 

사진 년 월 대구 납량퍼레이드 의 중요문화재 초청공연 중 < 5> 2008 8 ‘ ’ 북청사자놀음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꼽사춤 의 한 장면을 화면 캡처하였다( 15 ) ‘ ’ . 

출처 라이프대구( : , http://lifedaegu.com)

하지만 모든 전통적 병신춤이 이러한 구도 안에 예외 없이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병신춤의 등장인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애 양반이 아닌 소수의 등장. -

인물인 장애 민중에게서 다른 의미의 장애 모방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 -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허용호는 전통 연행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유형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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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형과 장애 민중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 ‘ - ’ .56) 아래에서는  허용호

의 구분을 장애 모방 구도와 연계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  

그에 의하면 장애 양반형이 심신 장애를 지닌 양반 신분의 등장인물들이라-

면 장애 민중형은 심신 장애를 지닌 평민 신분의 등장인물들을 지칭한다 장, - . 

애 양반형 인물은 억압적인 지배계층을 풍자하고 공격하면서 민초들을 억압- , 

하는 현실 세계의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관념 또는 가상의 춤 세계에서나마( ) 

전복하려는 한 가지 기능을 구현한다 반면 장애 민중형 인물은 다음과 같이 . -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기능하고 있다.  

첫째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 등에서 나타나는 신명풀이의 주체화 유형이, ‘ ’

다 여기에 등장하는 장애 민중 즉 민중 출신의 문둥이 는 자신의 장애를 떳. - ‘ ’

떳하게 드러내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신명풀이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 . 

장애 형상화는 장애에 대한 배타적 시선의 경계 해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 ’ . 

전통 연행에서 장애 특히 양반에 입혀진 장애가 차별과 배척의 시선을 통해 

철저히 부정적 배타적으로 형상화된 반면 이 유형의 장애 형상화에에는 동· , 

정과 연민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채록본에 따라 문둥광대 의 외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구면 과 신면‘ ’ . ‘ ’ ‘ ’

으로 구분되는 외양에 대한 묘사57) 등을 종합해보면 이 유형의 장애는 장애 , -

양반의 사례에 비해 긍정적이며 포용적으로 묘사되는 편이다 이는 장애인을 . 

대하는 차별적 태도와 배타적 시선이 모든 전통춤이나 공연 등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장애를 배척하고 무시하. 

기보다 동정과 연민을 보여주는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병신춤의 전형적인 구

56) 허용호 . 「가면극 속의 장애인들」. 『구비문학연구』 제 호 37 . 2013.

57) “문둥광대가 굿거리장단에 문둥탈을 쓰고 등장하여 소고를 기묘하게 어르면서 슬

픔과 흥분이 엇갈린 춤을 춘다 병마의 고통과 인간의 천대를 내면의 신명의 혼으. 

로 승화시키며 굿거리장단에 소고를 마치 자기의 신체인 양 어루며 추는 엇장단의 

여유와 걸맞는 춤사위가 볼만하다.” 심상교. 『고성오광대』 화산문화. . 200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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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장애의 타자화 와는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전‘ ’ . 

체 병신춤 중에서 소수이자 비주류에 속하지만 그 의미와 성격상 충분히 주, 

목할 가치가 있다.

둘째 가산오광대와 진주오광대송석하 채록본 에서 나타나는 희화화된 대, ( ) ‘

상 유형이다 이 장애의 유형은 일상적 규범을 위반하는 경계 밖 의 인물들’ . ‘ ’

로 설정되어 있다 동시에 욕설 폭력 노름 도둑질 등을 행하는 부정적 인물. , , , 

들로 희화화된다 예컨대 가산오광대에서는 문둥이가 등장하는 장면 등에서 . 

장애인들은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다 이처럼 생태 가 소극화. “ ( ) (生態 笑

되어 병신이 꼴값)” “ ”劇化 58)하는 모습으로 재현된 것은 장애의 형상화 과정에 , 

내재된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낸

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장애 민중은 장애 양반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연. - -

출된 장애인의 저열성과 희극성 에 의해 관객의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그 웃‘ ’ . 

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비장애인뿐이다 이처럼 장애 양반의 . -

전형적인 구도를 반복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의 희화화된 장, 

애 민중은 장애 양반과 동일한 성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 . 

셋째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진주오광대 등에서 나타나는 축제의 , , , ‘

유형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장애 민중의 인물들은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 . -

바라보거나 자신만의 특징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즉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 

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인생의 역경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일반적으로 병신춤의 특징은 비틀거리거나 느릿한 춤사위로 알려져 있다 하. 

지만 허용호의 경우 병신춤 연행자가 위축되는 움직임 없이 당당한 자세와 , 

동작을 하는 다른 채록본의 내용을 토대로 병신춤은 본래 긍정적이고 주체적

이라고 파악한다. 

58) 정상박 .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 집문당. . 198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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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애의 타자화를 넘어서려는 작품도 존재한다 그 예로 다섯 . 

문둥이가 등장하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 진주오광대의 문둥이마당이 27

있다 이들은 다리를 절룩이며 천연두 걸린 아이를 업고 등장한 어딩이 가 도. ‘ ’

둑질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하지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였다는 그 피치 못할 . 

사연에 문둥이들은 연민을 느끼고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게 된다 이때 포착된 . 

연민은 장애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라 파악하기에는 무언가 어긋나 보인다 이 . 

장면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바라보는 연민을 표현했다기보다 경제적 궁, 

핍에 시달리는 한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장애 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한 , -

인간존재가 지닌 반성적 시선 을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성적이‘ ’ . 

고 성찰적인 시각은 이 유형의 장애 민중이 해방의 축제에 대한 동참을 비장- (

애인과 마찬가지로 기대하게 만든다 나아가 그 반성적 시선과 더불어 신체) . ‘

적 장애 도덕적 장애 라는 편견도 부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의 = ’ . 

장애 민중이 장애의 타자화에 대한 성찰과 극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

있으며 전통적인 병신춤을 통해 확인되는 장애 모방의 시각과 구도 중에서 , -

가장 진보되고 성숙한 면모가 드러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전통적인 병신춤의 구현 원리인 장애 모방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위계질서와 지배 피지배 구조의 부정 양반에 대한 풍자와 희화화 장애 또- , , 

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 등이 허용호가 지적한 대로 완전하게 획일적이지는 ( )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병신춤의 주류이자 핵심 영역인 장애 양반. -

에서는 장애의 타자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장애 민중에서는 장애에 대한 시선과 태도가 세 -

단계로 세분화되는 것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획일적이지 . 

않은 이러한 시선들을 간략하게 비교 종합하면서 이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 

첫 번째 유형인 신명풀이의 주체화 유형은 장애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 ’

서를 드러내지만 장애의 타자화에 대한 부정으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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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다시 말해 장애를 타자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장애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 

배격하지 않고 연민과 동정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가지 유형, 

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인 희화화된 대상 유형 은 장. ‘ ’

애 양반의 전형적 특징인 장애의 타자화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 

으로 세 번째 유형인 축제의 유형에서는 장애의 타자화에 대한 부정과 반성‘ ’

적 시각을 담지하면서 장애 비장애 간의 차별과 대립을 타파하려는 이상적인 , -

방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통적 병신춤의 세분화된 장애 모방 구현 원리와 유형을 바-

탕으로 장에서는 각각 공옥진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그리고 장에서는 공옥, 3 4

진이 재구성한 현대적 병신춤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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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옥진 병신춤의 혁신적 장애 모방IV. -

창조적 춤꾼으로서의 공옥진 1. 

생애(1) 

공옥진 은 현대적 병신춤의 개척자이자 대표적인 공연가( , 1931-2012)孔玉振

이며 일인창무극의 창시자 겸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년 서편제 보성소, . 1931 , 

리 등의 발원지이자 판소리의 성지라 불리는 전라남도 승주군 순천 에서 남( ) 4

매 중 차녀로 태어났다 부친 공대일 은 년 장기인 흥보가 로 . (1910-1990) 1974 < >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호로 지정된 판소리 명창이었다 판소리 전성기에 광주 1 . 

지역에서 활동했던 공창식59)의 제자로 광주 지역의 중요 세습무계 일가인 공, ‘

창식 공기남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기도 하다- ’ .

타고난 예술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공대일 공옥진 부녀의 삶은 일제강점기, -

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의 격동 속에서 고난과 궁핍으로 점철되었

다 당시 광주 남도국악원에서 판소리를 가르쳤던 공대일은 그것만으로 가족. 

을 부양하기 힘들었다 그 때문에 고사소리. 60)를 하러 다니거나 조방원이라는 , 

화가에게서 그림을 받아 팔아가면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 나갔다.61) 곤궁함 속 

59) 공대일과 팔촌 관계 인 공창식은 한국 최초의 국립극장인 정동 협률사 초기 멤버

이었다 박황의 . 『판소리 년사200 』 에 따르면 공창식의 장기는 심청(1987. 188-189) <

전 으로 기재되어있다> .

60) 종교의식의 일종으로 고사 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다 ( ) . 告祀
61) 아산 조방원은 남도 수묵화의 거장으로 소리를 좋아해서 남도국악학원을 만들어  , 

공대일을 비롯해 소리꾼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아산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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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힘들게 살림을 꾸려오던 어머니는 공옥진이 살 때 세상을 떠났다 설7 . 

상가상으로 부친마저 징용 통지서를 받으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남은 .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차녀인 공옥진은 금전 천 원에 무용가 최승희62)의 몸종

으로 팔려갔다.63) 명창 집안 출신이었지만 몰락해가는 집안 형편과 가족들의  , 

생계를 위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몸종으로 팔려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7 . 

공옥진이 전문 예인으로 명성을 얻게 된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 빈번하게 언급

되었다 그 어려웠던 시기를 회고할 때마다 공옥진은 매번 울음을 참지 못하. 

였다고 전해진다.64) 그만큼 유년 시절의 곤궁함과 상처가 컸음을 알 수 있다 .

년 동안 최승희 몸종 노릇을 한 후 다시 일본인 야마모토에게 넘겨져 일7 , 

본에서 종살이를 하며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다가 제 차 세계대전 . 2

종전과 미군정 실시 등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했던 일본 정세를 틈타 천신만고 

끝에 귀국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릴 적 고향을 떠났던 공옥진이 전쟁 이후 곳. 

곳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고향집을 찾아갈 수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집을 , . 

찾아 헤매다가 문전걸식을 하며 유랑하였고 한동안 각설이패를 따라 생활하, 

기도 하였다. 

받았다는 증언은 송순섭과 이영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순섭은 년. 1939(1936)

생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년 월 일 이영애, 5 < > 2009 7 24 , (1958

년생 는 년 월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각각 밝힌 바 있) 2009 7 24

다.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속학연구』 제 호15 . 2010. 269.

62) 세레나데 로 근대무용의 출현을 예고한 최승희 는 일본 근대무용 < >(1927) (1911-1967)

의 전파자인 이시이 바쿠 의 제자이다 신무용 즉 모던댄스와 절충된 전(1887-1962) . , 

통무용을 재창조하면서 조선의 유망한 무용가로 부각되었다 서연호. . 「전통 연희와 

현대극」 열린연단. (https://openlectures.naver.com 예술의 역사적 전환 제 강) 47 . 

년 월 일 강연록2019 1 5 .

63) 내 처가 남매 놔두고 죽어뿌러논께 홀로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덟살 난  “ 4 , 

옥진이를 일본에 살던 최승희에게 수양딸로 보냈소 김영진.” . 「국악인의 큰 스승, 

전라도 외곬소리꾼 공대일 .」  『월간 예향(5)』 광주일보사 이명진. . 1985. 92; .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속학연구』 제 호 재인용 15 . 2010. 268. . 
64) 정병호 . 「 ‘ ’孔玉振一人唱舞劇 沈淸傳 」. 『월간 空簡』 공간사 년 월호. . 1978 11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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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거리를 떠돌던 공옥진을 알아본 외고모할머니 덕

분에 가족들과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다 이후 고향 집에서 아버지의 지도. 

를 받아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타고난 재능과 아버지의 지. 

도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된 그는 창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성악연구회에

서 활동하였다 명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65) 

공옥진이 귀국하여 판소리를 배울 당시의 국내 상황은 해방 직후의 국가‘

사회의 재건이라는 대혼란 속에서 극도로 불안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예’ . 

술인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었다 급변하는 사회적. ·

정치적 흐름은 한국 창극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생활고에 시달린 대부. 

분의 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장기적으로 성숙시키기보다는 단기간, 

의 공연 흥행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귀국 후에도 여전. 

히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던 공옥진과 부친은 함께 창극단에 뛰어들었

다 이때부터 공옥진이 자신의 장기인 곱사춤을 연마해 공연하면서 차츰 이름. 

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소속되었던 창극단의 흥행에도 일조하였다, . 

공옥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극단을 따라 전국을 돌면서 유랑 

공연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틈틈이 전국 각지의 명창들을 만나 사사하는 기. 

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 유랑 공연을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각 명. , 

창으로부터 사사하는 기간은 매우 짧았고 일정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지속적. 

인 교육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통해 짧고 불안정한 가, 

르침을 빠르게 흡수해갔다 이는 공옥진이 자신만의 예술적 능력을 키워 나갈 . 

수 있었던 동력이 되어주었다. 

그 무렵 간헐적으로 사사한 명창들 중에서 공옥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로는 임방울을 들 수 있다 쑥대머리 로 유명한 명창 임방울 은 . < > (1904-1961)

65) 년 세 세 에 군산과 고창의 명창대회에서 위 입상 정병호 1948 17 (15 ) 1 . . 「孔玉振一人
‘ ’唱舞劇 沈淸傳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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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공대일의 스승이기도 했던 공창식 문하에 있었다 이 같은 개인적 친분. 

으로 인해 공옥진은 판소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

인다 공옥진에 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저술한 김현정에 따르면 임방울은 . , 

공옥진이 명창 대회에서 입상한 시기부터 그 재능을 주목하였다고 한다 천이. 

두가 저술한 『명창 임방울』에서는 전형적인 변방 문화의 역군으로서의 행적‘ ’

이 잘 드러난다.66) 

임방울의 행적은 한평생 정통 국악인들의 외면과 홀대를 받으면서 비주류, 

나 변방 혹은 이단에 가까운 예술 활동을 한 공옥진의 행적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67) 따라서 타고난 독창적인 감각과 재능을 바탕으로 국악계나 전통문화  

영역에서 변방 또는 이단에 가까운 독특한 일인창무극으로 일가를 이룬 공옥

진의 예술 세계는 임방울의 가르침과 교류 관계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이와 같이 국악 명가 출신이자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 

공옥진은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생애 전반기를 고난과 궁핍 속에 살아야만 

하였다 낮은 자리에서 외롭게 소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공옥진의 . 

생애 이력 역시 정통 과는 거리가 먼 예술 세계를 이루는 데 지대한 영향을 ‘ ’

미쳤을 것이다. 

66) 임방울 은 공옥진의 곱사춤을 인정하고 무대에서 계속 선보이길 원하는  (1904-1961)

입장이었다 반면 김연수 는 공옥진에게 매우 엄했으며 관객들의 반응을 . (1907-1974) , 

고려하여 곱사춤을 금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해인. . 『헤아릴 수 없는 의 恨
모습까지를』 해냄. . 1984. 110-111.

67) 천이두는 판소리사에 있어 임방울의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사 . 

회적 예우나 경제적 보장을 벗어난 진정한 광대의 예술로서 판소리 본래의 존재양

식을 추구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광대의 예술로서 판소리가 경제성 을 상실하‘ ’
자 역사의 주류에서 소외된 민중과 공고한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판소리를 새, 

로운 경지로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방울의 예술관은 유식한 한문 투의 . “
판소리 사설보다 비속한 육두문자가 거침없이 나오는 사설 쪽에 가까운 아니리 형

태로 드러났고 당대 청중들은 정연한 논리에서 비껴간 그의 마구잡이식의 푸짐한 , 

아니리에 오히려 깊이 매료되었다고 한다 김현정.” . 「 의 孔玉振 一人唱舞劇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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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함 속에서나마 예술 수련과 공연 활동을 이어 나가던 공옥진은 한국전

쟁이 발발하자 각설이패를 따라 피난을 갔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권유로 경. 

찰관과 결혼하여 첫딸까지 낳았다 하지만 암울한 전쟁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 

이루어진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고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다 결혼 생활 , . 

실패로 큰 상처를 입은 공옥진은 속세를 버리고 구례 천은사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수진 스님이라는 법명으로 년 넘게 수도 생활 년 을 하였다2 (1953-55 ) . 

하지만 딸의 얼굴이 눈에 밟히고 내면의 예술적 기질과 열정을 억누르지 못하

여 결국 세상으로 나와 무대에 서게 되었다, . 

다시 속세로 예술의 세계로 돌아온 그는 년부터 년 동안 임방울 창, 1957 10

극단과 김연수 국악단 등에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로 꾸준하게 활약하였다 전. 

남 영광 지역을 중심으로 각지 장터를 돌면서 흥타령과 살풀이춤 토막 창극 , 

등을 공연하던 그에게 년대 중반부터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온다, 1970 . 

내면에 숨겨진 빛나는 재능과 십수 년간 시골 장터 등을 돌면서 쌓아올린 탄

탄한 공연 경험에도 불구하고 공옥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남 지역에만 어느 , 

정도 알려진 떠돌이 소리꾼에 불과하였다 그런 그를  무용 평론가인 정병호. 

가 발굴하여 서울 중앙 무대에 소개해준 것이다(1927-2011) . 

이때부터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온 공옥진의 독보적인 예술 활동은 전

남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 전국을 무대로 펼쳐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 

공옥진은 예인으로서의 인지도와 명성을 본격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아래에. 

서는 정병호와의 만남을 계기로 도약하게 된 공옥진의 예술 활동에 대해 자세

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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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 활동

세기 중반 격동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예술문화는 전통 과 원형의 보20 ‘ ’ ‘ ’

존과 전승에서 전반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 8.15

에서 전통문화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족의 문화적 . 

정체성이 근간부터 흔들리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과 , 

복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여론이 수· . 

용되어 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재 보호법을 계기로 본격화1962 . 

된 법령적 지원 하에 관련 연구자와 평론가들은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과 복, 

원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한편 전통 예술의 중요 영역이었던 민속춤 분야에서도 복원 작업이 진행,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민속춤은 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문헌 기록이 전무하다. 

시피 하였다 때문에 민속춤의 전통과 원형 복원을 위한 조사 작업은 각 지역. 

의 춤 공연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관람하고 채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한국 무용학의 제 세대 개척자이자 대표적인 전통 무용 평론가. 1

였던 정병호는 이 작업에 의욕적으로 앞장선 연구자였다 그는 지방 무대를 . 

섭렵하는 과정에서 공옥진과 조우하게 되었다 전통 무용의 복원을 위한 현장 . 

조사 작업에 대해 정병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춤은 감정적 예술 욕구를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신체적 한계성과 

무형체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춤을 문자화시( ) . 無刑體性
켜 그 춤에 내재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 

리 춤의 특성에 대한 고찰은 몸에서 몸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 

현장을 찾아가 채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어지. [...] 

간히 미친 사람이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기쁘게 . 

했으니 말이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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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 민속춤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집성하여 국내 최초의 이론 서

적을 발간하려는 목적으로 정병호는 년여 동안 각 지방의 춤 공연 현장을 , 25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년대 중반 무렵에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다수의 . 1970

국악인으로부터 공옥진의 공연에 대해 듣게 된다 공옥진에 대한 풍문에 흥미. 

를 느낀 그는 직접 영광읍 장터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관객에게 둘러, 

싸여 병신춤 을 추고 있던 공옥진을 목격하였다 당시의 만남을 정병호는 다‘ ’ . 

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는 자신의 을 숙명으로 돌리고 孔 女史 人生
파도치는 가메미 해변 에 나가 반지락 조개 을 줍는 을 하고 있다 하면서 ( ) ( ) 生活
가메미에 나가면 세상사 잊어버린 채 훨훨 춤을 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의 생활의 터전이자 보금자리라 한다.

그러면서도 고독할 때는 옆에 가서 눈앞에 보이는 이 구경꾼이라 생각하고 山
노래하며 춤추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나 경사 날 곳에 초대되어 노래하고 回甲
춤추는 것이 유일한 이라는 이야기인 즉 바로 이 그날이다 즉 장, . 樂 來日 靈光
터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놀이판을 벌이기 때문이다.69)

모든 인간은 개별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표현하려는 기본

적인 욕망과 본능을 지닌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옥진에게 그러. , 

한 욕망과 본능을 발화시키는 도구는 다름 아닌 춤이었다 춤이야말로 그가 . 

온갖 고난과 빈곤 생의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꿋꿋하게 생존하고 ,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끈 삶의 원동력이자 자의식의 본질이었다 삶과 춤을 향. 

한 열정적인 태도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정병호는 년 월에 진행된 공간1978 4 ‘

68) 정병호 . 『 의 춤韓國 民俗 』 삼성출판사 머리말. . 1995. . 

69) 정병호 . 「 ‘ ’孔玉振一人唱舞劇 沈淸傳 」. 『월간 空簡』 공간사 년 월호. . 1978 11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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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70) 주년 개관 기념행사인 의 밤 에 공옥진의 공연을 올릴 수  1 < >傳統舞踊

있도록 주선하였다. 

전통무용연구회의 후원으로 거행된 이 행사는 월 일부터 일까지 매일 4 18 22

다른 레퍼토리로 공연하도록 기획되었다 한국 건축문화예술계 저널인 . 『空間』

에 따르면 공연 프로그램은 일 의 한량춤 일 의 무속무, 18 < >, 19 <李東安 金淑子

용 일 의 곱사춤 일 의 불교의식무용 일 의 >, 20 < >, 21 < >, 22孔玉振 林俊東 李梅芳

보렴승무 삼현승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병호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 > . , 

당대 전통 무용의 권위자들이 모인 공연 자리에 야인이나 다름없었던 공옥진

을 참가시켰다 아래는 당시 공간사랑 극장의 사무장이었던 강준혁이 훗날 서. 

술한 내용이다. 

이제까지 소극장 공간사랑의 프로그램 성격을 고려해볼 때 곱사춤은 선뜻 받

아들일 수 없는 레퍼토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춤들. 

이란 한량들의 여흥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비전문가적 춤 의 범주에 머물러 ‘ ’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곱사춤이 아니라 살풀이 그것도 때 묻지 않은 . [...] -

고즈넉한 살풀이춤이었다 그리고 그 동작 하나하나는 완전히 그 춤 속에 몰. 

입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명인의 동작이었다 나는 순간 생각했다 이 . . ‘
춤꾼의 다음 춤은 어떠한 춤이라도 상관없어 이미 이 춤꾼은 좋은 예술가가 . 

넘어야 할 많은 산들 기쁨과 고통의 산 노력과 좌절의 산 오만과 겸손의 , , —
산 뜬구름과 배고픔의 산들을 넘고 넘어 이곳까지 왔으니까, .’71)

관계자들의 우려를 뒤엎고 공옥진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공옥진은 . 

70) 소극장 공간사랑 ‘ (Space Theatre 은 년 월 일 개관한 이래 시대에 필요)’ 1977 4 22

한 문화예술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힘썼다 즉 경제성장이 도래하던 당대로서는 드. 

물게 예술 공연의 경제적 생산 측면에 휩쓸리기보다 시대가 필요로 하던 공연에 , ‘ ’ 
장소를 제공하여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강재훈. . 「기획공연장의 사례로서 공‘
간사랑 극장연구’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8. 

71) 강준혁 공옥진 일인창무극 동숭홀 대극장 년 월 일 공연 팜플렛 김. < >. 1999 7 3~18 ; 

현정. 「 의 孔玉振 一人唱舞劇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재인용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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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작으로 년대 중반까지 십수 년간 자신의 장기인 곱사춤을 비롯한 1990

각종 병신춤을 서울 중앙 무대와 전국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예인으로서의 명, 

성을 쌓아 나갔다 년 월의 공간사랑 데뷔 무대를 통해 중앙 무대에 성. 1978 4

공적으로 입성한 그는 이 무렵부터 일인창무극인 심청전 을 여러 무대에서 < >

선보였다 모노드라마 겸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간 남짓의 심청전. 2 < > 

공연에서 공옥진은 혼자서 심봉사 뺑덕 어미 심청 등 다수의 등장인물을 모, , 

두 넘나들면서 탁월한 소리와 춤 재담 장애 모방 등의 재능 연기로 관객들을 , , -

휘어잡았다. 

이와 같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예술적 업적인 현대적 병신춤 은 일인창‘ ’

무극 심청전 의 심봉사 장면과 맹인 잔치 장면에서 뚜렷하게 체계화 형상화< > ·

되었다 특히 맹인 잔치에서 다양한 맹인들의 모습을 각양각색으로 생동감 있. 

게 묘사한 부분은 심청전 공연의 백미였다 여기서 공옥진은 누구도 따라 < > . 

할 수 없는 개성적인 연기와 춤의 내공 독보적인 표현력의 경지를 유감없이 , 

보여주었다.72)  

72) 공옥진의 초창기 공연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의 창작 가야금 창시자이 , 

자 문화예술발전유공자로 이름을 떨친 황병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통적 이. “‘ ’
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하더라도 어떻든 전래되어 오는 춤이 얼마

나 쉽게 대중적으로 오염되느냐는 것은 근년의 공 옥진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춤도 본지가 오래 되니 향수를 자아내고 희소가치도 생기게 . [...] 

마련이다 공 옥진이 전라남도 영광에서 상경하여 공간에서 처음으로 꼽사춤을 출 . 

때에 진정으로 반가웠던 것은 그 느릿하게 시작하는 살푸리춤이었다 은은하게 전. 

개되는 그의 춤사위에서 오랜만에 순수한 조선조의 미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많은 . 

관객은 그의 병신흉내에 열광하고 그는 일약 스타가 되어 그의 춤도 대중의 기호

에 맞게 통속화되고 만 것이다 오늘의 무용가가 새로운 한국무용을 창작하고자 할 . 

때에 그 창작 이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비전통적인 것이며 우리의 전통에는 ‘ ’ [...] 

본래 개인적인 창작이나 안무가의 개념은 없었다 황병기.” . 「전통무용의 현대적 수

용」. 『한국무용연구』 제 호 제 회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요약본 황병기 2 ( 2 ). 1983. 145. 

는 공옥진 춤의 현대성에 주목한 예술가 중 한 명이다 위의 글에서 그는 대중화되. 

어가는 공옥진의 공연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공옥진의 공연이 . 

무대의 관객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을 그가 간과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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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옥진 이전에도 심청전 은 전국의 크고 작은 무대에서 무수히 공연되었< >

다 그 공연들의 주제 겸 핵심적인 묘사 대상은 심청의 거룩한 효심과 권선징. 

악 등 전통적인 미덕이었다 판소리는 그 같은 전통적인 혹은 정형적인 주제. 

를 보다 극적으로 전달하는 예술적 표현 도구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공옥진. 

의 연행에서는 독보적인 장애 모방 연기로 인해 극의 중심이 효도나 가족‘ - ’ , 

애 권선징악 등과 같은 상식적인 요소에서 그때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 

맹인 잔치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그 과정에서 공옥진은 맹인들의 다양하고 . 

사실적인 동작과 슬프고도 익살스러운최근 유행하는 네티즌 용어로는 웃픈( ‘ ’) 

장면을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어느새 심청전 의 주. < >

인공인 심청보다는 시각 장애를 지닌 맹인들에게 감정이입과 몰입이 되면서, 

다함께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인간적인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공옥진은 매우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효녀 이야기에 짧게 등장하

는 맹인 잔치 부분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장애 모방 연기로 재구성하고 재탄생-

시켰다 그 결과 심청전 을 효녀 심청 중심의 프레임이 아닌 아버지 심봉사. < >

와 맹인들을 중심의 프레임으로 새롭게 바꿈으로써 장애 모방의 현대적 복원, -

이라는 독창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었다 시간 가까이 되는 일인창무극을 . 2

무리 없이 소화하였다는 것 못지않게 심청전 의 맹인 잔치 장면을 통해 전, < >

통 병신춤을 현대적으로 복원하였다는 사실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는 반. 

평생을 사회 계층적으로 매우 낮은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각설이패 등 , 

다양한 민초들이 겪는 고난의 삶을 몸소 체험하고 관찰한 그의 독특한 민중 

의식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든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옥진의 탁월한 장애 모방 연기와 스토리텔링 능력에 의해 재탄생된 심- <

청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공연된 흥보전 수궁가 등의 일인창무극 역시 > < >, < >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년 서울 호암아트홀 석 과 . 1991 (900 ) 1994

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석 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전통 공연에(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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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찾기 힘든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연이어 거두었다.73) 

사진 년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공옥진의 공연에 모인 인파< 6> 1993

출처 제도권 밖 예술의 운명 대 끊긴 저잣거리의 춤사위( : “ ... ”, 
한국일보 년 월 일, 2016 2 14 )

전통적인 고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각색한 일인창무극은 공옥진의 탄탄한 

춤과 노래 실력 능청스럽고 구성진 연기와 입담 스토리텔링 능력이 두루 발, , 

휘되는 한국형 모노 뮤지컬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옥진 자신만이 소화할 ‘ ’ . 

수 있는 장르이면서 그 독창성과 고유성의 측면에서 세계무대에 내놔도 손색, 

이 없을 개인 브랜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년대에는 국내에서 . 1980

쌓은 명성을 기반으로 일본 원정 공연을 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미. 

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적 공연예술종합센터인 링컨센터에서 단독 공연(1981

73) 하윤아 . 「낮은 자의 광대 천생 예인 공옥진, 」. 『인물과사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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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과 런던 국제연극제공연 년 등의 해외 공연을 하는 엄청난 성과도 거) (1985 ) 

두었다 이 같은 인기와 흥행에 대해 한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 

다. 

공옥진 그 이름만 내세우면 흥행은 보증수표였다 그래서 현찰을 보퉁이로 , . 

싸들고 찾아오는데 열에 아홉을 물리고 바지락 캐고 살았다 방 안에 못난 , . 

땅콩이 한 자루 가득했고 그 땅콩 이삭을 줍다가 부었다고 손을 내보였다, . 

몸에 공력도 넣을 겸 등산을 하는데 기실 목적은 난 캐는 것이었고 그[...] ( )蘭
것을 만원에 팔았다고 좋아 죽는 촌 할머니였다1 .

대학생들 초청이면 출연료도 묻지 않고 찾아가지만 흥행을 목적으로 하면 묵

묵부답이었다 년 전 흥행을 목적으로 찾은 것이어서 답이 쉽지 않았다. 10 . 

서울에 올라오기도 전에 표가 거의 매진되었다 석 규모의 극장이었[...] . 500

는데 명이 들어가고 여명이 돌아갔다 요즘 말로 대박 이 터진 것인, 800 500 . ‘ ’
데 기획자에게 부담된다며 호텔도 마다하고 헐한 단골 여관방에서 잤다 또 , . 

식사 때면 스태프들을 불러 모아 담가온 김치를 한 가닥씩 찢어 숟가락에 올

려주었다 극장 바깥에서는 암표를 팔지 않는다고 뺨을 맞는 사태가 속출했. 

고 안쪽에서는 가변 무대를 날마다 줄여 손님을 더 넣었다 장장 일 간, . 20 , 

날이면 날마다 무시무시한 나날이었다.74)

위의 사실적으로 묘사된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공옥진은 현찰을 보퉁이로 , “

싸들고 가도 열에 아홉은 거절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그가 흥행만을 목적으” . 

로 한 공연은 좀처럼 승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생들의 초청이. 

라면 출연료도 묻지 않고 단숨에 찾아가 신명 나는 춤판을 벌였다 뿐만 아니. 

라 악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록도에서 공연을 펼쳤고 비싼 입장료를 낼 , 

수 없는 빈민층이나 서민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도 펼쳤다, . 

또한 사진 에 실린 기사가 증명하듯이 공옥진은 예술을 통한 위로와 격< 7> , 

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꺼이 달려갔다 소박하고 진솔하면서도 민. 

74) 진옥섭 문화로 읽는 세 . “ 상 : 공옥진과 흥행의 전설 경향신문 년 월 일”. . 2006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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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친화적인 그의 공연 의식은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된 년대에 들어 더욱 1990

큰 사회적 주목과 호응을 받았다.75)

사진 년 월 일 중앙일보 기사 출처 중앙일보< 7> 1992 3 14 ( : )

이상으로 공옥진의 대표적인 업적인 일인창무극 심청전 을 중심으로 그< > , 

의 생애 후반부에 찾아온 마치 험난한 생애 전반부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 

화려한 예술 활동의 이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심청전 의 프레임에 . < >

대한 획기적인 변화 특히 맹인 잔치 장면에서의 탁월한 장애 모방 연기와 그, ‘ -

를 통한 전통 병신춤의 현대적 복원 이 심청전 의 성공 요인 중 하나임을 알 ’ < >

수 있었다.  

75) 그 외에도 공옥진은 광고 출연료 만원 전액 등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7,000

하기도 하였다 김희원 심청전 흥부전 울리고 웃기는 무대 공옥진 년만의 장기. . “ · / 16

공연 한국일보 년 월 일”. . 1996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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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공옥진이 새롭게 구현하고 재구성, 

한 장애 모방 구도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의 병신- . 

춤에서 구현된 장애 모방과 전통 병신춤에서 보편적으로 구현된 장애 모방은 - -

서로 다른 성격인지 만약 다른 성격이라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살펴볼 것, 

이다 아울러 공옥진 병신춤의 어떠한 차별성이 현대 관객들의 큰 호응과 강. 

력한 흡입력을 불러일으켰으며 공옥진이 구현한 장애 모방의 특성과 본질은 , -

무엇인지 고찰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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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병신춤 소통 가능성으로서의 장애 모방2. : -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인창무극은 판소리 희극 춤 등을 한데 엮은 독창, , 

적이고 독보적인 멀티 예술 장르이다 일인창무극의 창시자 겸 개척가라는 명. 

성답게 공옥진은 심청전 의 전체 연행 과정에서 진행과 사회는 물론 모든 < > , 

장면에 필요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간다‘ ’ .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잘 것도 없는 촌년이 또 모처럼 서울나들이를 와서. . 

웃음 나 전라도 말로 할랍니다 저 오늘 밤에 안 오신 양반들은 옥진이헌테 [ ] . 

쪼까 감정이 있는 것 갑소 오늘 저녁에 오신 어른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공. 

옥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청전이다 허면은 우리나 [...] 

라 국창님들 판소리로 이렇게 쭈욱 부르시는데 나는 그냥 심청전을 혼자 심

봉사 놨다 뺑덕이를 놨다 뱃사공을 놨다 그냥 지랄병을 허요 혼자 그러니, , , , . 

까 잘 보쇼.76)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은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첫째 마당인 앞마당에

서 서주 가 울려 퍼지면 무대 뒤편에서 흰 치마저고리에 흰 수건을 든 ( ) , 序奏

공옥진이 등장하여 관객들을 향해 큰절을 한 뒤 살풀이춤77)을 춘다 다음의 . 

사진 은 그 살풀이춤을 추는 공옥진의 연행 모습이다< 8> . 

76) 여기 심청이 있다 두레극장 개관기념공연 년 월 일 < >. . 1995 12 10 .

77) 살품이춤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로 교방의 기생들이 추었던 여성홀춤이었다 수 97 . 

건의 길이는 춤꾼에 따라 다르며 수건놀음은 기방예술로서 여인의 한풀이를 표현

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 https://www.nrich.go.kr; 한국민족문 

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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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년 월 서울 두레 개관기념공연에서 열린< 8> 1995 12 ‘ ’ 
공옥진의 일인창무극 중 살풀이춤의 한 장면을 화면 캡처하였다. 

출처 예술방송국( : , https://www.artskoreatv.com )

이어지는 본마당에서는 판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서 펼쳐지는 심청. <

전 의 판소리는 관객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전으로 전승된 판소리가 아니라> , 

공옥진 본인이 각색한 곡조이다 그리고.  뒷마당에서는 최근 자신에게 일어났

던 일들을 재담으로 엮어 풀어낸 후 혼자서 모방춤을 추거나 가요를 부른다. 

일반적으로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즉흥적인 춤을 추는 무대인 뒷마

당은 때때로 관객들이 직접 무대로 올라가거나 공옥진이 관객들을 만나러가는 

등 때와 장소 분위기 등에 맞춰 가변적으로 운영된다 공연의 맨 마지막에는 , . 

공옥진이 관객들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공연은 마무리된다. 

대체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공옥진의 모든 공연에서 빠짐없이 등, 

장하는 것은 바로 그의 표현력과 예술성을 세상에 널리 알린 병신춤 이다 대‘ ’ . 

표적으로는 심청전 의 맹인 잔치 장면과 흥보가 의 잔치 장면을 들 수 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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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장면에서 공옥진이 구현해내는 장애 모방 연기는 흥겨운 잔치 자리에 . -

시각 장애를 입힌 자신의 몸을 등장시켜 그 동작과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새로운 연출 방식이었다 양반들을 장애인으로 형상화하여 희화화하는 기존의 . 

전통적 병신춤과는 차별화된 이러한 방식은 현대 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반응

을 불러일으켰다 잔치 장면뿐만 아니라 전체 극의 초점을 장애인들에게 맞추. 

는 참신한 연출 방식은 관객들의 호응과 몰입을 유도하려는 현실적인 목표 하

에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년 월 일 서울 두레 개관기념공연에서 펼친 공연의 한 < 9> 1995 12 26 ‘ ’ 장면을 

화면 캡처하였다 공옥진은 한 어린이 관객을 무대 위로 직접 데리고 와서는 . 

돈을 건네주고 있다 출처. ( : MBC 아카이브)

대체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공옥진의 모든 공연에서 빠짐없이 등, 

장하는 것은 바로 그의 표현력과 예술성을 세상에 널리 알린 병신춤 이다 대‘ ’ . 

표적으로는 심청전 의 맹인 잔치 장면과 흥보가 의 잔치 장면을 들 수 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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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장면에서 공옥진이 구현해내는 장애 모방 연기는 흥겨운 잔치 자리에 . -

시각 장애를 입힌 자신의 몸을 등장시켜 그 동작과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새로운 연출 방식이었다 양반들을 장애인으로 형상화하여 희화화하는 기존의 . 

전통적 병신춤과는 차별화된 이러한 방식은 현대 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반응

을 불러일으켰다 잔치 장면뿐만 아니라 전체 극의 초점을 장애인들에게 맞추. 

는 참신한 연출 방식은 관객들의 호응과 몰입을 유도하려는 현실적인 목표 하

에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옥진은 자신의 병신춤이 단순한 우스갯짓 으로 인식되는 데 상당‘ ’

한 거부감을 지녔던 듯하다 이는 병신춤으로 관객을 울리지는 못할지언정 . “

웃기기만 한다는 것은 분명 자신의 춤이 예술로 익지 못한 탓”78)이라는 표현

이나 병신춤을 춘다고 중상모략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힘들었다“ ”79)와 같

은 공옥진의 언급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아가 병신춤도 내가 괜히 흉내 내려. “

고 췄겄어?”80)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공옥진이 하면 병신춤이라고 하는디  “

모르겄네 언젠가 바로 알려질 날이 오겄지[...] . ”81)라는 항변 섞인 언급을 미

루어보면 그가 병신춤을 고안한 것이 단순히 관객들을 웃기려는 목적만은 아, 

니라고 해석하는 편이 온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공옥진이 구현한 장애 모방 구도의 성격과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 병신춤의 핵심 구현 원리, 

인 장애 모방은 장애 양반에 대한 해학과 익살 희화화 등을 통해 지배계급인 - - , 

양반들을 풍자 비판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공옥진이 본, , . 

78) 문순태 . 『병신춤을 춥시다』 문학예술사. . 1982. 133.

79) 형민우 병신춤 대가 공옥진 여사 년째 뇌졸중 투병 연합뉴스 년 월  . “ , 11 ”. . 2009 10

일10 .

80) 김인정 여자 춤의 개념을 바꿔버린 혁명가 공옥진 전라도닷컴 년 월  . “ ”. . 2005 3 5

일.

81) 김은식 글 최승훈 사진 ( ), ( ). 「김은식의 한 속에서 캐 올리는 신명 일인창. , ‘藝人散策
무극 창안자 공옥진’ 」. 『우리교육(Nurimedia.co.ltd.)』. 200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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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활동한 당시 년대 는 이미 조선시대 양반계급에 의한 계급 차별(1980 )

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배 피지배 구조가 해체된 시기였다 즉 이 시기에 또 - . (

다른 지배 피지배 구조가 생겨났을지언정 양반 이라는 지배계급에 대한 풍- ,) ‘ ’

자 비판 무력화라는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제거되거나 소멸한 상태였다고 할 , , 

수 있다 또한 공옥진 생전의 언급에서 확인 하였듯이 그는 단순한 웃음 해. , 

학 익살 등을 위해 장애 모방을 구현한 것이 아니었다, - .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장애인 인권 2 , 

관념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격동과 수난을 함께하며 점진적으로 향상‘ ’

의 방향을 물색해왔다 이러한 장애 관련 사회적 인식 정책의 발전적 변화 과. , 

정은 장애인 가족으로서 당시대를 몸소 경험한 공옥진의 병신춤과 그것을 핵

심으로 하는 일인창무극 공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그래. 

서 가능했을 사실적이면서도 예술적 끼와 재기가 넘쳤던 공옥진의 장애 모방 , -

연기는 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인기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대다수 관중. 

의 호의적인 반응과는 반대로 제도권 예술인들에 의해 정통 국악 공연이 아, 

니라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는 거센 사회적 . 

비난과 항의를 받으면서 종종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82) 

이러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공옥진은 공연 때마다 자신의 병신춤에 대한 , 

변명 을 군데군데 삽입하면서 장애인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없‘ ’ , 

82) 그 결과 공옥진은 동물춤과 환자춤이라는 새로운 창작춤을 선보이게 된다 이에  . 

대한 공옥진의 설명이다. “동물들도 인간허고 같이 애환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 

면 동물들이라고 해서 그냥 동물들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산. 

중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동물들이 철조망에 갇혀 가지고 철조망에 갇혀서 울고, 

불고 헐 때 고향산천이 그리워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을 춤, , 

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마.” 얼씨구 얼씨구학당 주년 기념 특집 방송 일인TV. < 10 : 新
창무극의 명인 공옥진 선생과 함께 환자춤은 공옥진 자신이 뇌일혈로 입이 >. 2005; 

돌아가고 신체 절반이 마비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춤사위를 구성한 것이다. 1999

년 월 동승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옥진 일인창무극 으로 발표했다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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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 

분장도 없고 조명도 없이 천의 얼굴로 무대장치를 커버하는 그의 몸짓을 사

람들은 병신춤 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그‘ ’ . “ ”
는 눈을 부릅뜨고선 “내 가족이 장애인인데 어떻게 내가 병신춤을 춘다는 말

이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83) 

위의 대답에서 공옥진은 자신이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춤 은 장, ‘ ’

애의 타자화를 생산하는 전통적 병신춤과는 무관함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생. 

물학적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된 공옥진이 병신춤을 춘다는 것은 어떤 ‘ ’

의미를 지니는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란 우리 장애인 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 “ ( )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 라는 슬로건을 대표로 장애인 )” , 

인권 보장과 권익 옹호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슬로건에 근거하게 되. 

면 정상인 의 몸으로는 장애를 재현할 수 없으며 더구나 장애를 공연 소재, ‘ ’ , 

로 삼아 재현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옥진의 연행은 장애의 타자화를 생산하는 여타의 공연과는 다르다. 

장애인 가족이기도 했던 공옥진은 장애 로 새겨진 고통과 그 고충을 전하고‘ ’

자 했던 당사자 이기 때문이다‘ ’ .84) 다음과 같은 심청전 의 한 장면은 공옥진 < >

83) 이광형 병마와 싸우며 년째 칩거 일인창무극 명인 공옥진 전격 인터뷰 국민 . “ 11 : ”. 
일보 년 월 일. 2009 12 1 .

84) 장애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억압을 알리는 목소리가 장애인 당사자의 전유물이라 

면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겪는 불합리성을 목격하고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 

문에 이를 묵인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 

논쟁과 담론은 여전히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가령 한국장애학회와 전국장애인차. 

별철폐연대를 포함한 곳의 단체가 연합하여 개최한 한국장애학회 춘계 학술4 ‘ 2017 

대회 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학회에 참석한 성신여자대학교 ’ .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장애인당사자주의가 갖는 한계점을 지목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사자주의를 말하는 순간 장애에 매몰되고 편협하게 된다.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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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애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준다.85)

사진 년 월 일 예술의전당 한국정원에서 < 10> 1993 8 29

심청을 연기하는 공옥진의 모습을 화면 캡처하였다. 

출처 올댓티비( : , allthat-tv)

주의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피) 

해간다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야 한다 반면 전국. .” 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 
실장은 "장애인운동에서 장애 빼면 뭐가 남는 지 모르겠다 정체성 없는 운동은 있. 

을 수 가 없다 며 장애운동의 목적이라는 장애해방과 인간존엄성은 모호하다” " . [...] 

정체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 며 위의 주장에 ”
반박했다 그러나 장애 당사자에게만 집중되어왔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 . , 

연구들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FQoL: Family Quality of Life Scale 의 측정 )

결과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선 당사자주의 라는 개념부터 확장할 필‘ ’
요가 있다 인용문은 년 월 일 에이블뉴스에 실린 이슬기 기자의 장애인. ( 2017 5 19 “
운동 속 당사자주의 온도차 팽팽 기사에서 발췌하였다‘ ’ ” .) 

85) 이때 재현 이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말한 외적 ‘ ’ ‘
인 대상을 모방하는 것의 한계 를 포함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차미례 역’ . ( . . 『예술

과 환영 .』 열화당 특정 대상을 재현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의 경험 을  . 1989. 332.) ‘ ’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험이 주는 기억과 지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이므로 재현. ‘ ’ , 

물은 절대적 재현을 해낸다기보다 하나의 시각적 도식‘ ’ “ ”(visual schemata; 
Susan Leigh Foster. Reading Danc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으로 제시될 뿐이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본고 면을 참조할 수 있다246.) . ( 8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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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가리고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심청이 넘어진다[ .] 

심청 독백( ): 아버지 잠시 동안 내 눈을 가려 봤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가려! . 

도 너무나 천지가 캄캄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입니다 아버지는 어이하여 두 . 

눈을 못 보시면서 엄마 잃은 나를 엄마 잃은 나를 키워주느라 고생하셨습니, 

다. 

심청 판소리( ): 세상천지 사람들은 두 눈알을 뜨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어이하

여 두 눈을 못 보시며 한평생을 살으셨소.86)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심청이는 시각 장애인 아버지가 겪어 

왔을 불편한 상황들을 불현듯 떠올리게 된다 이는 아버지가 가진 장애와 유. 

사한 경험을 일시적으로나마 하게 된 결과이다 주지하듯이 그 결과는 효 를 . , ‘ ’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물론 위의 대사 장면이 장애를 연민과 동정 혹은 . 

자선적 시혜의 대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장애와 비장애의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심청이는 어디까지나 장애인 가족으로서 .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환경적 한계에 공감하고 그 참담한 심경을 술

회하였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심청이의 독백이 끝나고 공옥진은 심봉사로 역할을 전환하여 본격적인 장

애 모방을 펼친다 시각 장애인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하- . 

고 이어서 더듬더듬하면서 위태롭게 심청이를 찾아 나서는 맹인 심봉사를 실, 

감나게 연기한다 여기서도 공옥진의 병신춤과 전통적 병신춤의 차이가 분명. 

하게 드러난다 만약 조선시대와 같은 풍자와 해학을 겨냥한 춤이었다면 이 . , 

장면에서 맹인에 대한 모방은 매우 어수룩하고 우스꽝스럽게 구현됨으로써 관

객들의 큰 웃음을 유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옥진 공연의 이 대목에서는 관. 

객들의 웃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병신춤에서는 심. 

86) 여기 심청이 있다 두레극장 개관기념공연 년 월 일 < >. . 199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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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아버지의 시각 장애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고 상호 교감 공감 장면을 ·

하는 장면이나 심봉사의 장애 묘사가 도드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앞의 장면들. 

은 온전하게 공옥진의 창작이자 각색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사진 년 월 일 예술의전당 한국공원에서 심봉사를 연기하는 공옥진과 < 11> 1993 8 29

이를 보면서도 웃지 않는 관객들의 장면을 화면 캡처하였다.

출처 올댓티비( : , allthat-tv)

공옥진이 위의 심청과 심봉사의 장면을 삽입한 것은 장애의 몸과 몸소 소‘ ’ 

통하고 교감하려 한다는 점을 모든 관객에게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즉 그러한 공감과 교감의 의미를 통해 장애를 주제로 관객들과 소. 

통의 장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실제로 장애 모방 연기뿐만 아니라. - , 

공옥진은 생전의 공연에서 중간중간 스토리 진행을 멈추고 느닷없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거나 관객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연출을 자주 시도

하였다 다음은 뺑덕이가 술에 취해 신세한탄을 하는 장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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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덕이: 아이고오 웃지 마 씨봉할 년아... . ... . 

갑자기 객석을 바라본다[ .] 

전라도 욕이여 씨봉할. . 

혼자 살재 서방이라고 하나 얻어 논 것이 밤일도 안 해주고. . 

관객석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리자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며[ ]

워매 웃은 양반 뭣을 아는 갑네, .

뺑덕이인지 연행자의 말인지 분간할 수 없는 대사 를 계속해서 내뱉는다[ ‘ ’ .]

아이고오.

갑자기 정색한다[ .] 

웃지 마. 

한탄 섞인 말투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 

이러다 저러다 옥진이가 죽어버리면 옥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물 한 방

울이라도 흘려주실까.87)

공옥진이 내뱉는 욕은 자연스럽게 극중 역할인 뺑덕이를 묘사하는 대사이

자 연행자가 내뱉는 말의 일부가 되어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애초에는 . 

뺑덕이의 신세한탄이었으나 어느덧 공옥진은 관객을 보며 자신의 신세한탄을 ,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가 병신춤으로 . , 

사람들을 웃기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일인창무극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확인된다 웃음은 오히려 뺑덕이와 공옥진 자신을 오가면서 발설되는 대사 . , 

중에 터진다 즉 웃음은 단순한 동작 위주의 익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 

과 어긋나는 탈문맥적인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 . 

위에서 언급한 뺑덕이의 경우 돌연 내던져진 씨봉할 이라는 파격적인 단, ‘ ’

어로 관객들의 주목을 끄는 데 이어서 죽음 을 환기하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 ‘ ’

형성되는 숙연한 분위기는 관객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행자 관객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이 한 공간 속에서 , 

87) 여기 심청이 있다 두레극장 개관기념공연 년 월 일 < >. . 1995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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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엉켜버리고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쉽게 분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 

진다 앞에서처럼 극중 인물을 연기하던 연행자 공옥진은 자신의 이름을 대사. , 

에 갑자기 끼워넣는가 하면 판소리와 이야기꾼의 역할을 쉴 틈 없이 오간다, . 

이로 인해 구전이나 판소리 속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연행자의 이야기인지 구

분하기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옥진의 판소리에 있어 언어의 운용은 현행 판소리의 화술과 많은 변별성을 

띈다 첫째 판소리 사설의 난해함과 부정확함 때문에 심한 전라도 방언이 교. , 

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옥진은 오히려 전라도 방언을 그대로 옮겨 한층 재

미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언을 그대로 써서 거친 욕의 비속성을 희. [...] 

석시킨다 또 판소리 아니리상의 일정한 운율이나 판소리조를 지켜가면서도 . 

그 말들을 최대한 살아있는 말 즉 일상적인 말로 구연한다는 점이다 기존 , . 

판소리 사설의 내용을 문어체 그대로 쓰지 않고 구어체로 변개하는 것은 관

객에게 이야기를 보다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들려주는 현장성을 강화시킨

다.88)

공옥진이 자신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요소는 극적인 기능

과 담화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엮어진 공옥진식 재담은 판. 

소리나 극의 내용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한다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매 공연마다 다른 식으로 특화시키면서 재구성된다 공옥진의 이. 

러한 맞춤형 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웃음으로 인해 관객들은 무대 위의 등‘ ’ 

장인물들과 더욱 강력한 교감을 형성하게 된다.89) 

88) 김현정 . 「 의 孔玉振 一人唱舞劇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85.

89) 이의 효과와 관련해서 무용평론가 존 마틴의 말을 빌리자면 현대무용의 주된 목, “
적은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동반하는 경험의 소통에 있다” 
(John Martin.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eds.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22)고 할 

수 있다. 즉  현대무용은 전통적으로 답습 되는 고정적인 동작표현의 한계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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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공옥진의 장애 모방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연출되는 -

동시에 장애를 주제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옥진은 그 특유의 표현 기법과 흐름을 통해 궁극적으로. 

는 그에 대한 비판자들이 공격하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희화화가 아니라 장( ) , 

애를 통해 일종의 연대의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뇌졸중 후유증으로 입이 돌아가고 < 12> 

부분 마비가 온 공옥진이 몸을 가누기 위해 부축을 받는 모습을 화면 캡처하였다.

출처( : KBS, <KBS 스페셜 나의 슬픔을 누가 놀아주랴 년 월 일 방영 : >, 2009 11 1 )

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자유로운 표현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안무가, 

는 신체 움직임의 다양한 원리를 이용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가

능해졌다. 이러한  현대무용의 관점에서 보면 공옥진은 한국 근대의 암울한 사회적 , 

배경으로 인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던 전통적 춤사위 혹은 판소리를 자신만의 방

식으로 보존하고자 일인창무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으로도 설명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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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이와 같은 추론을 하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존재

한다 바로 공옥진 자신도 고난의 생애 동안 간헐적으로 장애를 겪었다는 사. 

실이다 공옥진은 오랜 기간 담석증을 앓았고 두 번의 수술 후 투병 중인 불. , 

편한 몸을 이끌고 무대 위에 섰다 또한 뇌졸중으로 안면 신경이 마비되어 구. 

음장애를 겪으면서도 관객과 무대를 그리워한 나머지 작고 직전까지도 자신, 

의 고통을 장애 모방 연기에 생생하게 녹여내고자 분투하였다- . 

이러한 분투는 연이은 수술에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자신의 신체가 자유롭

지 못한 와중에도 공연을 감행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때 공옥진의 연행 모. 

습에는 장애 비장애라는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점철되지 않는 또 하나의 신체-

가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옥진에게 장애 대 비장애 의 대립적인 시각이. ‘ ’

나 장애 당사자주의의 잣대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옥진은 병신춤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대가 라는 지속적인 찬사를 받‘ ’

으면서도 자신의 병신춤이 전통적인 병신춤과 동일시되는 것을 평생 완강하, 

게 거부하였다. 

병신춤이라 부르지들 말어 다시는 병신춤이라고 하지들 말어... .90)

위와 같은 언급은 공옥진의 속내를 대변한다. 공옥진이 강력하게 거부한  

것은 병신춤 자체가 아니라 병신춤 희화화 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이었던 것으, ‘ = ’

로 보인다 즉 그의 실제 공연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장애를 희화. , 

화한다거나 웃음거리로 구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점을 전면적으로 전복

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류적 관점에서 점점 더 배제되어가는 장애를 주제로 ‘ ’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90) 이광형 병마와 싸우며 년째 칩거 일인창무극 명인 공옥진 전격 인터뷰 국민 . “ 11 : ”. 
일보 년 월 일. 2009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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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론들은 공옥진의 장애 모방이 전통 병신춤에서 나타난 장애 모방- -

의 핵심 구현 원리에 근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또한 공옥진의 장. 

애 모방을 희화화된 장애 모방의 부정과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 또는 장애인- - , 

의 불편함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처럼 공옥진의 장애. -

모방은 전통 병신춤의 웃음 유발용 혹은 타자화된 동작들을 무비판적으로 답

습하거나 단순하게 모방한 결과물이 아니다 반대로 장애에 대한 끊임없는 관. 

심과 연구를 거쳐 그만의 독창적인 안무와 참신한 발상이 새롭게 구현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차별성이야말로 공옥진의 병신춤 또는 일인창무극의 예. 

술적 공헌이자 문화적 가치라 할 수 있다. 

눈이 안 보이는데 가서 요러구 앉었어요 요러쿠 않았는데 거 아무개씨 계. , ‘
시오 동네 사람이 와서 누가 부르는디 거 누구여 소리 나는 쪽으로 고?’ , ‘ ?’ [
개를 돌린다 아 눈도 못 본 양반이 머리가 뭣을 볼라고 돌아봐 거 아무개.] , . ‘
씨 계시오 그라믄 아니 게 뉘기여 상체를 소리 나는 쪽으로 돌리면서 이 ’ ‘ ?’ [ ] 

귀가 요 귀가 따라가는 동시에 이 어깻죽지로 거 뉘기여 음성을 듣고서 그 ‘ ?’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귀가 가서 동요를 허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눈이 . 

왜 돌아가느냐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을 최대한 뒤로 꺾고 턱, [...] . [

을 당겨 앞으로 내민다 이거를 굽혀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꺾어서 그래 하믄 ] , 

그 표정이 딱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오므린다 그리고 턱을 쭉 내민 채[ . , 

마치 뒷덜미가 어깻죽지 방향으로 접힌 듯한 모습을 하고서 목을 좌우로 움

직인다 이런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쓱 연구허고 나면 이 목덜미.] , 

가 무지하게 아프고.91)

 위의 인터뷰는 눈이 아닌 귀의 감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소

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귀를 가까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다 이는 장애 모방이 장애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이에 기반한 상식 을 요구. - ‘ ’

91) MBC 우리 시대의 명인 일인창무극의 명인 공옥진 년 월 일. < : , >. 1991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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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재현해내기 힘들다는 사실까, 

지도 함축한다 따라서 사실성을 추구하는 공옥진의 장애 모방은 구체적인 동. -

시에 장애인의 관점을 섬세하게 반영하여 장애를 가진 신체를 연행한다는 점, 

에서 장애인 중심 적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척추장애인의 묘사에서도 공‘ ’ . 

옥진은 누구보다도 그 장애와 가까이에서 지내왔던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기 

위해 힘쓰고 있음이 확인된다.92) 이렇듯 공옥진의 병신춤은 사회적 통제 속에 

서 배척되고 비장애인들에 의해 구축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의 목격

담을 자신의 신체에 담아 폭로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그래서인지 공옥진은 소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몸으

로 모든 난해한 장애 동작들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 . 

든 등장인물이 공옥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현전한다는 점 즉 연출행위 의 , ‘ ’

단출함 외에 조명 역시 지극히 단조롭다 일례로 년 월 일앙코르. 1995 12 9-10 ( : 

년 월 일 두레극장에서 열린 공옥진의 창무극 심청전 에서는 심지1996 1 5-21 ) < >

어 아무런 장치도 분장도 조명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93) 

무대 공연에서 공옥진이 착용한 의상과 소품은 지극히 단출한 흰 치마저고

리와 흰 수건 정도이다 사진 참조 장식성을 제거한 단출한 의상과 소품(< 13> ). 

은 그의 장애 동작을 한층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복장의 구성이나 . 

92) 병신춤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남자 동상이 하나 있었는디 키 . " , 

가 크고 아주 장사였소 기운이 세서 아무도 함부로 못혔어 그런디 갸가 말을 못. . 

혔지 갸가 광주에서 극장 간판을 그렸는디 광주 시내 깡패들이 이놈이 말을 안 . , 

듣고 지들 맘대로 안 되니까 몰래 꾀어다가 덮쳐 가지고 나무 상자에 집어넣고 못

질을 해 버렸소 그 못이 뒤통수에 박혀 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어 부렀제 말은 못 . . 

혀도 신명이 많아서 워 뭐 하면서 춤을 그래 잘 췄는디 그런디다가 그놈한테 ' , ' ... 

딸애가 하나 있었는디 애들이 요것이 이쁘다고 업어 댕기다가 뒤로 잘못 제껴 등, 

뼈를 다치게 하는 바람에 곱사가 돼 버렸제 아이고 불쌍혀서 어쩌까나 김은식. , .” .  

「김은식의 한 속에서 캐 올리는 신명 인창무극 창안자 공옥진. , '1 ' 藝人散策 」. 『우
리교육』. 2005. 82. 

93) 진옥섭 . 『노름마치』 문학동네. . 2013. 267.



- 81 -

소품의 추가적인 활용 등을 통해 장애인임을 드러내는 전통적 병신춤에서의 

복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공옥진은 외면적인 꾸밈으로 관객의 눈길을 끌. 

기보다 사실적 재현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일어나는 고통과 현상을 , 

토대로 장애를 연구하고 고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병신춤 을 아시나요< 13> “‘ ’ ?” 
기사에 실린 병신춤을 추던 생전 공옥진의 모습 

출처 한국일보 년 월 일( : , 2016 2 20 )

이와 관련하여 신체와 감각론으로 잘 알려진 현대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를 소유하는 일반적 . “

수단 으로서 최초의 동작들을 연출하다가 이들의 고유한 의미로부터 비유적 ” “

의미로 이행하면서 그 동작들을 통해 신체는 의미의 핵을 드러낸다.”94)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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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신체는 우리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옥진의 장애 동작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옥진이 구현하. . 

는 장애 동작 하나하나는 고유한 의미 에 감싸진 비유적 의미 와도 같으며 ‘ ’ ‘ ’

그 의미의 핵 속에는 창조적 예술가로서 공옥진이 가졌던 고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래 기사는 공옥진의 장애 묘사를 언급한 내용이다. .  

공옥진은 평소 자신의 춤은 장애인들에게 희화가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사실 . 

공옥진의 병신춤은 곱추춤인데 단지 척추장애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뇌성마, 

비를 표현한 것 같다 다리도 휘청거리고 팔도 뒤틀리고 경직된다 한 장애 . . 

유형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장애인의 관념적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95)

위의 기사에 나오는 뇌성마비‘ (cerebral palsy 와 관련하여 뇌성마비연합)’

(United Cerebral Palsy 국립 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에서는 뇌성마비는 자세의 조절에 ) , “

영향을 끼치는 병태의 집합을 뜻한다 지능 장애 습득 장애 발작 시각. [...] , , , , 

청각 언어 문제 등을 포함한다 고 정의한다, ” .96) 즉 뇌성마비는 직관적으로 ‘ ’ 

진단 내릴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뇌성마비의 운동장애는 간질발작 및 감각. “ , 

지각 인지기능 의사소통과 행동의 장애, , ”97) 전부를 동반하는 질환이면서 이 , 

94) 메를로 퐁티 류의근 역 . .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 2002. 233. 

95) 서인환 장애 비하 화신인가 전통 계승한 예술인가 에이블뉴스 . “ , ”. (www.ablenew
s.co.kr) 년 월 일. 2018 10 25 . 

96) 「뇌성마비」. https://www.christopherreeve.org/. 마지막 참고일자 년 월 ( : 2019 7

일1 )

97) Bax M, Goldstein M, Rosenbaum P, Leviton A, Paneth N, Dan B, Jacobsson 
B, Damiano D. “Proposed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cerebral palsy”. 
Dev. Med Child Neurol. 박재영 47. 2005. 571-6; . 「혼합모형을 이용한 뇌성마비 

환자의 고관절 불안정성 진행 예측 . 」 서울대학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재. 2014. 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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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근골격계 문제에서 발생하는 운동장애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 

옥진이 뇌성마비 증상에 대한 이 같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지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장애와 장애인의 배제된 역사 를 고발하려는 윤리적 태도를 . ‘ ’

바탕으로 자신의 경추를 짓눌러가며 고통스런 장애 동작을 펼치면서까지 최‘ ’ ‘

대한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장애의 형상을 연출하고자 한 공옥진의 노력은 부’ 

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공옥진은 인위적인 복장이나 소품을 배제한 채 사실적이고 정, 

확한 장애 동작과 장애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는 데서 그가 오직 몸 자체만‘ ’ 

을 집요하게 활용한 춤꾼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장애 당사자주의의 거센 ‘ ’ . 

비판 속에서도 공옥진은 계속해서 장애 모방을 감행한 것에 이어 다양한 생명-

체들의 모습까지도 표현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진 년 월 일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한 수긍가 신작발표회 중 < 14> 1983 9 27 < > 

퓨마춤 을 추는 공옥진의 영상 속 모습‘ ’ 98) 출처( : MBC 아카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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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조제 와 관련하여 프랑스 철학자 장 뤽 낭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 ’ -

바 있다 창조란 질료 자체 있다 라는 바로 그 사실가 본질적으로 스. “‘ ’ [...] (‘ ’ )

스로를 변형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창조는 어떤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양. . ‘

태들 의 확장과 팽창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있다 라는 사실의 노출이다’ . ‘ ’ .”99) 

낭시에 따르면 변형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나타나게 만든다 있다 라는 사, ‘ ’ . ‘ ’

실 즉 존재의 드러남 은 변형을 필수 조건으로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 ‘ ’ ‘ ’ . 

옥진에게 변형을 일으키는 질료란 바로 자신의 몸이었다 그 몸은 변형이 일. 

어난 장소이자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료로 사용되었다 장애와 비장애를 오가. 

는 공옥진의 몸을 두고 비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변형이라는 반발도 가능하

다 그러나 이는 주류적 인 관점에 불과하다 사회의 모든 물리적 시설이나 . ‘ ’ . 

시스템이 주류인 비장애인의 편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그 주류적 환. 

경이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장애인에게는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하다 즉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편의상 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  

또한 완전히 절대적으로 똑같은 장애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면 장애란 물리적 환경에 의해 조성된 다름 일 뿐이다 이처럼 순수한 몸의 , ‘ ’ . ‘

차이 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옥진은 자신의 신체를 질료로 활용하고 변형하여 ’

다름 을 재현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몸의 세계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자 ‘ ’ , 

98) 퓨마춤 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덧붙여진다 퓨마가 인생도 나이를 먹으면은  ‘ ’ . “ , 

슬픈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병이 올 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죽을 . . 

때가지 어떻게 사람 구실을 어떻게 허고 가는가가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것들. 

은 그 안에서 이 세계가 이 좁은 세계가 우리 세계라 하고 뛰고 노는디 김현정, .” . 

「 의 孔玉振 一人唱舞劇 硏究」 공옥진이 육성으로 설명한 부분을 재인용하였. 116. (

다 이외에도 공옥진은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나타내었다 수긍가 에 등장하는 동.) . < >

물로는 제비 장수제비 도미 맬치 멸치 별주부 자라 자라 가족들 암자라 별주부 , , , ( ), , ( , 

마누라 자라 아이들 토끼 호랑이 여시 여우 쉬파리 독수리 등이 있다, ), , , ( ), , .

99) 장 뤽 낭시 김예령 역 - . . 『코르푸스』 문학과지성사. . 201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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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100)

이와 같이 공옥진은 인공적인 복장이나 소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신

의 몸을 최대한 살려 창작과 표현의 질료로 쏟아 부었다 매회 공연에서 서로 . 

다른 장애를 지닌 다수 등장인물의 개별적 특성을 다채롭게 묘사하는 데 심혈

을 기울였다 특히 비장애인들의 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해 보이. , 

는 장애의 세부 양상과 미세한 차이를 보다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드러내고 표

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례로 심청전 에 등장하는 봉사 만 하더라도. < > ‘ ’  심봉사

를 제외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흉내를 내는. ( ) 

유봉사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 , 

수줍음이 많은 아기봉사 곱사 인 동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곱사봉사 등등, ‘ ’ . 

이와 같이 공옥진은 맹인 잔치에 참가한 맹인 의 모습을 일반화 하기보다는‘ ’ ‘ ’ , 

반대로 조금이라도 같거나 중복되는 부분 없이 모두 개성적으로 묘사하고 있

다. 

서로 다른 유형과 양상의 장애인 중심 적인 장애 모방 구도는 등장인물들‘ ’ -

의 외면적인 동작에서 내면의 자아와 개성을 동시에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장애는 숨겨야 할 개인적인 불행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100) 공옥진이 만들어낸 세계를 통해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장애미학의 선구자인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 가 ; 1953-2015) Disability Aesthetics 에서 밝힌 (2010)

장애미학의 혁신성과 일치한다 인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적 욕망은 예술적 표. “
현에 있어 장애가 육체적 정신적 , 다양성의 유형으로서 최대의 잠재력을 지녔음을 

주장하면서 미의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장애 형상은 이제 수용소 병동부 병원에. , , 

서 퇴원하기 시작해 미술관 전시관 광장에 그 거주지를 마련할 것이다 장애란 , , , .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 자체로 미적 가치인 것이다, (The aesthetic desire to 
transform the human revolutionizes beauty by claiming disability as the 
form of physical and mental diversity with the greatest potential for 
artistic representation. The figure of disability checks out of the asylum, 
the sick house, and the hospital to take up residence in the art gallery, 
the museum, and the public square. Disability is now and will be in the 
future an aesthetic value in itself.).”(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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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한 사람의 특성 일부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요소로 표현되기 때문이

다 사실 그 사람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특성과. 

도 구별되도록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렇게 장애를 한 사람의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로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

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통 병신춤에 빈번히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편, 

견이나 차별적 시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진다. 

병신춤뿐만 아니라 공옥진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

한 환자춤을 구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뇌졸증의 후유증으로 반신마비에 걸린 . 

자신의 한쪽 손을 풀어주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다 몹시 괴로운 듯 전신을 . 

뒤틀면서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굽혔다 펴면서 고통스러운 , 

듯한 표정으로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각 장애인의 개성과 특징을 강조하는 생생하고 입체적인 묘사 

방식은 공옥진의 병신춤이 장애인 중심 적인 장애 모방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을 입증해준다 오로지 혼자서 상이한 생명체들의 동작을 연출하는 공옥진 일. 

인창무극의 특징은 민중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해학성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해 전통적 병신춤이 해학 을 빌어 다양한 몸들을 무개성. ‘ ’

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공옥진은 하나의 몸으로 여러 몸의 형상을 입체적이, 

고 개성적으로 구현해낸다.

아울러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옥진은 관객들을 웃기기 위해 병신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하였으며 병신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조차 강력, 

하게 거부하였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일인창무극이나 병신. 

춤 공연에서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연출된 

장애 동작의 해학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옥진의 공연에서는 희화화된 장애. ‘ ’

로부터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며 희화화된 장애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소소하고 순박한 익살과 유머의 연출 관객들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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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진솔하고 친밀한 대화채 등은 관객들의 웃음과 공감을 불러일으 

킨다 심청전 에서 큰 웃음이 들리는 장면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맹인 잔. < >

치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은 비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 

인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 빈번하게 벌어질 법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장. 

면 연출은 시각 장애를 비하하기보다는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되는 집단 간의 

격차를 좁히면서 유사성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달봉사가 한복판에 가서 앉았재이. 

이어서 판소리로[ ,] 

꼽사봉사 들어간다.

공옥진은 입고 있는 한복의 매무새를 바꾸고 무대 좌측에서 꼽사봉사 연[ , ‘ ’ 
기를 하며 들어온다 이때 무대를 반 바퀴 돌면서 관객들에게 손을 흔든다. . 

관객들은 나지막한 박수로 응답한다 그러다 꼽사봉사가 쿵하고 앞으로 나뒹. 

굴며 넘어진다.] 

아이고 죽갔네. 

들어가다가 당달봉사 상투를 걷어차는 바람에 당달봉사가 어찌 되었겄소? 

대갈빡이 깨져부렀지.

당달봉사: 아이고 나 죽겄다 이 쉐끼야 . 

관객에서 웃음이 터진다[ ]

야이 쉐끼야 눈꾸멍 쪼깨 뜨고 댕겨라 이 쉐끼야.

꼽사봉사: 야 인마 눈꾸멍이 있는 놈이 누가 맹인잔치에 온다고 허디 이 쉐 

끼야

당달봉사: 아따 그말은 맞다이 , .

[...]

당달봉사허고 꼽사봉사하고 싸움이 붙어부렀어요.

좌측 관객석을 바라보며[ ]

이쪽은 당달봉사 응원 좀 해주세요잉.

공옥진은 억수 같이 쏟아지는 얼굴의 땀을 손으로 쓸어 닦으며 연행을 이어[

간다 우측 관객석을 바라보며. ,]  

요쪽은 꼽사봉사 응원 좀 해주시고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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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겄지라 큰일 나부렀소 싸움이 붙어버렸응께? . .101)

꼽사봉사 가 관객을 향해 몸을 돌린 상태에서 등장하다가 앞에 당달봉사가 ‘ ’

앉아 있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걸려 넘어진다 그 바람에 다친 당달봉. 

사가 내뱉는 예상과 어긋나는 반응에서 관객들은 한바탕 웃게 된다 위의 장, . 

면은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에서만 등장하는데 이때 장애인의 모습 은 비장애, ‘ ’

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다 엄밀히 말해 위의 장. , 

면에서 봉사 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당달과 꼽사 는 잔치에 참여했다가 서로 ‘ ’ ‘ ’ ‘ ’

걸려 넘어지면서 옥신각신 다투는 개인들로 그려지게 된다 이처럼 당달봉사. ‘ ’

와 꼽사봉사 의 개성을 드러내고 이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함으로써 장애는 ‘ ’

단지 하나의 고유명사적 기능을 할 뿐이다.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병신춤의 근간을 이루는 장애의 희화화3 , 

를 통한 해학과 풍자 지배 피지배 구조의 전복을 통한 민중 해방과 갈등 해, -

소 등은 분명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장. ‘

애의 타자화 라 지칭한 장애에 대한 또 다른 편견과 배타적 태도라는 부작용’ , 

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옥진이 일인창무극이라는 양식으로 새. 

롭게 개척한 현대적 병신춤은 한마디로 장애를 타자화하는 전통적 병신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공옥진은 새로운 양식을 통해 장애를 편견이나 차별 없이 마주하는 연대의

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신춤은 전통 병신춤. 

에 내재된 양반 풍자와 비판이 불러오는 해학성 과 통쾌한 웃음 에 가려진 ‘ ’ ‘ ’

채 혹은 장애를 희화화했다는 선입견이나 비난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제대로 , 

조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가 창안하고 개척한 현대적 병신춤의 의미와 사. 

회적 가치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01) 여기 심청이 있다 두레극장 개관기념공연 년 월 일 < >. . 1995 . 12 10 .



- 89 -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 해체하기3. 

앞의 절에서는 공옥진이 개척하고 재구성한 현대적 병신춤의 특징과 의미2

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공옥진 병신춤의 장애 모방 구도를 전통. -

적 병신춤의 장애 모방 구도가 지닌 한계인 장애의 타자화를 극복하고 장애- , 

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연대의식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하였다 장애인. 

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또는 병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허물

고자 한 공옥진의 노력은 무대 위 장애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

난다 다음은 심청전 의 백미인 맹인 잔치에서 당달봉사 와 꼽사봉사 가 대. < > ‘ ’ ‘ ’

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당달봉사: 너나 나나 눈 못보고 모든 것이 안 보인다고 한탄하고만 있지는 

말자 정말로 가슴의 병신은 따로 있어 이 새끼야 차라리 눈을 못본. . 

다든지 팔다리가 없다든지 남한테 인정받은 장애라도 되냐 새끼야, , . 

가슴의 병신은 이 새끼야 죽을 때까지 못 낫고 이 새끼야 죽어 우, . . 

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새끼야 야 앞으로 이 새끼야 좋은 일 하. , 

는 양반들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 새끼야 우리가 만나자 이 새끼

야.102)

당달봉사의 말에서 주목할 것은 가슴의 병신 이라는 표현이다 이를 공옥‘ ’ . 

진은 내면의 병 또는 심리적이고 정신적 장애를 인정받지 못한 장애라 표현하

고 있다 가슴의 병신 이라는 표현을 빌려 제대로 인식되지도 못해 보호대상. ‘ ’ ‘ ’ 

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이때 병신 은 . ‘ ’

경멸이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102) 여기 심청이 있다 두레극장 개관기념공연 년 월 일 < >. . 1995 .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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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어서 모든 것이 안 보인다고 한탄하고만 있지는 말자 면서 삶의 . ‘ ’

의욕과 고난 해결의 의지를 촉구한다 공옥진은 이 인상적인 대목을 통해‘ ’ . , 

일제강점기에 주입된 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해온 장애‘

부정 혹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도덕적 장애 라는 가치 차별적 인식= ( )’, ‘ = · ’不淨

과 편견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또한 가슴의 병신 을 언급하면서 비장애. ‘ ’

자들이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장애를 인간조건의 하나로 바라보

도록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공옥진은 말년에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 등으로 . 

년 이상 투병하면서도 무대를 향한 꿈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음을 누차 언급10

한 바 있다. 

사진 공옥진은 년 무대를 끝으로 년에 별세하였다 캡처된 위의 장면은 < 15> 2010 2012 . 

공옥진이 관객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와 메시지를 담은 재방송본이다.

출처( : MBC 뉴스투데이 년 월 일 방영, 2019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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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장애인이 의지나 정신 무장만으로 비장애인 중심, 

으로 구축된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장애. 

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차치하더라도 제도적이고 법령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들이 큰 어려움 없이 취업하거나 비장애인과 거의 동등한 삶의 질을 향유하는 

총체적 복지(whole-welfare 는 불가능에 가깝다 표면상으로는 ) . 「장애인복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전국 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58 1 3 651 ‘ ’

면서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 2018

년을 기준으로 전체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인 억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021

명 의 임금과 훈련수당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18,205 ) .103)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복지가 아닌 가시적인 생산적 가치

에만 집중한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삶의 질은 그만큼 희생되는 악순환, 

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미비한 현실 장애인을 위. · , 

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층적인 공감을 이끄는 총체적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

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향후 지대한 관심과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이러한 한계는 가상의 세계 예컨대 공옥진이 구현하고자 

했던 공연 속 축제의 장을 통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해결 방안을 모, 

색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공옥진이 일인창무극으로 연행했던 장애인의 . 

역할놀이는 장애인 초청 공연과 같은 다양한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비

교적 용이하게 각색하고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 

계가 허물어지면서 반편견 혹은 반차별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해준다 이 역시 공옥진의 공연이 전통 병신춤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아래. , 

103) 박미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두 얼굴 생산과 성과라는 수량적 가치 복 . “ : ‘ ’, 
지 훈련 등 사회적 가치 에이블뉴스· ‘ ’”. (www.ablenews.co.kr) 년 월 일. 2019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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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차이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판소리나 희극 등에서는 심신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대부분 

마술적 으로 그려지는 이상향의 세계 를 추구한다 하늘이 복을 내리거나 마‘ ’ ‘ ’ . 

술적인 기적이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맹인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 

걷게 되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식이다 공옥진의 일인창무극 심청전 의 . < >

모티브가 된 전통 판소리극 심청전 에서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에서 이를 < >

살펴볼 수 있다.  

뜻밖의 청학 백학이 황극전에 왕래하고 오색채운이 두루더니 심봉사 눈을 뜨

는디 천하 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지어비금주수라도 눈 먼 짐승은 [...]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는디 그 뒤부터는 심청가의 대문 허는 소

리만 들어보아도 원시 근시 궂은 눈도 모두 다 시원하게 낫는다고 허드[...] 

라.104)

위의 인용문은 전통적으로 천복(天福 상서로움 길조), , (吉兆 등의 대표적 상) 

징물로 인식되던 청학 백학 오색채운‘ ’, ‘ ’, ‘ (五色彩雲 이 홀연히 나타나는 장면)’

이다 심봉사는 물론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맹인들이 눈을 뜨는 거짓말 같은 . 

기적이 일어난다 청학 백학 오색채운은 하늘이 내린 기적을 보다 극적이고 . , , 

아름답게 만드는 장치로 이상향의 세계가 존재함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마술적인 전통의 전개방식과는 달리 공옥진의 심청전 에서는 구. < >

전문학으로부터 빌려온 상대적으로 의학적 인 치유 약물을 사용 장면이 연출, ‘ ’ ( ) 

된다. 

그러나 마술적인 방식이든 의학적인 방식이든 장애를 극복 해야만 하는 , ‘ ’

정상 의 반대편에 놓는다면 그 세상은 공옥진이 지향한 세계가 아니다 이는 ‘ ’ . 

104) 국악한마당 김나니의 심청전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년 월 일 KBS . < > . 2015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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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울 두레 개관기념공연에서 공옥진이 연행한 여기 심청이 1995 12 10 <

있다 의 한 대목과 앞의 판소리 심청전 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 > .   

심청: 이 개안초를 아버지 눈에다 뿌려드릴 것이니 어서 눈을 떠서 나를 보 

십시오.

심봉사: 눈 뜨는 약도 있소 어디 눈 좀 발라줘보지 ? . 

그런데 극이 관객을 향한 직접 대화법으로 급전환된다[ .] 

딴 데서는 눈을 못 떴는디 우리 국악 발전을 위하여 이곳을 만든 두레박 에, ‘ ’
서, 

관중석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두레 라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공연장의 명칭[ ‘ !’ . 

이 두레극장인데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어, . 

서 공옥진은 능청스럽게,]

두레 두레에서 눈을 뜨니 심봉사 눈을 뜨는디 여러분 어디 눈 좀 떠서 여? . , 

러분들의 면을 보자.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몸을 이리저리 비튼다 눈을 번쩍 뜨고서 껌뻑인다[ . . 

말없이 부채를 펼치고 미소 짓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한 바퀴 돈다.] 

[...]

맹인잔치에 참석했던 여러 맹인들이 심청이에게 청한다[ .] 

우리들도 약 한번 쪼깨 발라봐주쇼. 

연행자 말투로[ ,]

여러 맹인들이 눈을 떠서 여러분을 보니...

관중을 지그시 바라본다[ .] 

위의 인용문과 앞서 살펴본 판소리 심청전 을 비교하면 심봉사를 포함한 < > , 

여러 맹인들이 눈을 뜨는 방식 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판소리 ‘ ’ . 

심청전 에서는 모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식의 서술로 끝을 맺고 있는 반< >

면 공옥진의 공연에서는 눈을 뜬 맹인들의 시선이 갑자기 관중석을 향한다, . 

이전까지 극중 인물들은 연행자인 공옥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관중들과의 간접

적인 소통을 해왔다 하지만 심봉사와 다른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면서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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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직접적인 교감이 시작되는 전복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결과 관객들‘ ’ . 

은 연행을 단순히 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람객에서 연행자들과 직접 교감을 

하는 능동적 존재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의 낯설게 하기1898-1956) ‘ (Verfremdungseffekt 효과 작용 방식과 유사한 측)’ 

면이 발견된다. 

어떤 사건 혹은 인물로부터 낯설게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 사건이나 

역할에 내재한 자명하고 낯익고 명백한 것들을 제거하고 충격과 호기심을 , , 

자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Einen Vorgang oder einen Charakter verfremden heißt zunächst 
einfach, dem Vorgang oder dem Charakter des Selbstverständliche, 
Bekannte, Einleuchtende zu nehmen und über ihn Staunen und 
Neugierde zu erzeugen.105) 

브레히트는 자신이 고안한 낯설게 하기 라는 새로운 연극 형식을 통해 작‘ ’

품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변증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낯설게 하기란 사회. ‘ ’

적으로 관념화된 현상들에 입혀진 친숙함 을 벗겨내고 그 자리에 낯섦을 대‘ ’ ‘ ’

체함으로써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작용을 유발하여 기존과는 , 

다른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106) 브레히트는 감정이입과 정화작용 

을 양대 축으로 삼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연 형식을 탈피하고 관객, 

의 능동성을 이끌어내는 실천성을 극에 추가하고자 하였다.  

105) Bertolt Brecht. hrsg. v. Suhrkamp mit Elisabeth Hauptmann. Gesammelte 
Werke in 20 Bänden 15. Frankfurt a. M. 1967. 301.

106) Reni Ernst. “The spectator and not the actor is the central focus of 
Brecht’s stagecraft”. Munich, GRIN Verlag. 2005. 3. https://ww
w.grin.com/document/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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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더 이상 관객을 만취하게 만들거나 환각을 제공하거나 세상을 잊어버, , 

리도록 만들거나 주어진 운명에 순응시키기는 것을 멈춘다 극은 이제 관객, . 

이 움켜쥘 수 있게 세상을 제시한다. 

Das Theater versucht nicht mehr, ihn besoffen zu machen, ihn mit 
Illusionen auszustatten, ihn die Welt vergessen zu machen, ihn mit 
seinem Schicksal auszusöhnen. Das Theater legt ihm nunmehr die 
Welt vor dem Zugriff.107)

이와 같이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개념은 관객에게 당연시되는 요소들을 ’ ‘ 

예측 불가능하게 변형하고 낯익은 요소들에 비판적 거리를 형성한다 즉 그의 . 

개념은 굳어져가는 관념들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동시에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연계점을 고찰한 결과였다 이러한 점은 공옥진의 공. 

연기법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앞서 언급한 장면에서 맹인들은 눈을 뜨는 . 

전통적 해피엔딩 으로 결말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 ’ , 

연행으로 이어진다 즉 공옥진은 전통이라는 친숙한 틀을 깨부수고 그 자리. ‘ ’ 

에 낯선 장면을 덧입힘으로써 자명한 서사구조에 균열을 가한다‘ ’ , . 

따라서 공옥진의 공연기법은 비장애인이 생산한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고 장

애인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 평등하게 소통, ‘

하는 장 을 열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옥진이 정상을 갈망하여 ’ . 

장애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면하는 소, 

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눈 뜬 맹인이 자신을 호명 하. ‘ ’

는 그 눈빛으로 인해 관객들은 포섭될 수 없는 타자 즉 익히 알고 있던 서‘ ’, 

사에서 이탈해버린 심청전 이자 더 이상 맹인이 아닌 맹인의 존재를 인식하< >

게 된다 공옥진이 브레히트의 공연 기법과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장애 모방 연기를 통해 지배 이. -

107) Bertolt Brecht. 위의 글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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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가 생산한 장애 인식 즉 장애가 제도화로 인해 붙여진 호칭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공옥진은 장애인의 입장을 보다 다층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감하려는 시도로써 장애 모방을 연출하였고 전통 병신춤의 한계를 극복하- , 

고자 하였다 그 시도는 풍자와 해학을 위해 희생된 장애를 환기하고 장애 비. -

장애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해체하려는 노력까지도 포함한다 다양성을 존. 

중하는 공옥진의 현대적 해석은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장애관의 개선 및 개

인 간의 공감능력 함양에도 적합한 사례로서 연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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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Ⅴ

본 연구는 공옥진이 현대적으로 복원한 병신춤의 본질과 특징 사회문화적 , 

의미 등을 전통적인 병신춤과의 비교를 통해 새롭게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공옥진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병신춤과 일인창무극을 . 

통해 예술가로서의 이름을 널리 알렸고 대중들의 찬사와 환영을 받으면서 공,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신춤 이라는 프레임이 주는 . ‘ ’

피상적인 이미지는 현대인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공옥진은 . 

대중의 찬사를 한몸에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장애 모방 연행이 병신춤 이라 , - ‘ ’

불리게 되면서 발생한 오해와 누명으로 인해 그 예술적 면모를 제대로 발산시

키지 못한 비운의 예술가였다 여기서 비운 이란 공옥진이 한평생 감당해야 . ‘ ’

했던 편협한 시각이 빚은 오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현대성과 독창성을 지닌 , 

공옥진 예술세계의 진면목이 그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공옥진 병신춤과 전통적 병신춤의 유사성 전통문화, 

의 계승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따라서 공옥진 병신춤이 전통적 병신. 

춤과 차별화되는 지점에는 주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공옥진에. 

게 평생 덧씌워졌던 오해와 왜곡을 시정하면서 생전에 연행되었던 예술 활동, 

의 본질과 의미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 

결과 공옥진 병신춤의 특징을 전통적인 병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장애 모방 구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 . 

다음과 같다. 

첫째 공옥진의 병신춤은 수평적 시점에서 장애와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 

소통적 장애 모방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동시에 신체의 다양성을 존‘ - ’ . 

중한다는 점에서 장애를 타자화하는 전통적 병신춤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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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통적인 병신춤은 장애의 타자화와 희화화를 통한 해학과 풍자 지배. , -

피지배 구조의 전복을 통한 민중 해방 등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 

게도 장애에 대한 또 다른 편견과 배타적 태도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공. 

옥진의 새로운 병신춤은 전통적 병신춤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장애에 대한 심

층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의 타자화를 극. 

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시도를 공옥진의 현대적 병신춤이 전통적 병

신춤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보았다.  

둘째 공옥진의 현대적인 장애 모방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 해체를 , - ‘ ’

지향한다 이를 통해 공옥진은 어긋난 장애인식에서 기인한 위계적 현상을 전. 

복하는 축제 로서의 공연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공옥진의 병신춤 ‘ ’ . 

공연은 정형화되어가는 전통의 틀에 갇혀 기존의 위계질서를 반복하기보다는, 

굳어져가는 그 틀에 유연성 을 부과하여 전통에 대한 합리적인 변용과 혁신‘ ’

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 국내의 전통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연구들은 , 

대부분 전통의 계승과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여왔다 현대적 수. ‘

용과 응용 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용 범위나 기준이 지나치게 ’ ,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이었다 서론의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 

전통의 계승이라는 고정된 시각과 분석 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시할 경우 

전통문화의 현대적 복원이나 응용 범위를 미리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공옥진과 같이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과 아이디어로 전통 예. 

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재구성한 예술가 또는 예술 공연을 시의적절하게 

평가하거나 향유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통의 계승 및 복원이라는 측면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범위에서 이

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수용 및 응용과의 조화를 잡아주는 적절한 기준이 ,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의 흐름에 맞게 그 기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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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변화시키고 조율하려는 순응적 자세도 필요하다 공옥진 병신춤의 현대. 

적 의미와 그에 대한 재조명은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논의 과정에서 도출한 소통 가능성으로서의 장애 모방 과 이를 ‘ - ’

통해 공옥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해체하기‘ ’ 

전략은 한국춤의 미학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소. 

재로 다루는 다양한 문학 예술 및 장애미학에 있어서도 시사점과 영감을 줄 ·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은 우리가 살아가. 

는 사회의 평등한 발전과 공공적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념

이다 앞으로 공옥진 병신춤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관념을 담은 예술 작품. 

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후속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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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ng Okjin’s Byeongshinchum and the 
Reinvention of Korean Traditional Choreography: 

A Comparative Study of Disability Aesthetics 
Between Tradition and Gong Okjin

Hyosung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sability mimesis” in South Korea. 

Disability mimesis originates with Gong Okjin and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s. Gong Okjin, famous as the performer of Byeongshinchum, 

which literally translates as “dance of the lame bodies” (or “dance of the 

deformed”), and as the founder of Korean Ilinchangmugeuk (solo 

performance), is one of the artists who focused on expressing disability in 

modern times. Not only did she experience historical upheavals such as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War, she also suffered from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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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nesses, including cholelithiasis and cerebral infarction, which resulted in 

facial nerve palsy, dysarthrosis, and paralysis of half of her body. Based on 

her painful experiences and ingenious talents, she created modern 

Byeongshinchum, realistically reproducing the movements of the disabled, 

which enabled her to open a new horizon for contemporary Korean dance. 

In South Korea, the intersections of disability and art have been 

observable for a long time. For example, the “damaged bodies” in South 

Korean postwar novels have been deemed to depict the brutality of the wars. 

Furthermore, these bodies established a unique world of languages that 

appealed using the voice of disability and responded to the overall bleakness 

of the postwar era. Such an encounter between art and disability is also 

found at South Korean traditional dance—Byeongshinchum is a representative 

example.

Byeongshinchum is a dance or act based on mimesis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that often appears in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s such as 

Talchum (traditional mask dance). It may be that this is the reason previous 

studies of Gong Okjin’s solo performances have tended to concentrate on 

similarities with the well-established tradition. Such an attempt is meaningful 

in that it aids understanding of how physical movements present in Gong’s 

performances are similar to or different from those performed before she 

was active.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disability mimesis 

appeared around the time that the philosophy of “the ethnic group” was 

established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difference between 

Gong’s disability mimesis and traditional Byeongshinchum must be examined 

in order to identify the unique tension implied in the former technique. In 

other words, if it is essential to pursue the path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aesthetics, the notion of disability mimesis cannot be neglected a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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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mimesis reconstructed by Gong Okjin and clarifies the nature of the 

composition of disability mimesis by comparing her Byeongshinchum to the 

traditional version.

In Korea, traditionally, Byeongshinchum represented the resistance 

movement of the subjugated class against the ruling class by means of the 

use of satire and humor. Needless to say, it also helped the oppressed 

release stress and mentally escape from a harsh reality. Gong Okjin’s 

Byeongshinchum, however, focused on the disability itself and implied the 

existence of different ways of recognizing disabilities. By comparing the 

aesthetic aspects of the two forms of Byeongshinchum, it is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of aesthetic appreciation of Korean dance.

 The major principles of the implementation of disability mimesis 

suggested by this study is summarized below.

   First, the composition of disability mimesis of traditional 

Byeongshinchum can be understood as the critical satire of Yangban 

(aristocrat) through the otherization of disability, which means that it 

functioned as a temporary liberation for the oppressed. However, since the 

ruling class was ridiculed by the disabled or represented as disabled, such 

traditional dance ironically intensified the social boundary between thos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ho are able-bodied. In other words, the dream of 

subversion of the hierarchical order was often expressed in the form of 

portraying aristocrats as the disabled, which boosted negative perceptions of 

disability.

   Second, Gong Okjin, rather than merely mimicking the disabled, 

focused on disability mimesis using an ethical approach. By abandoning (or 

excluding) the humor and satire that traditional Byeongshinchum prim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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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s, she attempted to dismantle the dichotomy of ‘disability versus 

nondisability.’ In this regard, an evaluation can be made to the effect that 

Gong Okjin created a new and original Byeongshinchum by means of a 

distinctive and iconoclastic depiction.

   Overall, by re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Gong’s disability mimesis 

and its innovative methods of depiction,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Byeongshinchum and disability metaphor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this dissertation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Chapter II,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examines how 

perceptions of disability and the disabled have changed. In discussing this 

issue, the chapter deals with two topics: (1) perceptions of disability in the 

Joseon Era; and (2) perceptions of disabil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Chapter III, “The Meaning and Function of Byeongshinchum,” the 

origin, process of development, and various types of traditional 

Byeongshinchum are examined. This chapter discusses the features and 

structures of disability mimesis and its role as the essential principle of 

implementation of traditional Byeongshinchum. The chapter also deals with 

the essence and meaning of mimetic dance on a theoretical, cultural, and 

social basis.

Chapter IV, “The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of Gong Okjin’s 

Byeongshinchum,” explores Gong Okjin’s disability mimesis as an attempt to 

deconstruct the boundaries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In particular, 

this chapter examines how modern Byeongshinchum was established and 

restructured by Gong Okjin and how it is differentiated from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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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gshinchum.

  In Chapter ,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This final Ⅴ

chapter highlights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the innovativeness and 

transformation of Byeongshinchum, as well  as new disability-mimesis 

structure created by Gong Okjin. The chapt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on Korean dance culture.

 

KEYWORDS: Gong Okjin, Byeongshinchum (Dance of the Lame Bodies; Dance 

of the Deformed; Tanz der Behinderten Körper), disability mimesis,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esthetics, Shimcheongjeon, Korean traditional chor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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