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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년대부터 년대의 서울지역 극장관련 자료의 분석을 중심1880 1910

으로 한국의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형성을 둘러싼 사회적 기획과 문화적 효과

를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근대 초기 서울지역의 극장문화가 전통 근. ,

대 식민지가 혼효되는 과정에서 외래 극장문화의 이식과 수용만이 아닌 전통,

연희문화의 지속과 토착화의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며 조선인 대중극장은, 1900

년대에는 도시의 문화적 매력을 대표하는 상류 문화공간으로 년대에는 종, 1910

족공간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대 초기 서울지역의 극장문화는.

관객성과 관람관습 극장건설과 자본의 운영 흥행방식이 형성된 역동적인 시기, ,

공간으로 근대 초기 문화영역에서 전개된 식민지 근대성의 흐름을 성찰하는/ ,

연구대상으로 제기된다.

장에서는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전개를 통시적 내재적 기준으로 조망하고·Ⅱ

자 세기 한성부의 시정 민간연희의 전개와 연희인식의 변화 과정을18-19 ( )市井
살펴보았다 문희연과 사연 기방 저자 성외 경강지역에서 벌어진 조선 후기의. , , ,

민간연희는 한성의 상업도시화 현상과 궁중연희 축소를 배경으로 번성하였다.

전통예인들은 자생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단속의 주체였던 관 은 연희활, ( )官
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지방민 유입에 따른 문화유통 현상과 경강지역 유흥.

공간의 확대 기방 과 저자에서 나타나는 연희의 전파와 확산 문희연과, ( ) ,妓房
같은 대규모 공연활동을 통한 장시간 공연체제 정착 전기수 의 구술문, ( )傳奇叟
화적 특성은 조선 후기 전통 연희문화의 변화 과정으로 주목할 만하다.

상 하층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 연희 관람자들은 왈자와 기층·

민의 연희관람에서 보듯 청각을 중심으로 연희를 향유하며 유희적인 관람성향,

을 보였다 극장의 객석은 계층적 위계질서에 의해 구성되었다 중인 부호층은. .

문화자본 획득을 희망하며 연희활동의 후원자로 부상하였다 민간연희의 활성.

화와 사행 경험 중국 희곡의 전파를 배경으로 지식인들의 전통연희에 대( ) ,使行
한 안목은 높아졌고 여항문화를 묘사한 한문희곡이 창작되었으며 극장문화에, ,

대한 관심이 점증하였다 그러나 궁정사회의 유교적 도덕률에 따라 성내 중심.

공간의 연희활동은 제한되었고 상설적 연희공간은 등장하지 않았다, .



장에서는 개항기 한성부의 극장문화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1876-1910)Ⅲ

였다 한성 개시장 이후 외인들의 공연활동이 유입되었고 년대에는 한성. , 1890

내 중국인 극장 이 등장하였다 외인 연희문화는 조선인들의 대중적( ) .淸人戲劇場
연희공간 모색을 자극하여 년부터 아현동과 용산에 최초의 상업적 상설 연1899

희공간인 무동연희장 이 출현하였다 용산 무동연희장의 운영은( ) .舞童演戲場
외인 관권 자본 이 결합된 극장설립 모델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이었다‘ - - ’ .

년 등장한 협률사 는 연희활동을 독점 중개하고 극장연희를 주관한1902 ( )協律社
최초의 연희회사이며 궁내부 희대 는 다목적 회관 건물로 건설되어 중국, ( )戲臺
과 서구극장의 구조를 참조하여 개축한 최초의 대중극장이었다 창부 의. ( )倡夫
판소리와 관기 의 가무를 중심으로 공연하였던 협률사는 관람료를 낮추는( )官妓
등 관객층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동대문 활동사진관이 개장되자 성, (1903)

세가 꺾였고 영업부진과 전황 으로 폐관하였다( ) .錢荒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일제의 침략정책은 한성 극장문화의 전개에(1904)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 거류민 증가와 일본식 유흥문화를 배경으로 유곽과 일.

본인 소극장이 건설되었다 기존 상회사 체제가 해체되며 자유시장이 된 한성.

의 극장사업에는 외국인과 협력하여 조선인 대중극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마전.

활동사진관 장안사 광무대 단성사 연흥사( ) , ( ), ( ), ( ), (馬田 長安社 光武臺 團成社 演興
가 건설되어 희대에 원각사 가 들어선 년 경 북촌 조선인) , ( ) 1907-1908社 圓覺社

극장가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연극개량론을 배경으로 광무대를 위시한 조선인.

대중극장은 단형 창극의 형식을 발전시켰다 이인직의 신연극 은세계 공연. < >

은 창극의 형태를 빌려 민권의식을 담은 정치연설의 감각을 무대에 표현(1908)

하려는 기획이었으나 연설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년대에, 1910

이루어졌다.

개항기의 조선인 대중극장은 전통적 관객성과 판소리 가무 중심의 관람 취·

향이 지속된 공간이었으며 극장가기 는 유희공간에 놀러 간다는, (theatregoing)

인식이 강하였다 극장의 여성관람층 증가와 기생의 존재는 개항기의 극장문화.

에 나타나는 관음증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창극의 등장은 개항기 극장개량의.

성과로서 판소리 이외에도 항장무 나 광대의 무언극 중국 전통음악, < ( )> ,項莊舞
극의 영향이 보인다 이 시기의 창극은 장 막의 변화를 연결하지 못하는 단형. ·

창극의 형식이었다 황실 을 은유하던 홍보 전략과 대관 의 관람을 통. ‘ ’ ( )大官



해 개항기 극장은 상류층의 도락 이자 시골과 대비되는 도시문화로서의( )道樂
매력을 지닌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저녁 무렵 극장가에 울려 퍼진 취주, (吹

는 일군의 유희적 관객을 자극하는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 로 작) (soundscape)奏
용하였다.

장에서는 년대 경성의 극장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일1910 .Ⅳ

합방 이후 경성의 남촌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적 중심지로 조성되어 유곽과· ·

전문활동사진관이 남촌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거주공간 및.

유흥공간은 일본 조선인 공간으로 나뉘어 남 북촌 사이에는 점차 경제 문/ · ·

화 종족적 경계가 형성되었다 년대 근대적 여가공간의 등장은 여가· . 1910

개념의 확산을 가져왔고 일제의 극장통제와 검열 과정은 여가의 합리(leisure) ,

화 과정을 표방하며 위생과 풍속의 논리에 따라 일본식 극장문화를 이식할 것

을 유도하였다 년대 전문활동사진관 건설과 배급망 독점으로 확립된 일본. 1910

계 자본 중심의 경성 극장 흥행업의 구도는 조선인들의 활동사진 흥행과 극장

흥행업 진출을 어렵게 하였다 년 초 중반 북촌의 극장은 속속 폐관되었. 1910 ·

다 극장환경의 악화로 년대 중반 이후 신파극의 경성 공연활동은 위축되. 1910

었으나 구파 연희는 기생의 조직적 활동과 광무대의 존속을 바탕으로 요리점,

과 야외 가설무대로 공연공간을 넓혀가며 년대 주요 극장공연 형식으로 자1910

리를 잡게 되었다.

조선 신파극과 활동사진의 변사는 연설조의 독특한 음성연기로 계몽적 분위

기를 극장 내에 구현하였고 조선인 극장에는 일본식 무대기술과 공연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 해설자 관습과 무대배경 장치 도입을 바탕으로 극서사는. ·

장편화되었고 신파조 음성연기를 통해 관객은 대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 ,

후 일본 가정비극류 신파극 공연을 거쳐 연기양식이 정착되었다 구파 연희 역.

시 신파양식에 정착된 무대기술과 공연 구성방식을 수용하여 전통연희를 혁신

한 레퍼토리를 제작하였다 조선인 극장의 공연예제는 혼효되어 재담과 신파희. ,

극은 신 구파 극단의 공연예제로 각광받았다 조선식 마찌마와리나 극장에서.ㆍ

의 취주 관습은 조선인 극장문화의 고유한 특징으로 남았다 신 구파 연희의. ·

레퍼토리 역시 실화 전설의 극화 신소설 고전소설의 각색을 통해 점차 조선· , ·

관객들의 기대지평에 맞추어 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년대 입장료 인하 신문연재소설의 공연 연예면을 다루는 신문매체의 전1910 , ,



략 서양연극예제 공연은 극장 관객층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년대 극장은, . 1910

여전히 소란한 공간이었으나 신파극 공연에 나타나는 눈물 의 반응과 관람, ‘ ’

위계의 형성 임검순사의 존재를 통해 극장은 점차 근대적 관람관습을 훈육하,

는 공간이 되었다 레퍼토리와 극장관습이 토착화되고 구파연희가 활발히 공연. ,

되었던 년대 조선인 대중극장은 종족적 공간으로 편성되어 갔다 한편으로1910 .

종족공간으로서의 근대 초기 극장은 임검순사와 일본인 종업원으로 대표되는

식민지의 위계질서 경험을 내포한 공간이었다 년대의 극장공간의 특징은. 1910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의 문화적 풍경과 종족공간의 형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극장 극장문화 전통연희 관객성 협률사 연흥사 원각사 단성사 장: , , , , , , , ,

안사 광무대 창극 신연극 신파극 식민지 근대 종족공간, , , , , ,

학 번 : 2008-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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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1 연구사 검토와 문제제기.

본고는 년대부터 년대의 서울 지역 극장관련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1880 1910

로 연희 극장공간의 변화와 공연상황 공연 레퍼토리의 특징 공연담당층과 관, / , ,

객층의 형성 과정 관객성의 특징을 살펴 한국의 근대 초기 서울 지역 극장문,

화의 형성을 둘러싼 사회적 기획과 문화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근대연극사 연구에서 간과된 전통 연희문화의 연속성 서울지역을 중심으,

로 형성된 근대적 도시 여가문화와의 연관성 개항기 이후 유입되었던 외래· ,

공연문화와 인접장르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며 대한제국에서 식민지배 시기로

이행하던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필 것이다.

연극 활동사진 가무 판소리 화극 잡기 서커스 등이 상호 교류하고, , , , , ( ),雜技
경쟁하였던 근대 초기 년대는 이접 보다는 이식 연속보다, 1880-1910 ( ) ( ),離接 移植
는 단절로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연극 영화사의 시각에서는 창작의. ·

부재가 전통공연예술의 시각에서는 일제강점 이후 주변화 되는 경향이 그러한,

논리의 주축을 이루었다 연극사의 경우 협률사 의 등장과 은세계 공. , ( ) < >協律社
연 이후로 근대연극의 기점을 설정하는 연구의 구도에서 년대는, 1880-1900

희곡 부재의 시대 이자 근대 연극의 결여태 로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 ’ ‘ ’

하였고 년대의 신파극은 식민지배에 의한 이식적 연극문화로 평가되었다, 1910 .

이에 따라 근대 초기 연극 연구는 년대 협률사 원각사 은세계 공연 등1900 , , < >

일부 첨예한 주제와 년대 발표된 소수의 희곡작품과 작가 연구 일본 신파1910 ,

극의 유입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며 연극사적 평가 역시 근대 연극 희곡 의, ‘ ( )

예비기 로서 제한적인 의미부여에 그쳤다’ .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대 초기 극장문화는 문화사적으로 간과할 수 없

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장르적 전통이 확립되기 이전이었던 근대 초기 극장의.

예제들은 교류와 이접을 통해 다양한 공연방식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근대 초기.

의 공연담당자들은 한성의 전통적 공연예술에 익숙했던 관람자들의 취향을 혁

신하면서 한편으로 관객들의 문화적 기대지평과 계몽과 개화 를 중심으로‘ ’



한 사회적 담론의 요구까지 의식해야 했기에 공연의 관습과 텍스트를 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이 시기 조선인 자본의 극장업 진출이 이루어져 조선인 극장.

업자가 활동하였던 것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관 출신이거나 그들의. ( )大官
비호를 받았던 양반 중서 상인 출신인 이들은 왈자 로부터 내려온· ( )· ( )中庶 曰者
전통적 공연담당층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근대적 자본가의 면모를 지녔

다 이들 조선인 극장업자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극장자본과 협력 경. ·

쟁하며 근대 초기 극장업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년대 중반 일본계 흥행자. 1910

본이 서울의 극장경영을 독점한 이후로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조선인 극장,

업자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기는 근대 초기가 유일하다.

이러한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전개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태조.

년 조선왕조 수도로 정도 되어 태조 년 한성부 로 명3 (1394) ( ) 4 (1395) ( )定都 漢成府
명된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은 궁중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의 전통과 시정(市

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연문화가 교류할 수 있었던 조선 연희문화의 중심이)井
었다 영정조기를 전후한 한성의 상업도시화 과정에서 한성에는 경강 지역을. ․
중심으로 한 성외 상업지구에 이주민들이 정주하고 지방의 공연문화가 유입되

며 민간연희가 성행하였고 인조대 이후 경기 의 축소로 각종 궁중정재를, ( )京妓
위한 선상기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한성은 지방과 한성 사이 연희문화가( ) ,選上妓
교류되는 통로 문화의 교차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

개항 이후 외래 공연문화가 일찍 전파되었던 부산 인천 등 개항장에 비해,

한성은 전통적 연희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성.

의 개시장화로 외인의 한성거주 및 상행위가 허가되자 한성에서는 외래 공연문

화의 유입 속에서 외인 극장과 조선인 대중극장이 건설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성의 전통예인 및 공연담당층은 새로운 공연방식을 시도하며 각종

연희회사를 조직하고 대중극장 경영을 모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로 한성이.

식민지 수도 경성 으로 재편된 이후 조선인 극장가에서는 일본의 극장문( )京城
화 및 신파극 관습이 유입되어 일본을 경유한 근대적 극장문화가 이접되는 과

정을 겪었으며 한편으로 전통적 연희문화의 두터운 지층 속에서 일본식 극장,

문화와 전통적 연희문화가 혼효된 독특한 극장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 초기 서울지역의 극장문화는 관객성과 관람관습 극장,

건설과 자본의 운영 흥행방식이 마련된 시기 공간으로 한국 연극사에서 근대, / ,



적 극장문화가 정착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전통 개화 근대 식민지 가 중첩된 서울 지역의 극장문화에 대한 성.‘ - - - ’

찰은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전개를 통해 식민지 근대성이 구현되었던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근대 초기 극장문화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한국 근대극장사연극사 연구를․
중심으로 판소리와 화극 을 중심으로 한 근대 초기 전통연희 연구 초창, ( ) ,話劇
기 활동사진 연구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극장문화 관련 선행 연구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연극분야를 중심으. ①

로 진행된 극장연구의 구도와 이후의 전개양상을 살펴본다 이후 앞선 연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제출된 년대 이후 근대 초기의 신연극과 신파극90 ② ③

창극과 전통연희 초창기 활동사진 연구를 검토하고 연극 영화학계를 중,④ ⑤

심으로 전개된 개별 극장에 대한 연구를 다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의.

논의를 위한 세부적 논점들을 정리하고 문제의식을 심화하고자 한다.

근대 초기 한국희곡과 연극 극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단순히 한 시기의,①

연구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연극의 근대성 에 대한 사적, (modernity) ( )史的
질문의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1) 이는 한국연극사 연구의 효시인 노정( )蘆汀
김재철의 연구2)에서부터 드러나 있었다 노정은 장르로서의 연극의 필수적 요.

소를 극장 각본 배우 관중 의 가지 요소로 파악하며 조선 전통 가면극과‘ , , , ’ 4

인형극 서술을 중심으로 한 연극사 서술 역시 이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서4

술하는 방식으로 조선연극사 를 완성하였다.『 』 3) 그 중에서도 전통연희에서



신극 으로 분기되는 지점에 대한 서술에서는 극장 공간의 근대적 재편을 중‘ ’

요한 기준으로 삼았다.4) 노정은 근대연극의 기준으로서 극장의 역할을 구체적

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조선연극사 의 결론을 보자? .『 』

구주 의 신문명이 조선에 들어오자 민족은 새것을 요구하고 연극은 간단한 것을( ) ,歐洲
좋아하게 되었으니 고정된 극장의 무대를 갖고 싶었다 이에 따라서 극장이 출현하여 신.

극을 연출하고 관람석도 종래의 마당에 멍석을 깔고 무대를 쳐다보는 것과는 운니( )雲泥
의 차이가 있어 평면 혹은 자형이 되었고 관중은 벌써 배우의 세리프가 들리지 않는다,凵
고 한숨을 쉴 필요가 없어졌다 오늘날에 와서는 무대 장치도 혁신되어 오색등을 사용하.

고 레뷰극을 연출하여 첨단을 걸어가고 있다 구극도 순조조 에 대두하여 광, . ( ) ( )… 純祖朝
무 연간 이래 극장에서 연출되었으나 관중은 일정하였으니 즉 나이가 지긋한 분과( ) ,光武
시골서 서울 구경 올라온 분과 혹은 조선극을 구경하려는 외국인 등이다 그러나 첫째 관.

중이 일정하여 수입이 적다는 것은 극장 수입에 막대한 관계가 있으며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엉터리 무대 표현은 신극에 취미를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영.

난 연출난으로 타격을 받아 가면서 구극은 미약한 명맥을 간신히 보전할 뿐이었다· .5)

위에서 언급한 고정된 극장의 무대 는 도시의 상설극장이자 연극공연에‘ ’



적합한 관람석과 무대장치를 지닌 근대적 극장을 의미한다 노정은 구극. ( )舊劇
의 몰락이 한정된 관람층 조악한 무대연출 극장 경영의 문제에 기인한다 논구, ,

한다 실제 조선연극사 의 신극 장 서술은 년대 초반에 명멸한. ‘ ’ 1920-30『 』

각 극단의 연극운동과 극장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 묘사에 그쳤으나 결론에서,

언급한 극장문화에 대한 관심에서는 개화기 이후 극장의 건설과 관람방식의 변

화 무대기술의 발전 관객층의 분석과 운영방식 전반에 걸친 관심 곧 근대극, , ,

의 정착과정을 극장문화의 형성과 함께 살피고자 했던 관점이 엿보인다 그러.

나 전통연희와의 연관성을 옛것 과 새것 의 대립적 관점으로 구극‘ ’ ‘ ’ , ( )舊劇
을 변증법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연극으로 바라본다는 것 년대 연극을 과, 1910

도기의 신극 으로 바라보는 관점 근대 초기 연극사 서술 자료의 편향성‘ ’ , 6)

등은 문제적이다 년대 이후 근대연극과 극장문화의 정착을 서구식 근대극. 1900

장 근대연극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발생하는 전통연희와의 단절적 의식 신극/ ,

근대극 과 근대극장 중심의 가치평가 사료의 한계는 이후 근대 초기 연극사( ) ,

연구에서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정 사후 년의 연극사 연구의 공백을 딛고 발표된 의민 이두현의30 ( )宜民
연구7)는 한국근대연극의 시점을 근대적 극장공간의 건설을 기점으로 한국 근

대연극사 서술을 시도한다.8) 한국신극사연구 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성‘ ’『 』

과 근대성 의 기준에 따른 방대한 연극사 자료의 연결과 해석이다 의민의‘ ’ .

연구에서는 앞서 조선연극사 에서 미미하기 짝이 없 는 우물쭈물“ ” “『 』

극”9)이라 단편적으로 언급한 년대 연극의 상풍패속 의1900-1910 ‘ ( )’傷風敗俗
측면과 함께 노정의 시대 언급될 수 없었던 외래적 연극형식으로서의 신파극의

유입을 민족성의 기준에서 비판하며 이후 한국 근대연극사 논의의 기본적 틀을

마련한다.10) 이어 운동 이후 일어난 근대연극 수립의 노력을 바탕으로3·1



년 토월회의 공연에 이르러 근대적 연극운동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다는1923

연극사적 구도를 설정한다 의민의 연구는 전통연희와 근대적 극장문화 사이의.

관계 년대 연극을 결여태 이자 식민지의 이식적 문화로 평가 절하하는, 1910 ‘ ’

점 자료의 교차확인 문제를 남겨 이후 근대 초기 연극사 연구의 구도를 제시, ,

하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근대 초기 연극사와 극장문화의 제문제는 유민영의 일련의 연구11)를 통해 비

판적으로 계승 극복된다 유민영의 연구는 근대 초기 연극사를 극장사 문화사, . ,

의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초의 극장문화사.

서술을 시도한 한국극장사『 』12) 이후 개화기연극사회사 와 한국 근대극, 『 』 『

장 변천사 의 장 초창기의 극장실태 서술에서는 앞서 제시한 근대 초기1 ‘ ’』

극장문화 연구의 자료와 방법론적 관점을 보완한다.13) 유민영의 일련의 극장문

화 연구의 견해는 개화기연극사회사 에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19『 』

세기 말부터 운동 전까지의 시기를 근대극의 여명기 준비기 로 설정하3·1 ‘ ( )’

며 개화기 극장문화사 서술이 연극사 사회 경제사 수용미학의 세 층위에 대한, ,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법론적 견해를 제시한다.

연극사란 일찍이 킨더만이 갈파한 바 있는 것처럼 사회변화와 연극변화의 상관관계H.

를 추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변화가 연극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반.

대로 연극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개화기.

연극을 으로 규명하는 데는 방법이 비교적 합리적이 아닐까 싶다 그러.史的 歷史主義的
나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연극은 문학과 달리 관중을 구성요소로 하는 예.

술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시대 추이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관중의 을 면밀하게. 動向
검토하지 않으면 연극의 전체적 공간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을 역사. 受容美學
주의 방법에 접목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개화기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격변의 시기이다 열강과의 대결과 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한 혼란을. 被侵科程



겪은 때가 개화기이다 그 점에서 정치 사회 경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연극상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접근방식도 도외시할 수가 없다 필자가 개화기 연극.社會經濟史的
을 천착함에 있어서 사회 경제사적 방법을 가미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다.14)

이러한 견해는 극장문화 연구의 핵심적 지점 곧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을, ‘

절대적으로 받는 연극사 연구에서 문화사와 관객성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전통연희가 실내극장 공연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

별적으로 수용되는 장 으로서 협률사 이후 옥내극장 의 역할을 강( ) ( )場 屋內劇場
조하며 연희공간의 변화 옥내극장의 탄생 와 근대적 공연예술 양식의 발전을( )

연결하는 문제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개화기 연극에 대하여 세기 서구연극의. 19

근대희곡 기준 곧 시민사회의 개인각성 이 텍스트에 표현되는 서구적‘ ’ , ‘ ’

근대연극의 기준에 미달하기에 개화기 연극과 극장문화는 근대연극의 준비기,

에 그친다는 평가와15) 년대 극장문화에 대하여 상풍패속의 풍조를 강조하1900

고 신연극 신파극 개량론과 연희담당층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부,

분에서는16) 연구에 침윤된 근대극 민족성 기준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그러, .

한 기준에서 전통연희와 근대연극의 연속성은 박승필 등 당대 구극 담당자들을

새롭게 조명하여 전통연희가 단시간에 소멸되거나 근대연극으로 대체되는 과정

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지평에서 중단된다 이는 다시 근대 초기 극장.

문화를 둘러싼 근본 문제 한국연극의 근대성 이 어떻게 전개되었는, (modernity)

가 하는 질문을 되묻게 한다.

한편 서연호의 연구, 17)에서는 희곡 중심의 연구에서 년대 연극사를 다룰1900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문제를 살필 수 있기에 흥미롭다 한국근대희곡사 는. 『 』

기존의 극장문화적 논의나 극단사에 관한 천착을 작품활동에 관련한 주변적“

연구에 함몰”18)되었다 비판하며 근대희곡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기획한다 논.



의의 구도에서 년대는 근대희곡사 전기 로 정의되는데 신1900-1910 ‘ ( )’ , ‘前期
파극의 수용과 희곡장르의 성립 을 다루고 있는 책의 장에서는(1902-1919)’ 1

희곡창작 공백기의 희곡사 서술을 위한 실제 방법으로 초창기 지식인의 극장

인식 신연극 개념 신파극 정착과정을 둘러싼 신파극단의 활동과 신파극의, ‘ ’ ,

문화적 제도적 배경 신소설과 희곡 텍스트의 차이점 등을 다루고 있음을 알· ,

수 있다 년대가 극장제도와 공연문화 등이 발생한 한국 근대연극의 시발. 1900

로서 품어야 할 시기이며 동시에 희곡 부재의 시대 라면 총체적 연( ) , ‘ ’ ,始發
극사를 구성하기 위해 다시 근대 초기 극장문화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이 연구에서 방법론과 실제 연구 사이의 괴리를 통

해 아이러니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서연호의 연구 중 신소설과 희곡장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년대1900

소설과 희곡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초창기 연극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서연호의 연구에서는 신소설의 대화체를 극적 언어와.

구분하고 신파극 공연대본으로부터 근대희곡양식의 가능성을 살핀다.19) 그러나

이는 연극소설 류 신소설이나 가정비극류 번안소설과 연극 및 극장문화의‘ ’

관련양상을 공연 레퍼토리 원전의 문제로 축소하며 일본 신파극이나 서구 근,

대극의 유입과 정착의 차원으로 근대 초기 연극사적 흐름을 설명하는 시도이기

에 문제적이다.

이상의 초기 연구가 설정한 구도는 네 가지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민족성과 근대성의 기준이 연극사 서술에서 깊게 침윤되어 빚어지는 문

제이며 두 번째는 근대 초기 연극사 서술에서 나타나는 연극사와 희곡사의 비,

균질적인 발전도식의 문제이다 세 번째는 근대 초기 연극의 전개과정과 영향.

관계를 연극과 희곡만의 구도 곧 계통적 연구방식으로 축소시키거나 일본 및,

서구 공연양식의 유입과 정착으로 판단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세 가지.

의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근대 초기 연극사를 계몽적 연극운동의 기준에서 함량



미달의 시기 또는 준비기 나 이식을 통한 이행기 로서 제한적인 의미만, ‘ ’ ‘ ’

을 규명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네 번째 각 시대의 극장문화상 변화의. ,

궤적은 미약하게나마 근대성을 갖춘 제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궤,

에서 벗어난 여러 현상들을 전근대성 이라 결론짓는 자료해석의 문제점이‘ ’

도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연희 담당자들의 대응의 맥락 정치경제적 배. ,

경 전통연희와 외래 공연문화가 혼효 되어 빚어지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 ( )混淆
들이 간과되는 경향을 보인다 년대부터 년대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연. 1990 2000

극과 희곡 전통연희 분야에서 제출된 후속연구들은 앞서 서술한 연구의 문제,

점에 대한 대응의 방식으로 주목할 수 있다.

함량미달 로 평가되었던 년대 신연극과 신파극에 대한 기존‘ ’ 1900-1910②

의 논의를 극복하는 연구사적 구도는 양승국20)과 김재석21)을 중심으로 제시되

었다 양승국은 은세계 공연 전후의 신연극 담론을 분석하며 은세계. < > ‘ ’ , < >

이전에 분창 형식의 판소리 공연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고 신파극을 가리키,

는 용어로도 포괄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창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개“

량론에 입각한 애국계몽의 연극”22)으로 신연극을 규명하며 은세계 를 신연, < >

극적 내용은 두드러지지만 형식면에서는 종래의 창극 형식을 세련되게 다듬은

정도에 그쳤으리라 결론짓고 있다 이어 년대 문화적 실천영역에서 소설보. 1910

다 연극이 활성화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 문학에 미친 신,

파극의 영향관계 년 이후 일본 신파 레퍼토리의 영향에서 벗어난 한국적, 1912

신파극의 시도 신파극과 고소설의 영향관계 등 연극을 중심으로 년, 1900-1910

대의 문화사적 흐름을 살핀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년대 연극에 대한 재평. 1910

가 연극을 중심으로 고소설 및 동시대 신소설과의 영향관계를 탐구하는 부분, ,

신파극 공연목록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의 제시는 근대 초기 극장문화 연구의

초석이 된다.

김재석은 신연극 의 전망이 종합적 연행물 에서 창극으로 다시 신파‘ ’ ‘ ’ ,

극과 신극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다양한 논거를 통해 입체적으로 규명한다 그.



의 연구에서는 양반 취향에 적합하였던 기녀의 기예와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연희 예제가 협률사 이후 대중적 취향에 적합한 종합적 연행물 로 연행‘ ’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화담론을 수용할 여지가 없었던 종합적 연행물 의, ‘ ’

내적인 한계 때문에 전통연희 자체를 비판하는 연극개량론이 부상하고 일본의,

신파극이 연극개량의 전범으로 자리매김한 흐름을 추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년대의 근대전환기 의 연극을 스스로 타자되기 곧 공연예술1900-1910 ‘ ’ ‘ ’,

의 전통을 단절시키고 극양식을 이식하는 과정으로 규명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23) 양승국과 김재석의 논의는 년대 한국연극이 지니고 있었1900-1910

던 연속과 단절 전통과 식민성이 혼효된 양면적 성질을 보다 면밀하게 바라보,

아야 한다는 진전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년대 신연극 신파극 연구의 구도가 당대 계몽담론과1900-1910 ·

연극비평 극단 공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면 김기란, · , 24),

김소은25) 우수진, 26) 양세라, 27)의 연구에서는 년대 사회 문화적 맥락1900-1910 ·

과 관객성의 변화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김기란의 논의에서는 신연극.

의 기획에 대하여 근대 계몽기의 시각장 실내극장의 형성 신연극 기획과 관객, ,

성의 층위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항기 극장공간의 탄생을 핵.

심적 사건으로 다룬다 희대의 건설과 협률사의 등장은 대한제국기의 계몽적.

기획과 도시개조사업 및 황제권 과시를 위한 사회적 스펙터클 구현의 연장선에

있었고 프로니시엄 구조의 희대 무대는 시각을 중심으로 지각 방식을 변화시,

키는 근대적 시각체계를 학습할 수 있었던 장소로 논의하는 점은 주목을 요한

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의 근대적 기획에 대한 의미부여를 바탕으로 협률사의.



기획이 왕권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재고를 요한다 년대 이후 외. 1890

인 세력의 유입으로 발생한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한제국의· ·

대응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극장문화의 전개를 살펴야 하는,

균형감각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궁내부 희대를 황실극장이자 프로.

시니엄 극장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왕권강화 관객성 논의와 시각, ‘

성 중심의 자료해석 역시 협률사에 대한 분석과 희대의 무대구조에 대한 포’

괄적인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재고되어야 할 논점이다.

김소은의 논문에서는 근대 연극의 발생과정에서 연극 발생의 주요 배경으로

년대의 도시오락 구술문화 도시공간의 변화 등 개항기 서울 지역 한1900-1920 , , (

성 경성 의 도시문화사적 현상을 포괄하여 논구한다 이 논문에서 년부터/ ) . 1900

년까지 연극운동의 연속적 측면을 강조하고 연극운동을 포괄한 문화사적1920 ,

배경을 살피고자 시도한 점은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극.

장문화 및 극단활동에 관련한 기초자료 해석이 기존 연구사의 논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28) 논문에서 다루는 년대 오락여가취미 문화의 등장, 1900-1910 ( )․ ․ 趣味
이 극장과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정합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고 근대 초기

연극의 대중성과 계몽적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사적 배경 으로 성글게‘ ’

구성되어 있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이 논문에서 다루는 근대연극희곡. ․
의 근대성 에 대한 논구에서는 년대 신파극이 담지한 계몽성의(modernity) 1910

의미부여를 거쳐 서구 근대극의 유입을 통해 사실적 재현성 이 재고되고, ‘ ’

예술의 자율성 담론을 거쳐 연극이 장르화되며 근대희곡 창작이 시도된 년1920

대부터로 논의하여 기존 연구사의 견해로 회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수진의 연구는 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한 협률사의 다층적 기획과 외인 공

연문화의 유입 오락문화의 전개와 극장문화의 관련양상에 대해 진전된 관점을,

보이며 대한제국 초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유흥의 욕망 년대 일제의· , 1910

연극통제와 신파극의 관객층 형성에 보다 주목한다 외국인 거류지의 극장문화. ,

밤 문화의 형성을 둘러싼 문화사적 배경 실내 공연 뿐 아니라 성내 공, ‘ ’ ‘

연 의 의미를 규명하는 부분은 년대 극장공간에 대한 논의를 보다’ 1900-1910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방향이 신파극의 연기방식과 신파극의 멜로.

드라마 레퍼토리의 분석 신연극과 신파극이 구현하던 극장 내 문화 곧 극, ‘ ’,

장관습과 무대구조 연기방식에 초점이 있어 극장 밖 문화 곧 사회문화적, , ‘ ’,

배경과 극단의 운영 극장공간의 탄생 및 확장과 연계되는 지점은 공백으로 남,

아 있다.

양세라의 연구는 청각문화와 시각문화가 혼재되어 있던 대한제국기 구술문화

적 특징을 고찰한다 년대 신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신문 독자들의 청. 1890-1910 ,

각적 특성 곧 귀로 듣고 즐기는 데 익숙하며 시청각적 예비 상황에 친숙하, “ ,

기 때문에 연행에 의해 장르적 특징이 수행되는 유통환경에 영향을 받은”29)

구술문화적 배경에 주목하여 연극소설 풍자소설 골계소설 이나‘ ’, ‘ ’, ‘ ’

문답 류의 텍스트가 연행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이는‘ ’ .―

당대 연극과 문학 간의 관련양상뿐 아니라 구술성과 문자성 청각성과 시각성,

이 착종되어 나타났던 개화기의 공연 독서문화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시도하·

고 있어 흥미롭다.

이상의 신연극 신파극에 대한 연구에서는 년대 전통과 식민성이· 1900-1910

얽힌 초기 극장문화의 양면성에 진지한 접근의 필요성과 개항기 한성의 도시문

화와 오락문화 구술문화 대한제국기의 정치경제적 특징 등 개항기 사회문화사, ,

를 포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대 이후 창. 90

극과 전통연희 분야의 연구는 이 중 전통 근대 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새로‘ - ’

운 논의를 보이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근대 초기 창극과 판소리 화극과 재담의 연구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20③

세기의 극장문화를 살핀 김종철30) 창극 형성을 논의한 백현미, 31) 조선시대 궁,

정무대를 중심으로 담당층의 연속선상에서 세기 극장문화의 전개를 다루19-20

는 사진실32) 세기 재담 화극의 전개를 살핀 손태도, 19-20 · 33)의 연구가 독창적



이다 김종철 백현미 사진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판소리가 극 양식으로 이. , , ( )劇
행하는 계기를 년대 극장공간의 출현으로 설정하고 있다1900 .

판소리 담당층의 변모양상과 수용층의 변화를 논구하는 김종철의 판소리사『

연구 는 세기 판소리와 극장문화의 관계 창극화 과정을 분석하며 세기20 , , “19』

에서 세기 초에 이르는 판소리의 추이는 대중예술로서 자기 위상을 정20 ( )…

립해나가는 자기운동의 궤적이었다 즉 상하층이 공감하는 새로운 감정문화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세기 초 극장무대에까지 끌고 왔던 것20 ”34)이라 논의를 종

합하며 이 과정에서 판소리의 향유 담당층이 민간극장의 향유 담당층으로 전개, / /

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35) 그러한 흐름에서 은세계 공연은 년대 창극< > 1900

의 자기혁신 과정을 반영하는 작품이자 반봉건적 의식이 표출된 창극으로 평가

된다 김종철의 논의는 세기 판소리의 담당수용층 수용의식을 바탕으로. 18-19 ,․
세기 극장문화 관객층의 형성과정을 연속적으로 논의하여 후대 연구의 기반20 ,

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백현미의 연구는 년대부터 년대까지의 극장문화시기에 전통연희자1900 1930 “

들의 연극활동 양상”36)을 중심으로 년대 협률사 조직으로부터 논, 1900 ( )協律社
의를 전개한다 년대 극장문화에 대하여 대체로 영리극장이자 계급적 향유. 1900

방식을 탈피한 공연관람의 평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극장사『 』

의 논의를 이어받고 있으나 판소리사 연구 에서 주목한 년대 민족지, 1900 ‘『 』

향의 극장업자 출현 논지는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동시에 백현미는 은세계’ . < >

가 신파극으로서의 경사가 뚜렷한 이인직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으나37) 공연 담



당자의 문제를 제기하며 은세계 을 창극으로 평가하면서< > 38) 판소리 광대의 역

할보다 창극대본 은세계 를 창작할 수 있었던 이인직의 작가적 역량과 작품의< >

반봉건 개화 의식에 방점을 둔다 김종철과 백현미의 초창기 극장업자 및 은· . <

세계 에 대한 견해 차이는 기실 개항기 극장업과 은세계 공연이 지니고 있었> < >

던 이중적인 면모에 기인하고 있으며 실제 극장업자들의 성격과 조선인 대중,

극장의 형성 과정 은세계 의 준비 과정을 면밀하게 살필 때에야 온전히 분석, < >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실과 손태도의 연구는 재담 정재 화극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연속되, ,

어 오던 극장문화 공연사적 구도의 연장선에서 개항기의 연극사를 고찰한다, .

사진실은 극장사 연구의 비교문화적 관점을 견지하며 궁정극장의 전통과 장터

의 놀이판이 극장문화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고 극장의 관념과 공연종목 공연, ,

미학의 연속성을 토대로 한국 근대극장사 연구가 재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한

다.39) 이러한 논점에서 이 책에서는 희대의 구조 역시 중세 궁정극장을 비롯한

전통적 극장문화를 계승 혁신한 결과로 파악한다, .40) 사진실의 연구 중 궁정극

장 희대를 운영한 민간 연희단체 협률사 이후 정재 와 탈춤이 근대적 극( )呈才
장공간에 정착하지 못하는 과정을 장르와 서사 의 관계로 논의하는(narrative)

부분은 이 논문의 독창적인 지점이다 구체적으로 평면적 이야기의 입체적 연. ,

출 서사의 화출 이 가능한 판소리와 창극이 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 ( )’)畵出



자리잡을 수 있었고 골계희 소학지희 의 전통이 박춘재 재담으로 이어지는 등, ( )

재담 계통을 비롯한 전통연희의 일부가 극장예제로 변용되어 세기로 전승되20

었다는 것이 사진실 논의의 대체이다.

재담과 화극 전통의 근대적 변화과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손태도의 일련의

연구에서 다루어진다 박춘재의 공연활동 년대 이루어진 서울 지역의 광대. , 1880

화극 자료 근대 타령의 변모양상에 대한 논의는 재담과 화극의 실제 공연양상,

과 사승 관계 등 개화기 이후 판소리와 화극 류 전통연희가 근대 공( ) ( )師承 話劇
연예술에 끼친 영향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

의 창극 전통연희 연구에서는 세기에 이루어진 판소리와 화극 공연의 연, 19-20

속성과 근대 공연예술과의 관련양상을 규명하고 전통공연예술이 실내극장 체,

제에 변용되면서 판소리의 서사가 반봉건적 의식을 담지하거나 서사성의 강화

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창극이 형성된 것으로 바라본다.

근대 초기 극장공연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통음악과 무용의 연구로는 음악사

회학 적 관점에서 근대음악사를 다룬 송방송(socio-musicology) 41) 노동은, 42) 권도,

희43)와 기생의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근대 무용의 발생과정을 다룬 김영희44)의

연구가 독창적이다 노동은의 연구에서 협률사의 등장은 궁정이나 지방 관아. “

에서 특정 정치권이 아니고서는 접할 수 없는 정재와 아악을 협률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대중화시켰다는 사실이 조선 예악의 미학적 중심점이 일

반 대중으로 옮겨갔음을”45) 의미하는 사건으로 서술된다 근대 초기를 대상으.



로 한 음악사회학 계열의 연구 중 근대 초기 기생조직과 기생연희에 대한 일련

의 연구는 극장문화 연구와의 관련이 깊기에 주목을 요한다.46) 음악무용 분야․
의 선행연구에서는 근대 초기 극장연희의 중심을 이루었던 기생의 각종 공연예

제와 기생조합 권번의 조직과 연행활동 및 예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러나 공연예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극장공연에 동원된 기생들을 둘. ,

러싼 당대 관객들의 문화적 이해 각 기생조합의 특징과 연행방식 극장기, , ‘

생 의 문화적 의미는 상호보완되어 보다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일 것’

이다.

년대 이후 제출된 근대 판소리 창극 전통연희 연구는 협률사 이후의 근대90 , ,

적 극장문화가 외래 연희문화의 유입으로 극장과 연극이 없었던 사회에서 급‘

진적으로 수용 이식되었다는 한국 근대연극사의 숨은 전제에 이견을 표한’ ·

다 이들 연구에서 다루는 창부 광대 악사 기생과 같은 전통예인들은 조선 후. , , ,

기부터 조직적으로 연행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창극이나 기생의 창작무용의,

사례에서 보듯 년대까지 근대적 극장공간에 정착하여 공연활동을 지속하고1910

있었다 협률사 이후 오랜 시간동안 전통연희 예제가 극장에서 공연되었고 담. ,

당층과 수용자가 연속되어 있었다면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흐름 역시 전근대,

로부터 근대로의 단절 을 수반한 이행 이었다는 단선 으로 판단( ) ( ) ( )斷絶 移行 單線
하기 이전에 지속을 바탕에 둔 점진적 변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수정,

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년대 이후 전통연희 연구는 옛것 속에서 수많은? 90 “

새로운 것이 응결되어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을 발견하는”47) 것을 중심으로 근



대 초기 극장문화가 마련한 근대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연구사적 문제를 제기하

기에 근대 극장문화사 연구를 정초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이 된다, .

근대 초기 극장문화 중 활동사진 관람과 년대 영화전문극장 건설 등1910④

의 논의는 영화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희문. 48)은 사료의 광범위한 독해

를 근거로 개화기 외국 활동사진의 소개된 년부터 활동사진 관람이 시작되1896

어 년대 신파극의 부진과 연쇄극의 등장으로 인해 극장흥행의 초점이 무성1910

영화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국경 으로부터 조선인의 무성영화, < ( )>(1923)國境
제작이 시도되었다는 초창기 한국영화사의 기본적 구도를 설정한다.49) 최근의

김려실50)의 논의 등에서는 식민지기 영화사 서술에 침윤된 수탈과 저항 의‘ ’

이분법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원론이 제기되었으나 이 연구 역시 년 아리, 1926 <

랑 이전의 논의는 기존의 연구사적 구도를 수용하고 있다> .

근대 초기의 활동사진 관객성에 대해서는 유선영51) 여선정, 52)의 논의가 기본

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유선영은 한국 근대 대중문화의 형성과정에서 시각.

문화로의 재편과정을 선도한 장르로서 영화를 평가하며 년대 활동사진의, 1900

도입 이후 영화의 대중화가 시작된 시기를 영화관이 확충되고 검열 제도가 정

비된 년대 중반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년대 활동사진 관객층1920 . 1900

의 특징은 새로운 볼거리를 접한 관객들이 가지는 경악과 매혹의 구조를 이르

는 기차효과 로 설명되며 년대 대중적 영화 관람문화의 성립은 훈육과‘ ’ , 1920

종족공간으로서의 극장공간의 전개와 병행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여선정은 식민지 서울의 공간구성과 경제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용하여 활동



사진 관객성의 흐름을 분석하여 거주지역의 분리 일인 상업지구의 확장 언“ , ,

어의 차이 식민화가 낳은 정서구조, ”53)의 차이를 통해 경성 남 북촌을 중심·

으로 민족적 관람공간이 분리되었고 년 이후 경쟁적 입장료의 인하로 인, 1926

한 전 영화의 출현으로 하층민들까지 영화 관객층으로 포함되는 과정을 설득10

력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연구에서 극장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시각성.

과 관람관습의 변화를 다룬 전통적 영화연구의 시각에 많은 부분 기대어 있고,

근대 초기에 벌어진 다양한 공연예제들이 추동했던 관람성의 변화와 영화 관람

의 관계는 공백으로 남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년대 초기 무성영화의 관객성과 영화상설관 및1900-1910

영화흥행산업의 전개 년부터 이루어진 미국 연속영화 관람의 문화적 의미, 1916

등에 대한 새로운 각론이 제출되고 있다 이순진. 54) 한상언, 55) 백문임, 56)의 논의

는 활동사진시기 영화사와 관객성을 논의한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출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순진은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기차효과 를 의심하며‘ ’ 57) 교육과 계몽의 매체 일상의 유흥과 오락으로서 활,

동사진이 기능한 점에 주목하여 활동 을 둘러싼 사회진화론의 전파가‘ ’ 1910

년대 중반 이후 미국 모험활극의 수용과 활극 영화 창작에 중요한 문화적‘ ’

맥락임을 논구한다 이와 함께 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영화와 공연예술 양. 1920

식의 연관관계 그 중에서도 초기 영화비평 담론과 신파연극 담론이 공유하였,

던 신파 를 둘러싼 논의에서 초기 활동사진이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한 연극‘ ’



성의 흔적을 지적한다.

한상언의 논의는 기존의 조선인의 극장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 영화사,

서술을 비판하며 년대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영화업의 참여와 극장문화의, 1900

영향을 포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는 년대. 1910

이후 일본인 극장과 배급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영화사에서 반복한 가설,

신파극의 부진으로 인한 조선 연쇄극의 등장 의 가설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

다.58) 한상언의 논의에서 연극 영화 극장흥행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에ㆍ ㆍ․
대한 분석과 일제 식민지배에 의한 문화적 영향관계를 재구하는 부분은 근대

초기 극장문화 연구에 많은 영감을 준다 그러나 연구가 전문활동사진관이 건.

설된 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년대 극장문화의 논의를 선행연구에 기대1910 1900

고 있다는 점 일본의 흥행자본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영화산업과는 달리 종족,

적 특징을 보유하였던 극장문화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백문임의 논의는 저간 서양 활동사진 관람 중심 의 개괄적 논의로 진행되‘ ’

었던 년대 중반 조선인들의 영화관람 경험에 대하여 년 경부터 조선인1910 1916

활동사진관에서 상영되었던 미국 연속영화 의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serial film)

로 논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년 사이 집중적으로 상영된 미국. 1916-1925

연속영화의 경험이 연극과 구별되는 영화의 특징을 미국배우의 육체를 경유하

여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미국문명의 상징물을 배치한 액션 장면의,

구성과 스타 시스템은 이후 연쇄극 제작뿐 아니라 신파극단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논구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 시도한 미국 연속영화 상영기록.

의 정리와 해석은 년대 조선인의 영화 관람성향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1910

하고 있다.59)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는 년대 연속영화의 상영방식을 일본의, 1910

상영방식의 유입으로 바라보는데 관객의 입장에서 연속영화에 쉽게 적응해 나,



갈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으로 개항기 이후의 창극 신연극 신파극의 공연방식, ,

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겠다 유사한 의미에서 여성 등장인물 및 초창기.

스타 시스템의 정착과정 역시 미국 연속영화 유행 이전부터 시도되었던 전통예

인을 노출하는 신문매체의 전략 등 당대 문화적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사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년대 활동사진 연구에서 변사 에 대한 연구는 독특한 위상을1900-1910 ( )辯士
차지한다 스토리와 대사를 전달하는 매개자이자 과도적 존재로서 정리되었던.

변사의 위상은60) 이후의 연구에서 서술자 이자 영상 바깥에 존재하는(narrator)

배우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번역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의 전지구적 확산을,

돕는 지역적 장치로서 년대의 활동사진 문화의 고유한 특징으로 자리매김1910

되었다.61)

변사의 연행에는 전통적 구술문화와의 영향관계가 드러나나62) 기존 연구에,

서 천착한 방식인 전기수 등 조선 시대의 구술전통의 연속성을 강조하( )傳奇叟
는 방법은 여타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구술전통과 엄밀히 변별되지 않으며,

년대 변사를 둘러싼 극장문화의 의미망을 소거할 우려가 있다1910 .63) 그렇기에

년대 조선인 관객의 입장에서 일본식 변사의 문화를 수용하였던 맥락은1910

년대 이후 극장문화에서 연사 와 전통연희의 해설자 연행과 관련된1900 ( )演士



극장문화의 흐름을 고려하며 일본의 활동사진 문화가 조선에서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변사의 역할은 한편으로 활동사진 감상에 개입하는 청각적 감각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백문임은 변사의 역할이 초기 무성영화의 감상에서 청각.

적 대사와 화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화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고64) 활동사진 감상에 있어 아리랑 에서 정점을 이루는 화면< >(1926)

밖의 청각적 요소 특히 종족적 특성을 지닌 전통음악의 요소 아리랑 에, (< >(1926)

서는 아리랑 의 결합이 극대화되어 카메라에 의해 생산되는 시각장은 청‘ ’) , “

각적 요소의 도움을 받아 식민지 상황에 부합하는 종족적 특징을 강화하고 확

증하는 데에로 정향되어 있다.”65)고 논구한다 이러한 변사의 역할 청각적 요. ,

소에 대한 적극적 해석은 시각 중심의 감상과 다른 개항기와 년대의 시청, 1910

각적 영화관람 방식에 대한 탁견 으로 주목할 만하다( ) .卓見
이상 년대 활동사진기의 영화 연구에서는 활동사진 관람에 대한 수1900-1910

용자적 논의 및 영화전문극장의 건설과 영화흥행업의 전개 변사 연행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화연구의 흐름에서는 한.

국 근대연극사에서 년대 희곡의 부재 극장공연의 활성화 의 사태1900-1910 ‘ / ’

를 다루는 한 방식으로 극장문화 연구에 천착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으로 활동사진의 시각성 관람관습의 형성이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

지고 있으나 이에 개입하는 변사연행이나 전통음악 등이 영화 관람에 개입되,

어 나타나는 구술문화적 흔적과 청각적 감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포괄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영화만의 계통적 연구가 아닌 포괄적인 극.

장문화와 관객성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초기 연극 전통연희 영화사 연구에서 극장· ·⑤

공간은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극장에 한정된 개별적인 연구로 시야를.



돌리면 연극과 전통연희 연구에서는 년대 협률사와 원각사에 대한 연구를, 1900

중심으로 년대 조선인 대중극장에 관한 논의를 영화학계에서는 동대문 전1910 ,

차차고지의 활동사진 영업부터 년대 중반 일본인들이 건설한 전문활동사진1910

관의 등장과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협률사와 원각사를 중심으로 한 초기 극장에 대한 논의는 앞서 정리한 이두

현과 유민영의 논의 이후로 윤백남의 원각사시대 회고문과 원각사 도면을 소개

한 백순재의 논의66)가 있었으나 년대까지 협률사에 대한 진전된 자료와 논의80

는 그리 발견되지 않는다.67) 년대 이후 협률사의 성립과정과 성격에 대한 각90

종 논의들은 협률사 원각사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68)

이 중 년대 극장사의 쟁점인 협률사를 둘러싼 황실극장 국립극장 론1900 ‘ ( ) ’

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은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백현미의 논의에서 협률사. (協
가 극장공간으로서의 희대 와 극단으로서의 협률사를 통칭하는 용어) ( )律社 戲臺

로 쓰인 것을 지적한 이후69) 사진실은 진연과정에서 논의가 발견되지 않는 점,

을 근거로 희대와 협률사를 별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민간연희단체로서의 협

률사를 상정하여 황실극장론을 비판한다.70) 뒤이어 김재석 역시 협률회사(協律
의 기업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기존의 황실극장론에 이의를 제기)會社

하였다.71)



이에 대하여 조영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쟁점이 된 대한제국의 극장 건‘

설 의 여부와 상업적 민간단체로서의 협률사 운영을 대한제국 시기의 기안’ 『

조회( ) , ( )』 『 』起案 照會 72)의 해석을 근거로 관영 성격의 회사 로서 초기 협‘ ’

률사 를 황실극장을 사칭한 조직으로 복설 협률사 를 나누어 분(1902-1904) , (1906)

석을 진행하였다.73) 이 때 관영 성격의 회사 라는 용어 안에 뒤섞인 민간회‘ ’

사 성격과 황실극장론의 모호한 중첩은 자료의 검토를 통해 예리하게 판단하여

야 할 문제이다 조영규의 연구는 협률사와 원각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

집 해석하여 정체되어 있었던 년대 극장사 연구에 자극을 주었으나 초창, 1900 ,

기 협률사의 성격에 대한 해석 최초 희대 의 건설용도나 삼패도가와의 연, ‘ ’

관성 협률사 가사문권 에 대한 추론적 논지 대관들의 극장관람과 친일자본, ,「 」

의 영향을 민족성과 상풍패속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지점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

하다 협률사 원각사 이외의 년대 서울지역 조선인 민간극장에 대한 연구. , 1900

는 유민영의 초창기 극장사 자료 정리 이후 오랜 시간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최

근에 이루어진 연구들 역시 주로 레퍼토리와 극장운영자 연행단체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격적인 극장문화 연구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74)

년대 극장에 대한 연구 중 일문학계와 영화학계를 중심으로 경성의 일본1910

인 극장의 영업과 년대 활동사진관에 대한 논의가 진척된 사실은 주목할1910

만하다.75) 이들 연구에서는 년대 중반 이후 경성의 극장문화가 활동사진1910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과 일본계 극장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는 과정을 살피며,

일본계 극장의 영향력과 흥행관습의 정착 과정을 중요한 논점으로 지적한다.

년대 극장의 흥행관습 및 관객성의 정착 과정은 대체로 시각장의1900-1910 ‘

형성 에 의한 근대적 관람방식의 변화 식민지 공공성이 통제와 훈육 의’ , ‘ ’

방식으로 발현되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문제삼는 일련의 논의와 호응된

다.76)

사회학계에서 제출된 김순주77)는 역사인류학적 접근에서 식민 지배층과 반‘

응 대응 좌절하는 로컬 사회, , (local) ’78)의 관점을 견지하며 식민지배 이후 영

화산업과 극장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논문에서 년 이후 극장규제. 1895

의 흐름과 년대 극장 관객석 구조와 관람방식 등 기존 영화 극장문화 연구1910

의 공백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점은 눈길을 끈다 그러나 경성의 극장가. ‘ ’

의 형성을 일제식민지배 이후로 한정하며 식민지배 이후 극장문화의 해석에,

치중하고 개화기와 신파극 극장문화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사에 기대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개항기 극장의 무대미술 연구79)와 무대관습 및 연기에 대한 연구80)는 근대‘



극 의 기준에서 사실주의적 극장무대 미술 연기 연출의 발전과정으로 개화’ , , ,

기 극장문화를 바라보고 있어 기존 근대연극사 서술의 관점을 연구에 반영하,

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한편으로 무대미술 및 공연.

관습과 연기를 재구할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면이 큰데 연기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인 대본자료가 부재하여 신문기사 등의 비평 및 공연관련

자료와 연극인들의 일부 회고를 인용하는 지평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근.

대 초기 극장문화에 대한 기초 연구의 부족은 공연예술이 지닌 일반론적인 특

징 또는 프로시니엄 무대구조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극장관람의 문화,

를 뭉뚱그려 시각적 이고 근대적 인 관람방식의 전환 근대극의 과도단‘ ’ ‘ ’ ,

계로서 근대 초기 극장문화를 일반화하는 분석을 양산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이상 년대 극장에 대한 개별적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살1900-1910

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년대 극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협률사와 원각사를. , 1900

제외한 민간극장의 연구가 부족하며 두 번째 년대 극장에 대한 연구에서, , 1910

는 일본계 극장의 설립과정과 일인 자본의 극장업 진출 및 활동사진 배급망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극장의 구조 무대미술 연기 관람관습 등은 면밀하게, , ,

다루지 못했다 세 번째 년대 극장문화를 근대연극 예비기로서의 관. , 1900-1910

점으로 극장공간 및 관람성의 흐름을 분석하여 시각성 위주의 관람이나 근대,

적 관객성이 조성되는 일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로부터 근대 초기 극장문화를 둘러싼 몇 가지의 쟁점이

도출된다 전통 연희문화 및 연희공간과 개화기 극장문화의 관계 개항 이. 1. 2.

후 외인 공연예술의 영향과 외인 자본의 극장업 진출 개항기 극장의 운영과3.

건설 공간적 배치의 의미 개항기와 식민지 초기 공연관습 무대 공간의 조, 4. ,

직 관객층의 형성과 관객성에 대한 분석 극장예술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5.

변화 및 근대적 여가문화의 영향 및 인접예술장르의 영향 일제강점 전후로6.

일본 극장문화가 유입되고 검열이 제도화된 이후 전통적 연희문화와 식민지적

특수성이 혼효되며 형성된 식민지 초기 극장문화에 대한 고찰이 연구의 논점으

로 제기된다.

위에서 정리한 연구의 논점은 다시 한국 근대연극이 지닌 전통과 개화 근대, ,

와 식민지가 얽힌 식민지 근대성 의 지점을 포착하려는 시도(colonial modernity)



와 연결된다 근대 초기 는 전통연희문화와 전통적 관객층의 기반 위에서. ‘ ’

극장을 중심으로 한 연희관람의 문화가 형성된 시기이며 동시에 식민지배의,

공고화로 일본식 극장문화의 유입이 가속화된 이후 근대성과 식민성이 중첩되

어 수용되는 과정에서 전통 연희문화와의 혼효가 이루어진 독특한 시기이다.

근대 초기에 형성된 극장문화의 틀은 이후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형성된 근

대적 극장문화의 원형이 되며 동시에 년대 이후 연극개량론 및 근대극 운, 1920

동 과정에서 재론되는 전통 대중 조선적 무대 등의 담론이 제기‘ ’, ‘ ’, ‘ ’

되었던 근본 원인이 되기에 주목을 요한다 요컨대 근대 초기는 전통 연희문화.

에서 극장문화로 다시 일본 극장문화의 영향을 받아 극장의 구조와 관습이 정,

착되는 시기로 근대연극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난 전통과 근대 식민지 문화의, ,

영향이 혼효된 식민지기 한국 극장문화의 시발 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始發
한국근대연극사의 중요 연구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 ‘

통 개화 근대 식민지 가 중첩된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흐름을 분석해 내는 것- - - ’

이 이 논문이 경주하는 지점이다.

연구의 시각2.

이 장에서는 년대부터 년대까지 서울 지역 극장문화 연구방법을 정1880 1910

초하기 위하여 극장문화 와 연희문화 의 개( , theatre culture) ( )劇場文化 演戲文化
념정의를 중심으로 극장의 역사적 변천 드라마 연구에서 다루어진 극장 공연, , , ,

사회 관객의 관계와 관객성 이론 문화연구의 시각, (spectatorship/audienceship) ,

에서 극장문화 연구 도시문화와 극장문화의 관계를 다루며 이를 근대로의 이, ,

행 과정에서 근대화와 식민화를 동시에 겪었던 근대 초기 서울지역 극장문화

연구에 적용하는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연극사에서 극장과 공연관습 제도와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무대와,

건물로서의 극장뿐 아니라 희곡과 공연 형식의 창조를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연

극사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주목받았다.81) 구체적으로 연극 특히 극장“ ,



과 사회의 관계 는 사회적 컨텍스트 가 연극(theatre building) ” “ (social context)

극장 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이를 이용하는 방식 에 대한 논의이며( ) ” ,

다양한 층위의 관객들이 지닌 관객성의 문제 연극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공연을, ,

둘러싼 종교 정치적 목적 등이 논점으로 제기되었다· .82) 위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극장 공연 사회 관객의 문제는 극장문화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구, , , ,

체적으로 극적 관습 연기 관객성 무대미술 등의 극장 내 의 문화, , , (inner frame)

뿐 아니라 극장 밖 의 문화 곧 여타 매체의 영향 자본 도시공간(outer frame) , , , ,

관객의 계층성 등 공연에 관련한 사회적 관계를 연구의 범주로 삼고 있다.83)

연극사 연구의 방법으로서 극장문화 연구는 각 민족과 지역 시기마다 극장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극장문화의 전통이 다르며 공연 상황을 중, (performance)

심으로 분석된다는 측면에서 상이한 강조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

다.84)

근대이행기를 다룬 서양연극사 연구에서 의 분석은 중세‘theatre culture’

유럽의 연극극장 전통을 바탕으로 직업적 배우들의 연극공연과 극장문화의 전,․



개를 중심으로 대중극장과 사설극장 등으로 분화되어 관객성과 공연관습이 형

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연극사의 분석틀은 한국연극사.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주로 보기는 힘들다 요컨대 근대이행기를 다루는.

서양연극사의 경우 극예술을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와 관객 도시에 건설된 극, ,

장의 존재는 문화사적인 상수 였으며 그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로서 연극( ) ,常數
문화와 극장연구의 개념이 정초된 반면 근대로 이행하던 한국의 경우 가무잡,

희를 중심으로 한 전통연희 중심의 공연문화와 관객이 형성되어 있었고 궁내,

부 희대의 등장으로 시작된 도시의 실내 극장공간의 형성과 외래 극장문화 및

무대기술의 유입은 문화사적으로 능동적 변수 로 작용하며 근대적 극장문( )變數
화와 극양식의 변화를 자극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한국 연희문화의 특.

수성을 고려할 때 서양연극사에서 제기된 분석틀은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

다.

서양연극사의 분석틀을 한국의 연극사에 적용할 때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

제는 한편으로 서구적 분석틀을 도입할 때 극장 건설 이전 형성되어 있었던,

공연문화와 관객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문제 곧 한국근대연극사의 단절과 지,

속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실은 이러한 근.

대 극장문화사 연구에 얽힌 지속 과 단절 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 ‘ ’

있다.

그렇다면 중세 극장문화와 악 희 극의 전통은 세기 초 근대적인 연극문화에 어떻· · 20

게 대응하였는가 갑작스런 외래문화의 충격으로 자생적인 근대화가 좌절된 채 서구식 극?

장 건축을 모방하여 최초의 근대극장을 짓고 일본을 거쳐 수용한 사실주의극을 이식하여

근대극을 마련하였는가 이러한 전통단절론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 단절을 전제로? .

하지 않으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전통의 지속성이 존.

재한다 역사의 발전은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하는 두 가지 힘이 모두 작용한다 어찌 보. .

면 부정하여 단절하는 것은 긍정하여 지속하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다 지속과, .

단절 혹은 계승과 혁신을 모두 포함하여 근대극은 전통적인 공연문화의 토대 위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85)



연속성과 단절의 강조는 위의 인용에서 기술하듯 한국의 연극사에서 각각

일면의 진실 이 있다 그렇기에 공연문화 와 같은 포괄‘ ’ . (performance culture)

적 분석개념으로 통칭하여 연속성의 일면을 강조하고 세부적 논점들을 소거하

는 것보다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분기되는 지점을 의식하는 개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희문화 와 극장문화. ‘ ( )’ ‘ (演戲文化 劇場文
는 위의 인용문에서 제기된 단절과 지속의 문제 연속성과 분기점의 문제)’ ,化

를 의식하며 선택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연속된 극장문화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

연희 의 개념을 이용한 연희문화 를 분석개념으로 삼고자 한다 전( ) ‘ ’ .傳統演戲
통연희는 백희 가무백희 잡희 산대잡극 산( )· ( )· ( )· ( )·百戱 歌舞百戱 雜戱 山臺雜劇
대희 나희 등으로 불리던 전통공연과 조선 후기에 발전한 판소( )· ( )山臺戱 儺戱
리 가면극 꼭두각시놀이 등 연극적 갈래의 전통공연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 .86)

조선 후기의 연희는 궁정 공간 뿐 아니라 장터 사가 기방 유상처, ( ), ( ),私家 妓房
등 시정 과 일상의 공간을 연희공간으로 전유하여 직업적 연희자( ) ( )遊賞處 市井

인 전통예인( )傳統藝人 87)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희문화는 조.

선 후기 연희공간과 공연 사회 관객의 역학을 포괄한 극장문화 연구의 대상으, ,

로 상정된다.

이와 함께 근대 초기 외래 공연문화의 자극을 배경으로 극장이 건설된 이후

형성된 공연문화는 극장문화 로 개념화하여 분석개념으로 삼을 것이다 근‘ ’ .

대 초기 한국의 극장문화는 극장에서 이루어진 전통연희와 연극 활동사진 상,

영을 대상으로 이를 둘러싼 극장과 공연 사회 관객의 역학을 포괄하는 개념이, ,

다 근대적 극장공간의 탄생은 전통연희가 극장의 예제로 적응 변모하고 활동. ·

사진과 신파연극 등 외래 극장예술이 유입되며 근대 초기 극장예술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 문화의 분기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근대 초기 한국.

극장의 특징을 고려하며 극장을 중심으로 전통과 근대 사회문화적 맥락을 조,

망하기 위해 의 포괄적 번역어로 극장문화의 개념을 선택한‘theatre culture’



바 있다.88) 이러한 근대 초기 한국 극장문화 연구에 대한 관점은 유선영에 의

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전략 조선 후기 세기에서 세기로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하나의 스펙트럼으( ) , 19 20…

로 압축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서 그것은 바로 극장이다 적어도 조선에서 극장은 세기. 19

말 세기 초의 전환기에 근대문물의 하나로 도입되었고 통속문화 장르들과 대중문화 장-20

르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혼종되거나 소멸 교체의 변화들이 일어난 문화기관이자 제도, , ,

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극장은 극장이라는 물리적 형태만이 아닌 제도로서의 극장 상영. ,

또는 공연되는 문화산물 관객과 관객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나아가 도시화 근대화 상, , ,

업화 식민화의 시스템과 맥락 구조변화의 영향을 받는 물질적 공간으로서의 극장이다, , .89)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연희문화와 극장문화의 개념을 조선 후기로부터

년대에 이르는 근대 초기 서울지역의 극장 공간 공연 사회 관객의 연속1910 ( ), , ,

성과 분기점을 조망하는 분석틀로 사용할 것이다.

극장은 연행자 와 관객 이 만나는 유희적 공간이다(actor/performer) (spectator) .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연희자와 관객의 의사소통은 문화적으로 놀이의 형식을

지닌다 호이징아 는 이를 연행자와 관객이 공히 일상적인 공간. (Johan Huizinga)

과 격리된 특수한 공간에서 열광과 몰두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놀

이의 경험으로 설명한다.90)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후기의 연희문화 역시 연행



자와 관객이 만나는 유희적 공간으로서 연희공간은 존재하였고 연희문화에서,

극장문화로 전개되는 과정은 외래적 충격과 이식의 일면 뿐 아니라 극장에 대

한 관점과 제도가 변화하여 근대적 극장문화가 마련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근대 공연문화에서 극장은 다양한 공연의 요소를 매개하고 결정하는 매.

체로서 공연에 이용되는 모든 상징적인 요소들이 극장이라는 공간으로 함축, “

되는”91) 위상을 지닌다.

한편으로 극장문화의 본질이 놀이 유희 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앞 장‘ ( )’ .

에서 분석하였듯 극장문화의 근대성을 논하는 선행연구에서는 근대 초기 극장,

이 지녔던 음탕황란 과 퇴폐적 눈물 의 문화에서 점차 사회적 유용성을‘ ’ ‘ ’

확보하며 근대연극에 이르러 개량과 진보 로서의 문화적 이해를 내포할 수‘ ’

있었다 논구한다 그러나 극장이 연희자와 관객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유희공.

간이라는 호이징아의 관점에서 이 과정은 당위적 진보의 흐름이 아닌 계몽의,

가치가 근대적 극장문화의 놀이적 특징으로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과정과 실천으로서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형성을 바라.

보는 균형감각을 제공하며 동시에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궤적에서 계몽적, ‘

유희 가 근대적 극장의 관객에게 즐거움의 방식으로 제공되었던 과정을 살펴’

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의 극장문화 연구에서는 희대 이후 건설된 년대 극장에 대하여1900-1910

황실 왕실 국립 민간극장 옥내 실내 극장 가설 상설극장 등 운영의 주체와 극( , )/ , ( ) , /

장건축의 특징 영업방식에 따른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여 논의의 혼란을 가져,

온 측면이 있다.92) 본고에서는 이를 서양연극사 연구에서 정리한 실내극장과



대중극장의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한국의 극장문화사의 조건에 맞,

추어 개념의 일부를 변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세계연극사를 배우와 공간 극장 으로 정리한 사우던 은 연극( ) (Richard Southern)

의 발전을 가장유희자 의 출현으로부터 비사실주의 연극에 이(costumed player)

르는 일곱 시기로 나눈다.93) 이 가운데 극장 연희공간은 궁정이나 홀 에 마/ (hall)

련된 소규모 무대에서 전문배우들이 공연한 시기부터 등장하며 시기 뒤이어(3 )

다수의 관중을 대상으로 한 가설무대 로부터 대중극장(booth stage) (public

과 사설극장playhouse) (the private house theatre/private theatre)94) 궁정극장,

등으로 분화되기에 이른다 시기 대중극장은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에 대규모(4 ).

의 도시대중을 상대로 상업적 공연활동을 벌이면서 지붕이 없는 경우도 있었,

기에 계절과 날씨에 따라 공연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서구의 사설극장은 실내.

에 위치해 있으면서 좌석수와 입장료에서 대중극장보다 고급화한 공간으로 가,

장 큰 차이는 운영 면에 있었다 브로켓 는 대중극장과 사설. (Oscar G. Brockett)

극장의 무대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기본적인 특징 면에서 사설극장은 대중극장과 별다른 점이 없었다 지붕이 있고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서 좌석 수는 옥외극장의 분의 내지 분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모든4 1 2 1 .

관람자들은 피트나 갤러리 하나에서 셋 사이의 또는 개인용 박스에 앉아서 관람했다 무( ), .

대 약 피트 가량 높여졌고 프로시니엄 아치나 전면의 막이 없음 와 배경은 대중극장의( 3,4 )

그것과 비슷했고 그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 또한 똑같이 진행되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 [ -

인용자 주 극단들이 자유로이 대중극장에서 사설극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양쪽의 제작]

관습들은 비슷했음이 틀림없다 대중극장에서는 공연이 옥외에서 오후시간에 이루어.( )…

졌기 때문에 인공조명이 필요치 않았다 사설극장들은 필시 촛불을 사용했을 터인데 무대.

조명의 실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95)

극장은 이후 무대장치를 갖춘 실내극장(the roofed playhouse with scenery)

시기로 이행되는데 시기 공간을 지시하는 무대배경 비행장치나 무대전(5 ) 1. 2.



환장치를 통해 관객들에게 제공되는 스펙터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3.

속되는 오락적 형식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 시기와 구분된다 무대막.

이나 무대배경 회전무대와 비행장치 조명기구 등 환영적 무대기술과 스펙터클, ,

장치의 발달은 이를 관찰하는 관객의 시각 중심 관람관습을 추동하기에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실내극장의 발전은 야외공연과 실내공연의 차이에 의해 배우의.

연기방식과 발성 무대에서의 조명의 역할 등에 영향을 끼쳤다, .96)

이러한 극장사의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극장으로서 년 공연활동을 시작, 1902

한 궁내부 희대 는 이전 무동연희장의 가설극장 형태로부터 대중극장과( )戲臺
실내극장의 특징을 지닌 연희공간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인.

을 대상으로 공연활동을 벌였던 장안사 연흥사 단성사 광무대 역시 실내극장, , ,

으로 조성되어 계층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수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

람료를 낮추며 각종 볼거리 공연을 홍보했다는 측면에서 대중극장의 성격이 두

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년대 서울의 극장이 실내에 건설되었다는 점과 서구적 의미의1900

무대장치를 갖춘 실내극장 의 개념의 차이는 분석에서 엄밀히 구분되어야‘ ’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대배경 무대기술은 물론이고 희대를 비롯한 대중극장. , ,

의 건설 이후에도 계절과 날씨에 의한 휴연이 년대 초반까지 조선에 내1920 ‘

려오는 극장의 악인습 으로 지적되는 맥락에서 재차 파악할 수 있다’ .97) 극장

에서 무대적 환영을 위한 장치가 구비되는 시점은 일본식 극장문화가 유입되었

던 년 전후부터이다 그렇기에 이 논문에서 근대 초기 실내극장 을 언1910 . ‘ ’

급할 때에는 야외극장과 대비되는 실내 연희공간의 의미로 한정하며 도시 대,

중을 상대로 한 상업적 극장영업 활동은 대중극장 으로 환영적 무대장치‘ ’ ,

구비를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극장문화 연구에서 공연 사회 관객의 관계는 분석을 위한 중요한 논점이다, , .

공연과 사회 관객의 연구는 수용이론에 영향을 받은 관객 수용 및 관객성 이,

론과 연극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연극학에서 초창기 관객 수용과.

반응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의 기호학을 발전시킨 프

라하 학파의 무카로프스키 에 의해 분석대상으로 제기되었다(Jan Muka ovsk ) .ř ý
무카로프스키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수용과 반응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뿐

아니라 연극의 의사소통 에서 관객이 지닌 사회적 역동(communication)

을 지적하여 극적 공간 배우 관객에 관한 이후 연구를(sociological dynamics) , ,

자극하였으며98) 동시에 당대의 예술작품이 역사와 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사회적 산물로서 예술의 구조 자체와 수용자 속에 사회적 현실이 삼투해 있다

는 점을 강조하여99) 텍스트 해석 중심의 전통적 연극연구 및 형식주의 이론과

다른 길을 모색하였다.

한편으로 연극학에서 공연 사회 관객의 관계는 야우스 가 정초, , (H. R. Jauß)

한 기대지평 이론을 수용하여 정교(Erwartungshorizont, Horizon of expectation)

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다 기대지평은 사후적으로 해석된 문학적 사실들 을. ‘ ’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독자로서의 비평가 작가 독자가 기존, · ·

작품의 독서를 통해 지녔던 선행 경험을 창작과 수용에 반영하는 과정을 중요

하게 여기며 작품의 창작과 수용과정을 기대지평 안에서 이러한 경험이 중재,

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100)

한 작품이 그 과거에 있어서 배경으로 삼아 창작되고 수용되었던 기대지평의 재구성은

텍스트가 하나의 대답을 부여했던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제기하도록 해 주며 이로써 당,

시 독자가 어떻게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며 이해할 수 있었느냐의 결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접근은 고전적인 혹은 근대화된 예술 이해의 대부분 인식되지 않았던 규범들을 수

정해 주며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정신에의 순환적 호소 를 생략시켜 준다 이러, (Rekurs) .

한 접근은 어떤 작품의 과거와 현재의 이해 사이의 해석학적 차이를 드러내 주며 이, ―

양개 입장을 전달하는 그 작품의 수용사를 의식케 해 주고 이로써 문학 텍스트 안에,―

문학이 시간을 초월해 존재해 있고 그것의 객관적인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는 의미,

가 항시 해석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문헌학적 형이상학의 한 플라토닉한 도

그마로서의 가상적 자명성을 문제시되도록 만들어 준다.101)

야우스가 주장한 기대지평의 개념은 특정 시기에 형성된 관객성을 고찰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하나의 작품 공연 은 과거의 공연형태를 지평으로 삼아 창. ( )

작 수용되며 독자 관객 의 수용 역시 기존의 작품 공연 과 장르에 대한 이해를· , ( ) ( )

바탕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대지평 이론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의 의사소통 구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었다.

극장문화 연구의 다른 뿌리로서 극장 공연 관객 사회의 관계는 연극사회학, , ,

분야에서 주로 지적되었다 질버만 이 제시한 연극사회학의. (Alphons Silbermann)

범주는 극장문화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시사점을 던진다.

사회의식과 시대정신의 표현으로서 연극 예술가와 사회의 사회과정 상호작용 으1. 2. ( )

로서 연극 연극을 통한 사회나 사회집단에의 영향력 사회집단을 통한 연극공연 선택3. 4.

에의 영향력 연극을 통한 행동양식과 사회조직 형태에의 영향력 극작가 배우 및5. 6. ·

연극관계자들의 사회 이데올로기적 배경 연극관계자들의 연극적 전통에 대한 기여· 7. 8.

연극형태 연극동기화 및 주제의 사회역사성과의 상관관계 연극공연의 승인과 거부· 9.

연극에 의해 전파된 내용의 변화추세 연극조직 내 연극관계자와 직업집단간의 갈10. 11.

등영역 연극의 미학적 기능과 비미학적 기능12. 102)

질버만이 제시한 연극사회학의 범주는 이데올로기와 전통의 수용 및 재창조

로서 공연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통적 연극연구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무카로프스키가 사회적 역동 으로 언급한 논점을 구체화한 사회와 연극의‘ ’



상호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검열 공연의 사회적 수용 사회조직으로서의. , ,

연극조직 등의 논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과 극장문화의 관계에 대한 구· ·

체적 논점을 제시한다 질버만이 제시한 연극사회학은 연극의 미학적 기능과. ‘

비미학적 기능 의 관계에 대한 탐구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12) ,

극장문화 연구는 공연예술 미학이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

생성 변화되는 실천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초될 수 있었다· .

수용미학과 연극사회학 연구에서 제시된 공연 사회 관객의 기본 논점은 이, ,

후 관객성(spectatorship/audienceship)103) 연구의 중심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

다.104) 관객성 연구는 관객들의 문화적 이해 감각적 인(cultural understanding),

식 기대지평 극적 관습에 대한 수용과 의미 해석을 분석하여 한 시대의 특징, ,

적인 관객들의 성향을 살피는 개념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베넷. (Susan

은 극장공간에서 극적 행위를 감상하는 주체인 관객이 당대 관객을 둘Bennett)



러싼 해석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기대지평과 극적관습을(interpretive community)

바탕으로 가상적 무대세계 를 상호 해석하는 과정으로 관(fictional stage world)

객과 공연 사회의 관계를 설명한다 한편으로 베넷은 관객이 개인적 단위에 그, .

치지 않고 보다 집단적인 특징을 지니며 문화적 범주 내에서 형성된 제한,

안에서 공연의 해석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관객성 연구의 이론을(cultural limit)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베넷의 논의에서는 언급한 기대지평 이론의 전제를 받아.

들이되 극장 관객이 지역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 , ,

문화적 경계 안에서 관객의 균질성(cultural boundaries) (andience homogeneity)

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관객들은 공연의 선택과정 관. ,

객의 성별 인종 계층과 거주구역 극장의 위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복수의· · ,

기대지평을 지니게 된다.105) 이 과정에서 베넷의 연구는 관객의 문화적 성향의

분석에 대하여 레이몬드 윌리암스(Raymond Williams)가 수행한 문화연구에 관심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베넷은 관객의 수용 과정에서 극장 에 대한 진일(theatre building)

보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베넷이 제기한 극장과 관객 공연의 문제. ,

는 극장이 건축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사회적 구성요소이자 관객의 문화적

이해를 자극하고 공연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실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극장 연구는 물론 새롭지 않다 극장 건축의 역사적 발전은 엄밀하게(theatre building) .

조사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연극사가들은 이 연구에서 극장의 형태와 규모 연극이 공연, . ,

되는 건물로서의 관계에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관객들은 단지 제한적인 관심으.

로만 있었다 그것들 극장 의 사회적 구성 요소 와 그 수치들은 건축적. [ ] (social composition)

형태로만 설명되어 왔고 대개의 연구에서 건축과 관객 공연의 수용의 상호간의 영향은, ,

고려되지 않았다 극장 은 문화적 기관으로서 랜드 마크이다 극장. ( ) (theatre building) .…

은 예술의 물리적 대표 로 주도적 사상들이 만들어지면서 홍보(physical representative) ,

되었던 곳이다.106)

관객성 이론은 영화학 분야에서 핸슨 이 시도한 공론장(Miriam Hansen) (public

이론을 활용하여 관객성 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sphere) (spectatorship)



정교하게 다루어졌다 핸슨은 영화의 관객성 연구에서 사용된 알튀세르.

식 장치 개념 심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정초된 영화적 장치(Althesser) (dispositif) ,

이론 영화관객 을 사회적 존재로서 내포된 독(cinematic apparatus) , (moviegoer)

자나 이상화된 독자로서 단순화시키는 접근방식을 비판하며 관객성을 역사적,

으로 상이한 수용 방식으로 형성된 관객들의 경험 지평(horizon of experience)

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공적인 수용 형식으로 보았다.107) 핸슨의 관객성 이론은

관객성의 문제를 사회와 공연 영화 의 복합적인 실천으로 보며 이 안에서 공적( ) ,

체험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의 기대지평을 지적하는 점에서 수용이론에 영향을,

받은 관객성 논의와 유사하나 극장에서의 관객체험이 텍스트나 사회적 경험과,

반드시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논의를 통해 극장에서 이루어진 공론장의 특수성,

곧 극장의 관객성 자체의 독립적 변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논점을 제시한다.

핸슨의 논의 중 극장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의 전통이 영화 등 여타 극장예

술의 관객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논구하는 부분은 흥미롭다 구체.

적으로 초기 미국 영화의 니켈로디언(nickelodeon)108) 시기 무성영화에 대한 서

술은 이같은 논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초기의 상영은 필름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라이브 공연,

으로서의 특이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공연의 감각은 또한 다른 모든(live performance) .

활동들을 몰아내었고 상영자 의 편집적 권한보다 오래 유지되어 니켈로디언 시, (exhibitor)

기에 지속되었다 이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필름 영사는 거의 강연이나 음향효과. . ,

음악 등과 동시에 관련된 활동이었다 그리고 일러스트 송 보드빌. (illustrated song), , 1909

년에는 환등 과 환등기 쇼 와 같은 버라이어티 형식의(magic lantern) (stereopticon show)

활동은 필름 영사와 어우러져 번갈아 공연되었다 그러나 다양하게 유통되고 서열화되며.

결합되었던 필름 형태가 아닌 어트랙션들은 그것들 중 적어도 규칙 을 특히 음악적(rule) ,

반주라는 규칙을 기대하게 하였다 영화적 경험의 중요한 요소로서 쇼의 라이브 부. (live)

분은 늦어도 동시음향과 표준속도 영사 방식이 도래하며 형성되었던 규범과는 상당히 다,

른 수용 방식을 주조하였다.109)



미국 초기 무성영화 시기의 극장 관람은 강연부터 버라이어티 쇼에 이르는

다양한 극장 전통의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동시기 극장의 전통적 공연활동과,

영사 활동의 결합은 초기 극장문화의 독특한 관람관습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 초기 한국의 극장문화의 경우 전통연희와 활동사진 연극이 오,

랜 시간 하나의 공간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관람관습 및 문화적 이해 관객,

의 수용 방식에 끼친 상호 영향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예제가 뒤.

섞인 종합적 연행물로서의 공연형식 변사와 창극 신파극에서 공유된 해설자, ·

의 존재 등 근대 초기 극장공연의 상호 영향관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대상으로 제기된다.

앞서 베넷의 극장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 극장은 도시의 상징적 건,

축물의 의미뿐 아니라 관객을 매개로 사회문화적 의미가 조직되는 공간이며,

한센의 논의에서는 다양한 지평을 지닌 관객들이 형성하는 공론장의 물리적 실

체로 제시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최근의 극장문화 연구에서는 고정된 도시. ,

공간으로서의 극장의 의미 뿐 아니라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극장가기

연극구경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극장가기에 대한 분(theatregoing, ) .

석에서 극장은 복합적 문화실천의 영역이자 다양한 문화의 회로 를 연, (circuit)

결하는 교점 또는 문화적 교차로 의 위상을 지닌다 극장( , node) (crossroad) .交點
은 도시 내에 고정된 공간이면서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다양한 연행자들과,

관객들에 의해 공연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도시문화의 일부로서 특정,

시기 특정한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극장은 무대 라는 공간. (stage) ,

유희를 위한 도시의 외곽지역 문화시장으로서의 형식 등에 머물지 않(suburbs),

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객이 지닌 극장가기의 당대적 의미 극장가기와 경쟁. ,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서 여타 도시 유흥문화 및 여가문화와의 연관성 극장에,

대한 당대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분석은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지녔을 문화 회

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10)



서양의 극장 의 어휘는 고대 그리스어로 보기 위한 장소(theatre) ‘

의 어휘에서 파생되었고(theatron)’ 111) 관객 역시 보는 것(spectator) ‘

에서 관객석 은 듣는 것 에서 파생되었던 흐(spectare)’ , (auditorium) ‘ (audire)’

름에서 보듯112) 극장은 관객이 시청각적 감각을 중심으로 연행을 관람하는 공

간이다 한센이 니켈로디언 시기 미국영화에서 청각적 공연전통의 문제를 제기.

하였던 맥락에서 보듯 공론장의 형식으로서 관객성은 특정 시기 특정한 감각,

수용의 양상을 형성한다 그러나 기존 근대 초기 한국연극 및 활동사진 연구에.

서는 근대극장의 관객성은 근대적 시각장의 체험 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

논의되었다.113) 이러한 근대성 시각문화 의 논점은 년대 이후 감각인식‘ = ’ 2000

론 연구에서 비판적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각적 감각뿐 아니라,

청각을 비롯한 다중 감각의 복합적 성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본고의 연

구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마크 스미스(Mark M. Smith)는 감각사 의 역사적 변천과정(history of the sense)

에 대하여 인류학계와 초창기 아날 학파의 역사서술로부터 분석을 시작한

다.114) 감각사 연구는 이후 월터 옹과 마샬 맥루한의 분수령 이J. ‘①

론’(The Great Divine)115) 미셸 푸코의 시각적 감시이론체계 다중‘ ’ ‘② ③



감각의 복잡성 을 연구하는 현대 감각론의 단계로 전개된다’ .116) 푸코 이후 시

각 중심의 감각론은 시각적 감각을 근대적 권력과 직결시키는 논의와 연결되어

확산되었다 푸코의 논의에서 시각성은 주체 감시 객체의 기준인데 마크 스미. - / ,

스는 푸코의 논의에 대해 지식의 생성원으로서 미각과 후각의 역할은 소문“ ’

수준으로 격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수령 이론의 해석을 지지한다‘ .”117)고

평가한다.

현대 감각론에서는 시각의 특권은 맥루한이나 푸코의 주장처럼 명료하지 않

으며 지역의 역사성에 따라 다른 감각 비율 을 지닌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 .

다중 감각의 복잡성 은 특히 근대 이후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비 시‘ ’ ( )非
각감각의 중요성을 주장한다.118) 비시각 감각이 흥미로운 것은 종종 비 근대( )非
적 인식과 기억이 감각의 영역 안에 잔존하여 인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대.

감각론에서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 중 청각성이 지닌 특징은 특히 주목되었다.

슈미트 는 맥루한 이후 시각 중심의 서구문화 연구의 흐름(Leigh Eric Schmidt)

이 시각과 청각에 차별적인 감각의 위계를 만들며 눈과 귀의 문화로 양분1 2

된 문화는 각각 서구적 합리성과 엑스터시적 원시성 을 급(ecstatic primitivism)

진적으로 대표하게 된다고 논의한다 이어 슈미트는 청각 역시 비근대적 인식.

과 함께 특수한 경우 근대적 사회구성을 자극하는 감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구하며 근대 초기 미국의 청각과 청지성 이 장소 계급 국가, (aurality) , ,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힌다.119)

현대 감각론 연구에서 제출된 시각성과 청각성의 논의는 근대 초기 한국의

관객 분석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대 초기 극장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듯 근대 초기 극장에서 무대공간 시선의 배치 무대장· ·

치 기술의 변화는 시각적 수용 방식의 변화를 자극하였다 년대 구극. 1910 ‘ (舊
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창극이나 개화기 극장예술의 다수는 가창과 연주가)’劇

주를 이루는 청각적 공연형태를 지녔으며 극장은 전통음악의 기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본고는 청각적 감각이 전통문화의 원초성을 시각이 근대적. ,

속성을 대표한다는 이분법적 주장을 떠나 근대 초기 극장문화에서 시각성의,

변화와 함께 청각성 안에 스며든 복합적 감각인식을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연

구대상으로 상정할 것이다.

특히 근대 초기 한국의 극장문화에서 극장 내 새로운 청각적 감각으로서 신

파조 대사가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서양연극사에서 근대 이전부.

터 대사 형식을 중심으로 한 극예술이 발전한 것과는 달리 근대 초기 극장예,

술로 발전한 창극 등의 극예술에서는 판소리 가창이 중심이 되고 대사 형식은

줄거리의 전개나 시 공간의 변화를 전달하는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 .

한 의미에서 일본 신파극의 영향을 받은 조선신파극의 대사조가 대사를 전달하

는 독특한 드라마투르기적 음성 를 바탕으로 극서사 전개의(dramaturgical voice)

중심에 음성연기를 배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극장 내의 새로운 청각적 감각의

형성으로 주목된다.

아이디 는 청각의 자극이 되는 소리가 청각적 상상력 안에서 내(Don Ihde) ‘

적 발화 로 전개되는 과정을 주위의 환경 소음 으로부터 분리되(inner speech)’ ( )

어 우발적으로 초점적 구체화를 이룬 언어를 들을 수 있을 때 청각적 상상력,

은 현전화 를 이루고 이 과정에서 타자의 음성에 대한 상상적(presentification) ,

청취 가 가능해짐을 논한다‘ ’ .120) 극장공연에서 대사를 드라마투르기적 음성



으로 연기하는 방식은 신파극뿐 아니라 활동사진 변사에게도 구현된 년대1910

의 독특한 극장 내 청각적 감각으로 이러한 현상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 역시 근대 초기 극장의 청각적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

기된다.

앞서 제기한 관객과 관객성에 대한 연구 극장가기에 대한 분석은 공통적으,

로 문화연구의 일부로서 극장문화 연구의 위상을 환기하고 있다 문화사적 시.

야에서 극장문화 연구는 한 민족과 한 시대 한 집단의 특수한 삶의 방식‘ , ’

을 탐구하는 문화연구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문화연구의 기본 논점에 따라 문.

화연구로서의 극장문화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도 및 경제적 조건의 변화,

정치적 상황의 영향과 극장문화의 관계를 살펴 특정 시기의 감정의 구조,

와 동시기 문화의 패턴과 극장문화의 관계를 살피는 문제(structure of feeling)

가 중요하게 제기된다.121) 이러한 의미에서 개항기와 식민지기 문화의 부분을

형성하는 근대 초기 서울지역 극장의 문화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 대한,

제국 일제강점기의 한성 경성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도시공간의 변화 및 근대· ·

적 도시문화의 전개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극장공간 및 도시 스펙터클의.

의미에 대하여 도시사회학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성과와 식민지 근대성의 특징

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개화기 서울 지역에서 근대 극장이 탄생하는 역사적 과정은 극장이 지닌

생성의 질서 를 분석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극장을 하나의 공간적 모델로‘ ’ .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극장공간이 도시의 한 공간을 점유한 이후 여타 공간들, ,

의 결합방식을 전유하고 유사모델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극장공간은 도시공

간 안에서 생성 확장되는 과정을 거친다 르페브르 는 이를· . (Henri Lefebvre)



공간적 실천 으로 개념화한다‘ ’ .122)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 초기 극장의 성내

건설과 조선인 대중극장의 형성 년 전후 건설된 일인극장의 건설 및 흥행, 1910

방식은 극장의 생성의 질서 를 유흥 여가공간의 확산과 극장의 관계는 근‘ ’ , ·

대 초기 극장공간 모델의 문화적 전략과 공간의 실천으로 살필 수 있다.

근대 도시에서 도시 스펙터클의 의미를 분석한 하비 의 연구는(David Harvey)

극장과 도시의 관계에 시사점을 준다 하비는 근대도시 파리의 개축 과정에서.

벌어진 기념물의 건설과 사치스러운 건축 만국박람회 등의 행사가 지닌 축제,

적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도시 이벤트가 문명 의 오락이자 지배권력, ‘ ’

의 위엄을 나타내는 스펙터클을 제공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도시 스.

펙터클은 점차 제국의 사회적 통제 범주를 벗어나 자본과 상업 권력의 자장 안

에 놓이게 되면서 대로가 가지는 극장 같은 성격은 그 연변에 수없이 솟아난“

극장과 카페와 기타 오락 장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세계와 한데 녹아들

어 부르주아의 풍요로움과 수상쩍은 소비와 여성 유행을 전시하는 장소를 창출

했다.”123)



하비 가 지적한 근대 도시 스펙터클의 두 가지 지점 곧 정치(David Harvey) , ‘

적 기능 가 과 상품화와 자본 유통 나 은 극장의 탄생을 둘러싼 사회문화’( ) ‘ ’( )

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대 초기의 한국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

특히 고종의 칭경예식 전후의 도시공간 변화와 유흥공간의 전개 한일늑약 전,

후 벌어진 물산공진회 등의 행사와 대극장 및 전문활동사진관으로 신축 개축·

된 일인계 대극장의 등장 유곽과 유원지 등 도시 위락시설의 발전이 극장문화,

의 전개과정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이를 사회학.

계에서 제출된 세기 초 경성 도시공간과 도시계획 여가생활에 대한 연구20 , 126)

를 참조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근대적 시공간의 인식이 사회 역사적으로 조직된다는 측면에서·․ 127) 근대 초

기 서울의 극장의 건설과 관객의 형성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전개 안에 스· ·

민 전통과 근대 식민지의 맥락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대 초기 전통연희와 근대 공연예술이 병치 혼종된 장으로서 근대 초기. ,

의 극장은 그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급진적 이식보다 점진적 변화를 지향한다

는 특징이 있다 동아시아 근대가 동아시아적 일반화 번역 번안 전유와 그. “ , , ,

밖의 통 언어적 실천 이며 동시에 서구문화의 언어( ) (transligual practice)” , “通



적 문화적 접촉에서 일어난 번역된 근대 라는 견해, (translated modernity)” 128)는

근대 중국과 일본 조선의 극장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

의 번역 이라는 단절적 관점을 드러낸 근대문학이 번역된 근‘Literature ’ ‘

대 의 수용을 중심으로 전통서사와의 연계성 토착화가 텍스트 안에 개별적으’ ·

로 잠복되었던 반면 근대 초기 동아시아의 극장문화 형성 과정에서는 서구적,

극장문화의 도입 전통의 결별과 동시에 전유 토착화에 보다 관심을 두었· ·

다.129) 식자층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창작행위로 전개되는 근대문학과는 달리,

도시대중을 주요 관객으로 삼아 집단적 공연행위로 전개되는 극장문화는 관객

들의 문화적 이해와 기대지평에 강한 영향을 받기에 자국의 대중적 전통연희의

토대 위에서 근대적 극장문화의 점진적 건설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점진적 극장문화의 구성은 대부분 문화유입을 둘러싸고 이루어졌

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일제 식민지기로 한정하여 근대 초기 신파.

극 극장문화의 이식적 특징을 비판하였지만 조선 후기로부터 전개된 극장문화,

의 큰 흐름 속에는 언제나 문화유입 현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외.

방인구의 유입과 지방문화의 전파 선상기 등을 통해 지방의 기생연희가 확산,

되는 과정 중국 연희문화의 영향 개항기의 청인희극장의 건설과 희대 용, , ‘ ’

어의 확산 등은 일본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문화유입 현상이다.

년 이후로 일본 극장문화의 유입과 영향은 그 진폭이 컸는데 이는 식민1904 ,

지라는 조건에서 강화되었다 식민지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문화 혼종. , ‘

성(cultural hybridity)130) 의 특징을 과잉 해석하여 혼종적 문화 안에 내재되어’ ,



있는 위계질서를 무시하거나 명백하게 이질적인 문화로 온존된 채 부분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현상들을 크레올화 일반으로 한데 묶어버리는 것은 식민지‘ ’

와 근대 전통이 뒤섞인 극장문화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다, .131) 본고에

서는 문화적 혼종성의 개념을 연구에 도입하되 종족적 차이와 식민 피식민 문, /

화의 차이를 의식하며 문화유입의 자극과 이에 문화적 혼효 과정에 주목, ( )混淆
할 것이다.132)

년대 식민지 조선의 극장문화를 둘러싼 제도적 측면 예컨대 흥행제도의1910 ,

정착이나 일본 극장기술 및 일본신파극의 유입 등 일제 주도의 극장문화의 유

입과 검열을 중심으로 한 공연단속에 관한 사항은, 133) 식민지 조선 극장문화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대 초기의 검열제도는 식민지만의 특수.



한 상황이 아닌 제국의 보편적인 제도 중 하나였다 유럽의 경우 문화 검열의. ,

두 축은 서적 출판 검열과 연극 검열이었는데 서적 검열이 없어진 이후에도·

연극 검열은 오랜 시간 존속하였다 서순. (Donald Sassoon)의 유럽의 근대초기 극

장 검열에 대한 서술에서는 극장이 지닌 공공영역 의 특징을 짚(public sphere)

고 있다 연극 검열은 정치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 제기되기 마련이었는데 특. ·

히 연극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극장 관객이 집단적 특징에 따라 쉽게 서로‘

를 열광시키는 가능성을 지녔기에 언제든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극장은 제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134)

일본 제국의 검열과 공연통제는 년 전후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경성의1910 ,

조선인 대중극장 안에서도 신파극단과 전통연희 단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

다 한국의 극장문화는 근대화와 차별화가 동시에 발현하는 근대 초기 식민지.

근대성의 특징을 보여준다.135) 근대 초기 극장 일제의 흥행통제와 극장단속은

전통 근대 공연예술 사이의 위계를 전제하고 전통적 관람관습과 다른 근대적/ ,

관람방식의 훈육과 연결되었다 일본 극장문화를 기준으로 조선 극장의 문제점.



을 논의한 일련의 연극개량론 일본인 순사의 공연단속 극장에 고용된 일본인, ,

들의 존재는 극장 내에서의 종족적 차이에 의한 위계화를 주동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그 반대의 문화적 인식 일본과 조선의 문화적 차이를 보유한 공간,

이자 제국의 훈육과 통제의 결로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일체감을 맛볼 수 있,

는 종족공간(ethnic space)으로서의 인식 역시 이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136) 종족성 은 지역적 기반 조상에 대한 신화 기(ethnicity) , ( ),神話
억 문화적 요소들의 공유 연대성 등을 공유한 공동체가 향유하는 집단적 특징, ,

으로 목표지향적 운동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

와 구별되며 한편으로 민족주의의 기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nationalism) , .137)



전통연희로부터 내려오던 요소들이 극장문화의 형성에 잔존하였던 흔적 구극,

중심의 관람성향 조선인 대중극장이 형성한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

북촌 중심의 공간적 구성은 년대 조선인 대중극장이 지녔던(soundscape), 1910

종족공간적 특징으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본제국의 통제를 경험하면.

서도 한편으로 종족공간으로 기능하였던 측면은 이질적인 헤게모니들이 중첩,

되어 문화를 구성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서(Heterotopia) 138) 근대 초기 극

장문화 안에 스민 식민지 근대의 풍경을 가늠케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문에서는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형성과정을 극장,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 시기를 구분하여 극장 연희공간 공연 관객 사회, / , , ,

를 둘러싼 역학을 논의하고자 한다 언급한 대로 근대극장은 모든 상징적인. ‘

요소들이 극장이라는 공간으로 함축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극장공간의’

변화는 극장문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적절한 문제틀로 제기된다 한편으로 전통.

적 연희문화로부터 근대적 극장문화로 전개되었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대적 극장문화의 바탕이 되었던 조선 후기 특히 세기 전반기의, 19

연희공간과 연희문화의 특징을 살펴 극장문화의 내재적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세기부터 세기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18 19

기부터 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극장공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조선 후기를1910 ,

일상공간이 연희공간으로 전유되며 한성에 대중적 연희문화가 번성하게 된 시

기로 년 이후 년까지의 개항기, 1876 1910 ( )開港期 139)를 도시에 고정된 대중극장



이 건설되어 전통연희가 극장공간에 정착되었던 시기로 년대 식민지 초기, 1910

를 조선인 대중극장에서 환영적 무대장치가 마련되며 신파극과 구파연희 등이

극장예목으로 정착되어 일본을 경유한 근대적 극장관습과 종족공간적 특징이

혼효되어 새로운 극장문화가 조성된 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본문의 장에서는 일상적 공간을 연희공간으로 전유하였던 조선 후기부터 흥2

선대원군 집권기까지의 연희문화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 융성하였던.

전통연희의 공연양상과 연희공간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성의 도시사회사와 도,

시 내 연희공간의 특징 전통연희 담당층 관객층의 조직과 관객성의 특징 관, · ,

과 연희담당층의 관계와 연희 단속의 실제 세기 연희 극장에 대한 인식( ) , 19 ·官
의 변화를 분석하여 본격적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조대 이후 조선 후기 연희문화에 지속되었던 제도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루

되 특히 흥선대원군 집권기를 전후한 세기 한성의 연희문화에 주목하여 논, 19

의를 예각화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개항기 대한제국기 건설된 궁내부 희대 이후 조선인 대중극장3 · 140)

의 형성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 극장건설의 맥락과 극장문화의 전개를 다룬다.

이 시기의 극장은 전통연희 활동사진 공연 상영 을 위해 도시에 고정된 실내· ( )

공간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전대와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청인희극장 등 한성.



에 외인극장의 건설 이후 등장한 무동연희장 궁내부 희대 한성전기회사의 동, ,

대문 활동사진관 마전활동사진관 장안사 연흥사 동대문 광무대 단성사 원, , , , , ,

각사가 이 시기에 한성에 건설된 조선인 대중극장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한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도시공간의 변· ·

화 외인 극장의 건설 외인들의 공연활동과 전통적 공연담당층의 대응, ( ) · ,外人
대한제국 후기 한성지역 일본인 소극장 건설 유흥문화의 전개와 극장문화의·

관계를 살피며 창극과 신연극 활동사진 관람문화의 형성과정을 다룰 것이다, , .

이와 함께 관객층과 관객성의 특징을 조선 후기 연희문화와 관객층의 연속성과

도시 상류문화로서 공연을 향유하였던 새로운 관객층이 형성되었던 과정을 중·

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장에서는 한일합방 전후부터 년대 중반까지 극장에 신파양식4 1910 141)이 유입

되면서 막과 조명시설 등 환영적 무대장치를 갖춘 조선인 대중극장이 등장하게

된 시기를 다룬다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소극장 중심이었던 일본인 극장은 전.

문활동사진관 건설을 중심으로 대극장으로 개축되고 조선 신파극의 활성화에,

따라 일본인 극장구조와 무대기술이 조선인 대중극장에 유입되었다 년 원. 1908

각사의 개축을 시작으로 년 이후 장안사 연흥사 단성사가 신파극 공연에1912 , ,

적합한 구조로 개축되면서 조선인 극장은 차례로 무대막과 조명 무대배경 등,

극예술 공연을 위한 환영적 무대장치를 구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년대의. 1910

조선 신파극은 일본인 극장의 무대기술을 도입하여 무대적 환영을 위한 각종

장치를 구비하였고 극서사가 장편화될 수 있었다, .

이 장에서는 일제강점 초기 경성의 유흥공간의 확대와 종족적 분화 근대적,

여가개념으로의 변화 일본식 흥행업 제도와 극장검열의 확립 재경일본인 극장, ,

흥행업의 전개 혁신단 문수성 등 조선신파극단의 공연과 신파극 극장문화의, ·



정착과정 구극의 성황과 변화양상 신파양식과 조선 연희문화의 혼효과정을 중, ,

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시기의 극장문화는 한일합방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본식 극장문화가 유입되고 구극 으로 개념화된 전통적 극장예술이 신파, ‘ ’

양식의 영향을 받아 공연양식과 레퍼토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흐름을 문화적 이식 뿐 아니라 이 시기 일어난 자생적 흐름에 특

히 주목하고자 한다 년대 전통연희 공연의 활황과 변화 조선신파극의 내. 1910 ,

재적 변화과정 전통적 극장문화와 신파극 공연문화의 혼효 활동사진 관람문화, ,

와 극장문화가 공유하였던 연설 의 감수성은 종전의 유입과 이식으로 평가‘ ’

되던 신파극장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함께 관객층 구성에서.

여성과 학생관객의 확대 눈물 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관람관습의 위계화는, ‘ ’

전대와 구별되는 이 시기 관객성의 특징이다.

극장문화는 전통 당대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조건 새롭게 등장한 공연문, , ,

화의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 이다 그렇기에 한 시기의(process) .

극장문화는 하나의 문화적 패턴이자 패러다임으로 유지되었다가 다음 시기 부

정 혁신 계승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년대 중반까지 형성· · . 1910

된 근대 초기 극장문화와 이후 전개된 근대연극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의의를 분석하는 긴요한 방법이 된다 결론에서는 근대 초기.

전개된 극장문화의 의의를 정리하며 신파연극 이후 연극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공연관습의 확립과 관객층의 형성 근대희곡 창작과의 관계 무대기술 등을 중, ,

심으로 변화와 지속의 과정으로서 근대 극장문화 형성 과정에서 근대 초기 극,

장문화의 위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의 극장 관련 인식의 변화와 문화적· ‘ ’

유입을 다룬 문헌과 기록 신문 잡지의 극장 공연기사 및 조선왕조 대한, · · ·

제국 총독부 사료 도판과 사진 당대 지도 신문 잡지기사 외· ( ), , ( ), · ,史料 地圖
국 조선인 기행문 연극비평 및 수필 한문희곡과 초기 창작 번안희곡 조선· , , · ,

후기 고소설과 관극시 및 가사 년대 신소설 텍스트의 맥락적 분석, 1900-1910

을 통해 근대 초기 극장문화를 조망할 것이다(contextual analysis) .



조선 후기 한성 연희문화의 대중적 전개와 연희 인식의 제고. ( )Ⅱ 提高

시정 민간연희의 활성화와 직업적 전통예인의 공연활동1. ( )市井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 한성지역 연희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희문화의,

활성화와 연희공간의 분포 연희통제의 질서 한성 연희담당층의 형성을 살펴, ,

근대 초기 극장문화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142)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

는 한성의 문화공간을 궁정 시정 외방 서울근교 으로 나누( ), ( ), ( , )宮廷 市井 外方
어143) 이 중 궁정의 공연문화가 전파되고 기층의 연희문화가 유행하며 상하층,

의 문화가 어우러졌던 시정의 연희공간과 연희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영 정조기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연희문. ·

화의 흐름을 다루면서 조선 후기 전통예인의 조직과 경제적 조건 전통예인과, ,

관 의 관계 한성부의 민간 연희공간의 형성과 전통연희 공연의 양상 구술( ) , ,官
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형성된 한성지역 연희공간의 질서와 연희



담당층의 역학을 논의할 것이다.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은 조선 전기부터 궁중정재와 민간공연 수요에 기대어

공연문화가 연속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연희는 한성에 거주하던 경중우인. (京
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던 외방재인 을 중심으로 이) ( )中優人 外方才人

루어졌으며 한성의 공연활동 다수는 경중우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144) 외방재인은 나례도감이 수행하는 국가적 나례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외

에 한성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 연희활동이 규제되었기에145) 조선 전기 외방재

인들은 상송 되어 궁정의 연희에 참여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경중우인에( )上送
포함되어 한성에서 연희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열망하였다.146) 이러한 흐름

에서 국가적 나례희를 위해 상경한 외방재인의 일부가 의금부 말단 관리의 비

호 아래 한성 근교에서 놀이를 팔며 머무르는 경우 역시 종종 일어났다.147)

조선 후기 공연담당층의 형성에서 인조대부터 정조대까지의 나례폐지 과정은

전통연희문화의 분기점으로 지적되어 왔다.148) 본고에서는 나례 폐지 과정에서



일어난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한다 첫 번째 인조대 이후 점진적으로 국가적 나. ,

례행사가 축소되는 과정에서149) 외방재인의 입경 방식이 변화한 현상이( )入京
다 조선 후기에 나례를 위해 재인을 모으는 역할은 차츰 재인 자치조직에 이.

관되었다 년 이후로는 도산주 를 중심으로 한 재인들의 자치조직인. 1784 ( )都山主
재인청 이 설립되어 재인 동원의 측면에서 관 의 역할은 이전 시기보( ) , ( )才人廳 官
다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례 준비에서 도산주가 주관하던 재인들의 차출. ,

곧 상송 할 재인의 선택은 연습과 공연의 효율성을 근거로 개인 단위가( )上送
아닌 놀이패 단위의 상송이 가능하게 되었다.150) 일반적으로 도중 으로 불( )都中
렸던 지방 재인들의 조직은151) 구성원들의 풍속 단속과 집단의 결속 이익을,

도모하며 무리를 이루어 연희활동에 참가하였다.152)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재



인청을 통해 입경한 외방재인과 각종 민간조직에 소속되었던 경중우인들은 집

단 단위에서 한성의 공연활동을 모색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연희를 관리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포도청이 부상하던 정황이다· .

인조대 이후 종전의 의금부와 군기시 가 맡았던 나례 주관 업무가 포도( )軍器寺
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은 연희 통제기관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정조 년. 8

문효세자의 책봉사신 맞이 과정에서는 외방재인이 성내에서 일으키는(1784)

폐단을 막기 위해 포도청 이 나례도감의 당상을 겸하도록 하였고 이후( ) ,捕盜廳
나례의 준비와 나례에 동원되는 전통예인들을 통제하는 업무는 의금부에서 포

도청으로 이관되었다.153)

포도청이 국가 나례희 업무를 관장하면서 전통예인을 통제하게 된 이후로,

조선 후기에 한성의 관 주도 공연활동에 재인과 기녀들을 동원하는 업무( )官
역시 자연스럽게 포도청이 수행하였다.154) 포도청의 주업인 치안관련 업무는

정치 경제 풍속 사회범죄에 대한 단속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인데 이러한· · · ,

단속권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연희와 유흥문화를 둘러싼 협력과 단속의 주체로

부상하였다.155) 이와 함께 용호영의 군악 세악 은 민간에서 인기를 얻어( ( ))細樂
반가 와 시정의 연희에 선호되었기에 용호영 담당자들은 공연활동을 통해( ) ,班家
기생 창우와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156) 이러한 정황은 연희의 단속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포도청 등의 통제기관 용호영 등의 악대조직이 관여하였던 조선,

후기 공연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궁정사회의 민간연희에 대한 관점은 실록 의 나례 기록과 영조『 』

대 포동 의 산붕놀이 기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 ) .浦洞
왕조는 원칙적으로 민간연희에 대하여 금지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 이러한 원,

칙은 지방보다 한성에서 한성에서도 성외보다 성내에서 더 엄정하였다 왕실에, .

서는 나례를 위해 상송된 외방재인들이 문묘를 소란하게 하고 시정을 어지럽히

며 도적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례 즈음 이들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누차 명

령하였다.157) 특히 왕조의 위엄을 나타내는 성소 공간이었던 궁궐과 문묘( )聖所
근처에서 벌어지는 민간연희는 엄금하였고 궁궐과 문묘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

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158) 이러한 맥락은 영조 년 월 반촌 근처 포12 (1736) 2

동 에서 일어난 산붕놀이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 .浦洞 159)

𰡔 𰡕



대개 반궁 성균관과 문묘 의 동북쪽에 포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언덕이 겹겹이 막혀 있[ ]

고 도성의 모퉁이에 후미져 있어 반궁에서 거리가 아주 멉니다 스스로 별도의 땅이니 요.

전에 산붕놀이를 했던 장소입니다 지세가 서로 단절되어 있고 마을의 경계가 멀리 떨어.

져 있어 반촌과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북소리를 울려 떠들썩하고 노래를 불러 소란.

스러워도 반궁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연 문묘 가까운 곳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과연 그때 산붕을 설치했다는 것을 듣고 반궁의 하인에게 물?

으니 모두들 그 동네는 반궁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며 이전부터 빈 땅이었는데 일찍,

이 나례의 도감을 설치할 때 어떤 이들이 그 동네에 와서 논 적이 있으며 창우와 무격이,

재주를 익히고 악기를 연주한 것이 오늘 잠깐이 아니라 이미 관습이 되었다고 했습니

다.160)

포동의 산붕놀이가 문제시되었던 것은 성내의 핵심적 성소공간인 문묘 근처

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성균관 유생을 옹호한 신사영 역시 이를 의식. ( )申思永
하여 반궁과 포동의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소공간 근처에서 무뢰.

배들이 소란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묘사 근처에서 연희를 불허한다는 원( )廟祠
칙은 조선 후기 한성에서 기본적으로 관철된 질서였다.161) 이는 예가 아니면“

보지 않는다 는 논어 안연 장의 질서에 입각한 궁정( )” ( )『 』 「 」非禮勿視 顏淵

𰡔 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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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층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162)

동시에 궁과 종묘 반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빈 땅 이었던 포동이 광, ‘ ’

대 창부 악사 무당들의 사습 및 연희공간이었고 관습이 되어 있었다· · · ( ) ,私習
는 신사영의 언급은 흥미롭다 이러한 서술에서는 궁정사회가 성소공간 이외의.

도시공간에서 관습적으로 벌어진 민간연희에 대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묵인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포동 뿐 아니라 나례.

의 사습 이 벌어졌던 모화관( ) ( )私習 慕華館 163) 남대문 밖 무당과 판수의 거주지, ,

역이자 주요 사찰이 분포하였던 동대문 밖은 조선 후기에 연희활동이 묵인된

관습적 연희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시정 연희의 활성화 문화유통과 경제적 보상( ) :市井

인조 이후 나례 폐지와 정재의 간소화로 궁정에서의 연희활동이 축소된 반

면 시정을 중심으로 한 민간 연희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고에서는 조, .

선 후기 시정의 공연활동을 문희연 사연 기방 연희 저자연( ), ( ), ( ) ,聞喜宴 私宴 妓房
희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문희연과 사연 기방연희는 관청 소속 전통예인과. ,

명창들이 상류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주요 공연활동으로 각광받았으며 저자연,

희는 유랑광대패와 악사 전기수 등이 한성부의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공연활,

동을 벌였다 조선 후기 한성부 시정의 연희문화는 전통연희가 대중적으로 확.

산되는 데 기여하였으며 한편으로 민간의 연희문화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연,

𰡔 𰡕



희공간과 연희담당층의 특징을 살필 수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시정 연희문화의 성장은 조선 후기 한성부의 인구 증가 상업의 활성화와 밀,

접한 연관을 지닌다 한성부는 임진왜란병자호란기의 인구수 급감을 거쳐 조. ,․
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호구 조사 기준 만 명18-20 164) 실제 인구 수로는 만, 20

을 웃도는 수준의 도회지로 발전하였다.165) 조선 후기 한성부의 인구증가는 포

구상업의 발달로 인한 성외 지역 인구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166) 포구상업

의 발전과 경강 지역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성외에 새롭게 마련된 마포 아현, , ,

칠패 등의 상업지구는 조선 후기에 들어 중인 하층민을 중심으로 한 소비적· ,

향락적 문화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문화적으로 상업지역에 모여든 이주민들은 한성에 지방 문화를 전파하는 동

시에 한성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의 기반이 되었



다.167) 호남의 가창문화였던 판소리가 문희연 등을 계기로 한성에 진출한 후

세기 중반 이후 서울 지역에서 유행하여 전국적인 공연문화로 자리 잡은 현18

상이나168) 민간에서의 산대놀이 정착과 확산169) 등 조선 후기 한성 지방의 문-

화유통 현상은 이 시기 성외 상업지역의 성장 및 이주민의 유입과 연관을 지닌

다.

동시에 조선 후기 시정의 공연활동은 상층의 공연문화를 민간에 전파하는 역

할을 맡으며 문화유통의 매개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궁중에서 연행된 가무와.

음곡의 민간에 전파되었던 경로는 조선 후기 기방 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妓房
수 있다.

가 근일에 사대부 들의 명검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말과 행동을 조심함 이( ) ( ) ( )[ ]士大夫 名檢
땅을 쓴 듯이 없어졌습니다 창가 와 기방 이 문득 분주하게 출입하는 장소가. ( ) ( )娼家 妓房
되었고 침비 와 의녀 들이 각기 풍류 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 ( ) ( ) .針婢 醫女 風流 170)

위의 영조실록 기사에서는 세기 중반에 이르러 기방의 연희에서 정재를18『 』

맡았던 상방기생과 약방기생의 일부가 기방연희에 참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

다 상방 약방기생의 기방공연은 궁중에서 연행되던 가무 가창이 기방을 중심. · ,



으로 민간에서 연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방연희가 연행되었던 기방공.

간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관람층을 대상으로 삼은 연희 공간이었기에 문화,

적 향유의 범위 역시 기방 출입이 가능하였던 양반층과 액예 중인 부호층 왈· ·

자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녀들이 보유하였.

던 궁중정재 예목들은 초기 협률사 운영시기까지 이채로운 황실의 상류문화로

서 관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저자는 사연과 기방 등에서 애호되던 가객과 악인 의 새 노래 가( ) ( )樂人 新聲
떠돌이 악사 가수를 매개로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문화유, ,

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171) 동시에 저자연희에서 불렸던 새 노래는 유랑

광대패가 판노름에서 부르던 사당들의 노래와 같은 기층 연희예목까지 포함하

고 있었다.172)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연희는 침강과 상승의 일방적 측면으로서

의 문화전파가 아닌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문화를 유통하고 있었던 하였던,

시정의 연희공연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시정의 공연문화가 활성화되었던 요인으로 전통예인의

경제적 보상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전통예인들은 국가의 연희에서 연폐. (宴
)幣 173) 민간의 연희에서 전두 라 불렸던 놀이채를 받았다 인조대 나례폐, ( ) .纏頭

지를 즈음하여 궁정의 공연활동 역시 위축되자 궁중 정재 경비는 점차 줄어들

게 되었다.174) 조선 후기 관청 소속 전통예인들의 급료 수준 역시 조선 전기에



비해 하락하여 보인 명을 받은 장악원 소속 악공 무동의 급료 수준은 한 달, 2 ,

에 베 필 수준에 그쳤고1 175) 악공 무동에 비해 인당 명의 보인을 받아 급료, 1 3

수준이 다소 높았던 의녀 기생 는 당시 군영의 포수 와 같은 수준의 급료( ) ( )砲手
를 지급받고 있었다.176)

이러한 배경에서 시정의 연희활동이 선사하는 경제적 보상은 전통예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문희연 사연 기방연희. · ·

와 같은 상층 주관의 연희활동에서 전통예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기존의 국

가의 연희참석에 대한 보상 및 관청의 급료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이루

어졌다 한문소설 광작 에서 주인공 허씨가 문희연 후 광대에게 지불한 전두. 「 」

는 각 냥이었는데100 177) 이는 정조연간 쌀 스무 섬 남짓을 구입할 수 있는 거

금으로178) 같은 시기 정 품 당하관의 연봉에 육박하는 액수였다3 .179) 성내 유명

악사 등 인기 전통예인들이 수만금을 벌었다는 조선 후기 기록180)을 함께 고려

한다면 당시 문희연에 지불되던 막대한 전두를 짐작할 수 있다 년대에 이, . 1890

르면 창부의 회 공연당 표준적인 전두는 냥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1 50 .181)



이러한 경제적 보상의 맥락에서 조선 후기 전통예인들은 궁정과 관청의 연희

보다 시정의 민간연희의 참석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흥선대원군 집.

권기에 정재의 기악 의 선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청탁을 일삼았던 기( )妓樂
생들의 모습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강화되었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182)

문희연과 사연의 연희문화 전통연희 연행방식의 변화:

문희연과 사연은 경제력을 갖춘 양반 계층의 주도로 사가나 유상처 등지에서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대표적 민간 연행활동이다 이 중에서도 과거 급제자를.

위한 사가의 잔치인 문희연은183) 경중우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광대들이 유



가 와 문희연에 소용되는 연희 수요를 쫒아 과거 즈음 서울로 상경할 정( )游街
도의 대규모 공연활동이었으며184) 사연과는 달리 연행의 관람에 제한을 두지

않은 공연활동이었다 문희연은 민간 대규모 연희의 실제 한성의 판소리 유행. , ,

연행환경에 따른 연행방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문희연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 후기 민간연희의 흐름은 명창 정정렬

의 다음 회고에서도 확인된다(1876-1938) .



나 노래하는 이들이 이 조튼 는 입니다 의 봄 지 가( ) .歲月  甲午以前 甲午年 科擧 科擧
햇고 그 에는 가 업서젓스나 우리는 그 가 조앗습니다 에 를.繼續 後 科擧  第一 科擧 及第

하면 압헤다 을 세우고 긴 을 지어 하는 이엿섯는데 들이錦衣花童 行列 還鄕 法 唱夫 錦衣
노릇을 하엿습니다 집에 도라가서는 도문잔채를 베풀고 몃칠식 잔채를 하엿슴.花童 繼續

으로 으레히 잔채가 게속하는 날 지 노래를 불넛습니다 그러고 가 먼저 사당 을. 昌夫 門
열고 사당잔채부터 하엿는데 그 닭에 의 도 하엿고 잔채가 난 뒤始作  唱夫 對接 相當 
에는 도 썩 하엿습니다 그 에 예전에는 봄이면 노리 여름이면 물노리.謝禮 厚 外 花煎 射

노리 생일잔치 잔채 에 으레히 를 해다 노래를 불으게 햇섯슴으로亭 還甲 等 唱夫 請 一年
내 밧부게 지냇습니다 가 업서진 뒤에는 우리에게도 한 노름은 업섯으나 시.々 科擧 華麗
골 집들의 이러한 노리들이 잇서 심 치 안엇습니다 그러나 큰 집이 생기면서.大家 々 料理
부터 우리도 노름도 해젓고 이 생기면서부터 우리도 에 스게 되어 와變 劇場 舞台 演興社

를 발게 되엿섯습니다.團成社 舞台 185)

정정렬의 회고에서는 노래하던 이들의 전성기 곧 판소리의 전성기를 유‘ ’,

가와 문희연이 연행되었던 시기로 보고 이어 화전놀이 물놀이 사정 놀, , , ( )射亭
이 대가의 잔치 등 사연 을 언급한 후 요릿집의 연희활동을 서술한다 연, ( ) , .私宴
흥사와 원각사의 극장공연은 이 변화의 최종 국면이다 문희연 사연 기방. ( -> -> ->

극장 정정렬의 회고나 그림 의 금의화동 의 묘사에서 보듯 조선) [ 1-1] ( ) ,錦衣花童
후기 문희연의 중심 연희자는 창우 였다 유가행렬의 선두로 나섰던 금의( ) .倡優
화동은 조선 후기 한성부의 판소리 유행에 따라 창우들이 주로 맡았고 악공과,

기예를 벌이는 광대 등이 함께 하였다 문희연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각종 민간.

의 연희가 재편되는 흐름 상하층을 아우르는 판소리의 인기를 보여주는 대표,

적인 공연 활동이었다.

문희연은 장시간의 공연에 호응하는 가창방식 및 공연방식의 변화를 가져왔

다 기간이 제한되었던 유가와는 달리 문희연은 연행일수의 제한이 없었기에. ,

며칠을 연속하여 연행하는 것이 가능했다.186) 문희연에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재담소리 줄타기 솟대타기 가무 등의 다양한 연희가 벌어졌다 인용된 나 의, , , . ( )

뒷부분에는 장시간의 연희관습이 가창취향 에 끼친 영향을 서술한다( ) .歌唱趣向



지금이야 소리를 한댓자 고작 해야 을 하지만 그 에는 한번 소리를 시작三十分 繼續 前
하면 개속하야 열 씩 내뽑는 것이 이엇습니다 가장 긴 노래인 가튼 것. /時間 普通 春香傳
을 지금가치 을 어 토막토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 부르는 닭에中間   
열시간은 잔뜩 걸넛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리 부르는 사람이야 어듸 그럿습니가 한. . 三十

동안 한 목리로 곱게 넘길 줄만 알면 벌서 들을 하고 듯는 사람 역시 그런 노分 淸雅 出世
래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치 안습니다 웅승깁히 배속에서 우리나오는 우렁찬 소. /歡迎
리 근 방안이 히 차는 것 갓흔 늣김을 주는 배속으로부터 는 소리라야 이란, 々  名唱
소리를 드럿습니다 그러니게 공력이 만히 든 목소리일수록 소리는 맑지 못한 입니다. .法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소리는 을 밧지 못하니 노래를 드를 줄 아는 사람도 업歡迎
서졋다고 해도 이 아닙니다.過言 187)

위의 인용문은 나 에서 언급된 요리집 이후의 변화 곧 기방과 요리점( ) ‘ ’, ,

극장으로 이어지는 연희공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창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

로 보여준다 인용문에 따르면 유가와 문희연 사가의 연희에서는 시간의 장. , 10

시간 공연을 버틸 수 있는 춘향가 완창 등의 레퍼토리가 연행되었고 뱃속에< > ,

서 우러나온 우렁찬 성음과 탁성이 선호되던 가창취향이 있었다 조선 후기 문.

희연 연희 등에서 나타난 이러한 흐름은 전통연희가 요리점과 극장 공간을 중

심으로 재편되는 시기 분 내외의 토막소리 청아하고 곱게 넘기는 소리가 선, 30 ,

호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장시간의 연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한 명의. ①

예술인이 연행할 경우 장시간의 공연을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예목을 개발하,

여야 하며188) 판소리와 같은 하나의 예목일지라도 장시간의 공연을 채울 수②

있는 긴 서사적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189) 다수로 이루어진 연희조직③

역시 이러한 장기간의 연행에 필요한 조건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조선.

시대 한성 지역 문희연의 성행은 한성 지역 연희에 종사하는 예인들에게 다1.



양한 공연예목을 습득하거나 판소리 완창과 같은 장시간의 예제를 개발하거2.

나 집단 단위의 공연활동을 모색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3. .

다수로 이루어진 연희조직이 등장한 정황은 조선 후기 사연 에 관련한( )私宴
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대중 의 한문단편 개수. (1732-1809) (「 )丐帥 에서」

는190) 이 패두가 조직한 악공 기생집단이 등장한다 소설의 맥락에서 이 패두, .

가 칭병하며 연희에 참석하기를 거절한 맥락에서는 한성의 사연 에서 이( )私宴
패두 악대와 같은 악공 기생집단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패두 무리가 연행한 공간은 총융청과 인접한 연융대( )鍊戎臺로 조선시대의 사연,

이 주로 사저나 풍광이 좋은 정자 누각 등에서 벌어졌던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개수 에 등장하는 이 패두는 앞서 언급한 용호영 세악수부 도방의 우두머「 」

리거나 세악수부의 총괄조직인 도대방의 도패두로 추정된다 연행을 의뢰받은.

이 패두는 세악수부의 악사 기생을 조직하여 연희에 참여하는데 이는 조선전, ,

기 사연에서 이루어지던 연행 기획과 차이를 보인다.191) 조선 후기 전통예인의

집단적 연행활동은 연주와 가창 무용 등 다양한 공연방식이 절충되는 바탕이,

되기에 주목을 요한다.

한편 꼭지단 의 협박에 거지패의 연희에 참가하면서도 한편으로 꼭지단, ( )丐帥



을 쾌남아 로 인정하는 패두의 모습에서는 조선 후기 연희집단과 폭력적 성‘ ’

격의 한량 왈자 집단의 유대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패두는 용호영 소속의, .

악사였으므로 이들은 신분과 기질의 측면에서 하급 무관으로부터 한량과 왈자, ,

잡배 등 폭력적 기질을 지닌 왈자 무리들과 친연관계에 있었다 이들은 조선.

후기 한성의 연희에서 주요 기획자이자 소비자로 기능하였다.192)

기방의 연희문화 유흥공간의 연희관람과 궁중 지방 기생연희의 전파: ·

조선 후기의 사연에서 관청 소속 악공과 기생이 연행에 참가함에 따라 궁정,

에서 연행되던 궁중연희의 예목들은 상층이 향유하던 민간연희 공간에서 연행

될 수 있었다 궁중이나 관청의 연회 사연에서 관기 가 연행한 것은 조선. , ( )官妓
전기부터 이어졌으나 기방의 기록은 세기 중반의 기록부터 등장한다17 .193) 가( )

의 영조실록 기사에서 보듯 세기 중반에 이르면 기방의 연희에서 정재를, 18『 』

맡았던 상방기생과 약방기생의 일부가 기방연희에 참여하였다.194)



한성부의 기방운영에는 경주인 중서 상인 계층 기부 가 기방( ), · , ( )京主人 妓夫
운영에 관여하였다.195) 기방의 손님은 대관과 사대부 액예 대전 무예별감 를, ( · )

위시한 무관부터 중인에서 한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기방연희의.

관람자들은 높은 수준의 놀이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전통예인들과 각별한 관계

를 맺고 있는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 한성에서 영업하였던 대표.

적 유흥공간인 주가 목로주점 내외주가 색주가( ), ( ), ( ), (酒家 木壚酒店 內外酒家 色酒
)家 196) 등은 술과 간단한 요리를 제공하였던 반면197) 기방만의 유희적 특징은

기생의 가무 연주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연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

조선 후기 기방의 등장은 한성에 고정된 연희공간이자 유흥공간이 등장한 것

으로 주목된다 성내 유흥공간이자 연희공간으로서 한성 내 색주가와 기방은.

성내 중부 운종가와 광통교 사이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었다, .198) 경주인 사저



역시 기방공간으로 이용되었다.199) 정조의 명으로 집필된 성시전도시(「 城市全
에는)」圖詩 200) 기방 을 알리는 공간적 표지인 푸른 깃발 이 한성의 거( ) ‘ ’妓房

리에 물결처럼 나부끼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201) 기방 건물에는 초루( ,譙樓
문 위에 설치한 다락방 와 곡루 높은 다락 등을 구비한 곳도 있었) ( ), ( )曲樓 層軒
다.202) 푸른 깃발이 나부끼고 높은 누각이 설치된 기방 거리의 풍경은 색주가

의 등을 거는 풍경과 함께203) 조선 후기 한성의 대표적 유흥공간의 풍경이 된



다 기방은 기방만의 독특한 은어와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던 조선 후기 대.

표적 유흥공간이었다.204)

조선 후기 기방연희에서는 앞서 언급한 상방 약방기생들뿐 아니라 지방에서·

정재에 동원된 선상기 들이 공연활동을 주도하였다 선상기의 기방연희( ) .選上妓
는 궁중의 연희와 지방의 교방에서 이루어진 기생연희가 한성에 유통 전파되,

었던 과정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기방에서는 기생에 의해 가곡 시조 잡가와 가사를 중심으로 한, ,

가창과 궁중 및 사가에서 향유하던 각종 전통무용과 악기 연주를 공연하였

다.205) 이와 함께 선상기 제도의 정착으로 지방과 한성의 기생연희 예목이 교

류되어 지방의 기생연희가 민간에서 유행되었고 나아가 지방의 기생연희가 궁,

중정재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상도 지역 기생들의 검무. < ( )>,劍舞
평안도 지방관아 교방정재 예목인 배따라기 선천 기생의 항장무< >, < ( )>項莊舞
등이 궁중정재로 수용되었던 흐름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206) 경상도 지방



의 검무 의 경우 경상도 이외의 민간연희에서 연행되었던 기록이 먼저 등( ) ,劍舞
장하고 세기 후반에 이르러 궁중연희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선상기에18 ,

의해 기방과 사연 등 민간에서 유행하여 궁중연희에 포함된 기생연희로 볼 수

있다.207) 기방은 궁중연희 및 지방의 기생연희가 한성에 유통되는 주요 연희공

간이었다.

저자의 연희문화 유랑광대 예인의 연희활동: ·

한성부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연희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저자였다 조선 후.

기의 각종 기록에는 한성의 대 저자 배오개 운종가 칠패 주3 ( ( ), ( ), ( ))梨峴 鐘樓 七牌
변에서 벌어진 소규모의 공연활동이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다.

다 새 노래 에 맞추어 거문고를 타고 피리 불며 묘한 재주 자랑하는 이도 있네( ) ( ) / .① 新聲
거리를 한가로이 지나가노라니 홀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들리는 듯 사고/ / /② ③

팔기 끝나 연희 펼치기를 청하니 배우들의 복색이 놀랍고도 괴이하네 우리나라/ . / ④

솟대타기 천하에 으뜸이라208) 줄타기와 거꾸로 매달림은 거미와 같네 또다시/ . / ⑤



인형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칙사가 동쪽으로 왔다 하며 손뼉 한 번 치/

네209) 조그만 원숭이 참으로 아녀자를 놀래켜 제 뜻을 채워 주면 예쁘게 절하고/ /⑥

무릎 꿇네.210)

다 는 장터 부근에서 연행하던 놀이의 예목으로 거문고에 맞추어 노래를( ) ①

부르고 피리를 불던 떠돌이 악인 들 장터변 대로에서 상행위가 끝난 후, ( ) ②樂人
연희판의 구성 솟대타기 인형놀이 원숭이놀이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③ ④ 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성부 저자에 모인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자신의 기예를 팔

고 있다.

에서 나타나는 가두에서 연행하던 떠돌이 악사와 가수에 대한 기록은 조선①

후기 시정의 풍속을 담은 시와 한문단편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211) 떠돌

이 악사와 가수들이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저자에서 새 노래( )新聲
를 불렀다는 점은 흥미롭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들은 기방과 사연 저자에서 유. ,

행하던 새 노래 를 부르며 문화적 유통을 통해 유행을 자극하며 상업적( )新聲
연행활동을 이어나갔다.

은 원숭이 놀음에 대한 기록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웅희 나 희원. ( ) (⑥ 熊戱 戱
견희 등 동물을 볼거리로 삼은 놀이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 )猿 犬戱 212) 몸



을 굽혀 인사하는 시늉이나 우는 시늉 등의 간단한 훈련을 받은 원숭이를 이용

하여 저자에서 부민들을 대상으로 진기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방식의 연행은 일제강점기 이후 요지경 가설 등의 기록이나 중국인들의 웅희,

에 대한 기록에서 보듯 한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시정의 거리연

희였다.

의 자료는 장터가 파한 후 솟대놀이와 인형극이 연속된 놀이패의, , ,② ③ ④ ⑤

연행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상행위와 놀이패 단위의 연희가 밀접.

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 의 에서 솟대쟁이패는 저자의 상거래. ( ) ③

가 끝나자 연희를 펼치기를 요청받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자의 유랑광대패,

가 상거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사정 곧 상인들과 광대패가 금전적 이해,

나 장소의 제공 등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솟대놀이.

가 끝나고는 인형극 이 연속되었다 인형극은 조선 후기 저자에서 공연( ) .( )⑤傀儡
된 인기 예목이었다.213)

솟대쟁이패 사당패 굿중패 대광대패 남사당패 초라니패 풍각쟁이패 등, , , , , ,

조선 후기의 유랑광대패들은 줄타기 솟대타기 땅재주 등 규식지희 계열의 기, ,

예부터 가무 인형놀이 재담 등의 화극 탈춤 등 각양의 예목들을 보유하고 있, , ,

었는데 이들은 장터 파시 민간 축제 정초의 집돌이 고을굿 마을굿 등 를 떠, , , ( , , )

돌며 주로 경제력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갔다.214) 한성의 경우 지방보다,

성내의 공연단속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저자 상인들의 지원 단속 담당,

자들의 비호를 통해 한성부 인근의 저자와 마을에서 광대패 연행을 벌일 수 있

었을 것이다.215)



전기수의 연행의 구술문화적 특징

저자연희 중에서 전기수 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의 독서문화와 연( )傳奇叟
계되어 있었던 연행의 형태와 구술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기에 독특한 위상을 지

닌다.

라 전기수 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언과패설 을 입으로 외는데 그( ) ( ) . ( ) ,傳奇叟 諺課稗說
것은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이다 월초에 하루는 첫째, , , .「 」 「 」 「 」 「 」

다리 아래 이튿날은 둘째 다리 에 앉고 사흘째는 이현 에 나흘째( ) , ( ) , ( ) ,第一橋 第二橋 梨峴
는 교동 입구 자리잡고 닷새째는 대사동 입구에 자리를 잡고 엿새째는 종( ) , ( ) ,校洞 大寺洞
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읽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레부터는 도로 내려온다( ) . .鍾樓
이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여 한 달을 마친다 다음 달, .

에도 또 그렇게 한다 그가 워낙 읽는 솜씨가 훌륭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많이 모여들어. ,

주위를 빙 둘러싼다 그는 읽다가 가장 긴요하게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면 문득 소리.



를 멈춘다 그러면 청중들이 그 다음 대목이 궁금해 서로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일. .

컬어 요전법 이라 한다( ) .邀錢法 216)

전기수는 창작소설이나 중국 번역소설 등 언문으로 된 소설 언문패설 을 주( )

로 낭독하여 연행하는 이야기꾼이다.217) 강독사의 전통은 구술문화를 오랜 시

간 이어 온 중국 등지에서도 발견되는 연행방식이다.218) 이들은 이야기를 낭송

하는 연행이라는 점에서 재담 야담 고담 등의 연행이나 광대재담 연행자들과, ,

비슷한 방식을 보였으나 전기수의 연행은 장편소설 낭독을 바탕으로 수일간,

연속된 레퍼토리를 연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19) 전기수가 하나

의 레퍼터리를 일별로 끊어 연행하였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고전소설의.

회장체 구성 세책점의 분책 구성은 이들이 서사를 분절하는 기준이 되( ) ,回章體
었을 것이다 회장 구성은 일제강점기의 극장에서 고전소설과 판소리 레퍼토리.

를 연행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라 에서 전기수가 연행하던 교동과 대사동 종루는 당시 서사 와 서책점( ) , ( )書肆
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으며220) 중 서부의 중인 사대부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

장소였다 전기수는 성내 저자의 유동인구와 한글소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높은 식자층이 집중되어 있던 성내 중심지역을 낭독연희의 거점으로 삼았

다.221) 이러한 전기수의 낭독연행은 개인적 독서가 아닌 공동체적 음독을 지향



하는 구술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연희방식과 회장 구성 연희장소. ,

등의 기록에서는 전기수가 국문소설의 낭독연행을 통해 소설 독서와 연희문화

를 매개하던 독특한 연행자 였으며 고전소설의 구성과 독서문화가(performer) ,

연행에 미쳤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문소설을 낭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성공적인 연행이 될 수는 없다 텍스.

트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 선인과 악인의 성격과 특징을 전달할 수 있는 성,

음 기교 간단한 동작 극적 짜임새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 전기수 이업복, , .

의 연행은 이러한 낭독연행의 기술을 보여준다.222) 전기수의 연행은 일제강점기

로 이어지며 재담꾼 변사 야담가 만담가 등으로 전개되는 낭독 구술연행의, , , ,

연속적 전통을 찾을 수 있기에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근대 문화산업 중 독서와 공연은 영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한정된 여가의,

재화를 배분하는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다.223) 조선 후기에 서점 서(

사 이 등장한 것은 늦어도 순조 년 경 으로 추정되나 개화) 29-30 (1829-1830)冊舍
기 전까지 발전하지 못했고224) 출판시장은 방각본 출판과 세책점( ,貰冊家 冊貰
집)225)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세책문화는 한성부에 국한되었으며 한글소설과.



중국소설의 한글 번역본이 세책점의 중심이었다.226) 조선 후기 전기수가 보여

준 연행은 인기 한글소설의 대중적 전파를 도와 세책의 활성화를 자극하며 한,

편으로 독서물을 바탕으로 연행 을 통한 서사의 재현을 선보이며(performance)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전이면 수권의 책을 빌려볼 수 있었던 세책점의 주요 소비자는 사대부 등1

부호계층의 여성들이었다.227) 일부의 예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이업복이나,

이순록 기록에서『 』 228) 전기수들은 성내에서의 연행 뿐 아니라 사가에서 부호

한 여성 관람자들을 위한 연행을 벌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상류. ·



층 여성들이 한성부 공연문화의 소비자로 부상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지,

녔던 독서의 경험은 관극 선택의 문화적 이해 지평을 형(cultural understanding)

성할 것이었다.

성외 경강지역의 연희공간과 연희문화

영 정조기에 난숙하게 이루어진 시정 연희활동의 활성화와 연희공간의 조·

직 전통연희자들의 민간연희 참여는 세기에 들어 보다 강화되었다 이 중에, 19 .

서 특히 성외 경강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유랑광대패의 대규모 연희활동 기록

은 주목을 요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 후기 경강지역. 229)은 상업발달을 배경

으로 많은 지방민 및 외방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고 포구상업의 발달로 선인, (船
등의 임노동자들이 증가하여 이들이 유흥 및 오락의 중심 소비층으로 부상)人

하고 있었다.230)

경강지역은 영 정조기 유흥가로 번성하며 성세를 누렸다 세기 후반 삼강· . 18

에 설치된 주가는 여 곳이었고 술제조에 소비되는 미곡만도 년( ) 600-700 1三江
에 수만 석을 넘는다는 기록231) 술을 담은 항아리가 천여 개에 달하였다는 기,

록232)은 유흥공간으로 발전한 조선 후기 경강지역의 풍경을 보여준다 한편 경. ,



강지역은 상업을 통해 부를 쌓았던 경강부민들을 중심으로 빈잔민 들에( )貧殘民
대한 탐학이 이루어지며 한성부에서 파견한 장교들을 백여 명이 무리지어 구,

타하고 영 정조대는 어사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해야 했을 정도로 관권, ·

이 미약한 지역이었다.233) 이러한 성외 지역의 시정과 포구와 기방 주가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사연 및 저자연희의 예목들이 활발하게 공연되었다.

성외 경강지역의 연희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랑광대패의 상업적 연

행활동이 경강지역과 경산 사찰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세기에 접어들며 보다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인. 19

다 세기 중 후반의 경강 지역의 연희의 성행과 단속에 대해서는 우포도. 19 · 『

청등록 철종 년 월의 기사를 통해 대강을 확인할 수( ) 4 (1853) 5』右捕盜廳登錄
있다 철종 년에는 한성에 도적이 횡행하여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는데. 4 234) 포도

청은 도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경강 지역에 연희엄금의 포고를 내리게( )京江
된다.

법의 기강이 엄중하고 방한 이 자재 하여 무녀 는 부외 에 살고( ) ( ) , ( ) ( )防限 自在 巫女 部外
승려 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밖의 유랑무뢰배들은 감히 부내 에 발( ) , ( )僧尼 部內
을 붙이지 못하더니 근래에 듣건대 거사사당배 가 성 안팎, ( ) (居士四堂輩 의 지척인)

곳까지 몰래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없이 감히 유희장 을 벌이고 관광자( ) (遊戲之場 觀光
가 요동쳐 술에 빠지고 무질서한 음란한 폐단에까지 이르는 것이 많으며 또한) ( ) [ ] ,者 波蕩

어떤 경우는 여항 과 사찰 에 머물며 몇 달 동안 떠나지를 않으며 모인 곳에는( ) ( ) ,閭里 寺刹
사람들이 바다처럼 많으니 이것은 도적떼 가 불길처럼 일어나는 온상이니 몰래 일( ) ,賊徒
어나는 근심 도둑으로 인해 생기는 근심 이 나날이 귀를 떠들썩하게 하되 어느 백성도 통[ ] ,

절 히 금해달라는 호소가 없으니 이를 생각하면 극히 한심하다 지금 이대로 놓아둔( ) , .痛切
다면 무슨 해괴한 일이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제 본청에서 일제히 금단하여 이에.

명을 전달하니 각 동의 임무를 맡은 자들은 또한 각자 해당 동에서 일절 엄금하고 각 동, ,

내 에서 유희하는 폐단 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또한 듣건대 위 놈들( ) ( ) , (洞內 遊戲之弊 漢
은 밤에는 각 처 사찰에서 묵고 낮에는 부내 의 시골마을 에 놀러 나온다) ( ) ( )等 部內 村閭

하니 경산 각 절의 승려들도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절 내에, ( )京山



계속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영칙 후에 동임 들이 금단하지 못하. ( ) ( )令飭 洞任
고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유희하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절의 승려들이 또한 금하여 쫒아내, ,

지 못하고 머물러 숙박하는 폐가 있다면 즉시 동임 과 수승 을 마땅히 붙잡아, ( ) ( )洞任 首僧
와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심상 하게 생각지 말고 착념 하여 거행하여 벌을 받. ( ) ( )尋常 着念
는 데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235)

위의 철종 년 월 우포도청 포고령에서는 세기에 들어서 사당패 등의 유4 5 19

랑광대패에 의해 성내와 가까운 곳에서 연행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 다수의 관,

광자가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우포도청에서는 이어 월에 재차 포고를 내. 9

리는데 이 포고에서는 경강지역 포교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며 태업에,

대한 처벌을 상기시키고 있기에236) 이러한 연희가 벌어진 지역은 주로 경강지

역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전통예인들은 조선왕조의 입장에.

서 잠재적인 도둑으로 여겨지고 있었기에 경강지역의 대규모 연희활동은 한성,

지역 치안유지의 위협으로 지적되며 철종대에 엄금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반대.

로 이는 치안의 위협으로 여겨질 정도로 세기 중반 경강지역에 유랑광대패의19

상업적 연행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우포도청이 재차 포고를 내린 사실에서는 경강지역의 연희 단속이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희에 대한 우호적 정서와 연희를.

방임했던 사정은 공연장소에 인접한 마을의 부민이나 동임 은 물론이고( ) ,洞任
단속을 담당했던 경강지역 포구의 포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랑광대패의 연.

희활동은 관의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지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적극적으로 모색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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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우포도청 포고문에서는 조선 후기 성외의 연희활동에서 경산 사찰( )京山
은 연희패의 생활공간이자 주요 연희공간으로 부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용.

한 우포도청등록 기사에서는 성외지역 연희공간이자 놀이패의 주거공간으『 』

로 낮에는 경강지역의 마을 에서 연희를 벌이고 밤에는 사찰에서 머문‘ ( ) ,村閭
다 언급한다 낮 시간에 경강지역의 포구와 마을에서 연희를 벌였던 연희패’ .

들은 밤 시간에 사찰로 향하게 되는데 사찰은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이면서 야,

간 연희의 장소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년 늦겨울 경 화계사. 1884

에서 벌어진 연희를 관람한 퍼시벌 로웰 의 기록( ) (Percival Lowell) (188華溪寺
5)237)에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서울서 약 마일 정도 떨어진 높은 삼각산 정상의 동쪽 지맥 위에7

있는 절이다 비교적 서울과 가까이 자리잡은 덕분에 그곳은 상당한 명성을 지니게 됐는.

데 그 명성은 주로 종교 외적인 데 있다 요컨대 그 곳은 즐거운 소풍 장소로 유명하다, . .

그것은 화계사라는 절이었다 손님과 가희들 뒤로 많은 군중이 운집했고 계단( ) . ( ) ,… …

까지 사람의 얼굴로 홍수를 이루었다 이들 중에는 악사들 배우이기도 했다 도 있었다. - - .

연극이 시작되면서 배우들은 이제 막 연기에 들어갔고 이 저녁의 걸작 성격 묘( ) ( ) , -… …

사 시리즈 이 될 공연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었다 연기자는 사실상 한 명이었다 왜냐- . .

하면 하나나 둘 가량의 다른 사람은 그저 들러리로 참가해 밝은 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연극은 그야말로 주인공이 전부였다 분장실도 무. .

대도 없었다 주인공은 즉흥 연기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섰다. .238)

퍼시벌 로웰이 관람한 연희는 한 명의 연희자가 중심이 되어 재담을 엮고 나

머지 악공이 재담을 받고 반주를 맞추며 진행되는 광대화극 이었다( ) .話劇 239) 저



녁에 시작한 로웰의 연희 관람 기록에서 보듯 사찰의 야간 연희의 경우 연희,

의 주관 후원자였던 도성의 상층 관람객들을 고려하여 야간에 공연을 기획하·

였다.240) 우포도청등록 의 포고문에서 경산 각 절의 승려들에게 포고( )『 』 京山
문을 알리고 놀이패에 공간을 제공한 절의 수승 을 엄벌하라 강조하는 부, ( )首僧
분에서는 경산 의 일부 사찰이 광대패의 생활 근거지이자 연희 공간으로( )京山
널리 쓰이게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241)

이러한 경산의 사찰연희장은 세기까지 사연과 소창에 이용되었다 개항기20 .

신문자료를 토대로 놀이패와 유희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경산 사찰을( )京山
살펴보면 삼각산의 화계사, ( )華溪寺 242) 이외에도 동문 밖 천장산 묘련, ( )天藏山
암 과 청량사( ) ( )妙蓮庵 淸凉寺 243) 안암산 의 영도사 와 대원암, ( ) ( ) (安巖山 永導寺 大圓

)庵 244) 노량진 부근의 화장사, ( )華藏寺 245) 동소문 밖 신흥사, ( )神興寺 246) 등이 사



찰연희 장소로 확인된다.

나례도감 폐지를 전후하여 일어난 국가 통제의 약화 재인의 자치조직 형성, ,

포도청을 중심으로 연희 단속기구의 재편 포도청과 용호영 등 무관과 전통예,

인의 결탁 양상은 조선 후기 한성부의 공연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였다 한.

성부 인구증가와 상업의 발전 재인 통제방식의 변화에 따라 조선 후기 한성부,

의 연희활동은 궁정사회의 연행활동이 축소되는 와중에서 문희연과 사연 기방, ,

저자의 연희 등 시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행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가객과 기,

생 유랑광대패 등이 무리를 이루어 상업적 공연활동을 모색하였다, .

이에 대응하는 조선왕조의 연희통제 규범은 유교적 예악관을 바탕으로 궁궐

과 문묘 등 성소공간을 소란케 하는 민간연희를 엄금하는 것이었다 이는 성내.

에서 어느 정도 관철되었으나 포동 과 같은 예외적 공간들 역시 존재하고, ( )浦洞
있었다 조선 후기 시정의 민간연희 활성화는 각종 전통연희가 대중적으로 전.

파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가장 규모가 큰 민간연희였던 문희연은 장시간의.

대규모 연행활동을 통해 판소리의 가창취향과 전통연희 공연방식의 변화에 영

향을 미쳤다 기방은 궁정에서 연행되던 예목을 감상할 수 있었던 장소로 한성. ,

내 고정된 도시공간으로서 연희 유흥공간이 등장하며 궁정과 지방의 기생연희·

예목을 전파하였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저자를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거.

리연희와 광대패 연행에서는 단속관리와 상업종사자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연희를 벌였으며 새 노래 의 확산 등 문화적 전파를 매개한, ‘ ’

장소였다 한성부의 전기수의 존재는 연희문화와 독서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자리하였던 조선 후기 구술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성외에서는 경강지역의 유.

흥문화와 상업발달을 배경으로 저자 포구과 촌락 등에서 상업적 연희가 활발·

하게 벌어졌으며 경산 사찰이 연희패의 생활공간이자 연희공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한성의 상업발달과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시정의 연희활동이활발

해지면서 시정의 여러 공간에서 직업적 전통예인들은 자신의 예목을 발전시키,

며 직업적인 공연활동을 벌이게 되었고 전통연희를 구경하는 활동은 한성부민,



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자 대중적인 문화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 조선 후기의 전통예인들은 협률사 이후 극장공간에서 공연활동을 이어나.

가게 되고 조선 후기 연희문화의 토대였던 한성부민들 역시 극장의 관객이 되,

었다 근대 초기 극장문화는 이러한 조선 후기 한성 연희문화를 토대로 구성되.

었다.

청각성 중심의 유희적 관람성향과 중인 지식인의 연희문화 인식2. ·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 민간연희의 주요 소비 후원 기획자였던 왈자 중인· · ,

계층의 연희기획 및 소비의 특징 한성에 거주한 일반 백성들의 연희관람 문화,

를 살펴 전통연희 소비층의 관람 성향을 분석하고 조선 후기 전통 유학지식인,

의 극 과 극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왈자의 과시적( ) . ·劇
향락적 전통연희 관람의 문화 주요 소비 후원층으로서 중인 부호층의 역할, ·

확대 일반 백성이 어우러진 연희관람의 과정과 한성부민들의 연희관람 성향을,

분석하고 이어 청각적 활동으로 인식하였던 조선 후기 연희관람의 성향을 살,

피고자 한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한문희곡 창작과 연행록 기록을 검토하며.

전통지식인의 연희에 대한 이해와 극장의 인식을 다룰 것이다.

왈자의 연희기획과 연희 관람 조선 후기의 과시적 향락적 연희문화: ,

조선 후기 연희기획자이자 소비층으로 주목된247) 왈자의 대체는 한글소설

게우사( )「 」戒友詞 248)에 묘사되어 있다.



쳥누고당 노푼 집의 어식비식 옮 간니 좌반의 안진 왈, ①  좌 당하 천춍 上座 堂下
금위 쇼년츌신 션젼관 비별낭 의 도춍 경千摠  內禁衛將 少年出身 宣傳官 備邊郞 都摠

역經歷 안 익고, ② 그 지 바라본니 각영문 교젼관의 세도 는 즁방其次 各營門 勢道
니며 각 셔리 북경 역관 나 군관 젼별감 불긋ヘヘ中房  各司胥吏 北京譯官   大殿別監

당 홍의 니라ヘ ヘ . ③ 편 바라본니 장 니 증원 령 무녀별감   羅將  政院使令 武藝別
셕겨 익고 각젼 시정 남쵼 활양,監 各廛市井 南村閑良 노 명 황 진니 가 명     

운학니 니야기 일슈 외무릅 니 거진말 일슈 허 슌니 거문고 어진 니 일금 일슈吳物音  
게랑니 퉁쇼 일슈 셔게슈며 장고 일슈 김 옥니 졋 일슈 박보안니 피레 일 오랑――  

니 금 일슈 홍일등니 션쇼리의 숑홍녹 니 모흥갑 니가 다 가 익고 . 宋興祿 牟興甲  249)

년경 창작된 게우사 에서 청루고당 높은 집 기방 의 좌석에 모인1860 ‘ ’( )「 」

왈자들은 무관과 중인 액예 상인 등 문화소비자들과 전통예인들을 아우르고, ,

있다 구체적으로 경력 이상 양반 무관직이 상석 중방 경아. ( ) ( ),① ②經歷 中房
전 역관 액예를 아우르는 요직에 있는 중인 계층이 차석 나장과 승정원사, , ③

령 등의 관서 하예 무예별감 시전상인 남촌 한량을 아우르는 하급관리와 평, , ,

민계층이 주변에 자리잡고 그 곁으로 조선 후기 주요 연희자들이 배치되어 있,

다.250) 왈자는 폭력적이고 의협적 기질을 공유하면서 기방의 풍류를 즐길 만한

경제력을 구비하였던 호가 자제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계층적으로는 무( ) ,豪家
반 중서층 액예 평민층을 아우르고 있었다, , , .251) 이 중 연희와 유흥에 적극적이



었던 무리는 액예 관서 하예와 시전상인 등 중인 부호층이었다, .252) 게우사「 」

등 조선 후기 왈자에 대한 몇 가지의 기록에서253) 왈자는 과시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소비를 주도하는 패거리로 묘사된다.

밋친 광인 무슉니가 션유긔게 릴 젹의 강 공 셤 공 인시겨 급피 불너 유,     
션 둘을 무어 되 광 은 득 십발니요 장 은 오십발식 무어 되 남의( )…遊船  廣   長  
계일 광 젼인보 급피 불너 슈모 철팔인을 호 시겨 등 고 좌우편 도감ヘヘ    都藍
포슈 급피 불너 두 노름 긔게 화복 탈 션유 령 라 이천냥식 여 쥬고 정 山臺      
업 동막 평 화동 목골 열 성불 일등 그 명 당井邑  昌平 河東  威 咸悅 居士   社堂
골 여 이 십명 급쥬 노와 불너오고 두노름 는 는 총영청 공인   急走    總戎廳 工人
등 고 노름날 일 냐 츄칠월 긔망일 니라 븜쥬유어 션.   秋七月 旣望日  泛舟遊於行

훌 졔 포 막 셔양포며 몽긔 승 구름 일 화 문석 청 등농 슈팔연을,船    豪古三升   
브려 고 승돗 고 워 좌우 갈너 부치고 보긔판 빗기 여 강 육지     補階板   
어 노코 좌우 망석 춤은 구름 쇽의 넘노난 듯 명 소리 모도 듯고 십( ) ,…左右山 曼碩 
여일 강 의서 슬미중니 게 놀고 각기 쳐 올 적의 좌우편 도감포슈 각 천양식 쳐   

고 당그 모도 불너 일명 각 양식 치 려 다 보 고 명 광 모도 불너, ,         
욕본 말 치 고 일명 칠 양식 시 려 보 고 반의 먹던 음식 허다훈 음식 즁      
의 증과 밥 죠 그 갑신들 오즉 랴 출물 기 슈을 논니 만 천 오, .     出物下記  

양니라. 254)

게우사 에서 중촌 장안갑부의 자제로 등장하는 왈자 대방 김무숙은 선‘ ’「 」

유놀이를 위하여 산대도감의 도감포수를 불러 산대놀이를 연행하고 정읍 동, ‘

막 창평 하동 목골 함열 성불사 등 조선 후기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 , , ’



당패의 일등 거사 명창 사당 들을 놀이판에 불러들이며‘ ’ 255) 총융청 악공과

당대 명창을 모아 연희를 벌인다 연희준비 연희자 조직 행하의 지불 등 연희. , ,

과정의 일체는 김무숙이 기획하는데 게우사 에서 등장하는 선유놀음 등의, 「 」

각종 대규모의 화려한 연희판 묘사에서는 연희의 기획자로서 왈자의 사치적이

고 향락적인 기질이 강조되어 있다.256)

조선 후기 왈자들이 보여준 연희문화의 특징 과시적이고 향락적인 사치의, ‘

문화 는 사치를 통해 계층적 구분을 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구사회’ .

의 중세기까지 사치의 문화는 남성적인 문화였는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소,

비는 계급을 구별하고 사회적 자기 확신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257) 관람의

중심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액의 돈을 소비하며 연희를 기획한 왈자였으며,

화려한 옷차림과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산해진미 막대한 행하의 지불 과정은,

이러한 과시적 관람의 정점에 왈자를 배치시킨다 조선 후기 왈자의 연희기획.

에서 나타나는 과시적 성격은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좌석 배치로부터 관객들의

옷차림과 관람료 책정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던 계층적 특징을 보여주기에 주

목할 만하다.

왈자들의 폭력적 기질 역시 주목을 요한다 앞서 인용한 게우사 에서 김. 「 」

무숙은 왈자패 무리의 대방으로258) 이들 왈자들은 조선 후기 한성부의 유흥문



화 발달로 인해 번성한 도박장 창가 기방 주사의 주요 소비층이면서, ( )· ·娼家
폭력을 통해 이들 유흥 연희공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59) 유흥과 사치 폭,

력으로 얽혀 있는 소비 주도층으로서 왈자 의 성격은 년대 연희장 기사‘ ’ 1900

에서 엿보이는 독특한 폭력성에 대한 이해 이후 초기 극장업에 연계된 자본,

및 인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초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전통연희의 연행 과정과 기층 백성의 연희관람

왈자 중인 부호층의 공연기획 및 후원과 문희연과 사연 등 상층의 연희기획,

에 의해 조선 후기 한성부의 연희는 상하층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연행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영 정조 시대의 연희를 다룬 풍속화와 각종 관희시는 대규. ·

모 공연활동을 관람하는 기층 백성들의 연희관람 성향과 관람방식을 살( )基層
펴볼 수 있는 자료로 주목을 요한다.



조선 후기 문희연 사연 저자연희 등의 시정의 연행은 일상적인 공간을 놀이, ,

공간을 지시하는 상징적인 기호와 가설 무대장치를 통해 연희공간으로 탈바꿈

하여 한시적인 연희를 벌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과 저자의 공터 유상. ,

처와 정자 등의 일상공간은 문관 푯대 문희연( )260) 커다란 천에 탈과 소매 한삼, ,

자락을 붙인 할미탈 깃발 탈춤( )261) 인형극이나 솟대놀이 줄타기를 위한 대도구, ,

의 설치262) 등으로 구획되어 일상공간이 연행 공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표지,

로 기능하였다.

놀이판의 존재는 악사를 동원한 왁자지껄한 연주를 통해 홍보되었다 지방.

농악이나 사당패의 길놀이와 같이 유가행렬의 악공들은 청각적 기호를 통해,

성내민들에게 일련의 연희를 저자에 알렸다 유가 를 시작으로 벌어진 문. ( )遊街
희연은 그림 에서 보듯 창우의 성악과 악공의 음악이 뒤섞인 유가행렬을 문[ 1]

희연을 알리는 길놀이 성격의 사전 연행으로 삼았으며 연희장에서는 남성관, 「



희자 강이천 의 묘사에서 보듯 연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고 켜고 두드리( ) “」

는 온갖 소리 가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청각적 기호와 악공을 이용한 홍보” .

방식은 이후 개화기 극장문화까지 이어진다

민간연희는 양반과 대관 등 상류계층이 연희관람의 중심으로 상정된 한성부

의 문희연과 사찰에서의 사연은 주로 밤에 횃불을 밝혀 벌어졌고263) 일반 대중

들을 상대로 한 저자연희나 관청에서 벌어진 연희의 경우 낮에 연희가 벌어졌

다 문희연이나 사연 관청에서 배설한 연희의 객석은 그 높낮이와 위치에 따라. ,

관중들의 계층적 차이를 가시화하는 배치를 사용했다 연행공간을 굽어보거나.

연행자와 가까운 객석에는 연희의 주관자 및 높은 계층의 관객이 위치하고 낮,

은 계층의 관객들과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못한 일반 관객들은 상층의 관객보다

낮은 위치 또는 연희판의 주변에서 서서 연희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

다.264) 야외 연희의 경우 상층의 관람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인 편차 가 마, ( )便次



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계층적인 객석의 배치와 관객들이 연희자뿐 아니.

라 연희의 기획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의 배치는 상층 관람객들의 과

시적 관람의 특징과 조선 후기 연희공간에 내재되어 있던 계층적 위계질서를

보여준다.

그림 에 나타난 연희판을 구름떼처럼 둘러싸고 있는 일반 관객에는 연희[ 7]

를 구경하는 패들과 구경꾼들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는 장사꾼이 뒤섞여 있었

다 상층 관람객을 위한 지정 좌석을 제외한다면 연행공간에서 관객석의 구분. ,

은 뚜렷하지 않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소란이 일었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저자연희 등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구별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각종 먹을거.

리를 파는 잡상인들의 소음까지 더해져 연행은 매우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루,

어졌다 동지 겸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사행록 연원직지 년. ( ) (1832『 』燕轅直指
경 를 남겼던 김경선 은 중국의 희대에서 연희를 관람한 후 조선의 연희) (1788-?)

관람 성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 동국 풍속은 무릇 관광에 관계되는 일에는 큰 갓 넓은 옷에 몇 겹씩 빽빽이 늘, ,

어서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기를 그치지 않고 게다가 떡 술 나물 파는 소리가 그중의, · ·

반을 차지하며 나중 온 자는 보고 들을 길이 없어 밀치고 눌러 마지않으며 심지어는 돌, ,

을 던지고 서로 치기까지 하니 여기에 비하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265)

조선 후기 연희관람은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속성 무대와 관객석이 혼재되기,

일쑤였던 연희공간의 특징은 당대 판소리와 탈춤 등의 연희에서 놀이패와 구경

꾼이 한데 어울리는 대방 놀이적 연희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 .大房 266)

전통연희의 서민적 감수성과 청각성 중심의 관람성향

상하층이 어우러진 대규모의 연희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대방놀이적 특징에

따라 조선 후기의 전통연희 레퍼토리에는 기층의 연희에 대한 기대지평을 수용

하여 서민적 해학성이 온존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관객의 추임새와 반응 역시.

연행의 일부를 이루는 독특한 전통연희의 공연미학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탈춤 판소리와 같이 극적 서사를 다루는 연희형식에 두드러·

지게 드러나 있다 탈춤과 판소리 연행에서는 공연장소와 극중장소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아267) 시 공간적 경과를 전개하는 방식은 가시적 무대장치를 통, ·

한 극적 환상 에 기대지 않고 극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변용을(dramatic illusion)



자유롭게 다룬다 이러한 전통적 연희공간 속에서 관람자의 개입과 호응은 극.

적 환상의 빈틈을 메우고 연행의 진행에 깊이 연계되는데 탈춤과 같이 연행의,

서사진행을 돕는 일부로 상정되거나 판소리와 같이 관람자의 호응이 공연을,

형성하는 기호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따금 환호하는 외마디소리 넓은 뜰엔 구경꾼이 인산인해라 이밤사 부질없이 횃불/ /

걱정 마오 반달이 구름 끝에 걸려 있으니 수/ (6 )268)

자하 신위 의 관극절구 수에는 극의 절정에 관객들이 추임새를(1769-1847) < > 6

넣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관객들의 참여와 감흥의 표현은 관객들의 소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연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공연의 흥취가 떨어지면 잡담과,

소음 폭력으로 변할 것이었다 이러한 소란한 연희공간의 조건 하에서 세기, . , 19

후반의 판소리 연행자들은 큰 성음과 몸짓을 통한 무대적 표현을 발전시켰다.

한편으로 서민적 해학의 요소 색담과 골계의 화소 역시 탈춤과 판소리 등의,

공연문화에 존속하고 있었다.

바 속창 을 두루 들어보니 이야기에 근리 하지 않은 것이 많고 말 또한 간혹( ) ( ) ( ) ,俗唱 近理
무론 하다 하물며 광대가 글을 아는 것이 매우 적어 높낮이가 뒤바뀌고 미친 듯이( ) .無論
소리를 질러대어 열을 들으면 한 둘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또한 머리를 흔들고 눈을 이리, .

저리 굴리며 온몸을 어지럽게 흔들어 차마 똑바로 보기 어려운 바가 있다 이런 폐단을, .

고치려면 가사의 속되고 패리 한 것을 없애 문자 로서 윤색하여 그 사정( ) ( ) ( )悖理 文字 事情
을 형용하여 일편의 문리 가 잘 이어지고 말을 우아하고 단정하게 하라, ( ) . ( )…文理 소리

판에 올라 소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음 을 분명하게 하고 서사에 조리있게 하여 듣는( )字音
이가 알아 듣지 못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몸을 단정하고 곧게 해야 하니 한번 앉고.

한번 서며 한번 부채 들고 한번 소매를 올려 춤추는 것도 모두 절도에 맞은 후라야 비로

소 명창이라 할 수 있다.269)



바 에서 정현석은 당시 판소리 광대의 연행을 속창 으로 통칭하고 음률( ) ( )俗唱
과 서사가 이치에 맞지 않은 채 소리만을 질러 내고 말이 우아하지 않고 패리,

하며 속되다고 비판하며 성적인 농담과 이치에 맞지 않아 웃음을 자아내는 방,

식 역시 비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재효본 남창춘향가 등 상층 취향에 맞게. < >

조정된 개작본에서도 상당 부분 색담과 골계가 온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270) 상층의 취향에 영향을 받은 신재효의 개작에서도 색담과 골계를 선

호하던 관객층의 기대지평을 도외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적 해학의 요소는

당대 전통공연예술 레퍼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어 머리를 흔들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온몸을‘ ’ ‘

어지럽게 흔들어 연행하였다는 정현석의 서술은 앞서 논의한 정정렬의 가창’ ,

취향에 관한 언급이나 금의화동의 몸짓과 가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

무대표현의 특징이다 이러한 자료에서는 큰 성음과 활달한 몸짓 사설 속의 색. ,

담과 골계로 표현되던 조선 후기 희극적 이고 쾌활한 감각 서민적 공연(comic) ,

예술의 취향이 드러난다.

조선 후기 판소리를 위시한 연행문화의 미학을 논한 관극시류와 비평적 산문

에서 연행의 중심적 감각은 청각적 감각으로 소리 를 듣는 것 은 감상, ‘ ’ ‘ ’

의 주도적인 감각이자 예술적 표현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인용문 바 에. ( )

서 정현석은 판소리의 개선책으로 우선 자음을 분명하게 할 것 을 언급한‘ ’

다 관우희 의 발문에서는 이러한 소리 의 층위가 미적 가치와 연결되어. < > ‘ ’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릇 악 을 관찰하려면 반드시 운 운치 인용자 주 을 관찰해야 하는데 운 이( ) ( , - ) , ( )樂 韻 韻
라는 것은 성음 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정 이 촉발된 바가 소리 로써 펼쳐( ) . ( ) ( )聲音 情 聲
져서 천지자연의 운 을 움직여서 흔든 것이다 이는 색 을 좋아하는 국풍 이( ) . ( ) ( )韻 色 國風
요 신을 즐겁게 하는 초 나라의 노래이니 정으로 말미암아 기 를 펴고 기로 말미, ( ) , ( ) ,楚 氣
암아 소리를 이루고 소리로 말미암아 운을 얻기 때문이다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며 서로, .



맞서고 얽혀 가까우면서도 얽매이지 않으며 성글면서도 뻐개지지 않으니 운이란 어찌, ,

썩은 이들이나 인색한 이들이 얻을 수 있겠는가 무릇 배우 가 놀이판을 벌임에 멋. ( )俳優
대로 노래하고 질탕하게 춤추어 더럽고 거친 조잡함이 없을 수 없으나 진실로 그 운을,

얻으면 운사 시인 인용자 주 도 취함이 있다 띠를 부여잡고서 이별을 슬퍼하( , - ) . ( )…韻士
며 끊임없이 주절거리는 것은 한을 품은 여인의 운이오 도환 놀이를 하거나 검무를, ( )跳丸
추며 허리를 젖혀 땅에 닫게 하는 것은 용맹한 지아비의 운이다 따라서 운이라는 것. ( )…

은 큰 해탈의 마당이다.271)

위의 인용문에서 송만재 가 언급한 악 은 곧 연행 전반을(1834-1849) ‘ ( )’樂
가리킨다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송만재는 청각적 감각 이 발현하는 미적 가. ( )聲
치로 운 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정 기 성 운 의 과정‘ ( )’ . ‘ ( )- ( )- ( )- ( )’韻 情 氣 聲 韻
으로 얻어지는 공연예술의 미적 가치는272) 배우 놀이 의 더럽고 조잡( ) ‘劇戲
함 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송만재의 예술관에서 성 은 예술적 표’ . ( )聲
현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유득공의 경도잡지 에서도 타풍류 세악 뿐 아니라 기녀의 풍( ), ( )『 』 打風流 細樂
속 산희 와 야희 로 표현한 인형극과 가면극을 성기 라는, ( ) ( ) ‘ ( )’山戲 野戲 聲技
장으로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악 과 성 곧 청각적 감각으로 연행예술을( ) ( ),樂 聲
이해하는 특징이 드러난다.273) 이러한 서술에서는 조선 후기의 연희문화에서

연행의 감상은 듣는 것 곧 청각적 수용감각이 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파‘ ’,

악할 수 있다.

여성관객층의 양상

조선 후기의 연희문화는 주로 상 하층의 남성들이 향유하던 놀이문화였다· .

그러나 세기의 각종 연희관련 자료에서 조선 후기 연희를 관람하는 여성관객19

층의 존재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앞서 제시한 풍속화.



자료에서는 여성 관객 특히 중 상류층의 여성 관객의 관람이 거의 묘사되어, ·

있지 않으며 하층 여성들의 관람만이 간간히 그려져 있다 일련의 연희도에 여, .

성관객이 등장하지 않는 현상은 관 또는 양반 사대부의 기호가 강하게 작( )官
용될 수밖에 없었던 연희도의 제작과정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연희도에서 사라진 여성관객의 존재에서는 여성관객층.

의 등장을 우려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당대 상층사회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철종 년 월 우포도청등록 에 기재된 포고문에는 이4 (1853) 9 『 』

러한 여성관객의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는 당대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월의 포고 이후 재차 경강지역 유랑광대패의 공연활동을 엄중히 단속할 것을5

명령한 월의 포고문에서는 특히 유랑광대패의 연행활동을 관람하는 관광사녀9 ,

의 수효가 점차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서술되어( )觀光士女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위 영을 척념 하여 거행할 일이다 거사사당배 가 부내에 발을 들여( ) . ( )惕念 居士四黨輩
놓지 못하니 법으로 금하는 것이 저절로 엄격해졌다 따라서 이전에 각 강의 교졸. ( )校卒
과 각 동의 별임 임장 들에게 전한 바가 있어 그들로 하여금 엄금하도록 하였( ), ( )別任 任掌
다 비변사의 신칙함이 또한 이와 같이 엄격하고 명료하니 더 각근봉행 해야 한. ( )恪謹奉行
다 근래 법금이 해이해져 강포하여 삼가기에 두려움이 없으니 소위 사당배 가. [ ] ( )舍黨輩
부내 의 여러 곳에서 유희로 어지럽히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관광사녀( ) . ( )部內 觀光士女
들이 그 난잡한 곳에 서로 다투어 달려와 기율이 어그러졌다 한다 소문을 듣건대 낭자함.

이 매우 심하다 하니 그것이 놀라울 뿐더러 근일에 민가에서 도둑을 만나는 근심이 끊임[ ]

없이 있다고 하니 이 무리들이 머물며 작당하여 훔치는 짓을 범하지 않는다 어찌 알겠는

가 심상하게 놔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에 또 명을 전달하니 관광사녀가 거사사당배. . [ ]

와 함께 하는 것을 일절 금단하고 도성 근처에서 유희 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 ) ( )京城 遊戲
하였으되 이와 같은 영칙 이후에 또한 혹 부내에 계속 머무르다가 상부에 들리는 바가, ,

있으면 해당 강의 가설교졸 을 엄히 곤장으로 다스리고 구실을 떼며 해( ) ( ),加設校卒 除汰
당 동 의 임무 맡은 자들은 법사 로 옮겨 엄히 형벌로 다스리고 정배한다 심상( ) ( ) .洞 法司

하게 생각지 말고 착념 하여 금지하여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르지 말 것이며 이( ) ( )尋常 着念
전령을 큰 길에 걸어 늘 눈여겨 봉행하도록 하라.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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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는 앞선 월의 포고문에서 도적떼로 의심되던 유랑광대패의5

놀이를 보기 위해 선비와 부인 들이 다투어 몰려들어 낭자함이 심하게 된( )士女
사태를 지적한다 여성들의 연희참가의 욕망은 문희연의 판소리 공연을 담장.

너머 귀를 기울이는 아낙을 묘사한 관우희 의 묘사< > 275) 등에서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여성관객층의 연희 참가의 욕망은 성외 경강지역에서 벌어진.

유랑광대패 연희와 같이 관의 단속이 느슨하였던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

상류층 여성들의 연희 관람의 방식과 여성관람객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경복궁 중건공역에 고종의 친람을 기념한 놀이패의 연행을

묘사한 가사집 기완별록 의 기록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가사( ) (1865) .「 」奇琓別錄
에는 사대부 여성들이 의막을 치고 연희를 관람하는 풍경과 부녀자가 연희관람

에 빠져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일화를 서술하고 있다.

사 각 무동 츔 랑과 각동군인 소 결음 로 가 븬틈( -1) ( ) ( ) / ( ) 各牌舞童  各洞軍人   大路
업셔 노 를 못 통 부 집마다 의막( ) ( ) / ( ) ( ) ( ) 行路 通   士夫宅 內行次  依幕
이요 여염가 통직이 병문마다 구경이라 거화 도 만 고 등촉/ ( ) / ( ) ( )閭閻家  炬火  爛漫 

도 휘황 다( ) ( )燈燭 輝煌 

사 져마다 굿보기로 승 를 아쓰니 소일 은 조커니와 공 이 불( -2) ( ) / ( ) ( )勝事  消日  害工
소 다 젼 소문이야 혹가 말이로세 중략 계집은 심 중( ) / ( ) / ( ) (… …不少   或可   心亂

에 구경조 못 리요 세간 미 업고 마옴 리 덜넝거려 압집이 마누라와 뒤) / /中     
집이 아기씨를 일이 슈근 져리 슈근 은근이 상약 고 셔방곳 바리 면 고은 옷/ ( ) /相約  

여 입고 허동지동 문 으고 장옷 들고 다르니 당가쥬장 계집마 누를 밋고 반/ /    
엿 셔방 긔여 모은 쳔 의복침공 갑슬 쥬고 구경도 가는 외에 업던 출입/ ( )  衣服針工

날노 느러 가 를 불고 니 계집 세 마 바려 한 집안에 도( ) / ( ) ( ) /出入 家事 不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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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 신겸처 다반 니 아마도 일어 닐 한두 곳 아니 되리( ) ( ) /身兼妻子 茶飯   276)

사 은 각 슬기군 이 정역 하고 석양에 처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1) ‘ ’ ( )停役
벌어진 거리연행을 사대부가 안방마님이 의막 을 치고 구경하는 광경을( )依幕
서술한 것이다.277) 저자인 벽동병객은 사대부 집집마다 의막을 치 고 이를 구

경하는 사대부가 여성들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놀이패 행렬이 밝힌 불빛과 의,

막의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한성 거리의 저녁 풍경을 묘사한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본격적인 연희판에는 참석하지 못한 채 사가에 의막을 치고 여타 관

객과 단절된 상태에서 거리의 연희행렬을 관람하고 있다.

상류 사대부가 여성들의 연희 관람의 욕망은 이처럼 내재된 것이었으나 이,

는 조선 후기에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여성의 연희 관람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중류 여성의 연희관람이 사치와 가사를 불고한 행위로 지탄‘ ’

받았던 사 의 서술에서 드러나 있다 사대부와 부호한 중인 계층의 여성이( -2) .

놀이를 관람하는 것은 음부탕녀 로 오인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공인( )淫婦蕩女
되지 않은 행위였다 그렇기에 조선 후기의 여성 관객들은 문화상품의 소비자.

로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과정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

는 소리 없는 소수의 관객 으로 남았다‘ ’ .

근대적 대중문화의 전개는 소비시장 소비계층의 확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흐름에서 근대적 대중문화는 부호한 남성 상류층 위주의 제한된.

소비시장에서 중류층 이하까지 문화상품 소비를 확대하고 부호한 중 상류층, ·

여성을 새로운 관객층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지향한다 앞서 살펴본 조선 후.



기의 관객에서 부호한 여성 관객들의 수요는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

다 조선 후기 한성의 경우 남성 중심 관객층 형성은 공론영역에서 여성의 참. ,

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

제는 여성의 공적 공간 참여를 보장하고 연희관람의 사회적 유익 이 인정( )有益
되는 인식의 변화 이후에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부호한 남성 중심의 관객.

층 형성은 년대 전반까지 이어지던 한성지역 관객층 구조의 특징이기도 하1910

며 관극의 선택에 여성관객 및 극장의 여성연희자에 대한 관음증 현상 기생, , ‘

구경 류의 문화적 이해 가 유지된 근본적 이유였다’ (cultural understanding) .

중인 부호층의 공연예술 후원의 확대와 사회적 의미

연희소비층으로서 조선 후기의 중인 부호층은 연희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확

대해 갔다 앞서 살핀 대로 역관 시전상인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부를 쌓았. ,

던 중인 부호층은 도성의 왈자들과 어울려 연희를 소비하거나 전통예인의 후,

원활동을 통해 조선 후기 연희의 주요 소비 기획자로 성장하였다 특히 세· . 19

기에 들어 중인 부호층 내에서 전통연희 후원과 교육활동을 통해 문화적 자본

을 획득하고자 모색했던 일군의 전통연희 후원자들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주

목을 요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조선 후기 기부제도에서 중인 부호층.

이 영향력을 확대해 갔던 정황과 신재효 등 판소리 교육자 후원자의 등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연희 기획 소비층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 후기 기부· ( )妓夫
의 범위가 점차 중인 부호층까지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재와 사연 기방. ,

연희를 중심으로 가무를 연행하였던 기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전통연희 담당

자였다 기부는 선상기들의 주거와 의식주를 제공하는 후원자이자 기방 등지의.

공연을 매개하는 관리 통제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278)



아 이능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전의 별감 포도군관 궁가의 청지기 및 무사는( ) . “ · ·

항간에서 이르는 바 사처소의 외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혹 지방에서 뽑아올리는 기생.

을 데려오기도 하고 혹 자신이 지방으로 가서 기생을 골라 도성으로 데리고 와 가축한다, .

혹 내의원에 적을 두기도 하고 혹 상의사에 이름을 올려서 대궐 안에서는 여악의 소임을

다하고 집에 있어서는 기생 영업을 한다 정원사령과 금부나장은 창녀의 서방이 되는. ( )…

것만을 허락하고 기생서방이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기생과 창녀가 또한 구별이,

있는 것이다 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되자 비로소 제도를 만들어서 사처소 외입장은. ( )…

기생서방이 되게 하고 정원과 금부의 하례는 삼패인 탑양모리의 서방이 되는 것만을 허락

했다.279)

아 에서는 선상기의 통제자이자 후원자로서 조선 후기 기부 의 역할과( ) ( )妓夫
흥선대원군 집권기 기부제도의 변화를 언급한다 흥선대원군 이전(1863-1873) .

기부의 범위는 궁가의 겸인 및 무사의 신분 이상 사처소의 오입쟁이 에게, ‘ ’

열려있는 것이었고 대원군 시절에 보다 엄격하게 액예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

기부는 궁궐의 소용이 있을 때 이외에 관기의 기생 영업을 중계하였다 흥미롭.

게도 게우사 에서 액예에 속하지 않는 중인 부호층 자제 왈자대방 김무‘ ’「 」

숙은 평양출신 선상기 의양의 기부가 될 수 있었다 게우사 의 창작이 세. 19「 」

기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 후기 기부 의 범위 사, ( ) , ‘妓夫
처소 오입장이 의 범주는 세기 중반에 이르러 시전상인 등 중인 부호층까지’ 19

점차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 후기에 들어 전통.

예인 후원층의 형성에서 경제적 조건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부의 범위 확대 경제력 중심으로 재편되던 후원층의 변화는 흥선,

대원군에 의해 단락 되었다( ) .段落 280) 흥선대원군은 대령기생 대령악사 등 대령·



예인을 지정하여 운현궁과 궁중의 연희를 담당케 하고 외방기생의 선상을 줄,

이며 야외사연을 금지하였던 정책을 통해 정재와 연희에 소용되는 국가경비를

줄이고 상층의 향락문화를 규제하였다.281)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실각 이후로는

기부의 계층적 확대와 경제적 조건의 부각이 다시 이어졌고 기생은 전통적인,

기부 였던 액예뿐 아니라 다양한 후원자들과의 연계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妓夫
보인다.

중인 부호 계층의 전통예인 후원의 방식과 의미는 판소리 교육 후원자였던·

신재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282) 고창의 향리이자 관약방 으로( )官藥房
부를 이루었던 중인 집안의 자제 신재효는 그가 개작한 판소리 사설이나 창작

한 단가에서 교육과 자아실현의 희망과 신분상승 욕망의 흔적을 남겼다.283) 신

재효의 예술 후원은 창부 교육 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284) 신재효의 판소



리 교육과 이를 통한 사회적 명성의 획득은 창부들에게 취향의 창조자‘ (taste

로서 각인되고maker)’ 285) 판소리 애호층 양반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회적 명성의 획득을 도모하던 중인 계층의 예술후원 방식은 가내 악노 양

성이나 악대의 초청 기방 출입 등으로 유지된 사대부의 연희 향유 악사와 전, ,

기수 등을 지원하던 서울지역 중인 부호층의 후원 소비적이고 과시적인 측면,

이 두드러졌던 왈자의 연희기획과는 다른 위상을 지닌다 신분상승의 배경이.

되었던 신재효의 판소리 교육과 이론화 작업은 문화자본 을 형(cultural capital)

성하여 사회적 명성이라는 상징자본 을 획득하였던 조선 후기(symbolic capital)

중인 부호계급의 문화예술 후원의 사회적 의미와 맞닿아 있다.286) 신재효 등

조선 후기 중인부호 후원층의 이같은 사회적 명성 상징자본 획득의 욕망은 근( ) ,

대 공연예술의 후원층과 초기 극장업자들의 형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계기로 작

용하게 된다.

조선 후기 지식인의 중국 연희문화 체험과 연희 희곡 이해의 심화·

조선 후기 전통지식인의 연희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국연희에 대한 체험을 바

탕으로 중국연희를 기준으로 보다 높은 단계에서 연희와 희곡 극 과 극장에, ( )劇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연행록의 경우 세기 명청교. , 17

체기의 조선 연행사들의 연행록에는 연희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



으나 세기의 연행록에는 대부분 연희기를 두어 중국의 전통연희뿐 아니라, 18

공연대본인 연본 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 .演本 287) 이러한 전통지식인들

의 중국 연희문화와 희곡에 대한 지식은 저간의 연구에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

의 극 에 대한 인식의 저락 함을 지적하는 것과 다르기에 주목할 만하( ) ( )劇 低落
다.288)

조선 후기 전통지식인들은 관극시 의 창작을 통해 전통연희의 연행상( )觀劇詩
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연희관람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연희를,

비평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자하 신위가 춘향가 를 듣고 쓴 관극절. < > <

구 수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2 .

분장한 춘향의 은근한 눈길 부채 든 옷매무새 어색하고녀 이렇듯 파리한 어사 어/ / 李
떤 인물이기에 지금토록 풍류놀이 독점하는가 수/ (4 )

고송염모는 호남의 소문난 광대 하 좋아 나를 홀려 시를 읊게 하니 우렁차다 비분강개/ /

김용운 솜씨 형채기 연희로야 당할자 없지 수/ ( ) (5 )荊釵 289)



위에서는 조선 후기 판소리 공연을 묘사하는 것 이외에도 춘향가 연행을< >

비평하고 있어 흥미롭다 수의 승구 부채 든 모습과 옷매무새가 어색하다. 4 ‘ (扇
는 구절은 판소리 창부의 동작과 옷차림을 지적한 것인데 윤광)’ ,影衣紋不自由

봉은 이를 신위가 북경 사신행에서 중국 연희를 관람한 경험과 연결하여 해석

한다.290) 이와 함께 수에서는 창부 김용운의 주요 레퍼터리를 형채기5 < (荊釵
로 언급하는데 형채기 는 중국 남곡 레퍼터리 중 하나로 심청가)> < > ( ) , < >記 南曲

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291) 주목할 점은 심청가 등의 판소리가 중국의 고< >

전희곡에 빗대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위의 춘향. <

가 비평의 기준이자 문화적 배경으로 중국 연희에 대한 지식이 적용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서상기 를 중심으로 중국희곡이 전통지식인 사이에 전< >

파되었던 지성사적 맥락은 중국식 연희문화와 극 에 대한 인식을 자체적으( )劇
로 수용하고 이를 한문희곡 창작을 통해 창조적으로 변용하였던 상황을 살펴보

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상기 등의 중국 희곡이 조선에 소. < >

개된 것은 세기 초반 연산군 연간 이후로 보인다16 , .292) 조선 후기에 서상기< >

의 수용에는 김성탄이 지은 관화당제육재자서 서상기< (貫華堂第六才子書西廂
이하 김성탄 서상기 의 인기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세기 이후)>(1656)( < >) , 18記

서상기 는 한글식자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 .293) 여기에 중국

희곡 형식을 따르는 한문희곡이 창작되기 시작한 것 역시 세기 후반부터임을18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중국 희곡 수용의 문화적 맥락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다.

조선 후기 중국 희곡에 대한 지성사적 맥락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청나라 성

립 이후 중국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탐색하였던 경화세족 의 지( )京華世族



적 흐름을 우선 살펴야 한다.294) 경화세족의 문화 향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였던 것은 중국과 일본행 사신들을 통해 수입되었던 명청시대 각종 서적들

의 수집과 분석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굉도 의 원중랑집 을 비, (1568-1610) 『 』

롯한 공안파의 문학관이 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에 끼친 영향은 중국 희곡의18

유입 과정에서 주목을 요한다.

공안파의 축이었던 원굉도의 문학관은 복고주의를 극복하고 자아의 성령‘

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학사조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 .性靈 295) 조선에서

원굉도의 영향을 받았던 정약용 박제가 박지원 김려 이옥 등은 전고에 얽메, , , ,

이지 않고 정 의 자체의 생동성을 강조한 것과 소품체 등 당송고문( ) ( )情 小品體
에 얽메이지 않은 짧고 감각적인 문체에 주목하였고 박지원의 조선지풍, (朝鮮之

의 강조에서 엿보이는 민족문학의 관점 민요 등 서민시가에 대한 관심은) , 18風
세기 조선에서 새롭게 발견된 공안파의 문학관과 관련이 있었다.296) 공안파 문

학론의 핵심인 독서성령‘ ( )’獨抒性靈 297)론에서는 기존의 시론에서 도외시되었

던 중국 원잡극과 명대 희곡을 명문고전의 범주에 두고 있음은 흥미롭다.



좋은 시를 왜 꼭 옛날 문선 에서 찾아야 하며 좋은 글을 왜 꼭 선진( ) , ( )『 』文選 先秦
시대의 것에서 찾아야 하는가 후대로 내려와 육조 시대에 이르러 근체 당시 로 변화했고? ( ) ,

당대에 이르러 전기 로 변화했고 송 금 시대에 이르러 원본 희곡 역자 주 으( ) , ( : - )ㆍ傳奇 院本
로 변화했고 원대에 잡극 으로 변화했고 서상기 로 변화했고 수호전, ( ) , < ( )> , 「雜劇 西廂記

으로 변화했고 지금의 과거 시험 문장으로 변화하였으니 모두가 고금의 지극( ) , ,」水滸傳
히 훌륭한 글이어서 나온 시대가 빠르냐 늦느냐로 좋고 나쁨을 따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

나는 이에 근거해서 동심으로부터 느껴지는 대로 스스로 글을 쓰니 더 이상 무슨 육, 『

경 을 말하겠으며 더 이상 무슨 논어 맹자 를 말하겠는가, ?』 『 』 『 』⋅ 298)

이러한 학문적 흐름에서 공안파가 고전의 범주에 두었던 김성탄 서상기, < >

등의 중국 희곡은 조선 후기 지식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었

다.299) 초창기 서상기 등 중국 희곡은 음악극으로서의 희곡 에 대한 인< > ( )戲曲
식보다는 소설 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대체적이었다 이는 곡 으로 구성( ) . ( )小說 曲
된 중국 희곡의 체제를 국 한문으로 옮긴다 해도 희곡의 대사와 곡 에 맞· ( )曲
추어 상연하는 토양이 성립되지 않았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 컸다.300)

그렇기에 완당 김정희는 서상기 언해본 의 서문에서 과백 동작(1811) “ ( ,「 」 科白
과 대사 인용자 주 과 패사 곡조의 종류 인용자 주 를 해득하는 이가 적- ) ( , - )牌詞
어 그 말을 모르고 보니 그 뜻을 어찌 안다 이르겠는가, ”301) 언급하며 국문소

설 형식으로 서상기 를 언해한다< > .

한문희곡 창작의 의미

중국 희곡 에 대한 장르적 이해는 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통지식인들( ) 18戲曲



의 한문희곡 창작으로 전기를 맞게 된다 이옥의 동상기. < ( )>(1791)東廂記 302) 정,

상현 의 백상루기 이후( ) < ( )>(1792 )鄭尙玄 百祥褸記 303) 동고어초 의 북, ( ) <東皐漁樵
상기 년 이전( )>(1840 )北廂記 304)가 집필되던 시기 희곡 에 대한 조선 후기, ( )戲曲
지식인의 이해 수준은 음악극으로서의 중국 희곡의 원리를 조선적 맥락으로 수

용하고 조선의 연희방식을 다시 한문희곡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는 높은 수준,

으로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희곡의 기본적 극구조인 과백 과 사. ‘ ’ ‘

패 패사 는 이들 창작희곡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었다’( ) .305) 북상기 에서< >

는 마당과 대청으로 나뉘어진 한국적 무대구조를 적용하고306) 판소리의 추임새



나 탈춤의 악공 관객의 개입과 유사한 관객들과의 소통방식을 희곡형식의 일,

부로 포함하였다.307) 이러한 점에서는 조선 후기 한문연희본 창작자들이 중국

희곡의 형식을 한국적으로 변용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한문희곡의 작가들은 어떠한 의도에서 희곡 장르를 선택했던

것일까 동상기 백상루기 북상기 는 공통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 >, < >, < >

를 다룬다 특히 북상기 의 조선 후기 사대부와 기생의 성애와 기생의 생활상. < > ,

동상기 의 결혼풍습에 대한 묘사에서는 조선 후기의 풍속과 색담 골계적 화< > ,

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김성탄 서상기 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 >

하다 대표적으로 동상기 의 척은 이같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을. < > 4

요한다 동상기 의 척은 김신부부전 의 내용을 대사를 중심으로 서술하. < > 1-3 「 」

고 있으나 척은 결혼 전 신랑의 발을 두들기는 신랑다루기 놀이 원님놀이 를, 4 ( )

소재로 삼고 있다.

청년 꼬마야 너는 빨래 방망이를 가져오너라3: , .

계집종이 방망이를 바친다.

청년 때린다 긴 매로 족쳐야 나가 떨어지겠군3: ( ) 308)

김도령 아야 아야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심한 매질을 하시오: , . ?

중략( )… …

김도령 아야 아야 바로 말하겠소 바로 말하겠소 큰길 위에 아이들이 뒤를 따라 쫓아: , . . .
와서 일제히 소리 질러 놀리기를 ‘새서방아 새서방아 그 새악씨 데려가거든 먹, ,
고 빚진 떡값 갚으소.’309)라고 했소 또 한 패거리들은 손가락질하며 야유하는.
말이 부끄럽다 부끄러워 저 신랑 수염은 몇 개만 났으나 나이는 흡사 오십은, ‘ , .
돼 보이니 묘하고 묘하도다 라고 했소 그 외에는 정말로 들은 바 없소, .’ . .

청년 웃는다 네가 말을 타고 처가에 도착할 때에 말 대가리가 먼저 들어갔는가 네 대1: ( ) ,



가리가 먼저 들어갔는가?

김도령 그야 말 대가리가 먼저 들어갔지 모두 크게 웃는다: . ( )

청년 네가 곧바로 말에서 내린 뒤부터 합궁할 때까지를 자세히 아뢰어라1: .

김도령 죽었네 죽었어: , . 걸러덕분 걸러덕분.310)

청년 네 몸이 조정의 덕분이거늘 네가 언감생심 딴 사람 덕분을 청했느냐 매우1 : , ?

쳐라.311)

위에서 인용한 동상기 의 척에서는 혼례 후 신랑의 발을 두들기는 신랑다< > 4

루기 놀이를 해학적으로 묘사한다 매 족쳐야 새서방. ‘ ( )’, ‘ ( )’, ‘ (霾 足鐵也 新
새악씨 등의 순우리말은 음차 되어 상황의 생동감을)’, ‘ ( )’ ( )書房 新岳氏 音借

더한다 이는 대로변의 아이들과 노상객들이 신행 행렬을 보며 던지는 한담을.

옮겨놓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함께 첫날밤에 대한 묘사에서는 색담. (色
의 화소가 포함되어 있다) .談 312)

이러한 희곡의 서술 태도는 정 자체의 생동성과 생생한 묘사를 중시하였( )情
던 소품체의 서술 방식과 유사성을 지니면서 한편으로 조선 후기 연희문화가,

지녔던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기층문화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한문희곡의.

장르적 선택에는 김성탄 서상기 의 문화적 영향 이외에도 바로 이러한 조선< >

후기 여항문화의 생생한 묘사와 정 의 자연스러운 발흥에 대한 긍정적 시선( )情
이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한문희곡에 나타나는 조선 후기 공연예술.

의 흔적과 여항문화의 관심 정 과 민속의 묘사는 조선 후기 한문희곡 창작, ( )情
의 동기이자 문화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한문 창작희곡들은 공연되지 않았고 주로 독서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연희문화에서 공연의 대본과 유사한 기능을 하였던 것은 신.

재효가 집필한 판소리 사설본과 같은 국문 한글 사설본이었다( ) .313) 창자의 입장



에서 한글 사설본은 해독이 쉽고 판소리 가창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시제와, ,

어투의 변화를 통해 대화 묘사 논평 등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한, ,

문연희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진 인.

물간의 대사진행에 대한 고려는 극적 언어의 특질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314)

이러한 순국문 사설본의 존재와 이를 통한 판소리 창자들의 판소리 습득 방식

은 년대 창극의 연행 준비 과정에서 악곡에 대한 표기가 없는 국문1900-1910

사설본이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준다.315)

조선 후기 지식인의 극장 인식

세기의 연행록에서는 세기부터 진행되었던 중국연희에 대한 기록 연희19 18 (

기 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청나라의 연희청과 각종 연희의 진행과) ,

정에 대해 폭넓게 조사되어 연희기의 폭을 확장시켜 나갔다.316) 세기 연행록19

에서는 각종 연희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극장의 외관 및 극장운영에 대한 기록

역시 남기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전통극장 희대, ( ( ))戲臺 317)과 연희문화를 경유하

여 조선 후기 연희공간과 연희문화를 재인식하는 일군의 서술은 주목을 요한

다 강원감영의 비장 으로 사은사 행렬을 보좌했던 박사호의 심전고. ( ) (『裨將 心
년 경 동지 겸 사은사 행렬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왔던 김경) (1828 ),』田稿

선 의 연원직지 년 경 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1788-?) ( ) (1832 ) .『 』燕轅直指



자 연희 는 놀이이니 또한 중국의 연혁 에 관계된다 청나라 초에 어떤 사람( ) ( ) , ( ) .演戲 沿革
이 그 역대의 의관 에 관해 전하여 내려오는 것이 없음을 민망히 여겨서 이 연극을( )衣冠
마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고 한다 진실로 이러할진대 참으로 원려 가. ( )遠慮
아니랴 연희청은 큰 층집으로 위층은 난간으로 두르고 아래층은 긴 가름대를 깔고? ( ) 3…

고기바늘과 같이 교착하여 배열하였다 가운데 층에는 희대 를 설치하고 그 뒤에 만. ( )戲臺
막 을 쳤는데 그 만막 안에는 각종 제구를 비치하고 있다 놀이를 벌일 때마다 만막( ) , .慢幕
으로 드나드는데 한 놀이가 끝나면 또 한 놀이가 계속해서 나온다 밖에는 작은 문 하나, , .

를 만들어서 놀이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문에 들어오면 돈을 거두는데 돈을 많이 내는 사,

람은 위층에 앉고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아래층에 앉게 되어 자리를 다투는 폐단이 하, ,

나도 없다 앉은 사람이 혹시 일어나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앉는 자리는 고정되어 있으.

며 아래위층에 앉을 자리가 다 차서 빈데가 없으면 문지기가 사람을 집 안으로 더 들어,

오지 못하게 하므로 질서가 정연하여 또한 떠들고 붐비는 폐단이 없다 구경꾼들은 하루, .

종일 놀이 구경을 하면서 앉아서 과자나 사탕이나 술안주 따위를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비록 희장 에서라도 역시 규모가 있는데 이것은 배울 만한 것이다( ) , .戱場 318)

차 서울과 외방을 논할 것 없이 무릇 연희 하는 곳에는 반드시 희대 가 있( -1) ( ) ( )演戲 戲臺
고 그 재물을 내어 영건 한 자를 희주 라 한다 그 창립하는 비용은 은이 만( ) ( ) . 7 -8營建 戱主
만 냥이 넘게 들고 또 해마다 수리한다 희자 를 불러 놀이를 베풀어 값을 받아서, . ( ) ,戱子
위로는 관세 를 바치고 아래로 희자들의 삯을 주며 그 나머지는 희주 자신이 가지( ) ,官稅
니 그 돈을 많이 거둠을 알 수 있다 희대의 제도는 벽돌을 쌓아 넓은 집을 만들었으니, . ,

높이는 길 이나 됨 직하고 네 귀가 고르며 넓이는 간 됨 직한데 간마다 긴6-7 ( ) , 50-60 ,丈
대들보이며 북쪽 벽 아래에다 분의 을 잘라서 간가 를 만들어 비단 휘장으로 가, 9 1 ( )間架
렸다 휘장 좌우 쪽에는 문이 있고 문에는 발 을 드리웠으니 희구를 간직하고 옷을. ( )簾子
바꿔 입는 장소다 휘장 앞에는 남쪽을 향해 방단 을 쌓았는데 둘레가 간은 될. ( ) 7-8方壇
만하니 이는 연희하는 장소다 방단 앞으로부터 남쪽 벽 아래까지 긴 책상을 줄줄이 배치, .

하되 앞의 것은 조금 낮고 뒤의 것은 점점 높게 하여 연희를 보는 자로 하여금 차례로 걸,

터앉아서 굽어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남 서 동쪽 세 벽에는 별도로 층루. , · ·

를 만들어 간마다 각기 정해진 세가 있는데 남쪽 벽 한가운데 맨 상루 의 세는 은1 , ( )上樓
냥이나 된다고 한다 남쪽 벽 서쪽 구석에 다만 문 하나를 만들어 한 사람이 그것을 지10 .

키다가 관람자가 문에 이르면 먼저 요금을 받고서야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관람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요금이 오르내린다 연희가 바야흐로 시작할 때에 희주가 관람자를 위. ,



해 차 술 과일 음식 및 요강 을 각 관람자의 앞에 베풀어 준다 관람이 한창 재· · · ( ) .溺器
미로운 장면에 이르면 일제히 웃고 그치며 조금도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없다 그리고 비. ,

록 음설희만 하는 중이라도 절제의 엄정함이 마치 범할 수 없는 군율과 같으니( ) ,淫媟嬉慢
또한 대지 규율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 .大地 319)

박사호와 김경선은 중국의 전통극장인 희대 에서 벌어진 연희를 감상하( )戲臺
고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320) 이들 연행록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희대‘

를 공연을 위한 실내 무대공간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희장( )’ . ‘ ( )’戲臺 戱場
과 구분되는데 희장이 중국 유리창 거리의 연행과 원명원의 연희로부터 상업,

적 희대에 이르기까지 희를 설행하는 곳 을 의미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 ’

는 반면321) 자 와 차 에서 보듯 희대 는 실내극장 또는 실내무대를 지시( ) ( -1) ‘ ’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희장 과 희대 용어는 조선시대 연. ‘ ’ ‘ ’

행록 기록에서 다수 발견되어 조선 후기 중국식 연희공간과 극장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이해 수준을 짐작케 한다.

구체적으로 박사호의 연행록에서는 극장을 연희청 으로 무대를‘ ( )’ ,演戲廳
희대 로 표현한다 자 에서는 청대 연희에 대하여 역대 의관에 대해 전해‘ ’ . ( ) ‘

내려옴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겨 연희를 만들게 되었다는 연원을 밝힌다’ .322)

이와 함께 자 에서는 무대 뒤의 준비공간 배우의 등퇴장 입장료에 따른 관객( ) , ,

석의 차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질서가 정연하고 폐단이 없는 관객들의, ‘ ’

관람 태도에 찬탄한다 이는 앞서 인용한 김경선의 연원직지 에 묘사된 동. ‘『 』

국 풍습 의 시끄러운 관람관습에 비해 배울 만한 것 으로 여겨졌다’ ‘ ’ .

차 에서 김경선은 극장건축과 상업극장의 운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관심( -1)



을 표명하고 있다 연원직지 에서는 극장을 희대 로 표현하며 미터. ‘ ’ 15-17『 』

척 높이의 벽돌로 된 극장의 건축 관객석의 형태 방단형 으로 구(6-7 ) , , ( )方壇形
성된 무대구조를 언급한다 흥미로운 것은 극장의 운영에 관한 서술이다 극장. .

의 운영자인 희주 는 연행자인 희자 와 나라에 세금을 치르고도 큰( ) ( )戱主 戱子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 연행 이전에 요금을 받고 객석에 요금을 차등을 두, ,

며 관객의 수에 따라 요금제에 차이가 있었다는 언급은 풍속과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중국 청나라 희대를 기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극장업 곧 경제적 이, ,

익을 위한 사업의 측면에서 희대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어 김.

경선은 연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내보인다.

차 연암의 열하일기 에 그 음탕하고 사치스러우며 잡스러운 연극은 왕정( -2) “ ( )『 』 王政
에서 마땅히 금해야 하는 것이지만 한관 의 위의와 역대의 장복 은 유민, ( ) ( ) ( )漢官 章服 遺民
들의 발돋움하고 보는 바야 후세의 법으로 삼는 바인데 그것이 여기에 있으니 작은 일이,

아니다 하였다 대개 황제 요 순으로부터의 그 의관을 본떠서 하지 않은 것이 없고.” . · · ,

또 충효의열 과 오륜 등의 일로써 분장 연출한 것이 진짜에 가까우며 사곡( ) , (忠孝義烈 詞
으로써 격동하며 드날리고 생소 피리와 퉁소 번역자 주 로써 흔들어 움직여서 관) [ , - ]曲 笙簫

람자로 하여금 초연히 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아 자신도 모르게 날로 착해지게 하니 그,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하는 공이야말로 아남 의 교화와 다를 것이 없다 왕양명은( ) .雅南
말하기를 소 는 곧 순임금의 한 가지 연희 이며 무 는 곧 무왕의 한 가지, “ ( ) ( ) , ( )韶 演戲 武
연희이니 걸왕 주왕 유왕 여왕도 또한 한 가지 연희가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 · · .” ,

연출하는 것은 곧 청나라 사람들의 한 가지 연희인가 이미 계찰 의 알아줌이 없으? ( )季札
니만큼 그 정치의 잘하고 못함을 갑자기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대저 악률이 고고, . , ( )孤高
하고 극히 높으면 위에서는 아래와 어울리지 않고 노랫소리가 너무 맑고 격동하면 아래,

에서 숨기는 바가 없다 하더니 그 말이 이치가 있는 듯하다, .323)

차 에서 김경선은 연암과 왕양명을 언급하며 한 시대의 교화를 담당하는( -2)

연희의 사회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언급한다 악률이 고고하면 위아래가 어울리.

지 않고 노랫소리가 맑고 격동하면 아래에서 숨기는 바가 없다는 것은 개량을,

통해 상하가 어울릴 수 있는 연희예술 창조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이.

러한 세기 연희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비례물시 의 유교적 예악관19 , ( )非禮勿視



을 바탕으로 연희를 엄금하였던 조선왕조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구현되지,

못한 이상이었으나 조선 후기 전통지식인의 연희에 대한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었다.

조선 후기 전통연희 관람 문화는 왈자의 연희기획과 연희소비를 중심으로 과

시적이고 향락적인 관람 성향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기부 의 조건이 경제, ( )妓夫
적 능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흐름에서 보이듯 중인 부호층이 연희기획 소, ·

비층으로서 부상하기에 이른다 특히 신재효 등 일군의 중인 부호층이 문화자.

본 획득을 목적으로 전통연희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일상공간을 연희공.

간으로 바꾸는 표지를 세우고 길놀이와 악사의 악기 연주를 통해 홍보되었던

문희연 등의 대규모 연희는 놀이판과 관객이 어우러지는 대동놀이의 문화를 형

성하였고 연희의 기획과 공간배치에는 객석의 차등과 연희주관자 중심의 계층,

적 위계질서가 내재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의 전통연희에는 색담과 골계 등 서.

민적 해학을 중심으로 한 기층문화의 요소가 녹아들어 있었고 연희판을 둘러,

싼 일반 백성들의 객석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밀치고 넘어지며 관람자를‘ ’

대상으로 한 상행위가 이루어져 연희는 소란하고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

졌다 여성관객층의 증가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활발하였으나. ,

여성들의 연희참석은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행위로서 내재된 욕망으로 남

아 있었다 조선 후기 전통연희의 관객들은 연희의 예술적 표현의 핵심을 성.

으로 연희를 관람하는 것을 성기 로 표현하였던 용례에서 보듯 청각을( ) , ( )聲 聲技
전통연희의 핵심적 감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전통지식인들은 연행을 통한 중국 연희문화의 체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전통연희를 비평하고 희곡과 극장공간 연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었,

다 이러한 전통지식인의 연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 의 표현으로서 희곡. ( )情
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선의 풍속과 서민적 색담 골계의 요소를 소재로 조선, ,

전통연희의 무대공간을 염두에 두어 한문희곡을 창작하고 세기 연행록에서, 19

중국연희의 기록뿐 아니라 극장공간과 연희 과정의 상세한 묘사 극장의 운영,

등에 관심을 기울였던 연행록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 후기 연.

희소비층의 전개와 연희관람의 문화 전통지식인의 희곡 극 연희문화에 대한, , ,

인식의 변화는 개화기의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 속에서 극장문화가 배태될· ·

수 있었던 토양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개항기 한성 극장문화의 전통 지속과 근대적 변화.Ⅲ

외인 공연의 문화적 자극과 연희장 희대 연희회사 협률사의 출현1. · ·

이 장에서는 개항기 한성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과(1876-1910) · · ·

외인문화의 유입 연희단속의 실제 청인 희극장 희대 의 출현과 조선인 무동연, , ( )

희장의 등장 궁내부 희대의 건설과 연희회사 협률사의 조직 및 운영, ( )演戲會社
을 논의하고자 한다.324) 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왕조 말기 고종 집권기1876 ( )

는 중국 일본 서양의 근대문물과 제도를 모델로 봉건사회로서의 한계를 재인, ,

식하고 근대적 제도변화를 이룩하는 시기였으며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타력, (他
에 의한 근대화와 봉건적 왕조질서 자발적 근대이행의 시도가 각축하였던) ,力

정치 사회 문화적 격동기였다 한성 극장문화의 측면에서 년대 외인· · . 1880-90

의 거주와 상행위에 뒤따른 연희문화의 유입은 한성부 내의 전통적 연희( )外人
문화에 대한 자극으로 주목을 요한다.

년대의 개항은 개항장 의 상업활동과 조계지의 외국인 거류를 중1870 ( )開港場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뒤이어 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시작으로 청국, 1882

상인들의 한성 지역 상행위가 공인되자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 , (1883), ,

아 프랑스 순으로 한성 내 상행위와 거주가 허가되어 한성의 개시(1884), (1886)

장 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년대 한성에서는 외인의 토지거( ) . 1880-90開市場
래를 제제해야 한다는 공론이 일 정도로 다수의 외인들이 도성 내 가옥과 대지

를 임차 매입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325) 청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상권 건설과,

한성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26)



전략 업즈러진 물은 다시 주어 담을 슈 업고 이왕 뎡 죠약은 트일슈 업 고르 타( )…   
국 사 이 황셩을 다 지 기로 무 말 슈 잇스리오 지금도 보면 황셩 안에 남촌은    
모도 일본 사 의 텬디오 졍동은 셔양 사 의 거류디오 남대문안 큰길 좌우에 일본인과 
쳥인의 가옥이 즐비 며 슈표다리와 벼젼 병문 근쳐에 쳥인이 마다 셩 니 다시    
더 늘일이 업스면 오히려 다 거나와 일본 사 도 졈졈 더 올이오 지어 쳥인 야 쟝   

여러 쳔명식 쏘다져 나올터이니 그 사 들이 쟝안요 쳐쇼를 다 지 고 보면 우    
리나라 사 들은 어 로 가며 후략( )…  327)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되듯 남촌의 진고개 주변은 일본인 거류지로 남대문, ,

지역은 일본인과 청국인의 상업 지구로 수표교 지역은 청국인의 상업지구로,

외인 상권과 거주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정동 지역은 각국 공사관을 중심으로,

서양인의 집단거주지로 개발되고 있었다 특히 정동 지역의 개발은 도성 내 성.

소공간이었던 궁궐 근처의 토지를 외인이 대량으로 매입하는 현상을 가져와 사

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328) 외인의 유입은 궁정 시정 외방의 구획을 중심, ,

으로 이루어진 한성부의 공간질서의 균열을 가져왔다.

청국과 일본 거류민들을 통해 시도되었던 연희문화의 유입은 년대1880-1890

거류민들이 보여준 향락적인 풍조를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거류민들의 향락적.

풍조는 사쿠라이 군노스케( )栅瀨軍之佐의 증언에도 드러나 있다.

이곳을 도쿄에 비유한다면 종로는 긴자이고 이현은 아자부 변두리의 야마노테에 불과

하다 따라서 상업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조선인의 왕래도 드물다 이현에 거류하는 일본. .

인은 여 호에 여 명이다 대개는 잡화를 판매하며 살아가는데 근래 조선화폐의 가140 700 .

격이 하락하여 가게 앞이 매우 한산하다 그렇지만 이곳의 일본 남녀는 모두 사치할 대로.

사치하여 일본 본토의 보통 상인들에 비하면 생활정도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러므로.



거류자들 대부분이 불경기를 몹시 한탄하지만 이곳에 방금 도착한 나는 그 불경기의 정도

를 간파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여섯 군데의 요리집에서는 밤새 노래와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아 불경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329)

청국과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던 초창기 한성의 외국인 상권 형성과

거류지의 문화에서는 불경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향락적인 분위기가 유지‘ ’

되고 있었다 초창기 외인들의 한성 공연활동은 외인들의 적은 인구수와 개항.

기의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향락적인 분위기에서 시도될 수

있었다 여기에 조선 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인구 만을 상회하였던 한성. 20

의 조선인 인구수와330) 한성의 상업도시화 현상 한성에 거주하였던 왕족 대, ,

관 지주 중인 부호층의 높은 구매력은, , 331) 공연활동을 위한 경제적 조건을 충



족시키고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대한제국(1894), (1895), (1896),

선포 로 이어지는 격동 속에서 탄생한 대한제국기의 법제 중 갑오개혁의(1897) ,

천민해방령은 기생과 광대 악공 등의 신분 예속을 해체하고 거주와 이동이 제,

한되었던 광대들의 사회적 제약이 법률적으로 해소되었던 중요한 사건이다 천.

민해방령은 기존의 전통예인들의 신분예속이 아닌 근대적 계약에 의해 대중적

공연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법률적 지위의 변화.

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즉각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식민지배로 전통적 사회,

질서가 급격하게 해체되었던 년대 이전까지 관과 왈자 광대 기생 등의1910 , ·

전통예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개항기 한성의 정치 경제 문화적 외인 과 대. · · ( )外因
한제국에 의해 주도된 제도 변화의 내인 에 의해 근대 초기 한성의 연희( )內因
문화는 실내극장을 중심으로 한 극장문화로 점진적으로 재편되었다.

개항기 외인 거리공연과 가설무대 공연

년대부터 년대 한성에 진출한 외국인 상인들 중 청국상인 은 꾸1880 90 ( )華商
준히 증가하여 개시장 직후인 년 명의 상인이 진출한 화상들은 년, 1883 82 1893

에 이르면 명이 한성 내에서 활동하며1254 332) 외인 상권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333) 화상 상권 진출과 함께 한성 내 청인들의 거리공연 및 연희공

간의 건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청인 연희패들은 종로 남대문 등 중심. ,

상업구역 근처인 환구단 서편 빈터334) 창덕궁 황단 앞, ( )皇壇 335) 남대문 낙,

동336) 회동 병문, ( )屛門 337)에서 거리공연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던 이후로도 화상의 상업활동과 청인 연희패의 거리

공연은 한성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청인들의 공연활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조선인 관객의 인기를 얻었던 공연

활동은 마술과 곡예 웅희 가 중심을 이룬 연희단의 가설무대 공연이었다, ( ) .熊戱

가 낙동 근쳐에 청국인이 취리를 위 야 요술 는 창시노름도 고 곰도놀리 문에( )    
일본 국기를 고 일본 사 두명을 고용 야 문에셔 구경 는 사 의 출입을 상관     
쳐음에는 그 노름을 일인이 줄 알엇더니 자세이 알아보니 쳥인이 주장이라 청인만



있게드면 대한사 이 혹 작폐가 잇슬가 렴려 야 일인을 고용 고 일본 국긔를 셰윗다니  
후략( )… 338)

낙동에서 벌어진 청국 연희단의 공연은 문에 관리자를 두고 깃발을 꽂았던

것으로 보아 사가 나 포장을 친 가설무대에서 입장료를 지불한 관객으로( )私家
대상을 한정하여 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39) 청국인의 공연활동은 창시(槍

로 통칭되었는데 창시는 창과 화살을 놀리는 놀이를 의미하며 한편으로 전) ,矢
통연희인 창희 를 가리키기도 한다( ) .唱戱 340) 이러한 중국의 창시공연 마술 기, (

술 과 곡예 중심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볼거리 예제를 제공하며 조선인 관)

객대중의 인기를 얻었다.341)

일본인 흥행사의 소규모 거리공연과 가설무대 공연 역시 개시장 직후였던

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자료로 년 월 일 유키1880 . 1887 3 1 ( )結城
영사가 재조일본인들에게 포고한 위경죄목 과 재조 일본인에 의‘ ( )’違警罪目
한 흥행장 영업 기록을342) 살펴볼 수 있다 위경죄목 에는 허가 없이 음. ‘ ’ “

식점 여인숙 목욕탕 유기장 기타 유흥 관련 영업을 한 자· · · · ”343)에 대한 단

속이 제시되어 있었다 년대 초 일본인들의 거리공연은 동현. 1890-1900 ( )銅峴 344),



남대문 낙동345) 교동, 346)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경성부사 에서는 남산 일본. 『 』

인 거류지 중앙에 공터가 있었으며 이 곳에서 각종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347)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와 상업지구가 기존

의 진고개 일대에서 남대문 부근으로 확장되자 일본인 흥행사들은 확장된 거,

류지 상업구역을 중심으로 가설무대를 세우고 상업적 공연활동을 벌였던 것으·

로 보인다.

년대 초기 일본인 가설무대 공연 중 대규모의 공연활동으로는 년 가1900 1902

을과 년 월 경 한성에서 공연하였던 일본대곡예 니시야마 만지 사중1903 3 ‘ ’

의 공연( )日本大曲藝 西濱萬治 社中 348)과 년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1904

흥행인 오쿠다 벤지로 가 이끄는 대일본곡예 원조 오쿠다 사중( ) ‘奧田弁次郞
대 의 공연을 들 수 있다 이들 일본인 마술’( ) . ·大日本曲藝 元祖 奧田 社中大
곡예단은 대룡동 청국영사관 앞 공터에 가설무대를 꾸미고 공연을 하였다.349)

청국인과 일본인 연희단의 가설무대 거리공연은 주로 곡예와 기술 마술, ( , )技術
계열의 공연활동으로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았기에 조선인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조선인 대중극장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들 마술. ·

곡예 계열의 연희는 종합적 연행물의 일부로 포함되어 원각사의 중국인 곡예,

단의 예제나350) 연흥사에서 인기를 얻었던 난장이 요술‘ ’351)과 같은 예제는



년대까지 꾸준히 공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1910 .

년대 외인들의 거리공연과 가설무대 공연은 조선인들에게 이채로운1880-1900

연희문화로 수용되었으나 한편으로 거리공연장과 가설무대에서 외인과 조선인,

의 마찰이 빈번하였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앞서 가 에서 청인 연희단. ( )

이 일본 연희단으로 가장하여 공연활동을 벌인 것 역시 조선인들의 작폐 를‘ ’

두려워해서이다 년 하시구치 부영사가 흥행업자들을 상대로 발표한. 1888 ( )橋口
유고문에는 당시 외인들의 상업적 길거리 공연의 성황과 조선인들과의 마찰이

담겨 있어 흥미롭다.

지금까지 우리 거류민 중에 각종 흥행 또는 유기장 등의 영업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 이

를 허가해 왔다 그런데 군중이 모여 혼잡해지면서 양 국민 사이에 이따금 말다툼과 싸움.

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치고받으며 칼부림이나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데, .

도 아직도 앞을 다투어 각종 잡기 를 고안해 영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 )雜技
다 이것을 모두 허가한다면 한층 더 번잡함을 초래해 마침내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는 폐.

단이 일어날 것이다.352)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되어 있듯 년대 초까지 외인들의 성내 연희, 1880-1900

와 외인 연희문화는 한성부의 조선인들에게 오롯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긍정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외인들의 이권경쟁과 상권침탈이 심화되자.

성내 조선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정황은 이를 뒷받침한

다.353) 또한 기존의 전통연희 관람에서 관람자들은 연희의 구경에 돈을 지불하

지 않았는데 외인 거리공연과 가설무대의 공연활동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연,

희를 관람하는 방식 역시 조선인에게 낯선 방식이었기에 이러한 마찰은 빈번하

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연희공간을 둘러싼 민족적 갈등의 사례로는 성내 교동 일본인 연희장에서 벌



어진 일인 한인간의 난투사건이 대표적이다- .354) 년 월 한인 병사와1902 8 ( )韓人
일본인의 난투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읽어낼 수 있는 조선인들의 저항은 외인

들의 상업적 연희공연 시도가 아직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교동 일인연희장 난투 사건에서는 한인 병사 와 주상 이 난투에‘ ’ ‘ ( )’酒商
적극적으로 임하였다.355) 포도청의 군관과 하급 관리들 포도청에서 주도하던,

연희에 술을 공급하던 주상들은 조선시대 연희문화의 주요 소비자이던 왈자에

속한 계층이다 난투의 원인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정황은 알기 힘들.

지만 이들 왈자 패거리들이 새롭게 등장한 한성의 외국인 공연장에 대하여 관,

심을 가지며 관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왈자들과 전통연희 담당자들이 상

업적 흥행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공연활동을 모색하였다는 사실에 비추

어 주목을 요한다.

청인희극장의 건설

개항기 청국 연희문화의 유입과정에서 건설된 청인희극장 은 성( )淸人戱劇場
내에 등장한 최초의 실내극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급하였듯 조선 후기.

성내와 성외의 공연활동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가에서 공연활동을 벌이,

던 외인 가설무대는 마술과 곡예 동물을 이용한 볼거리 위주의 한정적인 레퍼,

토리를 연행하였다 한성 내 중국인 극장공간이 년대에 마련된 것에 비해. 1890 ,

일본인 극장공간의 마련은 시기적으로 늦게 이루어졌다 일본인 거류민들을 위.

한 소규모 연예장은 년도의 영국인 비숍의 기록이나1895 356) 심훈이 조선영화「

총관 에서 서술한 년 본정좌 에서부터 발견되나1897 ( )」 本町座 357) 교차검증할 수



있는 여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조일본인들의 한성 내 극장건설 계획은.

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1903 , .358) 이러한 의

미에서 한성 내 중국 거류민뿐 아니라 조선인들까지 연희를 관람할 수 있었던

청인희극장의 건설과 운영은 년대 중국 경극 등 전통음악극을 비롯한 본격1890

적 극예술 공연활동이 시도된 공간으로 건설과 운영 문화적 파급력에 대한 면, ,

밀한 검토를 요한다.

청인희극장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창극연구 자료에서 먼저 소개되었다 박황.

은 창극사연구 에서 판소리 명창 이동백 의 증언을 옮기며 수(1866-1950) “『 』

표교 다리 건너에 청국인의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의 번화가에 청국인의( ) .…

창극관 이 있었으며 이 창극관에서는 날마다 청국인의 창우‘ ( )’ , ‘ (唱劇館 倡
가 창극을 연희하였다 서술한다 이어지는 이동백의 회고에 드러난)’ .” .優

창극관 의 면모를 살펴보자‘ ’ .

이 청국인의 창극관 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때로는 본‘ ’

국에서 유명한 창우 를 데려다가 삼국지 등을 연희하였는데 그 인기는 대단하였다‘ ’ < > .

청국인은 물론 우리 겨레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는데 지금처럼 미리 입장권을 사가지,

고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냥 들어가서 자리를 정하고 구경하고 있으면 막이, 1

끝난 다음 청국인 종업원이 장내를 돌아다니며 입장료를 받았다 이 청국인 창극관 에. ‘ ’

서는 서어비스로 관객에게 청국차와 호박씨를 대접하였다고 한다.359)

수표교 근처에 있었던 청국인들의 창극관은 조선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명,

창 강용환 은 청국인들의 창극의 인기와 관람경험을 토대로 춘향(1865-1938) <

전 을 창극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서술의 요지이다 이같은 박황> .

의 기록은 창극관에 대한 자료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고 그의 저술 행간에 나,

타난 오류들 때문에 저간 연구에서 별다른 후속논의가 없었다.



청인희극장이 실재 한성부 내에 존재하였다는 실마리는 사법품보(『 司法稟
에서 새롭게 발견한 년 월 조선인 범죄자의 절도사건 기록에서 찾을) 1899 4』報

수 있다.360)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청인희극장이 년 이전에 한성부에서 영1899

업중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청인희극장은 이동백이 회고한 수표교 근처 창.

극관과 동일한 극장으로 보인다 이 극장의 세부적 위치와 운영에 대한 기록은.

좀처럼 찾기 힘들지만 이동백의 회고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통해,

극장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동백의 회고에서 화상 들이. ( )華商
모여 있던 수표교 근처에361) 청인희극장이 영업하였다는 점은 이 극장이 화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국차와 호박씨 서비스 에 대. ‘ ’

한 서술에서는 청인희극장이 다원극장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유추할( )茶園劇場
수 있다 일반적인 중국의 다원극장은 운영상 일마다 새로운 공연 레퍼토리. 3,4

를 바꾸었기에362) 한성의 한정된 관람수요와 연희자로는 이를 감당하기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수표교 청인희극장의 성격은 다원극장 형태로 운영된.

회관극장 과의 유사성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 .會館劇場
화상조직은 타지의 상업 중심지에 회관 을 세워 관할 업무를 처리하고( )會館

상인들의 회합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외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363) 한성의 경우 년 이홍장에 의해 상무공서 로1883 ( )商務公署



파견된 진수당이 년 회관 건립을 계획한 후 그해 월 중화회관 건립을1884 5 ‘ ’

마친 바 있으며 남방 광동 절강상인 중심 과 북방 산동상인 중심, ( , · ) ( , ),南幇 北幇
광방 광동상인 역시 회관을 지어야 했다( , ) .廣幇 364) 한성 내 화상의 주요 본적지

인 산동 광동 절강 지역이 회관극장 형태가 이미 출현하였던 곳이라는 정황까, ,

지 종합한다면 청인 희극장 은 한성의 화상 들을 위해 건설된 다원식, ‘ ’ ( )華商
회관극장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 .茶園式 365)

그렇다면 청인희극장의 등장은 한성의 연희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항기 희대 의 용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 )’戲臺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희대는 각종 연행록을 남긴 전통 지식인들이 사용.

하고 있었던 중국식 전통무대의 명칭이었다 년대 청인희극장의 운영을 기. 1890

점으로 희대는 년의 기간에 극장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대중들에게, 1890-1900

도 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년 협률사에서 운영한. 1902

극장의 명칭을 희대로 최초의 연희회사를 희대회사 로 지칭할 수 있었을, ‘ ’

것이다.366)



년대 개화지식인들은 중국식 극장뿐 아니라 서양의 극장1890

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희대 를 사용하고 있었다(theatre/playhouse) ‘ ’ .367) 특히

유길준의 서유견문 에서 미국의 극장건물은 옥사 로 무대는 희‘ ( )’ , ‘『 』 屋舍
대 로 서술하며 서구식 극장시설을 중국과 일본의 연희공간과 구별되는( )’ ,戲臺
특별한 문화적 요소로 이해하였다.

는 에만 아니라 과 에도 니[ ]演戲 次戱 泰西 有  中國 日本 有 者 에 의今 泰西人
를 야 와 을 건次戱 爲 其 屋舍 築造 制度 座臺 排鋪 形樣 記  에琉璃廠 金碧

으로 히 고 과 으로 라도 치 며 의輝煌 彩色 電氣燈 炭氣燈 漆夜 白晝 光明 鐵椅 錦
가 에셔 로 고 에 으로 야 를座 後者 前者 次序 漸高 堂內四面 彩欄 周圍 亦 座倚 排

에 에 를 니 홈과 홈이 지라.置 後 堂內一面 遊戲 座臺 排鋪 其 廣闊 便利 極臻
은 의 으로 히 을 는 와其 遊戲 條目 古今歷仕 有名 事跡 足 人心 激氣 者 感動

는 며 와 를 야 의 을 고者 喜悅 者 歡樂 者 分 悲慘戱 悅樂戲 二條區別 定
( )… 의其 戲臺 排鋪 物色인 를 야 와 을 며 와則 戱條 逐 各其 意味 景狀 表 城市

이며 의 가 히 하야 을 고 로 를( )…山林 江湖 畫圖 宛然 活動 十分眞境 逼 一條 一戱 作
고 를 에 야 의 가 면 一戱 屢場 分 初場 戱 終 의 을 고則 戲臺 帳 垂 이( )… 樂工

에 야 마다戲臺前面 坐 垂帳 時 을 고 후략( )…音樂 迭奏 368)

유길준은 서구식 연극을 연희 로 칭하며 오케스트라 피트에 악사들이 배‘ ’

치되어 막이 내릴 때마다 연주하고 비극 공연 이후 희극을 공연하는 관습을 세

세하게 묘사한다 그가 묘사한 극장 건물은 유리창 조명시설 무대막과 배경. · ·

막 오케스트라 피트를 갖추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철제 의자와 난간· ,

시설이 구비된 관람석을 갖춘 대극장이었다 이어서 그는 극장의 연극을 비극.

비참희 과 희극 열락희 으로 나누어 고금역사의 유명한 사적 을 공연하는( ) ( ) ‘ ’

극장의 연극을 문명개화의 유용한 도구로서 설명한다 유길준의 경우 이 서구.



식 희대 의 제도와 연희 는 문명개화의 유용한 방책으로 소개되고 있었‘ ’ ‘ ’

다.

유길준이 시어터 의 번역어로서 희대 를 선택한 행간에서는‘ (theatre)’ ‘ ’

당시의 지식인들이 지녔던 희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짐작할 수 있다.369) 게

일의 한영자전 에서 의 역어로 연극쟝(1897) ‘A theater/opera-house’ ‘ ’『 』

의 용례가 발견되나370) 년대 초반까지 연극장 극장 은 실내 연희공간 극1900 ‘ / ’ (

장 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쓰이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년대 극) . 1900 ‘

장 이라는 용어가 실내 연희공간을 지시하는 대표어가 되기 이전이었던’ 1890

년대부터 년대까지 희대 가 이를 대표하는 위상을 짧은 기간 지니고 있1900 ‘ ’

었음을 알 수 있다 유길준 민영환과 같은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문화적. ,

이해를 바탕으로 서구식 극장 에 대한 서술을 희대 라는 용어를 빌려 기‘ ’ ‘ ’

술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극장사의 시각에서 근대 초기 연희를 위한 공간을 가리키던 명칭,

이 극장 으로 고정되기까지 이를 둘러싼 경쟁어 문제와 서구식 근대‘ ( )’劇場
극장에 대한 관심은 전통 대중극장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371)과 일본372)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었다 희대 가 조선에서 극장 을 지. ‘ ’ ‘ ’

시하는 명칭으로 적용되는 행간에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 온 중국연극과 희,

곡에 대한 전통지식인들의 관심 년대 이후 청인희극장을 위시한 중국식, 1890

극장이 한성 내에 공연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극장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희‘

대 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되었던 정황 유길준의 예에서 보듯 새로운 극장구’ ,

조에 대한 서술을 위해 희대 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던 복합적 맥락을 살펴볼‘ ’

수 있다 년대 기록부터 한국 연극사에 새롭게 등장한 청인희극장과 희. 1890 ‘

대 어휘의 용례는 년대 후반에 영업 중인 청국인의 실내 대중극장 희’ , 1890 · ,

대의 문화적 파급력을 가늠케 하는 자료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개항기 청인희극장과 같은 외인들의 대중극장 건설과 거리공연 및 가설극장

공연은 조선인 연희담당자들이 상업적 공연활동을 모색하는 자극이 되었다 전.

통예인의 공연활동은 조선 후기까지 시정의 한시적인 소규모 공연이나 외방 지

역의 공연활동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전통예인들은 연희를 위해 고율의 무명잡,

세를 납부하고 토색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비하여 외인들의 연희는 조선과 불.

평등 통상협정의 결과로 얻어낸 영사재판권에 기대어 조선 정부의 허가가 필요

하지 않았고 관리들의 토색에서 자유로웠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수표교, .

근처와 같은 성내의 중심부에서 벌어졌던 청인 희극장의 공연은 이동백의 증,

언대로 청국인은 물론 우리 겨레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 하였다면 기존의“ ” ,

전통적 연희공간 질서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한성 내 고정적 공간에서 연희를,

접한 최초의 경험으로 주목된다 외인들의 공연활동은 조선의 전통연희 담당층.

들이 대중을 상대로 한 상업적 공연 활동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성부 연희단속 질서의 재편과 연희단속의 실제



포도청의 해체와 경무청의 조직은 기존의 관 과 연희담당층의 관계의 변( )官
화를 가져와 전통예인의 연희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성부 개편으.

로 년 월 일 칙령 조 경무청관제 조로 부 에서 서 로 개편된1895 5 1 , 85 17 5 ( ) 5 ( )部 署
한성부 는 경찰관제를 재편하여 좌우포도청을 해체하고 경무청( ) ( )漢城府 警務廳
을 신설한다.373) 갑오개혁기 마련된 경무청 경찰관제의 특징은 문관경찰제‘ ’

이다 병조 소관의 경찰사무는 내무아문의 산하로 이관되어 내무대신의 지휘를.

받았고 경무사는 문관 중 임용되었다 각 서를 관할하는 경무관은 대부분 개화, .

파 인사들로 임용되었으며 경찰행정의 실무집행자인 순검도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었다.374) 이러한 경찰 제도의 개혁은 종래 포도청 용호영의 무관 관리, ,

들과의 교감 속에서 공연의 묵인을 얻어낼 수 있었던 왈자와 전통연희 종사자

들의 공연 기획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경무청은 이후 경부. (警
로 승격되었다가 이어 황제 직속의 궁내경무서를 독립시킨 경위원) (1900) (部 警

이 신설되고 경부가 경무청으로 축소되어 년까지 경) (1901.11), (1902.2) 1904衛院
찰사무는 경무청과 경위원 이원체제로 운영된다.375)

경무청관제의 정비로 관 과 연희담당층의 관계가 재편되며 생겨난 파열음( )官
은 무동연희장의 설치와 운영 기록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서강한잡.

배가 주도한 아현의 무동연희장에 파송되어 연희를 중단시킨 순검을 연희장에

있던 병사들이 무수난타 하자 경무서에서 한잡배 몇을 잡아들이고 연희기구‘ ’

를 불태운 사건은 이러한 공생관계의 해체가 불러온 갈등을 보여준다.

가 에셔 을 엿 이 얏거西江閒雜輩 阿峴 等地 舞童演戱場 設  觀光 人 雲集
에셔 을 야 즉 든 이 됨을 히 녁이어 警務廳 巡檢 派送 禁戢 傍觀 兵丁 破興 憤痛



을 야 지라 에셔 을 고該巡檢 無數亂打 幾至死境 本廳 其閒雜輩幾許名 捉致 該演
를 야 엿다더라.戱諸具 收入 燒火 376)

흥미롭게도 위의 기자는 경무청 순검을 난타한 군무아문 소속의 병정들을 처

벌하였다는 기록은 서술하지 못한 채 한잡배를 처벌하고 연희제구를 불태운,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존 연희종사자와 왈자 무반의 공생관계. ,

가 해체되었고 연희의 통제기관이 된 내무아문 소속의 순검과 년 전이었다면, , 5

포도청의 군관이었을 군무아문의 소속의 왈자적 성격의 병사들 사이의 갈등이

팽팽하였음을 보여준다.377)

종래의 관과 연희담당자 사이의 관계가 붕괴됨에 따라 전통예인의 공연활동,

역시 새로운 단속주체로 떠오른 경무청의 인허를 받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

고 묵인 의 관습적 질서에 기대고 있었던 다수의 연희활동은 년대 후, ‘ ’ 1890

반에 금지되기 일쑤였다 이 시기 성내 공연기획과 단속에 대한 기록으로는.

년 월 광희문내동 에서 대보름날 무동연희를 설행하려던 지복1899 2 ( )光熙門內洞
룡이 순검에게 공연을 금지 당하자 석유를 붓고 분신한 기록이 주목된다 지복.

룡 사건은 새롭게 재편된 대한제국기 연희단속의 대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에셔 에 로 에 을 이日前 光煕門內洞 上元 舞童演戱次 隣家 錢兩收斂 該署巡檢 禁斷
하니 이가 하야 에 를 하고 하엿다니該洞設戱人 池福龍 自不勝忿 全身 石油 塗 自焚而死

이 인지舍生 何義 378)

기사날짜는 음력 월 일이다 분신 보도날짜가 대보름 이전이었으므로 지복1 7 .

룡은 무동연희를 위해 공연 전에 관할 경무서의 허가를 얻으려 노력했고 연희,

)舍生何義



배설을 위한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전에 순검에게 제지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관할 경무서에 사전허가를 얻어 연희를 설행해야 했던 사정은.

년 사이 한성에서 활동하였던 무동연희패가 관할 경무서의 허가를 연1899-1900

장하려 노력하였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복룡이 연희를 배설하.

고자 했던 광희문 시구문 을 포함한 동대문지역이 전통적으로 한성의 무당 판( ) ,

수가 거주 영업하던 공간으로· 379) 관의 단속이 엄격하지 않은 관습적 연희공간

이었음에도 연희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관습적 연희공간과.

연희활동이 엄금되어 개항기 조선인 연희담당자 왈자들에 의해 기획된 성내,

연희는 경무서의 단속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무서는 연희단속의 실제 집행기관으로 떠올라 연희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대한제국기에 연희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우포도청등록 등에서 무당 승려 단속과 거사 사당패의 연희 단속을 같. , ·『 』

은 층위에서 판단하던 사례에 비추어 경무국의 업무 가운데 도박과 사기 음, “ ,

주 무당 점쟁이 등의 악습을 금지한다는 고시 독립신문 는 연, , ”( , 1897.3.9.)『 』

희 단속의 규범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에 이 하고近日 各坊民人 等 稱以赴役 을 하며 이舞童演戱場 設 稱曰 義捐金  近於討
이라구 에 함을 하엿더니索 各新聞上 記載 見 에셔 를 하고現今 政府 民獘 爲念 嚴飭禁斷

하기로 에 하야 에 하엿 한즉警務廳 訓令 各坊曲 告示  現承宮內府訓令內開現聞 城
이 하야 에 한다 하니 이內外各坊曲人民 出義捐金 南廟役所 自願赴役 其意 殊甚嘉尙

나 하야 이 할 더라 이 한즉 를 이라迨此竆春 民力 不敷  耕作 在卽 其所貽獘 亦所當念
로 은 하되 은 니 하야從今以後 赴役一欵 一倂 禁止 至若舞童 尤屬雜戱 別般嚴斷 更無

케 하시미 이기로 하니 하시고 하야敢襲謬抵罪 尤合事宜 玆庸訓令 照亮 將此事由 揭付
하며 하야 케 하시믈 하야 에 하노니坊曲 曉諭民人 俾各知悉 爲要 等 因 玆 謄本告示 大

은 하야 함이 라 하엿더라.小民人 咸須知悉 毋敢違越 爲宜事 380)

위의 자료에서 훈령 의 주체가 궁내부로 고시와 단속의 주체가 경무청‘ ’ , ‘



으로 기술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나례도감과 나례청 영조대 이후 포( )’ . ,警務廳
도청에서 수행하던 전통연희 통제와 단속의 주체는 대한제국기에 궁내부 경‘ -

무청 으로 제도화되었다’ .381) 경무청에 의손금 명목의 무동연희 단속을 지시하

는 궁내부 훈령에 대한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 민간연희는 조선왕조기 성,

내 민간공연 단속을 계승하여 이 시기에도 원칙적으로 엄금되고 있었다.

용산 무동연희장의 탄생

년대 한성개잔 이후로 시작된 외인들의 성내 극장건설과 길거리 공연은1880

한성부의 왈자들과 연희담당자들의 성내 연희 진출의 욕망을 자극하였다. 1890

년대에 들어 포도청에서 경무청으로 연희단속의 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관( )官
과 연희담당자의 전통적 관계는 붕괴하였고 경무청은 조선인 연희패의 활동을,

애써 제지하고 있었으나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둑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

다 용산 무동연희장의 탄생은 한성 내 연희공간 질서가 균열하는 징후를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년대 후반부터 한성부 지역에는 전통연희패와 왈자들에 의한 상업적 공1890

연이 활발하게 기획되고 있었다.382) 서울지역 서강 한잡배의 아현동 무동연희

장 공연활동 과 용산 무동연희장의 운영 은 이러한 공연활동이 신문(1899) (1900)

지상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이다 이 중 용산 무동연희장은 년에 활발. 1900

하게 운영되었던 가설무대로 극장영업을 공식적으로 인허 받고 신문광고로 영,

업을 홍보하고 주목을 요한다.



나 붓터 에셔 를( ) [ ]廣告 陽曆二月卄七日下午 龍出江岸電氣會社停事塲近處 舞童遊戲
이 오니 시오佚蕩  諸君子 來玩 舞童演戲塲 告白383)

다 새문밧 동근쳐 사 들이 산두도감 연희쟝을 이려고 약간 제구 지 만들엇스되( )    
관부에 허가를 엇지 못 야 쥬션즁이라더니 작일에 그 동리사 들이 룡산 광 줄타    
구경을 갓더니 구경군은 희소 고 맛 한셩판윤 리 연씨가 룡산으로 나왓 지라 산듸   
도감 허가 여 주기 쳥구 즉 리판윤 말이 룡산으로 나와 놀터이면 허가 여 주마    
고로 하로만 동셔 놀고 그후에 부터 룡산셔 놀기로 쥰허가 되여 방쟝 긔구 준비 다  
더라.384)

나 는 용산 무동연희장의 존재를 알리는 최초의 광고이다 실제 무동연희장( ) .

은 제구의 준비와 우천 사정으로 월 일이 아닌 월 일부터 공연활동을 시2 29 3 5

작할 수 있었다.385) 년 초에 운영되었던 아현 무동연희장 기록이 단속 기1899

록이었던 점에 비추어386) 용산 무동연희장이 황성신문 에 광고를 낼 정도로『 』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채롭다 신문광고는 성내 더 많은.

관객들에게 연희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청의 공,

식적 인허와 연희 주체의 자본이 필요하다.

용산 무동연희장의 운영에 관련한 사정은 다 의 서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

드러나 있다 당시 성내 공연이 영사재판권에 기댄 외인 이외에 조선인들에게.

는 엄금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다 에서 냉동 연희패에게 성내 공연을 금, ( )

하는 조건으로 연희패를 다른 곳으로 이전케 하는 것은 한성부윤으로서 자비로

운 방침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자료에서 한성부윤 이채연이 성내연희를 허.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대도시 한성부 안에 산대도감이 인용자“ ( -

주 설치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387)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왜 특별히 용산으로 나와 놀터이면 허가하여 준다는 것일까 불‘ ’ ? ‘

허 대신에 용산 이라는 특정 공간으로 이전할 것을 권하는 이 행간은 연’ ‘ ’ ,



희를 금지해야 하는 한성판윤으로서 영 어색한 입장이다.

이 행간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성부윤 이채연과 용산의 관계를 보다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채연 은 제중원에서 년간 영어를 학습하고 미국. (1861-1900) 1 ,

사절단의 일원으로 도미한 경력의 친미파 관료로 한성부 도시계획의 초기 입안

자이다 또한 이채연은 년 월 미국인 모스 가 부설권을 얻은 경. 1876 7 (J.R.Morse)

인철도 사무를 맡아 정부 측 인사로 철도부설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1898

년 월 탄생한 대한제국과 미국 사업가 콜브란1 (Isabel Collbran)의 합자회사

한성전기회사 의 산파 역할을 맡아 년 월까지 한성전기회사 사장을 겸‘ ’ 1899 5

한 바 있다.388) 이러한 맥락에서 용산의 전기회사 정거장 근처 에서 벌어진‘ ’

용산 무동연희장의 운영은 대한제국과 미국 기업가의 비공식 합작 형태였던 한

성전기회사의 이익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89)

종로에서 용산을 운행하는 전차는 년 월 일부터 운영되었다1899 12 21 .390) 한

성전기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용

산과 성내를 잇는 교통망 구축은 산업진흥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용산철도의 채산성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경영적자는 고종 측에서 보전.

해주어야 했으므로391) 용산철도의 경영 문제는 대한제국 황실 재정에 골치 아

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년 경 용산철도의 승객. 1899-1900



수 증가를 위해 무동연희장 운영이 계획되었고 콜브란과 보스트윅도 이에 가,

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92)

한성전기회사에서 용산철도의 승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무동연희장 운영

을 시도한다는 사실은 당대에 이미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라 에셔 을 얏 가 을 야( ) 近日西江等地 舞童演戱塲 更設  警使尹雄烈氏 巡檢 派送
얏더니 에셔 을 거 가 얏더라禁止 該演戱塲 十五個日延限 請  尹警使 許施 393)

마 전략 을 한즉 에셔 을 코저 다가 얏다 고( ) ( )… 傳說 風聞 警廳 禁令 出  不果  又或
는 을 얏다 니 며 는 오十五日 緩限 請願 許施  禁者 尹誰 弛者 尹誰 은或說 電車

에셔 를 야 이 이 이 기로 을 도 며會社 舞姬 因 乘客 日至 利益 不少 戱場 興勸  禁
을 도 다 니令 沮止   의 에 가 것이 이我 所料  如此 理由 必無 此會社 私設

어늘 가 를 야 를 키 즉警察官吏 此 爲 損財害業 無用之戱 不禁 萬無 必然未及
듯 기로 을 야 의 을 코져 노라.聞知  一場駁論 演 發令禁止 官吏 聰 補  394)

마 는 라 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서강 등지의 무동연희장을 금지하기 위해( ) ( )

순검을 파견하였던 경무사 윤웅렬이 돌연 일 연장 공연을 허가하자 무동연희15



장 연장방침을 비판하는 황성신문 의 논설이다 라 에서는 당시 운영되었던. ( )『 』

서강 용산 등의 무동연희장의 연장이 한성전기회사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냉동패가 용산에서 연행할 것이라는 기사의 일자가 월 일. 4 9

이기에 용산의 무동연희장은 일 연장 후에도 다시 냉동패 연희를 인허하며, 15

연행이 연속되었을 것이다 윤웅렬이 흥행 연장을 허가한 서강 지역은 그 당시.

도시철도가 개통된 지역이 아니었다 한성의 도시철도는 년 월 일에 개. 1899 5 17

통되어 서대문과 남대문 노선을 운행하였고 서강 등지는 도시철도 노선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았다.395)

인용문 나 와 다 에서 보듯 용산의 연희패 공연은 냉동패의 무동연희가 처( ) ( ) ,

음이 아니었다 냉동패가 대줄타기패의 공연장을 방문하여 이채연을 만났다는.

맥락에서 대줄타기패를 비롯한 한성 지역의 무동연희패가 용산 강안 정류장 근

처에서 이미 공연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

합한다면 용산철도의 승객 수를 높이기 위해 한성부윤 이채연은 한성부에서,

연희활동을 벌이던 연희패에게 용산에서 나와 놀 것 을 권하였고 한성부와‘ ’ ,

경무청은 용산 무동연희장과 연관된 연희패가 서강 등의 지역에서 무동연희장

을 개설할 때 연행일수 연장 등의 편의를 보아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에밀 부르다레( 가 촬영한 그림 는 전우용의 분석에 따라[ 9]

년 경 촬영된 아현동 무동연희장으로 언급되어 왔으나1899 396) 년 경1900-1902

촬영된 용산 무동연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397) 위 사진에 나타난 무동연희



장의 연희공간 구조와 관객의 배치는 앞서 서술한 조선 후기 전통적 연희공간

의 특징과 일치한다 사진 의 무동연희장은 채붕 을 엮고. [ 2] ( )綵棚 398) 장대 아래

두 개의 술을 매달아 연희 공간의 표식으로 삼고 있다 객석과 무대는 곳곳에.

박힌 말뚝을 경계로 구분되고 무대공간에는 멍석이 깔려 있으나 무대와 객석은

높낮이 등으로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형태이다 채붕의 왼쪽 상단으로 키보.

다 낮은 장막을 세우고 악사 광대들이 그 주변에 앉아 중앙에서 연행되는 탈·

춤놀이의 흥을 돋우며 관객들은 사면을 둘러싸고 연희를 관람한다 한쪽 귀퉁, .

이에서는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며 관객석의 외곽으로는 순사 또는 병사로 보,

이는 제복을 입은 인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용산 무동연희장의 광고 나 에서 오후에 연행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니 무동(( )) ,

연희장의 연행은 낮 여섯 시간 남짓의 연행이었을 것이다 년을 전후하여. 1900

운영되었던 무동연희장은 야외의 일상공간을 상징적 기호와 대도구를 배치하여

연희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객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연희의 일부를 이루었던 전,

통적 연희공간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용산 무동연희장은 신문광고로 연.

희를 홍보하고 철도교통망의 주변에 연희장을 배설하여 다수 관객의 관람을 위

해 고정된 연희공간으로서 대중극장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

할 만하다 신문광고는 계층과 무관하게 한성 도시민 전체를 관객으로 상정하.

고 있었고 이것은 성외와 성내의 질서를 공간적 구획을 약간의 금전 전, (12-20 )

으로 가볍게 무화시키는 도시전차의 등장으로 가능했다.399)

용산 무동연희장의 탄생은 대한제국 도시계획과 근대적 자본의 이윤 추구,

개시장 이후 한성부에서 외인이 지닌 특수성 성내 공연이 좌절되었으나 끊임,



없이 한성 내 대중적 연희공연을 타진하였던 연희담당층의 역학이 얽혀 탄생한

한성부의 연희공간으로 주목을 요한다 외인 자본 관권 이 결합한 연희단체. ‘ - - ’

의 운영 대중동원을 목적으로 상업 활동 및 교통시설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던,

공간의 특징은 이후 성내 극장업의 모델로 적용된다 년 이후 조선인 대중. 1907

극장의 모델은 무동연희장으로부터 시작된 외인 자본 관권 모델의 재생산‘ - - ’ ,

공간의 생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00) 용산 무동연희장의 출현은 기존

연희공간에 대한 통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연희공간의 질서 곧 한성부민을 대,

상으로 성내에 건설된 조선인 극장의 탄생과 연계된 징후로서 주목할 만하다.

어떠한 사회질서도 기존의 여건 속에 잠복해 있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는 없기에 근대성을 철저한 단절로 보는 것은 신화 에 불과하다 결국 창, ‘ ’ . ‘

조적 파괴 의 구심점 곧 옛것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것이 응결되어 나오는’ ,

결정적인 순간을 발견하는 것이 근대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401)

그렇기에 용산 무동연희장은 대한제국기의 점진적 변화 안에 내재된 요소 곧,

국가 외인 자본 도시 왈자의 문화 속에 잠복되어 있던 연희공간 생산의 가능, , , ,

성이 발현되었던 징후로 판단할 수 있다.

궁내부 희대의 건설과 연희회사 협률사 의 조직( )協律社

다음으로 년 궁내부 희대의 건설과 희대회사의 출현 협률사 의1902 · ( )協律社
등장으로 시작된 연희회사 의 운영을 논의할 것이다( ) .演戲會社 402) 협률사(協律

등장 이전 고종조 궁중연희 연행환경의 변화와 장악원의 후신인 왕실관청) ,社
협률사 의 변모는 근대극장 희대와 협률사의 출현을 살펴보기 위한 분( )協律司



석의 출발점이다.403) 고종 년 장악원을 포함하여 국가의례를 관장하던32 (1895)

각종 조직은 과 로 축소되어 궁중의식과 왕릉제사 귀족관련 사무를 관장하( ) , ,課
는 장례원 으로 통합되었다( ) .掌禮院 404) 이러한 편제의 개편은 왕실조직의 간소

화 추세에 따른 것이었다.405) 년 고종이 황위에 오르고 년 대한국국제1897 , 1899

가 반포되며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년의 조직개편에서는 협률과가 교방사, 1900

로 승격 개칭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406)

이러한 교방사의 위상 변화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국가행사 및 연회의 수요

가 늘어났던 정황과 관련이 있었다 년 경 고종과 관련한 황실 진연. 1900 ( )進宴
만을 보더라도 년 월 일1901 9 8 407) 고종의 보령 세 기념 칭경진연50 (洽滿五旬

년 고종의 망육순 세 과 즉위 주년 기념 칭경예식이 다가오), 1902 (51 ) 40稱慶進宴
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연도감 역시 년부터 년 사이 조직과 해체를. 1901 1903



반복하고 있었다.

승격된 이후 진연을 연행하기 위해 교방사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늘어난 국가행사를 감당하기 위해 궁중연희 연행할 기생.

을 확보하고 기예를 교습하는 문제였다 대한제국기에 들어 연희에 동원할 수.

있는 경기의 수는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이는 각종 민간연희와 유흥문화.

의 발달로 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기들이 각종 청탁을 통해 진연의 동원에서19

빠져나갔던 사정에서 비롯되었다.

방금 국가에 진연 하는 의식 이 있어 기악 을 선발하는 중이라 선발에( ) ( 0 ( )進宴 儀式 妓樂
들 만한 자가 온갖 계책으로 모면하려 하여 청촉이 몰려드는데 송근수는 성품이 나약, (懦

하여 그들의 청촉을 능히 물리치지 못할 것이나 공 김유연 같이 강직하면 이) [ ( )]弱 金有淵
런 염려는 단연코 없겠기로 송과 서로 바꿔서 혜민서 제조로 삼은 것일세.408)

위의 근세조선정감 박제형 에서 서술된 흥선대원군의( ) ( , 1886)『 』近世朝鮮政鑑
언급은 기생이 온갖 청탁을 동원하여 진연 동원을 피하고자 노력하던 세기19

후반의 사태를 보여준다 사처소의 기생들은 이미 한성의 각종 민간연희에 참.

여하고 있었고 진연도감 차출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이에, .

따라 진연에 참여하는 경기 수는 감소하였고 년부터 연속되었던 진연도감, 1901

의 설치와 기녀의 차출 과정에서 경기의 이탈은 점점 심해졌을 것이다 부족한.

기생 수는 지방기 선상으로 채워졌으나 정재에 참여하지 못한 지방기까지도,

환반비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등 선상기 제도는 경기 제도보다 비용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409)



두 번째 정재 준비 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진연 준비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였다.

에셔 을 야 다 고日前 度支部 公納越當守令 調査 上奏免官  或 以於音 或
야 에 에 이라 로써 를以直錢 其收刷最多數時  二個日間 二十七萬元 此 各項 請求

고 의 을 얏支撥 且進宴都監 豫筭額 畢數支劃  에 이오 에內宴 八萬元 外宴
이라八萬元 에 러니 에當初 調査記 百餘窠 郡守 陸續 辦納 餘 今則 可合奏免

에 고 이라ㅣ ㅣ ㅣ者 十餘人 不過 此外 奏拿徵判 者 三十餘人  尙今 來納者
다더라延綿 410)

년의 진연의 경우 애초에 진연도감에서 탁지부에 의뢰한 예산은 내진연1901 ,

만원 외진연 만원이었는데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지출액은 계획된8 , 8 ,

액수를 상회하고 있었다.411) 대한제국의 각종 개혁정책의 실패에서 보듯 재정,

의 궁핍은 대한제국의 만성적 문제였다.412) 년 선상기를 돌려보냈던 행간1901



한편에는 선상기 수를 비롯하여 진연에 소용되는 최소로 줄이고자 했던 의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습의를 위한 장소의 문제였다 장악원이 존속되던 고종 연간에는.

기녀와 광대의 연습을 위한 장소가 서로 인접한 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는.

고종 년 서울에 부임한 대 프랑스 공사 이폴리트 프랑뎅28 (1892) 2 (Hippolyte

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Frandin) .413)

여러 기예 가운데 춤 분야에는 우리 프랑스의 국립 음악원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동기

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다( ) .童妓 한국의 젊은 여기 들은 프랑스 국립 음악원의 젊은( )女妓
발레리나들과 비교해볼 때 어느 점에서도 손색이 없었다. / 이 학교 옆에는 광대 를( )廣大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광대나 재인 들 가운데 몇몇은 남보, ( )才人
다 뛰어난 재능과 솜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학교 자체는 아주 격이

떨어지고 초라한 것이었다.414)

위의 글에서 언급하는 장소는 장악원으로 추정된다 대한국국제 반포 이후.

습의 과정에서 경향 의 기생들은 정동 여기습악소, ( ) ‘ ’京鄕 415)에 모여 연습하

였는데 습의공간은 곧 조선시대 중전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속궁 인 명례, ( )屬宮
궁의 부속건물로 옮겨졌다가416) 이후로는 태복사 가 연희연습을 위한 공( )太僕司
간으로 사용되었다.417) 년 습의공간으로 사용된 명례궁은 기생습의를 위한1901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덕수궁과 가까운 관계로 습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사용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기에 이후 문헌에서 명례궁 습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정동에서 명례궁으로 습의장소가 이동한 것에 비추어 년 즈음 성. , 1901

내에 대규모 정재 습의를 위한 공간은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 악공 광대가 포함된 대규모 연희연습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장소. ·

가 필요하였다 나례에 사용되었던 모화관 근처는 독립관과 독립공원의 조성.

으로 사라졌으니 진연에 참가하는 전통예인의 연습공간 확보가 과제로(1896) ,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희대의 건설과 협률사 의 조직은 앞서 살핀 대한제국기 교방사 협률( ) (協律社
사 가 당면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우선 희대의 건설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

보자.

바 에 로 를 에 고( -1) 稱慶禮式時 需用次 戲臺 奉常寺內 設置 漢城內善歌善舞 女
을 야 를 가 다더라伶 選擇 演戲諸具 敎習 叅領 張鳳煥氏 主務 418)

바 금번 칭경례식에 기 과 녀령을 불가불 쥰비 지라 삼 의 도가를 봉상시 근쳐로( -2)   
셜시 고 어느 참령이 쥬간 야 각쳐 삼 를 모집 야 노 삼 는 기 을 삼 노        
못 삼 녀령으로 마련한다더라.  419)

사 문안에 잇든 이 한 셔북텰도국은 교방 가 되고 흥화문 압에 잇 무관학교( -1)     
쳥국대 에 거졉할 쳐소가 되고 동관대궐 압에 잇 의졍부 죠방은 통안에 잇든 친위련  
영문이 된다더라420)

사 에 얏던 를 에 으로 고( -2) 奉當寺內 權設 協律司 再昨日 新門內西北鐵道局 移設
은 으로 얏다더라該局 小安洞 移定 421)

위의 신문기사는 년 월부터 칭경예식의 활용차 봉상시 내에1902 8 ( )奉常寺
희대를 설치 하고 진연에 참가하는 기생에게 연희제구를 교습하며 이를 참‘ ’ ,



령 장봉환이 주재한다는 내용과 바 봉상시 근처에 삼패를 모집하는 삼패( -1), ‘

도가 를 어느 참령이 주관하여 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 위의 신’ .( -2).

문기사에서 삼패도가를 관장하였던 어느 참령 은 군악대장 장봉환으로 보인‘ ’

다.422) 이 두 자료가 봉상시 근처에서 칭경예식 준비를 위해 일어난 사태를 기

사화한 것이라면 희대 와 삼패의 도가 는 같은 장소를 언급하는 것으로, ‘ ’ ‘ ’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사 사 는 년 월 일에 게재된 두 편의 기사로 교방사 협률사 를( -1), ( -2) 1902 8 21 , ( )

서북철도국 자리로 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희대를 설치한다는 월 일. 8 15

의 기사로부터 일 후이니 희대를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교방사는 서북철도6 ,

국 자리로 이전하였던 셈이다 교방사 협률사 가 서북철도국 건물로 이전하였다. ( )

는 사실은 희대 건설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봉상시의 일부를 터서 새.

문안 예배당이 있는 자리에 건축하였다는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 의 서술과『 』

는 달리 희대가 서북철도국 건물을 이용하여 건물 안에 희대를 꾸몄을 가능성,

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북철도국의 정확한 위치는 관련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으나 봉상시보다 신문내 대로변과 야주현 에 가까운 위치 이후 신문, ( ) ,夜晝峴
내 예배당 현 새문안교회 이 건설된 지역 근처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 .423)



희대의 건설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나 몇 가지 정황을 바탕으,

로 희대 건설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년 궁내부안 류의 예산. 1901-1902 『 』

기록에서는 년 월 경 이루어진 희대 설치 관련 예산의 흔적이 좀처럼1902 8 ‘ ’

보이지 않는다.424) 그렇기에 희대가 들어선 벽돌제 원형 건물은 년 이전에1901

건설되었거나 궁내부가 아닌 다른 관청에서 건축한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425)

또한 궁내부 희대가 들어선 벽돌제 원형 건축물은 서구와 일본에서 건설되었던

근대극장의 형식이라기보다 년대 건설된 회관의 형태와 유사하다 년1900 . 1905

독립관 옆에 건설된 각 형태의 회관 건물인 국민연설대 건물을 예로 들 수 있8

다.426)



대인원 수용을 위한 원형식 공간건축 원뿔 모양의 지붕 등은 년 건축된, 1905

국민연설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대한제국기 회관 형태 건물의 특징이

다.427) 천여 명의 방청자를 수용 할 수 있는 원형식 회관 건물은 궁내부 희‘ ’

대가 들어선 원형식 벽돌 건축물의 애초 목적이 회관 등을 겸한 다용도 공간으

로 건축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벽돌건물의 외관은 공연장 장식으로 흔.

히 볼 수 있는 장식이나 악대 연주를 위한 베란다 등이 보이지 않고 일본의,

연극개량론 등에서 모범으로 삼았던 서양식 극장과도 동떨어진 모습이다.428)

이러한 상황을 종합한다면 장봉환은 기존의 벽돌식 건물 서북철도국 을 실내, ( )

연희를 위한 무대와 객석을 설치하는 부분적 개축으로 희대를 설치하였고 벽,

돌식 원형 건물은 그 이전에 다용도 목적의 건물로 지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고종의 칭경예식 거행이 결정되었던 것이 년 월 희대 설치 기사. 1902 4 ,

가 월 협률사의 첫 공연이 월이므로 칭경예식 소용차 벽돌제 원형건물을8 , 12 ,

신축하기에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 년 원각사 건물이 건물의 노후를, 1912

이유로 폐쇄된 정황은429) 이러한 가설의 신빙성을 더한다.

년 월 장봉환이 시도한 기생의 모집과 교육은 대규모 진연을 위한 기생1902 8

의 수가 부족하였던 정황에서 계획되었을 것이다.430) 조선 후기부터 도가‘ (都
의 용례가 조직을 의미하는 동시에 장소를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되었다는)’家

점에서431) 삼패를 모집하는 사무소를 봉상시 근처로 설시 하였다고 해석할‘ ’



수 있다 기생을 모집하고 습의를 진행하는 장소는 희대와 그 부속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료에서 제시되는 도가의 성격은 자료의 한계로 불분.

명하다 그렇기에 삼패도가를 연희회사 협률사 설립의 선행 단계로 설. ( )協律社
정하는 것은 섣부르며 여타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흥미로운 것은 장봉환의 기생 모집 이후 교방사에서 기존의 경기 운영( )京妓
과 교육방식을 혁신한 운영방침을 발표한다는 점이다.

을 에셔 를 와傳說 聞 則 近日 協律司 各色娼妓 組織 太醫院所屬醫女 尙衣
을 야 라 고 을 야 라司 針線婢 等 移屬 名曰 官妓  無名色三牌等 幷付 名曰藝妓 

고 을 로 가 면 라 고新音律 敎習  近日官妓 自願新入者 有 名曰預妓  官妓藝
에 야 을 고 이 고妓之間 處 無夫治女 許付 勿論某人 十人二十人 結社 預妓

에 를 면 에셔 로 얏다더라願入 女子 請願 該司 依願許付 次 定規 432)

위의 인용문에서는 교방사의 두 가지 방침의 변화가 엿보인다 첫 번째 남편. ,

없는 계집아이( )無夫穉女 433)를 예기 로 받아들이고 관기 예기( ) , ( ), ( )預妓 官妓 藝妓
에게 신음률을 교습하는 방침을 세웠다 무부치녀를 모집한다는 것은 관청 소.

속 기생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생의 모집은 전통적으로 관청에서 뽑은.

지방기와 경기의 교습만을 맡은 관청이었던 장악원에서는 담당하지 않았던 업

무였다.434) 앞서 다루었듯 진연 경비와 연속된 진연을 위한 편의 문제 선상기,

에 소요되는 재정 낭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경기를 확충하여 진연을 치르는

편이 유리하다 판단할 수 있다.435) 신음률을 교습한다 는 맥락에서는 장봉‘ ’



환이 주무하던 대한제국 군악대와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년 월 교방사의 조직 개편으로 관청 소속 전통예인이 협률사, 1902 8

소속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상방 약방기생은 이 시기. ·

교방사로 이속되어 관청 소속 기생 악공 악생 광대의 소속 기관이 교방사로, , , ,

일원화되었다.436) 관청소속 전통예인의 소속 관리기관의 일원화는 진연 준비·

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었으며 동시에 이후 도고영업 연희회사로서 협률사,

가 운영될 때 연희의 독점운영권이 보장될 수 있었던 사정과 연결되어( )協律社
있기도 하다.

장봉환의 기생 모집과 교습 활동이 상업적 연희단체의 조직을 염두에 둔 것

이었는지 칭경예식과 진연 습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앞서 논, .

의하였듯 대한제국기 진연 준비 과정에서 연희의 연습공간과 기생의 충원이 당

면한 과제였고 장봉환의 기녀 충원과 습의의 진행은 관청조직이었던 교방사의,

방침 변화와 조직 개편으로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장봉환의 이러한 활동은 칭,

경예식 준비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으로 칭경예식의 준비과정에서.

일어난 기생 수의 증가 연희의 교습 극장의 건설은 이후 연희회사로서 협률사, ,

가 조직되어 상업적 연행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 .協律社
년 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협률사는 장봉환의 주재 하에 군악대 운영을1902 10

위해 출자한 고종의 내탕금 만원 이외에도 몇몇 대관하시는 양반님네가 자4 “

본을 합하여 설시한”437) 회사였다 장봉환이 희대를 꾸미고 기생들에게 신음.



률을 교육하며 습의를 주재하기 이전인 년 월부터 한성에서는 상회사1902 4 (商
로서 희대회사 가 기획되고 있었다) ‘ ( )’ .會社 戲臺會社

에 를 에 고 를 야風說 曰 戲臺會社 紫霞洞 創設 漢城內所在 妓女及他醜業婦 會集
에 케 다 인지 아즉 라더라.一處 都聚資生   社主 誰某 不知 438)

자하동의 희대회사 는 기생과 추업부를 한 곳에 모아 이( ) ( ),戲臺會社 都聚一處
를 생업으로 삼는(使之 영업을 시도하였다) .資生 439) 희대회사에서 기녀 와( )妓女
추업부 를 모아 희대 영업을 시도했다는 맥락에서는 기생연희 공연( ) ‘ ’醜業婦
중심의 영업을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희대회사는 창의문 아랫동네. ( )彰義門
에 연희장을 꾸미고자 하였는데 창의문 아래 자하동은 호젓한 정취를 자랑하,

여 시인묵객의 유상처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희대회사의 위치 선정은.

당시 무동연희장이나 청인희극장 외인들의 길거리 공연이 유동인구가 많은 성,

내외 상업지구나 교통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흐름과 다른 것이다 이를 통해.

희대회사의 기획자들이 경치 좋은 곳에서 기생연희를 즐겼던 유상연희의 전통

을 바탕으로 상층 관객들을 대상으로 상업적 연희활동을 기획하였으리라 짐작

할 수 있다.440) 선행 연구에서는 희대회사가 장봉환이 주무하는 협률사 희대( )

영업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하나441) 이러한 가능성은 여타 자료로 검증



되기 전까지는 가설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협률사가 처음 등장한 기사는 년 월 일 협률사 창부들의 이용료1902 10 31 (歌
를 광고한 황성신문 의 창부가채 부터이다) ( ) .『 』 「 」債 唱夫歌債 442) 창부가채 광「 」

고는 같은 날 제국신문 에도 실려 월 일을 기점으로 협률사에서 일간, 10 31『 』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낸 것을 알 수 있다 창부가채 는 협률사 소속. 「 」

전통예인들의 가채 곧 공연 이용료를 광고하는 것이었다( ), .歌債 443) 협률사에서

책정한 창부가채는 등 원 등 원 등 원으로 낮 시간 아침부터 해질1 20 , 2 14 , 3 10 , (

때까지 또는 밤 시간 해진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을 기준으로 가채를 받았) ( )

고 낮과 밤을 이어서 창부를 고용하면 금액의 배를 지불하게 하였다 예약을, .

위해 하루 전에 협률사로 찾아오라 하였으니 협률사 사무소는 월 일 경 운10 31

영되었을 것이다.

시간의 놀이채로 협률사에서 책정한 등 창부의 소리채 원은 어느 정도12 1 20

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년 협률사에서 책정한 한나절 등 창부 연행의? 1902 1

가채 원은 등 판임관 주사 의 월급에 해당하는 고액으로20 4 ( ) 444) 인천 개항장에서



쌀 두세 섬 남짓을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445) 이전의 놀이채 수준에 비하

면 저렴한 편이다 협률사는 전두를 낮추는 대신 회당 가채를 고정하며 연행시.

간에 따라 가채를 증액하는 제한을 두었고 창부 등 전통연희자들은 회당 가채,

는 낮아진 대신 협률사의 중개로 많은 연행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을 정.

량화하여 화폐로 환산하고 보수가 시간기준에 따라 정량 지급되는 협률사의,

연희기획은 전두의 책정과 연희시간을 모두 주최자에게 일임하였던 전대의 방

식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협률사의 운영은 계약을 기초로 한 근대적인 영업.

방식을 보여준다.446) 협률사의 수익은 연희주최자와 전통예인에게 수수하는 중

개수수료로 충당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률사는 전통예인들의 연희활동에 대한 무명잡세를 수세하는 권

리를 활용하여 고율의 세금을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자료에서는 협률사가 창부의 수세금액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 본사 창부 로 언급되는 일군의 창부들은 협률사와 계약관계. ‘ ’

에 있었고 계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성 지역에서 연행에 관한 세금은 협률사,

에 납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광고의 의도가 더 많은 창부들을 협률.

사 소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의도는 창부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고액이었을 경우에 실효적일 것이다.



연희 수세는 고종조 년 경 까지 좌 우변 나례청에서 행하고 있었다 최(1866 ) · .

근 발굴된 충청도 광대문서 자료에서는 궁중의 진연을 맡던 중앙 관청이 연희

에 대한 수세권한을 지니고 있었음이 드러나 있다.448) 년 경 연희 수세를1900

맡았던 관청이 어디인가는 뚜렷하게 알 수 없으나 위의 기사에서는 협률사, (協
가 관청의 수세권을 이어받고 해당 관청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수세)律社

회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협률사는 연희 수세권뿐 아니라 한성 내 연희의 독점영업권을 주장하였다.

협률사가 연희단속에 나선 사례는 협률사 명의의 경산사찰의 남녀공인 광대‘ ( ,

기생 악공 의 소창 금지 고시 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 ’ ( ) .消暢 告示

에셔 에 되 을 로協律社 京山各寺刹 告示 現今 男女工人 旣自 本社 管轄則 凡於消
에 를 난 라暢出遊之際 其行其止 不可不檢事而最當嚴禁者 卽出遊寺刹事也 大抵 寺刹

은 뿐 더러 에 에 이라本以 淸淨爲主 京山各刹 無非莫重爲祝之地則其所敬謹 與他自別
로 을 로 야 리니從今以後 男女工人 等 先自本社 別般操束 使不得擅自往來矣 亦自寺

으로 야 이되 야 이면中 切勿酬應 更無敢此寺人接踪 若或 認以常事 復踵前習 工人
난 고 이 리니 야 케 라輩 姑捨 僧徒等 難免重治矣 知此警惕率行 無至犯科抵罪  

얏더라.449)

협률사의 경산사찰 고시 는 사찰연희장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봄 여름‘ ’ ·

소창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450) 경산사찰 고시 는 협률사가 관여하지 않‘ ’



은 각종 소창 에 불려다니는 기생과 창부 악공의 독점권을 주장하며 협( ) , ,消暢
조하지 않은 전통예인과 승도들을 엄처하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협률사는.

같은 시기 대관의 소창에 기생을 파견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451) 소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협률사의 예인들이 경산사찰의 소창에 불려다니는 것이 더 큰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협률사의 연희에서 기생과 창부 광대는 큰 비중을 차. ,

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창부가 빠진 협률사의 공연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452) 진연 준비에서 제외된 기생과 협률사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던 창

부 등의 연행 활동 협률사 소속임에도 몰래 연행을 벌이고 있었던 전통예인의,

단속은 영업독점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시급할 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협률사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고액세율의 수취와 수세권 독점운영권,

의 주장은 대한제국기의 상회사의 운영방식인 수세 도고회사의 형태를 보여준,

다 갑오개혁으로 관료의 회사 참여가 합법화되고 상납을 전제로 한 회사 설립. ,

이 허가되자 대한제국 전기 신규회사의 설립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

설립된 회사의 대다수는 수세회사와 도고회사였으며 도고회사에 수세권을 함,

께 보장해주는 회사들도 다수였다.453) 희대회사 기록에서 한성부의 기녀와 추



업부를 한 곳에 모아 영업하겠다는 계획 협률사가 활용한 수세권과 독점운영,

권은 개화기 상회사의 다수였던 수세 도고회사의 성격과 일치한다, .

협률사가 세금을 납부하던 관청은 궁내부로 보인

다 협률사 혁파론이 일었던 시기 궁내부의 조회. (『 照
에서 협률사가 년 시점 궁내부 명) ( 17823) 1906』會 奎

의의 영업을 벌였던 것에 대해 협률사 영업표에 궁“

내부소속이라고 칭한 것은 협률사가 이전에 우리 궁

내부 소관이었던 고로 이것은 옛날의 명칭”454)이라

고 언급한 부분에서는 협률사 의 관리감독 권( )協律社
한이 궁내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년 월. 1906 4

일 궁내부에서 의정부로 보낸 조복 에 협률24 ( ) “照覆
사 건은 단지 가옥과 집물을 우리 부의 소유여서 빌

려주고 세를 받고 있는 것일 다름”455)이라 언급한

부분에서는 년까지 궁내부에 납부되는 세금이 있1906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설 협률.

사 시기의 신문기사에는 협률사가 궁내부 세입(1906)

전 명목으로 원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찾을200

수 있다.456) 년 당시 궁내부에 도고권 차용을 댓1902

가로 바치던 무명잡세격의 세금은 년 복설된 이후 무명잡세가 폐지되어 수1906

세 도고권을 활용할 수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고 대여비 명목으로· ,



궁내부 세금은 연속되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457)

규장각에서 소장한 협률사가사문권 은 협률사 소유 부동산 관련< >( 21928)奎
기록이다 협률사가사문권 문서철에는 봉투 매와 가옥의 구문권 매매문서. < > 1 ,

각 매가 수록되어 있는데 봉투를 제외한 문서는 협률사와 관계없는 한성부의6 ,

가사문권이 잘못 합철된 것으로 보인다.458) 협률사가사문권 봉투의 목차에< >

제시된 중 판각은 판각문권“ ’ ‘ ’ ‘ ”板刻 十九度 立旨 一度 新文記 二十度
( )板刻文券 459) 입지 문서는 가옥의 소유를 공증하는 문서이며 신문기는 구문기, ,

와 매매문서를 제출하고 새로 공증받은 문서를 의미한다 판각문서가 년까. 1910

지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460) 이 봉투가 년 협률사 시기의 것인지, 1902

년 복설 협률사 시기인지의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확실한 점은 협률사1906 . <

가사문권 봉투에 제시된 판각문권과 신문기를 통해 협률사가 여 종의 부> 19-20

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사문권을 합철하여 관리하는 조직적 성격의,

상회사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한제국기 상회사로서의 협률사의 성격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협

률사의 성격을 재론하는 토대가 된다 개화기 도고회사로서의 상회사는 모두가.

관허회사 성격이나 관공성 유사관공성 을 지녔다 그러나 회사의( ) ‘ / ’ .官許會社
영업에서 관 의 영향력은 도고 수세권을 보호하는 방편으로서 이용되었을( ) ·官
뿐이고 그 운영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들 개화기 상회사를, .

관허회사 로 통칭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회사로서의 협률사 역시 관‘ ’ ,



허회사로서의 특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기에 관허회사의 관공성. ‘ ’

을 강조하는 협률사 논의들은 협률사가 지닌 연희기획의 상업적 성격을 매몰시

킬 우려가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협률사의 운영

협률사는 년 월 소춘대유희 연행에서부터 공연활동을 시작하였고1902 12 ‘ ’ ,

극장의 공연예제는 춘향전 의 토막소리 무동패 쌍줄 풍악 기생의 가창과 전< > , , , ,

통무용을 망라한 종합적 연행물의 형식이었다 협률사의 전통연희 레퍼토리는.

기존 전통연희 관람문화에 익숙하였던 한성의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표 협률사 의 극장영업[ 7] ( ) (1902-1903)協律社



협률사의 주요 관객은 대관을 비롯한 양반 관리 부호계층이었는데 이러한· · ,

맥락은 협률사의 입장료 변화에도 드러나 있다 협률사는 개장 시기의 극장료.

상등 원 중등 전 하등 전 를 두 차례 인하하여 년 월( 1 / 70 / 50 ) (1903.1.29./2.6) 1903 2

일부터는 상등표가는 유지하고 중등 전 하등 전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9 50 , 25 .

입장료의 변화는 원의 극장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었던 상등 관람객 수요는 변1

함이 없었던 반면 년의 시점에서 중등 하등 관람객은 줄어들었던 것이 근, 1903 ,

본 원인이었을 것이다.

협률사는 주요 관객층이었던 상류 부호층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였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대문 자지동 에 대관을 청요. 1903 4 26 4 28 ( )紫芝洞
하여 기생 가객을 시취 하는 연희를 벌였던 기록은, ( )試取 461) 이를 뒷받침한다.

대한제국기 대관 은 극장의 주요 관객이면서 극장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 ·大官
관여하던 계층이었다 대관들도 투자 하여 몃몃 대관이 복쟝 고 참례. “ ” “  
야 즐거히 놀기도”462) 하였던 연희회사 협률사는 대관을 중심으로 한 상류 관

객층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으로 협률사의 극장료 인하는 중류 계층의 관객들을 극장에 불러모으기

위한 방책이었다.463) 협률사의 두 번에 걸친 극장료 인하가 월 일과 월1 29 2 6



일 일주일 사이에 연속해서 일어났던 것은 주목을 요한다 협률사가 관람가격, .

을 인하한 시점은 한겨울로 관객 동원에 유리한 기간이 아니었다 협률사의 극, .

장료 인하에 유력한 배경으로 년대 초반 운영되었던 여타 극장 및 연희공1900

간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겠다.464) 동대문 활동사진관의 저렴한 입장료

는 협률사의 중류 관객층을 잠식하고 있었다.

에셔 은 를 에東門內 電氣會社器械廠 施術 活動寫眞 日曜及陰雨 除 外  每日
로 지 의 의下午八時 十時 設行 大韓及歐美各國 生命都市 各種 劇場 絶勝

이 외다 /光景 具備 許入料金 銅貨 十錢465)

무동연희장을 운영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한성전기회사는 제임스 토마스의

영사기를 대당 백불의 가격으로 구입하여 년 월경부터 동대문 기계창 전5 1903 6 (

차차고 에서 활동사진 영업을 시작하였다) .466) 한성전기회사의 극장 동대문 활,

동사진관의 탄생이다 활동사진 영업 이전이었던 년 월 초 한성전기회사. 1903 5

는 협률사 소속 무동연희패를 초청하여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활동,

사진관 영업 이전부터 동대문 기계창에서는 연희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전 무동연희장의 운영에서 보듯 한성전기회사의 극장영업은 전차. ,

승객수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무동패의 초청이 협률사의 비협조로 무.

산되자 한성전기회사에서 협률사에 공급하는 전기를 단선할 정도로 두 극장은



한성 내 대중극장으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동대문 활동사진관이 선보인 단척 활동사진에 담긴 구미각국의 생명도시‘ ’

의 풍경과 각종 극장의 절승한 광경 은 관람객들에게 이채로운 구경거리로‘ ’

다가왔으며 한편으로 전의 관람료는 중류 관객층이 감당할 만큼 저렴한 입, 10

장료였다 초창기 한성전기회사의 관객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매야 표가수. ‘

입액이 백여원 이었는데 이를 관객으로 환산하면 천여 명에 이르는 것이’ , 1

다.467) 협률사의 관객이 최대 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500-600 468) 동대문 활동사

진관의 성황은 협률사의 입장에서 위기 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 .

연희를 지속적으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자의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적 학

습과 취향 의 형성이 필요하다‘ ’ .469) 활동사진 영업은 저렴한 가격 이외에도

서양의 진기한 문명 의 구경을 통해 문명개화 의 사회적 욕망을 내면화‘ ’ ‘ ’

한 대한제국기 중류층 관람자들의 정통성의 이윤 을 충족하고 있었다 협률‘ ’ .

사의 대응방식은 활동사진 영사기를 들여와 활동사진 상영을 시도하는 것이었

으나 영사기가 불타버려 관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만을 낳게 되었다 동, .

대문 활동사진관에서 구입한 활동사진기가 대당 불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500

면 이 사건은 협률사와 궁내부 희대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으리라 짐,

작할 수 있다 이후 협률사에서 활동사진 상영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활동사. ,

진기는 이후 황실로 넘어갔다가 궁정의 희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인구락부

로 이관되었다.470)



이후 협률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음력 월 일 월1903 7 13 8 25 ( 7 14 ) 9① ②

일 음력 월 일 부터 월 일 음력 월 일 까지 휴관에 돌입한다 의 휴8 ( 7 17 ) 9 27 ( 8 8 ) . ①

관의 표면적 이유는 고종의 칭경예식 연기의 뜻을 쫒는다는 이유였으나, 1902

년의 흉작과 년의 보리흉작으로 한성부의 식량난이 심해져 물가가 상승하1903

였던 사태에 보다 주목해야 할 듯하다.471) 대관으로 구성된 협률사 출자자들은

고종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년 물가의 상승으로 문화상, 1903

품 구매력은 더욱 악화되었기에 극장영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협률사는 의 시기 극장사무를 정지하면서 각처에 방을 붙여 우리 황상폐“①

하께서 억만창생에 구제방책을 밤낮 근심하셔 관곡을 민이 사들이는 것을 허하

시고 진연을 퇴정 하옵시니 라 언급하며 협률사의 휴연이 고종황제의 뜻( ) ”退定
에 따른 것이라 강조하고 가을곡식이 날 때까지 완희비재 와 풍류“ ( )玩戲費財
탕회 를 일절 휴지 하라 권유한다( ) ” .風流湯會 472) 그러나 년의 보리수확은1903

糓

糓



흉작이었고 보리가 수확되기 전이었던 음력 칠월 초사일 협률사의 연희가 개재

되었으니 협률사의 휴관이 진정 경제난에 따라 연희를 자제하라는 고종의 뜻,

에 따른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협률사 방 의 행간에는 한성부민들에게 황. ‘ ’ ‘

실극장 으로 각인되기를 의도했던 협률사의 사업적 전략을 읽어낼 수 있다’ .

마전 활동사진관의 영업에서 황실 간품 이 강조되거나“ ” 473) 유성기 광고에서

대관 및 왕족들의 주문이 광고되었던 방식에서 보듯474) 대한제국기 황실간품‘

황실에서 소비하는 문화상품임을 강조하는 방법은 고급 문화상품으로( )’,看品
서 사회적 효용성과 높은 질적 수준을 홍보하는 주요 방법이었다.

의 휴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월 일의 칭경예식 음력, 9 26 ( 8②

월 일 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연 전부터 관청 소속 전통예인들이6 ) .

칭경예식 습의에 동원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습의 진행에 소속 전통예인들이,

다수 동원되어 연희 자체가 불가능했던 정황과 외진연으로 상층관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휴연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휴관이 협률사가 고종의 칭경예식을 위한 황실극장이었다

는 증거로 해석되기는 힘들 듯하다 년 예정되었던 칭경예식은 년 월. 1902 1903 4

일 음력 월 일 로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년 월부터 논의와 준비30 ( 4 4 ) , 1903 3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칭경예식 사무소가 설립되고 내진연과 외진연의 일정

을 포함한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었다.475) 그렇다면 습의의 관례상 늦어도 진연

의 한 달 전인 월부터는 관청소속 연희자들의 습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

실제 기생들의 습의가 진연도감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476) 이 시기 협률사는



경산 고시문을 발표하고 화계사의 연희에 소속 예인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영, .

친왕의 두창을 이유로 칭경예식을 가을로 연기하며 원유회 수축의 공역을 일“

병정지하였고 희대도 정지하고 승후관들도 일절 궐내에 금입”477)할 때에도 협

률사는 보름 뒤에 대관을 청요하여 시취연희를 벌였다 물론 이 시기의 휴관.

기록도 없다 년 월부터 월 협률사의 활동은 협률사가 칭경예식 준비와. 1903 3 4

직접적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때에만 해석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년 월의 휴관은 협률사 내부의 문제 연희자 수급 외진연으로 인한 상층관1903 9 ( ,

객 동원의 문제 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 .

년 월 이후 협률사에 대한 기록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년1903 9 . 1904

러일전쟁의 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년의 시점에 협률사가. 1905

폐지되었던 것은 상동회당 내의 청년학원이 신문내 협률사 자리를 청원‘ ’前
하여 관허를 얻었다는 년 월 일의 기록에서 확인된다1905 10 12 .478) 이 기사는

년 러일전쟁 발발 후 협률사의 운영이 중단된 즈음 희대가 용도 없이 방치1904

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협률사의 폐지에 이토 히로부미가 관여하였다는 가설이 있으나479) 이토의 압

력으로 폐지된 궁중극장 은 협률사 희대가 아니라 궁궐 안에 마련된 극장‘ ’

희대 이기에 설득력이 약하다 궁정에는 고종이 연희를 즐겼던 희대 가(‘ ’) . ‘ ’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480) 고종대 활동사진 영사나 판소리 등의 전통예인 연행



이 궁궐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소용되는 공간을 희대 로 지칭하였을, ‘ ’

것이다 궁궐 안에 극장공간이 있었던 정황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살필 수 있다. .

대황뎨폐하 셔 챵덕궁으로 이어 신고로 어의궁 안에 잇는 연희관을 관인구락부로 옴 
긴다더라.481)

위의 기사는 협률사 희대 자리에 조직된 관인구락부에 어의궁에 있는 고종의

연희관을 옮긴다는 내용이다.482) 어의궁은 사직동에 위치한 잠저 로 이 즈( )潛邸
음 황실의 연희장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1903-1904

년 경의 궁중극장 희대 와 같은 공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기사에서는‘ ’ ,

고종이 황실 내 연희를 위해 마련하였던 극장공간이 따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토가 궁중극장을 없에라 요구한 맥락은 조영규의 논의대로 당시 진출하

였던 일본인 극장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극장공연을 빌미로 궁

궐에 출입하게 될 별입시를 막으려는 조처로 해석될 수 있다.483)

개항과 한성 개시장 이후 청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인의 상권과 거류지가

건설되자 외인 연희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져 거리공연과 가설무대 공연 청인희,

극장 등의 극장공간의 건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한성의 전통적 연희활동의.

질서는 외인들의 유입과 포도청이 경무청으로 개편되는 과정 속에서 균열을 이

루었다 용산 무동연희장의 탄생은 대한제국 도시계획과 외인 자본 연희담당층. ,



의 역학이 얽혀 탄생한 한성부의 연희공간으로 주목을 요한다 외인 자본 관. ‘ - -

권 이 결합한 연희단체의 운영 상업 활동 및 교통시설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 ,

던 공간의 특징은 년 이후 성내 대중극장의 모델로 적용된다1907 .

년 운영된 협률사는 수세권과 독점영업권을 바탕으로 교방사 소속 예1902-3

인들을 민간연희활동을 중개하고 희대 공연을 관리하던 연희회사였다 협률사.

는 전통연희 레퍼토리를 토대로 한성부의 도시민들을 상대로 한 극장영업을 시

도하여 한성부의 상류 계층을 주된 관객층으로 삼아 운영되었고 관람료 인하, ,

와 활동사진 영업 시도 등을 통해 중 하류층 관객층의 확대를 모색하였다 또· .

한 황실극장 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한성부민들에게 궁중의 수준높은 공‘ ’

연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의미를 각인시키고 있었다.

협률사의 등장은 한성의 대중적 전통연희 공연의 기반이 가설무대에서 극장

으로 이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한성전기회사의 동대문 활동사진관이.

개관하여 경쟁적으로 극장영업을 전개하면서 개항기 한성의 연희문화는 실내

연희공간에서 공연활동을 관람하는 극장문화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희.

관람은 가변적 공간의 비일상적 문화 이벤트가 아닌 고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여가의 일부로 점차 인식되었다.

조선인 대중극장의 건설과 창극 신연극의 연희개량 기획2. ·

이 장에서는 대한제국 후기 한성의 대중극장 건설 도시 유흥문화(1905-1910) ,

의 전개 창극과 신연극 등 서사 재현을 중심으로 한 공연활동이 극장에 등장,

하게 된 맥락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한제국 후기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 (1904)

거류지의 팽창과 을사조약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한성의 극장문화에 식(1905)

민성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한편 협률사의 공연활동으로 시작된 극장에. ,

서의 전통연희 공연이 복설 협률사 장안사 연흥사 광무대 단성사 원각사의, , , , ,

공연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화되었던 시기이다 조선인 대중극장의 건설과 운영.

을 통해 극장문화는 한성의 보편적 여가문화로서 정착되기에 이른다.

년 월 일 일본이 뤼순군항을 선제공격하면서 발발된 러일전쟁은 같은1904 2 8 ,



날 제물포에 있는 러시아 군함과 일본 구축함대가 교전하면서 인천지역이 초기

전장이 되었다 앞서 표 의 한성 인구지표에서 살펴보았듯 러일전쟁 발발. < 3> ,

이전 호구조사 기준 만 명의 인구였던 한성부는 전쟁이 발발한 년 절반19 , 1904

이 가까운 인구가 감소하여 명으로 인구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109,234 .

년 월 러일전쟁 개전 이후 종전까지 협률사는 폐관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1904 2

었다.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시기 한성부의 경제는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한 전황 피

해로 년까지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고 한인 회사의 인가는 제한되1907 ,

었다 전황 피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것은 한성의 조선인 부호층으로 년. , 1905

말 한성의 거상 명이 파산하고 여명이 도타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23 10 ( ) .逃躱 484)

연희회사 협률사를 운영하였던 자본가들 역시 년 이후의 전황 피해를 피해1905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공연활동의 위축은 동대문 활동사진관 등 한성 내의

여타 연희장들도 마찬가지여서 년의 기간 성내 신규 극장이 설립되, 1904-1905

거나 연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의 재정정리 정책으로 수세제도가 개편되고 도고회사의 신규

설립이 제한되었던 과정은 연희회사의 운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무명잡세가.

폐지되자 궁가나 관청기관에 막대한 세금 납부를 전제로 하였던 도고권 역시

소멸되어 한성의 상업체제는 시장경쟁 형태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485) 그렇



기에 협률사 운영 시기 연희회사가 누렸던 도고권과 수세권 역시 존립 근거가

없어져 한성 내 여타 대중극장이 활발하게 건설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한제국 후기에 설립된 회사들은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고 인허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합자회사를 조직하고 외국인 특히 일본인을 이,

사회에 포함하는 형태의 회사체 조직을 모색하였다.486) 용산 무동연희장이나

한성전기회사의 동대문 활동사진관의 영업에서 보듯 외인들의 연희사업 진출,

은 대한제국 전기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다 대한제국 후기의 상황은 외.

인들이 극장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었고 조선인 자본,

가들을 주축으로 극장을 건설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도 외국인들을 대리사장으로

내세우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협률사 이후 설립된 조선인 대중극장에서 전통연희 중심의 극장공연이 연속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협률사의 자파 이후 등장한 조선인. ( )自罷
대중극장은 경쟁적인 영업을 통해 다양한 공연예목을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었

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 대중극장의 공연활동에서는 연희개량론과 조선인 관객,

들의 기대지평을 감안하여 사회적 효용성을 증명하는 공익적 공연이 시도되고,

창극을 비롯한 공연문화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창극의 형성과정과.

대중극장의 운영 은세계 에 담겨 있는 전통 공연예술의 흔적은 전통적 공연, < >

예술과 극장문화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논점이다.

한편 대한제국 후기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 이주민의 증가를 배경으로 일인,

거류지와 상권이 확대되고 일본식 유흥공간이 건설되며 한성에 일본인 극장이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일본인들의 도한 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년( ) 1907渡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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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게 되었다.487)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눈에

는 미개지 였으나 미개지로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공간이( ) ,未開地
었다 초창기 이민자들은 조선에서 일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기대하.

며 조선으로 건너갔으나 아직까지 이는 위험을 동반한 것이기도 했다, .488) 을사

조약 이후로 일본 대자본 기업 지점이 한성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일본,

인 상업자본의 진출은 한일합방 전후에 본격화된다.489) 년대 중반 이후 재1900

경일본인의 증가는 일본식 유흥문화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는 한성의 유흥문화,

및 일본인 극장가의 형성을 자극하였다.

또한 년대 후반 한성의 극장문화에는 통감정치 이후의 정치적 요인이 작1900



용하고 있었다 통감정치 이후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대한제국 후기.

의 연희개량론에서 일본 을 끊임없이 호명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

만하다 년 복설 협률사의 설립 협률사 폐지론과 이필화의 협률사 폐지상. 1906 ,

소 년대의 연희개량론에는 통감정치 이후 노골화되었던 일제침략의 정치, 1900

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을 중심으. ,『 』 『 』

로 일본계 자본이 투여된 복설 협률사의 극장영업을 비판하고 연극개량을 주장

하던 논지의 이면에는 침략이 노골화되던 대한제국 후기의 정치적 위기의식이

담겨 있었고 일본 유학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 극장문화를 모델로,

한 연희개량의 주장에서는 일본을 경유하여 근대 공연문화를 이식하고자 하는

타율적 욕망이 숨어 있었다 협률사 복설의 정치적 맥락 연극개량론의 전개. , ,

친일대관을 중심으로 한 극장자본의 형성 원각사와 신연극 은세계 공연에는, < >

바로 이러한 통감정치 이후 일본 이라는 기조저음 이 담겨 있다‘ ’ ( ) .基調低音

일본식 유흥문화의 정착과 조선인 유흥문화의 변화 유곽과 상화실:

러일전쟁 이후 한성으로 건너오는 일본인 수가 증가하게 되자 이를 배경으로

한성에는 일본인 거류지의 확대되며 일본식 유흥공간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유곽 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유흥문화의 유입은 한성의 문화에 두 가지의( )遊廓
자극을 주었다 첫 번째는 조선인 유흥공간과 문화의 변화를 자극하였던 측면.

이고 두 번째는 일본식 소극장이 유곽영업을 전후한 시기 유곽지 및 일본 거, ,

류지의 확대를 배경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한성의 신정유곽. ( )新町遊廓
의 탄생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자.

대한제국기 재조일본인들은 개항장에 러일전쟁 이전부터 유곽 건설에 착수하

여 부산에서는 년 원산에서는 년에 유곽이 형성되었다 한성에서는, 1902 , 1903 .

러일전쟁 이후 한성 내 재조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 정비가 본격

화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한편으로 유곽은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인.

력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건설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년대 일본의 내부. 1870

식민지로 건설된 일본의 훗카이도 역시 스스키노 유곽 을 건( ) ( )北海道 薄野遊廓
설하여 직공과 인부를 확보하고 있었다.490)



경성에서 유곽의 설치는 재경일본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이자 거류

민들에게 상업 부흥의 기회로 인식되어 거류민단이 주도한 한성 내 유곽 건설,

은 년 한 해 안에 토지 매수와 인허 점포 설치까지 빠르게 추진되었다1904 , .491)

신정유곽은 오사카의 이름난 유곽촌인 신마치 의 이름을 가져 온 것으로( ) ,新町
년 월 일 제일루 를 시작으로 영업을 개시한다1904 10 25 ( ) .第一樓 492) 신정유곽은

이어 정목의 개발이 년부터 정목의 개발은 년부터 이루어졌1,2 1904 , 3,4 1905

다.493)

신정유곽의 건설을 전후로 한성에 유입된 일본식 유곽문화는 한성 내의 유흥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관리 아래 영업하는 집단적 유흥공간은 일찍이.

한성에서 조성된 적이 없었다.494) 새롭게 부상한 유흥업은 윤리적으로는 추‘

업 이었지만 유녀 를 고용하여 매음을 알선하던 유녀지부 들에’ , ( ) ( )遊女 遊女之夫
게는 기회로 여겨졌다 이후 년 경 시동 이 조선인 사창 지역으로. 1905 ( ) ( )詩洞 私娼
조성되어 사창은 상화실 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얻게 된다, ‘ ( )’ .賞花室 495)



년대에 이르면 유락 이외에도 가무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전통예능의1910 ( )遊樂
교습처로 자리잡았다.496)

년대 상화실 허가를 얻은 유녀지부 들은 주로 기존의 색주가 영업을1900 ‘ ’

했던 자들과 영락한 삼패기부 로 색주가와 삼패는 전통적으로 기방에( ) ,三牌妓夫
서 영업하였던 기생이나 각종 궁중정재와 관청의 행사에 참여했던 관기( )官妓
들과는 다른 계층이었다.497) 개항기의 기생들은 조선 후기로부터의 흐름과 비슷

하게 기부 나 오입쟁이의 중계가 있어야 접대를 하기에 어느 정도 계층적( )妓夫
인 기반을 기준으로 제한된 영업을 하였던 반면498) 상화실은 경제력을 기준으



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년 이후로 경무청의 허가를 얻은, 1905

합법적인 유흥의 공간이었다 또한 상화실의 삼패들은 한성 내 소창 등 각종.

연행활동을 통해 공연활동에도 투신하였다.499)

개항기의 상화실과 극장은 당대 풍류번화가 양편지상 협률사의“ [ :兩片紙上
빙표 와 상화실의 증표 인용자 주 에 있다( ) - ] .”憑票 500)는 풍자적인 비유와 같이,

상풍패속의 유사한 공간적 의미가 통용되던 유흥공간으로 정착하였다 상화실.

이나 색주가에 소속된 삼패와 유녀들은 조선인 대중극장을 영업공간으로 이용

하고 있었고501) 이는 극장이 풍기문란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기생을 대동한 대관들의 관람행위나 남녀 관객의 접촉에 대한 당대의 기사.

에서도 볼 수 있듯 극장은 유곽과 비슷한 향락적인 공간으로 극장관객들에게

소비되고 있었다 극장 안에서 연희관람과 함께 여성관객을 구경하며 기생이나.

삼패로 상상하고 불온한 시선을 던지는 체험 역시 극장 구경을 둘러싼 이러한

문화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인 소극장의 건설과 초창기 일본인 순회극단의 활동

다음으로 러일전쟁 이후 신정유곽의 탄생과 일본인 거류민의 증가를 배경으

로 일본식 소극장이 한성에 건설되었던 흐름을 살펴보자 초창기 신정유곽과.

일본인 거류지 공원 근처에는 요세 형식의 소규모 공연장이 건설되기 시, ( )寄席
작하였다 한성 내 일본식 유곽의 조성은 초창기 일본인들의 극장 건설에 자극.

을 준 요인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극장문화는 유곽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을 지녔다 일본 도쿄 내 최대의 극장가를 이루었던 아사쿠사. ( )淺草



의 경우 아사쿠사 센소지 를 중심으로 사하촌으로 번성하여 유곽과 각, ( )浅草寺
종 미세모노 공연과 요세 가 인접하여 영업하였다( ) ( ) .見世物 寄席 502) 이를 통해

유곽촌의 요세는 소비와 향락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신문지상에 남아 있는 경성 내 최초로 건설된 일본인 연예장은 년 월1905 2

명동 오예장지 오물처리장 에 건설된 일인 희대 로 년 월 일( , ) ‘ ’ 1904 11 1汚穢場
대한매일신보 의 기사에서부터 엿보인다.『 』 503) 일본인 인구의 증가를 배경으

로 명동에 세워진 일인 희대 는 정확한 명칭과 운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 ,

재조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장으로 추정된다 년부터 이루어진 일본인. 1905

들의 극장 건설은 인천과 부산에 비해 늦게 시작된 것이었다 러일전쟁 이전까.

지 한성은 인천 부산에 비해 재조일본인 인구와 상업규모 면에서 열세를 보였·

고 남산의 일본인 거류지의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각종,

예능을 위한 극장공간은 본격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일전쟁 이후부터 년까지 경성의 조선인 일본인 인구의 비대칭에도 불1909 /

구하고 조선인 극장에 근접한 숫자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은 재조일본인 인구수

의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힘든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서기관 오카 료스케. (岡良
가 지적한 년 전후의 전후의 반동 과 부화경조의 풍) 1907 “ ( )” “の助 戰後 反動

곧 러일전쟁 전승 이후 재조일본인 사이의 향락적인 풍조는( )”,の浮華軽佻 風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극장 건설의 배경이 되었다.504) 년까지 신문자료에1909

기록된 한성의 일본인 극장은 다음과 같다.



표 년 신축한 일본인 극장[ 9] 1905-1909 505)

표 에서 확인되는 년대 주요 극장은 수좌 가무기좌 경성좌 용산좌[ 9] 1900 , , , ,

본정좌이며 이중 수좌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507) 극장 이외에도

𰡔 𰡕



신정유곽에는 소규모 요세 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창기 일본인( ) .奇席
극장은 일본인 거류지 구역과 상업지구에 국한되어 건설되어 용산좌를 제외하,

고 모두 남촌의 일본인 상업지구 및 거류지 명치정 욱정 본정 및 신설된 신( , , )

정유곽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일본인 극장에서는 가부키 등의 일본 전통.

극과 전통예능이 주로 공연되었고 마술과 기술 신파극은 순회극단을 중심으로, ,

공연되고 있었다.508) 한성 일본인 극장의 주요 관객층 역시 일본인 거류민들이

었다.

한편으로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 순회극단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새로운 극장

예술의 감수성을 익혀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년대 중반부터 한성에 소개된. 1900

일본인들의 극장예술 중 조선인들이 광범위하게 즐겼던 공연예술은 마술과 기

술이었다 년 경 일본인 극장이 한성에 자리잡게 되면서 벌어진 기술 마술. 1906 ,

계열 공연활동에서는 극장공연 프로그램 가운데 배역을 나누고 의상을 갖추어

서사를 전달하는 촌극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었다.

셔 로 던 가 야 에셔日本東京 技術師 有名 新倉荒五郞氏 渡韓 近日 明洞 松井座 演
을 고 의 와 의 로 는 의( )…藝塲 大開 女娘 劒舞 術師 幻技 奇絶妙絶 其演戲 始終

을 건 에 이 한 에 에셔 이 동동槪記  布帳四面 紅燈 如炬  初 板障上圍 帷中 鼓聲 
며 이 더니 히 으로 한 가 야 으로歌曲 鳴鳴 忽然 羅幃中 窈窕 女娘一隊 出來 長劒色扇

하야 하니 에 은 를( )…應響節奏 埀袖慢舞 然 一聲 羅幃 齊埀 女娘 去處 不知
고 509)

에 이 으로 야 에 과 에 를須更 女娘五人 自羅幃中 仗劒出來 身 龍鱗古甲 頭 金飾假兜
고 에 과 이 야 을 하着 日本 維新時代 守舊黨 開化黨 相互衝突 交戰 狀況 演戲

이 고 이 야 에 터니 劒光 閃爍如電 爆烟 慘澹若雨 一踊一躍 莫之底定 及基 守
이 를 치 못하 에 고 가舊黨 自家主義 進行  境 至 痛哭長呼 伏劒而死 狀態

히 야 의 을 더라極 慘酷 一般觀衆 勇 鼓動 510)

송정좌( )松井座 511)의 니이쿠라 의 마술 공연 가운데에는 유신시대( )新倉荒五郞



에 수구당과 개화당이 충돌하여 수구당이 패배 자결하는 짧은 서사를 지닌 촌,

극 또는 무용극 이 포함되어 있었다 갑주와 투구 장검으로 장식한 다섯 명의( ) . ,

여성 배우의 격투 폭연 의 무대효과 긴 탄성을 지르고 자결하는 마지막, ( ) ,爆烟
장면의 박진감은 조선인 관객에게 놀라운 것이었다 일본인 흥행물이 보여주었.

던 무대기술 시각적 장경의 쾌감 배우의 활발한 움직임의 박진감은 조선인 관, ,

객의 입장에서 감정을 고동 케 하는 새로운 무대표현으로 보였다‘ ’ .

협률사의 복설과 협률사 비판론의 대두

러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인 대상의 연희장 영업 기록으로는 년 월 독일1905 4

영사관 앞의 상동 활동사진사무소 의 러일전쟁 기록사진 영사부터 찾을 수‘ ’

있다 이들이 일로전쟁 활동사진 을 상연한다는 내용에서 일본인 흥행자본. ‘ ’

이 조선인을 상대로 한 활동사진 영업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 동대문 활동사진관이 재개관하고 은퇴 관리였던 이징익이 사가에서 민간,

을 대상으로 활동사진을 영사하면서 한성에서 활동사진 극장업이 다시 재개되

기에 이른다 이 시기 한성 내 극장과 발기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512)

표 년 운영된 조선인 대중극장[ 10] 1905-1906



협률사는 년 월 일부터 공연활동을 재개하였다1906 3 2 .518) 협률사 복설에는

조선인 관료 고희준( )高羲駿 519) 최상돈 김용제, ( ), ( )崔相敦 金鎔濟 520)를 중심으로

、 、 、 、 、 、



발기하였고 그 뒤에 일본계 자본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521) 복설 협률사에

관여한 조선인 관료들은 년 파견된 일본 관비유학생으로 수학한 동기들이1895

며522) 년 전후 친일적인 성향으로 변모한 관료들이었다 도쿄 관비유학생1905 .

출신 궁내부 관료였던 이들은 연희회사 인가를 위해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가토-

마쓰오 를 대표자로 협률사의 복설을 모색하였다 복설 협률사는 친일( ) .加藤增雄
관료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상업적 대중극장으로 초기 협률사와 달리 관청의,

비호 아래에서 도고권을 행사하고 세금을 납부하던 단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복설 협률사는 궁내부에 건물과 제구를 빌려 대여금을 지불하며 공연활.

동을 벌였으나 관청 소속 전통예인들을 공연활동에 끌어들이고 궁내부 소속을,

빙자하는 월권적 행태로 당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최상돈 은 복설된 협률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인물로 복설 협률사(1869-1916) ,

부터 관인구락부까지 궁내부 희대를 활용한 극장사업에 관여하던 관료이다 최.

상돈은 김용제와 같은 시기 동경 관비유학생으로 도일하여 철도국에서 사무를

익혔다.523) 그는 년 월 일 철도원 기사로 관직을 시작하였는데 년1900 4 29 , 1900

월에는 경성 가로의 유등을 설치 관리하는 유등회사 의 사장으로11 , ( )油燈會社
등장하기도 한다.524) 최상돈은 철도원 기사로 재직하던 시기 거액의 공금 유용



사건으로 구속되어 유용금을 반납하였던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525) 비슷한

시기에 최상돈 명의의 만원짜리 어음이 발행되었음을 알리는 기사가 있어1 526)

그가 대한제국 초기부터 회사 설립에 관여하고 관용자금 유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였던 관료 자본가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러일전쟁시기부터 친일관료.

로 두각을 나타냈는데 년 월 일에는 임시군용철도사무원으로 임명되어1904 4 7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철도 업무에 관여하였고 군용철도에 관여하였던 병,

참사령관 일본 육군 소장 야마네 다이스케 등을 위해 연희를 베풀기( )山根武亮
도 한다.527) 년 월 궁내부의 조직축소로 철도원이 농상공부 소속 철도국1905 2

으로 이전되자 최상돈은 농상공부 철도국장으로 재직하게 된다 최상돈의 행적, .

에서는 친일관료 자본가들이 통감부의 비호 아래에서 재산증식의 방편으로 연

희사업에 투신하였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복설된 협률사의 입장료는 특별상등 신화 원 등 전 등 전 등“ 1 , 1 60 , 2 40 , 3 15

전”528)으로 신 구화 비율을 고려해 본다면 상등 특별상등 등 의 입장료는, · ( , 1 )

대폭 상승하고 중 하등 등 등 의 입장료는 년 협률사의 입장료 금액 중, · (2 , 3 ) 1903 (

등 전 하등 전 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60 / 40 ) .

설된 협률사의 입장료 책정에서는 복설 협률사 역시 초기 협률사와 같이 상등

관객들의 입장 수익에 기대고 있었음이 엿보인다 또한 복설된 협률사에서 벌.

이던 공연활동 역시 종전의 협률사에서 벌이던 종합적 연행물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협률사 운영에 대한 여론의 추이였다 복설 협률사는 개관 직후.

부터 궁내부를 사칭한 영업에 대해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협률사가 일.



본계 자본이 관여한 극장이었다는 사실은 개장 직후 발표된 책협률사관광자「 」

대한매일신보 에서 공론화되어 복설된 협률사가 황실과 아무런( ,1906.3.16.) ,『 』

관계가 없음에도 궁내부 빙표영업 곧 도고영업을 표방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

타한다 이에 따라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진회 의장 송병준이 찾아와.

관기 사용이 부당함을 질타하자 운영자 인이 찾아와 간걸 하였고4 ( )懇乞 529) 국,

가경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웠다는 협률사의 주장을 논박하며 음악‘ (淫
과 무풍 을 조장하는 협률사 운영을 비판하는 기사)’ ‘ ( )’樂 巫風 530) 등이 대『

한매일신보 에 연이어 발표되기에 이른다.』

협률사 혁파는 대한제국에서도 논의되었다 년 월 일 이필화가 협률. 1906 4 17

사 혁파청원이 담긴 상소문을 올리자531) 고종이 이를 가납하고 월 일부터, 4 21

의정부에서 궁내부로 수차례 조회 를 보내 월에 협률사가 궁내부 소속이( ) 5照會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무청에 협률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라는 영,

이 포고되었음에도 복설 협률사는 혁파되지 않았다.532) 복설 협률사는 년1906

월 경 전황에 의해 문을 닫았다12 .533) 이후 협률사의 영업은 종료되었으나 희

대에서의 극장영업은 관인구락부의 연예장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설된 협률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궁내부 빙표영업과 관기의 사용(使
에 있었기에 협률사는 그해 월부터 기존의 관기 영업과 함께 무부기) , 8 (用 無夫
를 모집하여 연희 활동을 벌이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妓



所謂 協律社 發起人 金東軾 摠事務 鄭弘栽 이 에 기를等 警務廳 請願 본 에셔社
본 만 이더니 햐 도 케 며 본 에以有夫妓 許入 自今爲始 無夫妓 一軆許入  社 從事之

고 에 으로 케 라 지라妓女 使持紅雨傘 雨傘四方 以泥金 書票妓字   에셔警廳
남 에 기를 도 이온警務 署 訓飭 妓女輩之異色其傘 猶不成說 況票示妓字於街路之上

야 아 은 이고 하야 요 駭人耳目乎 此等陋習 一切禁飭 至於勸其乘車  但爲其便利
와 은 햐되非其禁制乘轎則乘轎乘車 靑紅其傘 任他自由 妓女之有夫無夫 指何而言

인지 하고 하라하얏더라無論某女 非有其願而强使入錄之獘 到底禁斷 534)

월경 협률사의 운영은 표면적으로 발기인 김동식 총사무 정홍재8 ‘ ( )金東軾
의 체제로 변경되었는데 김동식은 명월관의 주인으로 광고되던 인물( )’鄭弘栽

이었다.535) 이러한 흐름에서는 당시 관인들이 투자하던 회사체에서 관인 운‘

영 의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기인 중 관인이 아닌 사람을 명목상의 운’

영자로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36)

복설 협률사의 운영의 중심은 기생연희의 공연과 관기의 관리에 있었다 위.

의 인용문에서 경무청에 청원한 우산에 자를 넣게 해달라는 청원은 홍색‘ ’妓
양산 사용을 둘러싼 상화실 삼패와 관기 기생들의 갈등에 관련되어 있다· .537)

삼패들도 홍색 양산을 사용하게 되자 협률사에서는 사면에 금색으로 자, ‘ ’妓
를 새길 수 있게 청원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시기 기생회사. , ‘

에서도 홍색우산에 금색으로 자를 새긴 우산을 찍어 붙이게( )’ ‘ ’妓生會社 妓
된다.538) 년 당시 기생회사에 대한 여타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니 위에1906 ,

서 언급한 기생회사와 복설 협률사는 동일한 조직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539)



년 월부터 그해 월까지 개월간의 짧은 영업을 마친 복설 협률사는1906 3 12 9

관기의 공연활동과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연희회사였다 회사의 자본과 운영.

의 친일적 성격 궁내부의 빙표 영업을 빙자하여 도고권을 사칭하였던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연희 공연의 측면에서도 기존 협률사의 종합적 연행물,

의 형태로부터 혁신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그해 연말에 이르면 관객수의 감소로

자연 문을 닫게 되었다.

상풍패속론과 연희개량론의 전개

년 복설 협률사 비판론에서 협률사의 운영은 일인계 자본의 운영과 전1906 ,

황 국면에서 왕실의 재정보조가 아닌 사복을 채우는 영업방식 민풍폐속의 측,

면을 중심으로 비판되고 있었다 협률사에 대한 비판은 을사조약 이후 망국. ‘

의 위기감 과 연계되어 개화지식인이 지닌 당대 극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신재호의 협률사 비판론은 이러한 요소를 담고 있다. .540) 경고협률관「

자 황성신문 에서 신채호는 무릇 애원하는 소리 는( , 1906.4.18.) “ ( )」 𰡔 𰡕 夫哀怨之音
원래 망국의 유풍 이오 음탕한 놀이 는 곧 그릇된 사람의 첩( ) , ( )亾國遺風 淫蕩之戱
경이라 는 서술로 시경 의 유명한 정성 론을 풀어 협률사( )” ( )『 』誤人之捷經 鄭聲
의 극장연희를 비판한다 신채호의 논의에서 극장의 연희는 관인 상인. ( ), (官者 商

나이 들고 덕 있는 사람 부터 총명한 젊은이 까지 자신의 직분을), ( ) ( )者 老成 聰俊
잃고 재화를 탕진하기에 그가 주장한 현금의 대문제인 생활과 학문상 전혀 유

익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졌다.

학문과 사업상의 낭비 궁내부 사칭 정성론의 비유는 년 월부터 대한, , 1906 3 『

매일신보 를 중심으로 전개된 협률사 비판론에 자주 등장하는 논거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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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화 상소문에는 신채호를 비롯한 대한매일신보 의 개화 지식인들에 의해『 』

반복되던 협률사 비판론의 비유와 요목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정성론을 바탕으로 학문상의 악폐와 재화의 낭비가 주로 공박되었던 것

이다.541)

이필화의 협률사 폐지론은 기존 연구에서 전통 유학지식인의 대표적 연극무

용론으로 논의되었다.542) 그런데 년 월 봉상시 부제조로 부임한 이필화1906 2 (李
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전통적 유학지식인이나 개화 지식인의 범주에)苾和

속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그는 점술사 였다 이필화의. ( ) .占術師
관작에 대한 기록은 정 품 별감동 으로 조경단 표석을 조성하는 공역에6 ( )別監董
차출되었던 기록부터 찾아볼 수 있다.543) 그는 궁궐의 대표적 복술사 출신 대

관으로 년 공진회가 시정개혁을 요구하면서 고위관료 무당과 복술사 등. 1904 ,

명의 숙청 명단을 상소할 때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18 .544)

이러한 맥락에서 이필화 상소는 전통 지식인의 연희 무용론 으로 일반화‘ ’

시키기 힘든 것이다.545) 이필화가 상소문을 주상하였던 년의 시점은 무당1906 ,

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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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술사 출신 대관들이 각종 여론의 악화로 몸을 피하고 있을 때였고 통감부는,

시정권고를 통해 궁금숙정 곧 궁궐의 별입시 출입을 금할 것을 건의( ),宮禁肅正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년에는 제실제도정리국에서 궁금숙정을 단행하였. 1904

고546) 년에는 일본 헌병에 의해 별입시와 잡술객을 금하였으나 실효성이1905

없었다.547) 궁금숙정은 민족주의적 개화지식인뿐 아니라 일진회 등의 친일단체

에서도 강하게 주장되었던 방침이었다 년 월에는 이토 통감이 직접 궁금. 1906 7

숙정을 상주하고 일본 순검을 궁에 파송하며548) 궁금숙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년의 궁금숙정 과정에서 이필화의 위치는 불안한 것일 수. 1906

밖에 없었기에 그가 자신의 비리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각종 회 에 투, ‘ ( )’會
자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당대에 이미 일고 있었다.549) 결과적으로 이필화의 협

률사 폐지상소는 개화지식인들의 협률사 혁파론을 추수하여 우호적 여론을 조

성하고 을사조약 이후 배일감정이 높아진 고종의 의중에도 부합하여 결과적으, ,



로 일신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투자한 경성고아원.

의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단성사에서 연희를 벌였다는 지점에서도 그가 주장,

한 상풍패속론의 이율배반적 면모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율배반적 면모에도 불구하고 상풍패속론은 복설 협률사 비

판론과 이필화 상소 이후 개화지식인들의 극장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자리잡았

다 신채호와 대한매일신보 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을사조약 체결 후 망국. ,『 』

의 위기감과 배일의식은 민족적 개화지식인들이 주장하던 상풍패속론의 기조적

정서로 자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민지 와 민심 에 효용이 있는 새로운. ( ) ( )民智 民心
연희문화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하는 대안적 논의가 상풍패속의 비판에 가려

좀처럼 등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상풍패속론 일색이었던 연희.

비판론에서 연희의 효용을 확인하고 개량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던 일

부 비평은 주목을 요한다.

앞서 협률사의 상풍패속을 강하게 주장한 신채호가 협률사 폐지 이후 발표한

일련의 논설에는 연희비판보다 연희개량의 필요성과 의의가 강조되며 연희개량

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연희장을 개량할 것 극계개량론 은 그. ( )「 」 「 」

의 연극개량론의 핵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 대뎌 엇던 연회쟝이 람의 과 풍쇽에 유익 것인고 녯적 나파륜( )… ①   
이 샹 연회쟝에 가셔 구경 되 슯흔연회가 아니면 구경 지아니 엿스며 슯흔연회    
의 공효 찬양 야 인물을 양 능력은 력 샹의 효력보다 더욱 만타 엿스      
니 뎌 슯흔연회가 사 의 과 풍쇽에 유익 을 가지 알지로다 대개 일쟝 슯흔연/ ②  
회로 영웅호걸의 허다장쾌 젹을 구경 면 비록 우부우 이라도 이로써 감동이 될지   
며 츙신텰 의 무한 쳐량 표젹을 구경 면 비록 비부유 라도 이로써 분발 지니 력     
샹에 엇던 거륵 사 이던지 그 언 과 그 실만 긔록 엿거니와 연회쟝에 그러③      
치 아니 야 쳔고이샹의 인물이라도 그 얼골을 보 듯하며 그말을 듯 듯 야 그 졍신을   
십샹팔구나 엇을거시라 지금에 가령셩츙계와 박졔샹 졔공의 젹으로 연회 면 그 조④  
촐 샹 가 뇌슈에 박힐거시오 최영과 졍포은 졔공의 젹으로 연회 면 그 츙렬 실젹    
이 안목에 어리여셔 필경은 그리로 이 쏠니고 졍신이 들어고샹 고 쳥결 심회가 졀  
노날지니 이러하여야 연회가 귀 다 거시어 오 날 한국에 잇 연회 다만 유해무/     
익 것 이오 나도 볼만 연회쟝은 업스니 이것도 인민의 슈치로다 그러나 이/    
후에 혹시 연회쟝을 량 기로 류의 쟈가 잇거든 오직 뎌 슯흔연회에 죵 하야 국민   



의 심졍과 감회 니르키게 지어다  550)

신채호는 극에 대하여 인물을 재현하는 능력을 언급하며 그 용안을( , ) “① ③

접하는 듯 고귀한 말씀 을 듣는 듯 십분정신의 칠분을 능히 얻을 수 있( ) ,咳唾
다 극계개량론 고 서술한다 이어서 감상자의 입장에서 극의 이같은.”( )( ) .③ 「 」

효과가 인물의 언행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역사보다 우수하다고 논한다 이.( )②

는 지식을 개량케 하고 애국의식을 고취케 한다‘ ’551)는 연희 효용론의 관점

에서 나아가 서사적 무대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곧 무대 위에서 사건의 재,

현을 통해 인물의 언행을 직접 체험케 한다는 본질을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신채호는 충신열사 위인의 행적들을 소재로 택할 것을 주장한

다 이러한 신채호의 연희개량론은 그의 역사위인전기 창작의 논리와 맞.( , )② ④

닿아 있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인물을 소재로 한 연극개량의 조건을 비극적으로 꾸며‘

야 할 것 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그가 언급한 성충 계백 최영 정몽주 윤’ .( ) , , , ,②

관 박제상은 모두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다 목숨을 잃거나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이다 신채호는 이들의 행적을 비극적으로 그려 분기. ‘

극계개량론 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재의 역사( )’( ) .「 」奮起
적 인물들을 소재로 한 비극론의 구상은 이 비평에서 슯흔연회 로 반복되어‘ ’

언급되고 있다.

신채호가 언급한 역사적 인물의 사적을 소재로 한 연극개량 의 방침은 량‘ ’

치차오 의 연극개량론과 유사하며 소설과 연극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 ) ,梁啓超
았던 효용론적 관점 역시 유사성이 제기된 바 있다.552) 량치차오는 중국의 전

𰡔 𰡕



통희극 개량 운동에 동참하였는데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개량전통극( ) , (戲曲 改
편과 경자사변 의 감상을 월극 광동 지방희 형) 3 ( , 1900) ( , )良戱曲 庚子事變 粤劇

식 인극 편을 창작하기도 하였다1 1 .553) 그의 미완성 희곡 신라마< ( )>(『新羅馬 新
는 이태리 건국의 세 영웅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현실과 새, 1902.1-6)』民叢報

롭게 건국될 중국을 묘사하고자 기획된 작품으로 신채호가 주장한 영웅비극, ,

슳흔연회 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편으로 그가 연극이 서구 상류사‘ ’ . ‘

회의 우미문학 임을 강조하였던 맥락에서는 서양 및 일본과 비교하여 낙후되’

었던 중국의 현실을 환기하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554) 량치차오의 연극개량

론에 영향을 받은 연극전문지 이십세기대무대 창간( ) (1905 )『 』二十世紀大舞臺
의 논자들은 악습을 개혁하고 민지를 계도하여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애국사“

상을 환기하는 것이 연극의 목적이며 희곡은 맑은 노래와 뛰어난 춤으로” , “

조국의 혼을 불러와야 한다 주장하였다 량치차오를 비롯한 개량파의 영향을” .

받은 학생들은 각종 개량 을 소재로 한 일련의 연극들을 공연하기도 하였‘ ’

다.555)

단재의 영웅비극 슯흔연희 의 기획은 당대 중국 연극개량론의 영향을 받, ‘ ’

으면서도 한편으로 조선의 현실 속에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분기 의 감정을, ‘ ’

일으키는 역사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극론의 구상을 통해 독자적인 길로 나아

갔다 그러나 슯흔연희 와 역사극 기획은 공연의 측면에서 실천되지는 못하. ‘ ’

였다 역설적으로 연극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성격을 토대로 분기 를 통해. ‘ ’

시대와 공명하는 연극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그의 논의는 민중적 영웅의 비,

극을 그려 친일담론을 옹호하는 굴절된 형태로 이인직의 은세계 등의 일련의< >

작품에서 유사하게 시도된다.

한편 신채호의 연극개량론에서 전통연희 레퍼토리나 춘향전 심청전, < >, < >,



화용도 등의 판소리 전통은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협률사와 단성사 등< > ,

이 벌이는 음탕황란의 연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가려지고 있었다 년. 1907

이후 제출된 일부 연극개량론에서는 전통연희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이 제출되

고 있었다.

가 일국의 풍쇽을 량코져 진 쇼셜과 연희를 반 시 몬져 량할 거시니( ) ( )…     ①

그런즉 쇼셜과 연희 심샹 부인녀 와 시졍무식 의 뎨일 감동 기 쉽고 뎨일 즐겨     
바 라ㅣ 그 힘이 능히 샤람으로 여금 그 셩졍을 러셔 변 게 고 능히 셰쇽으로   

여금 그 풍쇽을 러셔 번 게 쟈 라 만 도다 그 소이연을 말 진 나/ㅣ        
원 쾌락 여 조금도 슬흔 이 업건 그 의가 강개 고 격졀 며 비챵 쇼셜을       
볼 에 반 시 그 이 비감 여 홀연 눈물을 흘니고 비챵 각이 연 소 나며        
나 원 엄슉 여 희노를 에게 뵈이지 아니 쟈 언마ㅣ ②      츈향이가 리도령을

맛나 타령이며 놀보가 박을 타 졔반 긔괴 거시 겨나오 형용을 연희 에       
자연히 이 활발 여 우슴이 졀노 나며  나 원 잔약 여 몸을 니긔지 못 쟈 로ㅣ   
 쟝익덕이 쟝판교에셔 조조의 팔십만 대병을 물니치며 무숑이가 장도감을 치던 거슬 보

면 상쾌히 녁이고 슐 잔 먹기를 겁내지 아니 며  나 원 이 견강 여 여간 일에   
동심이 되지 아니 쟈 로ㅣ   이 쟝군셔를 리별 고 월화가 윤여옥을 보내던 구 

졀에 니 러 눈물이 졀노 나오며 홍루몽이라 쇼셜은 본 쟈는 에 슯흔 각이    
잇고 남졍긔를 본 쟈 에 창연 긔운이 잇스며 화용도를 드르면 샹쾌 이 잇    
고 심챵가를 드르면 련 이 잇스   대범 공명부귀의 각이 혹 여긔셔 나기도 고 
남녀간에 졍욕이 혹 여긔셔 기기도 니 그른즉 이 쇼셜과 연희가 풍쇽에 관계됨이 엇 
지 적다 리 그런고로/ ③ 셔양 각국에셔 쇼셜을 져슐 과 희 에셔 연희 거시 모   
다 큰 영웅과 쥰걸들이 하 을 놀래고 를 진둥 던 젹이며 그 사 들의 샤진을 활동    
으로 연희 여 국민의 샹을 고동 고 국민의 의긔를 발양케 여 죡히 문명 유의 인도    

사 이 될만 게 거     우리 한국은 쇼셜과 연희의 료를 볼 진 가지도 긔샹  
이 활발 여 사 이로 여곰 긔운이 발 케 거슨 업고 다만 음란 고 괴패 습관만      
자라게 니 인심의 효박 과 민 의 곤난 이 모다 이를 인 여 되 거시 아니라 수      
업스니 풍쇽을 량코져 진 반 시 쇼셜과 연희를 몬져 량 이 가 다 노라        556)

위의 논자는 소설과 연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풍속을 교정하는 유



용한 도구로 논한다 이러한 장르적 인식은 단재가 극계개량론 에서 드러내. 「 」

는 인식과 유사하다 소설과 연희는 일반 부인여자 와 시정무식배 가 즐. ‘ ’ ‘ ’

기는 예술로서 춘향가 흥보가 화용도 심청가 서상기 는 각기( ) < >, < >, < >, < >, < >①

관람자에게 성정을 변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는 작품들이다 위의 논자‘ ’ .( )②

가 언급한 이들 작품은 판소리로 가창되거나 희곡으로 읽히던 것들로 공연예,

술에 기초를 둔 작품들이기도 하다 공연예술로 표현되는 영웅의 행적은 촬. ‘

영 으로 활동 하고 연역 으로 설명 하여 고( ) ( ) , ( ) ( ) ’(“撮影 活動 演役 說明 撮影而活動
역 국한문판 무대 위에서 표현된다”- ) .演 而說明

활동 하고 설명 하는 매체로서 연극과 활동사진이 지닌 극서사 재현에‘ ’ ‘ ’

대한 관심은 동시기의 여타 연극개량론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

는 종합적 공연물의 형태에서 벗어나 장편 극서사가 재현이 뒷받침될 때에야

가능하다.557) 개화기 연극개량론에서는 공연을 위한 장편 서사를 창작하는 유

력한 방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전략 이 에 이슬 에도 의 을 아 의 시( )… 本人 日本東京  演劇場 槪論 擧 諸氏 採用
기를 온지라 도 다름 아닐지라 을深祝 諸氏 演劇場 設立 本意 想必腐俗 風俗

며 코자 이오 에도 가 잇게 고( )…改良 閭巷間 閭詞俚謠 防杜  營業上 關係  風
에도 이 잇게 야 을 잇게 지어 되 의化改良 效力  一篇小說 滋味  我國古來 貪官汚吏

도 며 의 도 며 의 든政治 包含 閨門內 妻妾爭妬 弊端 愚意 惑 乙支文德 薩水大戰
이며 의 든 을 히 면 이 의形容 桂月香 敵將謀斬 眞相 這這 活劇 一般觀聽 忠義勇敢

를 지며 의 것을 도 지니大氣槪 鼓發 古來正俗 不美 不得不改良 思想 發現 演劇
의 가 면 읏지 과 갓치 만 리오.資料 如此 今日 妖女 蕩子輩幾個式 入場觀光 558)

저자인 달관생 은 일본 동경의 연극을 기준으로 대한제국의 연희 특( ) ,達觀生
히 연흥사에서 관람한 각종 기생연희와 타령 춘향전 공연을 비판하며 연극, < > ,

개량의 방법으로 고래의 탐관오리의 정치나 규방의 처첩간의 다툼의 폐단을 우

의 의 방법으로 지어내는 재미있는 소설을 지어 이를 공연할 것과 을지문( )愚意
덕이나 월계향의 사적을 소재로 서사를 창작할 것을 권한다.559) 역사사적과 영



웅적 인물의 행적을 극화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보았던 신채호의 논의에서도 확

인된다 이와 함께 달관생은 탐관오리와 처첩갈등 등 계몽의 효용이 있고 영업.

상에도 유익한 재미있는 소설을 연극공연의 대본으로 사용할 것을 극장주‘ ’

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년 은세계 공연 이후 본격화된 신문연재소설의. 1908 < >

연극화는 바로 이러한 당대 논의의 배경 아래서 연극개량의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앞서 가 에서 성정을 변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고전으로 언급된 전통연( ) ‘ ’

희 예제들은 신채호나 달관생 등 년대 연극개량론자의 논지에서는 긍정적1900

으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반면 만세보 의 연희관련 기사에서는 전통연희 개. 『 』

량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560)

나 에 이 에( ) , ,近日 電氣鉄道會社 任員 李相弼 郭漢承 郭漢英 諸氏 等 我國 遺來
을 기 야諸般演戲等節 一新改良 爲 嶺南土561)에서 한 ( )○上來 唱歌女 兒 蓮花 三歲

와 를 야 을 케 한 와( )桂花 十一歲 雇用 各項打令 演習  美麗 容貌 淸雅 歌喉
야 를 얏고 에 으로 하 眞是奇妙 令人可愛 狀態 包有  我國 名唱 稱道  金昌
을 로 야 의 을 야 주을煥 宋萬甲 兩人 敎師 定 該女兒等 打令 敎授 長短節 調正

이 을 야 하는 에 얏다 인즉 該任員等 其唱和之節 叅酌 改良 事 着手  其目的 東
의 를 야 의 을 케 아니라 를西洋文明國 演戲 效倣 觀聽人 耳目 愉快   心志 挑發

야 과 를 케 터인 붓터 하야 에愛國思想 人道義務 感興   爲先 春香歌 改良 一週日後
에 한 에셔 를 다더라.東大門 內 電氣廠 附屬 活動寫眞所 該施戱 演說 562)

다 에 에 을 다는 은( ) ( )…東大門電氣廠 附屬 活動寫眞所內 演劇場 新設 說 演戲場



도 이 에 의 가 에 치 아니進步 其影響 亦是 國民發達 及 此才人等 技藝 他國 讓頭
지라 을 야 를 노라. 觀覽 盛況 略記 讚揚 辭 附陳 563)

나 다 는 광무대의 개연 준비와 초연을 서술한 만세보 의 기사들이다( ), ( ) .『 』

만세보 의 기자들은 광무대에서 시도한 연희개량 특히 춘향전 의 개량 시, < >『 』

도에 찬성하면서 국민발달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평한다 이를‘ ’ .

대한매일신보 의 사설에서 보이는 광무대 비판론『 』 564)과 비교한다면 만세, 『

보 가 보이고 있었던 전통연희 개량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만세보 를 주관하였던 이인직의 연희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

던진다.

조선인 대중극장의 건설

앞서 살핀 연극개량론의 흐름에 따라 년 이후 형성된 조선인 대중극1907

장565)은 연희개량 을 앞세워 극장영업을 모색하였다 년 협률사 시기부‘ ’ . 1902

터 이어진 종합적 연행물의 연행 방식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연극개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람자들의 연희관람에 대한 기대지평을 조정하는 역할이 민간

극장의 운영자들에게 부여된 셈이다 년 이후 조선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906

대중극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년 운영된 조선인 대중극장[ 11] 1906-1910



년은 장안사 광무대 단성사 연흥사가 연이어 설립된 개항기 조선인1907 , , ,

대중극장의 발흥기였다 활동사관관으로는 년에 재개관되었던 동대문 활동. 1906

사진관이 영업중이었고 서대문 정류소 근처 신교 앞에 위치하였던 벽돌집, ‘ ’

역전호텔 건물 에서는 마전 활동사진관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 (station hotel) )

었다 이 해 말에 관인구락부 연예장이 궁내부 희대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니. ,



한성의 조선인을 상대로 한 대중극장은 북촌을 거점으로 년 시점에서1907-1908

꾸준히 개소 정도가 유지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극장가의 형성은 년 중5,6 . 1910

반까지 조선인 대중극장가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년 즈음 탄생한 조선인. 1907

대중극장은 공통적으로 외인이 자본투자나 경영 또는 대리사장 명목으로 참여

하고 있었다.

외인 이 관계한 극장사업의 모델은 일찍이 한성전기회사의 무동연희장( )外人
에서부터 시도되던 것이었다 년 이후 한성의 회사설립 과정에서 한인 자. 1905

체의 회사 설립이 자본의 부족과 통감부의 통제로 난항에 이르자 외인과 연계

된 극장운영은 이 시기 대중극장 설립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외인이 관여한.

극장은 각종 토색과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기에 년 복설 협률1906

사 이후 외인자본과 조선인 토착자본이 연계된 극장업은 활기를 띠게 된다.

초창기 조선인 대상의 극장은 미국과 프랑스인 자본가들과 조선인 토착자본

이 주도하여 형성되었다.580) 이러한 흐름은 마전 활동사진관과 한미전기회사의

활동사진관은 물론이고 년 경부터 극장영업을 시작한 장안사 연흥사 광, 1907 , ,

무대 단성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안사는 미국 인디아나 주 컬럼비아 출신으, .

로 년 운산의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한성의 극장업에 진출1901

하였던 피터 크라팜 이 관여한 극장이었다(Peter Clapham) .581) 한편으로 크라팜

의 기록에서 활동사진 사업 에 종사한다 기술되어‘ (moving picture business)’



있는 부분에서는 초기 장안사 운영이 전통연희 공연뿐 아니라 활동사진 영사까

지 아우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연흥사는 프랑스인을 대리사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582) 단성사는 동궐 근처 장목상인 안창묵이 소유( )長木商人
하던 토지에 주수영이 조선인 실업가들 및 일본인 나카가와 와 합자하여( )中川
층 규모의 건물을 건설한 극장이었다 년 동궐 앞 극장건물과 토지를 나2 . 1907

카가와의 주도로 궁내부 관유지로 빼돌리려 수작하자 안창묵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583) 단성사는 나카가와를 대표자로 인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84)

한미전기회사가 전관경기 하였던‘ ( )’傳管經起 585) 광무대는 조선인들의 주도로

창단공연 준비가 이루어졌으나 한미전기회사가 자본 및 극장공간 협조의 형태

로 관여하고 있었다. 외인들이 소유한 극장에서는 조선인 대상의 연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각종 연희의 기획과 준비 과정에서 조선인 관리자를 두었다.

조선인 대중극장 건설에 참여하였던 조선인들은 한성의 실업가 및 대관으로

이루어진 토착 자본가들이었으며 대부분 합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모았다 광무, .

대의 발기인들은 한성전기회사의 임원들로 구성되었고 관인구락부 연예장에,

관여한 현영운 연흥사에 자본을 대고 운영에 간섭한 윤택영과 신태휴 음악사, ,

를 건설한 이지용 등은 극장업에 참여한 대관 출신의 극장 자본가였다 단성사.

는 시전상인 안창묵의 토지에 주수영이 발기하여 유지신상 의 자본을( )有志紳商
모아 건설된 극장이었다.586) 연흥사를 잠시 운영하였던 석숭환이나 원각사를

운영하던 안순환과 김시현 역시 한성 내 대표적 실업가였다 대관과 시전상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 조선인 자본가들은 조선 후기부터 이어지는 전통연희 기



획 후원층이면서 협률사 시대부터 상등관객의 중심을 이루었던 전통연희의 주·

요 소비자들이기도 했다 이들 초창기 극장업자들의 성격은 전통연희 공연활동. ,

특히 판소리의 개량에 조선인 대중극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

전통연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 외인 토착 극장업자들은 연희회사 협률, ·

사의 운영에서 보여주었듯 극장 운영을 통한 이윤 추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협.

률사 이후의 조선인 대중극장은 공통적으로 종로 대로에 위치한 전통적 상업지

구 근처에 새로운 극장을 개설하여 대중적 극장업을 모색하였다 연흥사는 사.

동에 위치하였고 장대장동의,

장안사는 극장 뒤에 나무장 시

장 이후 돈의동 공설시탄시장( )

이 위치한 상업지역이었으며588)

단성사는 동궐 앞 장목상가에

자리하였다가 장안사 맞은편으

로 이전하였다 또한 조선인 대.

중극장이 위치한 종로대로변은

한성 도시전차가 부설되어 유동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도.

시전차의 조선인 대중극장은 많

은 관람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

일 수 있었다.



조선인 대중극장

가 마전 활동사진관 나 원각사 다 연흥사. ( ) . ( ) . ( )馬田 圓覺社 演興社
라 장안사 마 단성사 바 동대문 활동사진관 광무대. ( ) . ( ) . , ( )長安社 團成社 光武臺



이와 함께 조선인 극장자본가들은 실업가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성 내의 극장

관람층을 종전의 상층관객으로부터 중류층까지 확대하는 과정을 추진했다 조.

선인 대중극장의 연희 관람료 인하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대한제국.

후기 운영된 조선인 대중극장 관람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년 즈음에는, 1910

상등 전 중등 전 하등 전의 관람료 수준으로 인하되었다50-30 , 30-20 , 15-10 .590)

이는 종전 협률사의 관람가에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 것으로 중 하등의 관, ·

람료는 활동사진 영화관의 입장료에 근접하고 있었다.591) 관람료의 인하는

년 이후 대중극장 영업의 경쟁에서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전략1907

이기도 했다.

도시의 특정 공간의 모델은 형성 과정에서 여타 공간모델의 영향을 받아 구

성된다.592) 중상류 계층을 포괄한 대중극장으로 전개되었던 조선인 대중극장의

영업방식은 상회의 영업모델에 상호 영향을 받았다 조선인 대중극장은 관객.

유치를 위해 관람표를 구입한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선사하는 것을 광

고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담배 연초 사업과 연계된 활동이었다 개항기와 일, ( ) .

제강점 초기 담배 유통과 연초제조업은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의 하나였

다.593) 영미연초회사는 판매망을 구축하던 년부터 한성전기회사와 협력하1906



여 동대문 전차차고지의 활동사진 입장표를 빈 담배갑으로 대체하는 영업활동

을 벌이고 있었고 년 단성사는 연초상점과 분매소 계약을 맺어 상점에서, 1908

입장권을 구입한 관객에게 무료 담배를 제공하였다.594) 상회에서 상품촉진을

위해 벌였던 사업방식은 당시 극장주들의 실업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극장 관

객 동원을 위해 이 시기에 극장영업 방식으로 도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은 년대 극장영업과 경품행사의 결합 상회의 개관을 기념한 극장의 기념1910 ,

공연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 극장 관람료의 인하는 극장사업 채산성의 하락을 가져왔다

는 점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채산성의 악화는 소규모 합자 형태로 구성되었던.

대다수 대중극장의 소유주가 년 이후 복잡하게 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결1907 .

과적으로 다수의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선인 대중극장은 여타 극장과의 경

쟁관계 속에서 새로운 연희 개량 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 ’ .

조선인 대중극장의 연희개량과 창극의 형성

조선인 대중극장에서 시도한 연희개량은 새로운 형태의 연희를 선보이는 것

보다는 우수한 예목을 보유한 전통예인들의 확보와 연희자 교육에 초점을 둔

경우가 다수였으나 한성의 인기 공연예제로 정착된 판소리의 경우 협률사 시,

대부터 이어진 분창 형식을 음악과 연기 면에서 세련되게 다듬는 작업을 시도

하여 창극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년 민간극장 시기로 건너오기 이전 판. 1907 ,

소리의 분창 형식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으리라 추정된다 당시 이미 판소.

리 레퍼토리를 역할을 나누어 연행하는 형태는 판소리가 아닌 여타 연행예목으

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행의 복장과 의복에 신기해하며 한국어로 지껄이는 무리로부터 인용자 주 우리는[ - ]

무희들 과 유랑광대들 을 준비해 놓았으니 자기 집으로 와(dancing girls) (strolling players)

달라 청하는 신랑 부친의 연락꾼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리피스 와 퍼시벌 로. ( ) (Griffis)…

웰 이 한국에 연극같은 것이 없다는 점을 긍정한다는 사실은 나에게는(Percival Lowell)

늘 놀라운 것이었다 우리는 그날 아주 좋은 연극을 보았고 나는 이것을 서울로 올려 극. ,

장에서 공연하게 하여 영원히 남아 자연스레 전통극 으로 발전할 수 있기, (native drama)

를 바랐다 대청에는 평범한 재주넘는 사람과 춤추는 남자와 남자의 어깨 위에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소년이 한 장면을 공연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기생 또는 무희들이. ( )…

고전적인 자세의 화무 를 추거나( , flower dance)花舞 아주 오래 되어 잊힌 옛 전설 어느,

위대한 인물을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재현한 검무 를 추고 있었다(sword dance) . ( )… 그

다음에는 매력적인 소극 춘향전 이 뒤따랐는데( ) < (Perfume of spring)>小劇 춘향전 은, < >

한국의 첫 번째 극장으로 개관한 한성전기회사에서 중심 예제 로 서울에(main attraction)

서 공연하였다. ( )… 줄거리가 무대에서 묘사적으로 으로 제시되면 배우들(descriptively) ,

은 음악과 함께 무언극 의 형태로 이를 보여준다(pantomime) . 이것은 참 아름다운 소극

으로 유랑광대들의 레퍼토리와 거리가 먼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전통극장( ) .小劇
을 위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native theater) .595)

위의 인용문은 대한제국의 고문관으로 근무하였던 미국인 외교관 샌즈

(William Franklin Sands)의 기록 중 지방의 혼인잔치에서 대청에서 벌어진 무동놀

이 등의 광대연희와 실내에서 벌어진 항장무 등의 기생연희 광대패의 춘향, <

전 공연을 관람한 기록이다 샌즈는 을사조약 이후 귀국하였으니 그가 여행> . ,

도중 춘향전 등을 보았던 것은 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샌즈가 본 춘< > 1905 . <

향전 은 해설자 역할의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엮으면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무> ,

언극의 형태로 장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아마도 춘향전 의 줄거리를 엮고. < >

배역의 대사를 읊었을 이야기꾼은 광대화극의 연행자들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배역이 나뉜 무언극 형식에서 배우가 창을 부르고 간단한 대사를 낭송,

하게 되면 원시적 창극의 형태가 된다.596) 판소리 레퍼토리를 배역을 나누어



연행하였던 광대연희는 부르다레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쾌활한 사내들이 사라지고 나서 희극이 시작된다 불어로도 번역되었던 마른. <

나무에 꽃이 피다>597)를 상연했다 하루저녁에 한 작품의 두세 장만 공연하므로 전편을.

보려면 여러 번 봐야 한다 장면들은 일상생활의 수천 가지 세세한 사건으로 전개되는데. ,

마치 일본극과 같으며 대단히 긴 시간 동안 공연된다 조선 배우들의 연기는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동작을 이해하기 쉽다 유감스럽게도 처녀 역할은 남자가 맡는다 또 가장 큰 배. .

우가 처녀 역을 맡기 때문에 결국 단원 중에 목소리가 제일 걸걸하다.598)

에밀 부르다레가 관람한 공연은 유랑광대들이 연행한 심청전 이었다 심청< > . <

전 은 가면극 이후에 공연되었는데 이러한 연행순서에서 심청전 이 탈놀이와> , < >

분리된 별개의 공연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르다레의 묘사에서 이들은 남.

루한 옷을 걸친 무리였으므로 당대 명창광대들로 이루어진 판소리 형식과도,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청전 역시 두세 장의 짧은 연행이었다 마. < > . ‘

치 일본극과 같이 정적인 동작들로 이루어진 광대의 심청전 공연에서 여성’ < >

역할은 남성이 맡았고 간단한 대사를 낭송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으로 샌즈가 남긴 항장무 의 기록 역시 전통연희에 나타난 극적( )項莊舞
형태로 주목을 요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성천 지방 기방의 독특한 가무였. ,

던 항장무는 세기부터 등장하여 영 정조대 연행록 기록 성천 지방의 인상16 , ·

적인 가무로 다수 서술에서 발견되며 이후 한성의 기방과 진주 등의 지방의,

교방을 중심으로 연행되었다 항장무가 궁중정재 항목으로 포함된 기록은 고종.

년 년부터 발견된다10 (1873) .599) 항장무는 홍문연희를 줄거리로 항우와 유방 등

역할을 맡은 인물들의 대사가 곁들여진 기생의 검무로 조선 후기의 가무 중,

극적인 형식을 가장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무용극 이었다( ) .舞踊劇 600) 항장무



의 공연방식은 연원일록( ) (< 7580>)『 』燕轅日錄 奎 601)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항적이 말하기를 장사로구나 치주 와 돼지 어깨 쭉지를 주어라 라 하였다“ ! ( ) ” .巵酒
좌우에서 곧 치주를 주고 칼끝으로 한 조각 돼지고기를 질러 주니 번쾌가 붉은 입술을 벌

리고 흰 이를 드러내며 칼 끝의 고기를 입을 대고 먹고는 삼켰다 항적이 또 장사는 다. “

시 마실 수 있는가 라 하자 번쾌가 말하였다?” .

신은 죽음도 또한 피하지 않는데 비주를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저 진 나라는 호“ , ? ( )秦
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 죽이기를 이루 헤아리를 수 없이 하였으며 형벌 내리기,

를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하였으니 천하기 모두 그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회왕. (懷
이 여러 장수와 약속하기를 먼저 관중 에 들어가 평정한 자를 왕 삼겠노라 라) ‘ ( ) ’王 關中

하였는데 이제 패공이 먼저 진을 파하여 함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곳집을 봉하고 군, .

민의 호적을 정리하고는 추호라도 감히 가까이한 바가 없이 도리어 패상 에 주둔하( )覇上
여 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수고하여 공이 높음이 이와 같은데 봉작 의 상은 있지 않. ( )封爵
고 간사한 이의 말만 듣고 공이 있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망한 진나라를 잇는 것

일 따름입니다 적이 장군을 위하여 취하지 마소서. .”

그 말의 기개가 매우 사납고 위풍이 세차니 진실로 한 사람의 살아있는 번쾌장군을 그

려내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리 지르며 갈채를 보내니 항적이 멍하게 답하고는.

항장 등을 꾸짖어 물리쳤다.602)

항장무의 기록에서는 항장무의 기생 연희자들이 항우 항적 번쾌 등의 배역, ,

을 나누어 홍문연희의 서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춤과 대사로 사건을 이끌어간

다 한편으로 칼 끝의 고기를 베어 먹는 장면 등에서는 연기의 요소까지 항장.

무 연행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방과 정재의 인기 레퍼토리였던 항.

장무는 복설 협률사 시기부터 극장 공연 기록이 발견되며 이후 구극 연희와,

기생연주회 등의 인기 레퍼토리로 개항기 극장에 순조롭게 자리 잡았다.603)



심청전 춘향전 등 배역을 나누어 설명과 함께 연행하였던 광대연희 항< >, < > ,

장무 등의 무용극이 보여주는 등의 극적 형식의 전통연희는 개화기 이후 청인,

희극장 등에서 연행된 중국 전통음악극 형식과 함께 창극 형식의 발전에 영향

을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인용한 중국 전통음악극의 영향은 명창 강용.

환이 춘향전 을 창극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국의 연희에 많은 영향을< >

받았다는 기록에 담겨 있다 강용환이 한성지역 연희에 참여하기 시작한 본격.

적인 시기는 초기 협률사가 아닌 광무대와 원각사 운영기였던 점으로 보아604)

강용환 등의 판소리 예인들을 중심으로 분창 형식이 세련되게 다듬어져 연기적

요소가 강화된 창극은 년 광무대 시기 이후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07 .

창극이 극적 형태를 지니는 과정에서는 분창뿐 아니라 각 사태를 재현하는

배우의 역할 분담과 무대 위의 연기적 측면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조선인 대중.

극장은 이러한 판소리의 분창 형식에서 음률을 가다듬고 연기의 측면을 강화하

여 개량을 시도하였다 광무대의 경우 김창환과 송만갑을 교사로 타령 교. , ‘

수 를 통해 동기 를 교육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 ) .童妓 605) 광무대에서 연‘



극개량 의 방법으로 내세운 것은 판소리 분창을 토대로 연기를 가미하여 서’ ‘

사의 화출 을 시도하였다’ .

전략 은 에셔 야 라 고 으( )… 該演劇 電氣會社 傳管經起 光武臺 名稱 前記 才人等
로 을 얏 에 붓터 야①演藝 開場  再昨夜 下午 八時 開場 活動寫眞 數回 演戲
한 에 를 의 와 가 을後 春香歌中數回 演劇 才人等 唱歌 技藝 天然的 眞境 畫出
거니와 의 를 하고 이가② 十二歲女 蓮花 上丹 形貌 換出 十一歲女 桂花 春香 再生

듯 를 모 할 더라 가 야 히, ,③ 百般悲歎 狀態 出  唱歌 彈琴 僧舞 無非絶妙 可
에 을 거시라 이 의 를 며 가.歌舞場襄 第一等 占據 一動一靜 觀覽者 喝采 供 傀磊 換

할 에 로 을 하니 은 한 이④出 時間  留聲機 歌曲 送奏 春香傳 傳來 特異 行蹟  但
가 로 고 을 함이 바이러니 에 를倡優 唱歌 敷衍 其眞像 未睹 槪歎 今 其活畫 快睹

니 고 거니와 도 이 眼界 恍然 心地 豁如 演戲場進步 其影響 亦是 國民發達
에 의 가 에 치 아니 지라 을及 此才人等 技藝 他國 讓頭  觀覽 盛況 略記
야 를 노라.讚揚 辭 附陳 606)

광무대의 연행은 저녁 시부터 짧은 활동사진 수 편을 관람한 후 춘향가를8

회 별로 나누어 그 일부를 연행하였고 뒤이어 창가 탄금 승무의 공연이 이어, , ,

졌으며 인형극, (傀磊 은 유성기로 반주하였다 전체적으로 광무대의 개막공연은) .

활동사진과 유성기 등 근대적 매체로 재현되는 시청각적 문화상품과 전통연희

각종 예제 공연이 어우러지고 인형극의 반주를 유성기로 대체하는 등의 새로,

운 시도를 통해 이전의 전통연희의 종합적 공연물 형식을 보다 확장하는 공연

이었다.

광무대 개관 공연의 중심에는 춘향전 의 짧은 장면을 극화한 창극이 놓여< >

있었다 광무대 개관 기념의 예목에서 명창을 내세운 판소리 공연은 보이지 않.

는다 이는 초기 협률사 시대 이후 극장예술의 중심이었던 판소리가 단형 창극.

으로 교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배치였다 김창환 송만갑 등의 명창에. ,

게 지도를 받은 계화와 연화는 춘향전 에서 각각 춘향 과 상단 의 역할< > ‘ ’ ‘ ’

을 맡았는데 이를 백반비탄한 자태로 표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춘향전 중, < >

비극적 정조가 농후했던 장면을 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세보 의.( )② 『 』

논자는 이전의 판소리에서 창우가 중요 장면에서 판소리를 통해 사태를 묘사하



는 데 그쳐 극적 재현을 통해 실감나게 재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광무대의 춘향전 공연에서는 이러한 점이 해결되어 기 활화 를 쾌도< > ‘ ( )活畫
하니 안계는 황연 하였다 고 언급한다 개화기 공연예술에 대한 언( ) ( ) ’ .快睹 恍然

급에서 활화 는 살아 움직이는 그림 모양으로 재현되는 서사재현의 의미를‘ ’

담고 있었다.607) 광무대의 개막공연 춘향전 은 춘향과 향단 상단 두 배우의< > ( )

분창과 극적 행동으로 비극적 대목을 효과적으로 연기하여 기존의 분창 형식,

에서 개량된 창극의 면모를 보여준 의미있는 공연이었다.608) 조선인 대중극장

의 연극개량은 여타 극장에서도 천명되어 사동 연흥사의 화용도 공연계획에, < >

서 창극 연출을 위해 대규모 창부들을 모집하였다는 기록이나 단성사의 설립취

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609)

년 경 조선인 대중극장에서 개량되었던 창극 형식은 근대 초기 조선의1907

극장문화의 토대 내에서 이루어진 자생적 연희개량 의 성과였다 한편으로‘ ’ .

이러한 광무대 등이 시도한 개량된 창극의 공연은 년 후 원각사가 주장한1

신연극 의 기획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신연극으로서의 은세‘ ’ . <

계 는 창극에서 보다 진일보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신연극 으로서의 의미> ‘ ’

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인구락부 연희장 원각사의 운영과 신연극의 기획·

년 월 개설된 관인구락부 연희장은 이후 원각사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1907 11

이자 관기를 관리하던 조직이며 활동사진 변사 연행이 처음 시작된 극장으로,

주목을 요한다.610) 관인구락부 연희장은 년 월 일에 조직된 관인구락부1907 2 10



의 활동을 바탕에 두고 있다.611) 관인구락부 운영에는 최상돈 김용제 등 협률,

사 복설을 주도하였던 친일 관리가 개입되어 있었다.612) 관인구락부는 궁내부

희대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면서 한편으로 관기를 관리하면서 궁내부 희대를 연,

습 공간이자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613)

년 월에 관인구락부에 설립된 연희장은 이러한 관인구락부의 연희 활1907 11

동을 확대한 것이었다 관인구락부 연희장은 사무원 송영필을 대표로 인가와.

함께 명의 기생을 고용하겠다는 청원을 한 것으로 보아 대중을 대상으로 한16

연희사업을 기획했던 것을 알 수 있다.614) 뒤이어 월 일 어의궁 안에 있던11 28

연희제구를 이전하여 관인구락부 연희장을 꾸미게 되었다.615) 관인구락부 연희

장은 같은 해 월에 경무청에 인가되어12 616) 각부 수행기생이 주도한 고아원 자



선공연 및 기타 기생연희가 이루어졌다.617) 관인구락부에서 벌어진 기생연희는

일등 원 전부터 원까지였고 전과 전 좌석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정 품1 50 1 , 50 30 , 2

의 관원이 매표소로 출근하여 관리하고 있었다.618) 이러한 입장료의 책정은 이

전 협률사 복설 협률사 시기로 지속되어 온 상층관객 대상의 극장영업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관인구락부에는 협률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관 출신의 자본가들이 극장에

관여하고 있었다 관인구락부 연희장의 운영에는 현영운. 619)이 개입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620) 현영운은 한미한 출신에도 일본어실력과 고종과 엄비의 총애로

출세하여 년의 시점에는 육군 참장에 봉직하면서 태복사장을 겸임하였고, 1907 ,

동시에 용산역부회사 사장에 재직하는 등621) 대한제국기의 대표적 친일대관으

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관인구락부 연희장의 연희활동은 년 월 일 중지. 1908 1 29

되었고 이후 희대는 대한협회의 회합 및 연설회 임시종두소 자선부인회 행사, , ,

등 다양한 용도로 월까지 사용되었다7 .

년에 이르면 통감부의 주도 하에 일본식 공연예술과 극장문화를 모델로1908

한 연극개량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

대 총리로 재직할 당시 일본의 연극개량회 년 월 을 주도한 인물로 연극(1886 6 ) ,



개량회의 제창자인 스에마쓰 노리즈미 는 그의 사위이기도 하다 일본( ) .末松謙澄
의 연극개량회와 같은 조직이 대한제국기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흐름,

은 융희내각의 대관과 대관부인들이 한성의 일본인 극장인 수좌나 원각사를 방

문하게 된 맥락을 이루고 있었다.622) 한편으로 위생경찰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

희단속이 이루어지게 된 시기 역시 년부터였다1908 .

이토 계열의 유력 인사와 대신 연극개량론자들이 망라된 연극개량회는 우수,

한 작품의 창작 극작가의 지위 개선 새 극장 건설의 세 가지 목적을 내세웠, ,

다.623) 현영운에 의해 관인구락부가 수리되어 원각사가 설립되고 이완용의 개,

인비서였던 이인직이 신연극을 내세우게 되었던 맥락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할

수 없었다.

원각사는 년 월 일 김상천 박정동 이인직의 주도로 관인구락부에 연1908 7 10 , ,

극장을 설시할 계획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일에 경무청이 설시를 허가하면, 21

서 본격적으로 창부와 기생 모집을 거쳐 월 일부터 공연을 시작한다 초창7 26 .

기 원각사는 명창 김창환을 비롯하여 명 가기 는 명의 진용으로 밤40 , ( ) 24 7歌妓
시부터 시까지 시간에 걸쳐 매야 공연하였다12 5 .624) 월 일 이인직이 일본연8 5

극 시찰차로 일본으로 떠나자 초기 원각사는 김창환에 의해 공연이 주도되었

다.

애초에 원각사는 은세계라 제 한 소설로 창부를 교육하여 시도하는“ ( ) ”題
신연극“ ”625) 공연을 위한 극장으로 구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은세계. < >

의 공연은 이인직의 도일과 준비 미비 등으로 미루어져 년 월 일에 개1908 11 15

막되었다 원각사에서 다수의 창부를 영입한 이유로는 창부들이 창극으로 대표.

되는 극예술 공연의 경험을 지닌 예인들이었다는 점과 신연극 은세계 가 판, < >



소리 가창을 삽입한 공연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각사가 김창환을 영입하였던 이유 역시 그가 광무대에.

서 창극 개량을 시도하였다는 점 역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원각사의 운영에는 친일 자본 및 운영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원각사.

의 운영은 초창기부터 년 월까지 명월관 관주였던 안순환이 맡고 있었1908 12

다.626) 안순환은 년 시점에서 송병준과 각별한 관계였다1908 .627) 송병준은 관인

구락부 시절부터 기생 연희의 개량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이후 김시현에서 안

순환으로 경영자가 다시 교체될 때에도 거론되고 있어 이 시기 원각사의 운영,

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28)

친일 대관의 극장영업은 년 협률사 복설 시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1906

었으나 원각사의 경우에는 양상이 달랐다 조선인 대중극장의 공연이 주로 전, .

통연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공연물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새롭게 등장한 창,

극은 춘향가 와 심청가 등 판소리계 레퍼토리를 창극화하는 시도를 벌이고< > < >

있었다 신연극 을 표방하였던 원각사에서 이 새로움은 일찍이 연극개량론. ‘ ’

에서 문제로 제기하였던 새로운 연극의 내용 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 ’

다 신채호의 용어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민지 와 민심 을 분기 시킬. ‘ ’ ‘ ’ ‘ ’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적 개화주의.

자들이 사설을 통해 원각사의 행적에 예의주시하였던 것 역시 이러한 층위에서

비롯되었다.629)

𰡔 𰡕

𰡔 𰡕



신연극 은세계 정치연설의 감각과 창극의 형식< > :

원각사의 신연극 기획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던 년 월 이전에 이미 소1908 7

설 은세계 는 대한신문 에 연재를 마친 상태였다.「 」 『 』 630) 정치소설 이라‘ ’

는 각제를 단 단행본 은세계 가 년 월부터 신문지상에 광고되고 있었1908 6『 』

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631) 이러한 맥락에서 이인직이 은세계 를 탈고「 」

하였던 시기는 년 상반기로 추정할 수 있다1908 .

신연극 기획을 주도하였던 이인직은 동경정치학교 출신의 친일적 개화지식인

으로 만세보 의 주필을 거쳐 년에는 대한신문 의 사장으로 재직하, 1908『 』 『 』

고 있었다 대한신문 은 을사조약 이후 실력양성 의 입장을 바탕으로 융. ‘ ’『 』

희내각을 적극 옹호하는 논조를 펴고 있어 지방의 관청에서 일괄 구독할 정도,

로 친일 친정부적 성격의 신문이었다· .632) 실력양성은 개화지식인들이 공유하

던 개화사상의 핵심이었으나 을사조약 이후로는 다수의 지식인과 단체가 일, ‘

본을 통한 실력양성 으로 굴절되어 갔다 을사조약 직후 망국을 통분했던’ .

황성신문 등 다수의 민간신문 역시 년 복간 이후 실력양성을 주장하면1906『 』

서 통감부의 대한시정개선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고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 ’ ,

하고 있었다 호남학회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대한자강회 역시 입헌군주제를. , , ,

소박한 대안으로 내놓는 실정이었다.633) 이러한 대한신문 의 노선은 무장투『 』

쟁의 필요성을 은연중 암시하며 실력이 있음은 환영하지만 실력이 독립보다‘ ,

먼저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유지하던 대한매일신보 와는 갈등’ 『 』

관계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다.634)



한편으로 신연극이 기획되었던 년은 일본의 침략정책이 정치적으로 보다1908

노골화되어 이에 저항하는 무장투쟁이 재개되었던 문제적 시기였다는 사실 역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년 월 일 이루어진 고종의 강제 퇴위와 월. 1907 7 20 7 24

일 정미 조약 체결로 군대가 해산되자 정미의병이 일어나 년 월에는7 , 1908 1 13

도 창의군이 한성 동대문 외곽까지 진공작전을 벌였고 작전의 실패 이후 각,

지방에 분산된 의병들은 년의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 시기까지 대도시1909 ‘ ’

를 제외한 조선전역에서 산발적 의병활동을 벌였다 은세계 의 후반부 의병. ,「 」

활동을 비판하며 고종폐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옥남의 서사는 이러한 의미에

서 년 당대 실력양성과 굴절된 개화사상 의병전쟁의 정치적인 내용을 소1908 ,

재로 한 정치소설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융희정부의 총리대신이었던 이완.

용의 개인비서 이인직의 입장에서 신연극 은세계 는 연극이면서 또한 정치연, < >

설을 무대화하는 기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신연극 은세계 는 기획 단계부터. < >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은 원각사의 신연극이 보여주었던 소재의 채택과 작품 안의 정치

담론을 분석하는 긴요한 배경이 된다 이인직이 주재한 대한신문 이 고종. -『 』

광무 융희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은 은세계 가 담고 있는 정치적 지향을- < >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아국 정치상 역사를 선거 할진대 압제정치로 생민 을 잔학하며 매관매작으( ) ( )先擧 生民
로 어두 귀면 을 취합하여 만조백관을 조직하여 정치가 무엇인지 법률이 하물( )魚頭鬼面

인지 부지 하는 위인 들이 만민의 고혈 을 흡취하여 소위 세도( ) ( ) ( ) ( ) (何物 不知 爲人 膏血 勢
에 납 하고 탄신세의 의 진헌 과 별입시 내시 와 액) ( {) ( ) ( ) ( ), ( )道 納 誕辰歲儀 進獻 別入侍 內侍

정 소속 의 인정 까지 일일이 지방관의 전례 가 되었는데 만일 차( ) ( ) ( ) ( )掖庭 所屬 人情 前例
등헌성 이 부족한 자는 어사 의 봉고 와 감사의 장파 가 입지( ) ( ) ( ) ( ) ( )獻誠 御史 封庫 狀罷 立至
할뿐더러 종로결장 이니 절도정배 이니 두문금고 이니, ( ) , ( ) , ( ) ,鐘路決杖 絶島正配 杜門禁錮
차등의 죄를 면치 못할지라.

관 할지어다 아국 근년사여 피 민영휘 씨가 준민고택 하던 사( ) . ( ) ( ) ( )觀 彼 閔泳徽 浚民膏澤
적 이 소소 하며 조병갑씨가 위지부렴 하던 사실 을 역력 가수( ) ( ) , ( ) ( )事績 昭昭 爲之賦歛 事實

라( ) .歷歷可數 635)



탐관오리의 탐학을 서사화하여 아국 근년사 로서의 고종 광무시대에 벌어‘ ’ -

진 탐학과 정치 법률의 공백을 고발하는 것은 한편으로 융희시대의 발전상을· ,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은세계 의 전반부 서사가 정감사의 탐학을 다루고. ,「 」

이조이 이야기 가 위의 인용문에서도 언급한 민영휘의 가렴주구를‘ ( ) ’李召史
다룬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고종시대의 암흑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탐관오리의 서사는 그렇기에 생생한 동시대적 문제를 고발하는 서

사일수록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것이었다.636)

이인직의 은세계 공연은 년 월 일에 개막되었다 은세계 의 창< > 1907 11 15 . 「 」

작에 대하여 박황은 강원감사 정모의 탐학을 그린 실화로 최병두의 신원을 소,

청한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며637) 강용환에 의하여 최병두 타령 이, ‘ ’

마련되었다 서술한다 타령 은 일반적으로 개화기에 판소리를 가리키는 용. ‘ ’

어로 널리 쓰였고 최병두 타령 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 ‘ ’ 638) 앞서 언급

한 은세계 의 공연화 과정에서 강용환의 역할은 최병두 서사를 바탕으로 한< > ‘

판소리 곧 은세계 를 음악극화하는 과정에서 작창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 >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각사에서 시도된 일련의 신연극은 종전의 단형 창극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라 에 이 에 야( ) 再昨夜 惠泉湯主人 尹啓煥 氏 等 七八人 新門 圓覺社 前往 項
을 고 에 야 다가 가 얏다더演劇 壹體 玩賞 銀世界演劇 對 壹場駁論 風波 惹起

라.639)

마 이 에 의 를 다가( ) 惠泉湯主人尹 啓煥氏 等 七人 再昨夜 圓覺社 銀世界 觀覽 鄭監
가 를 야 에 야 가 에 을司 崔丙陶 押致 施刑奪財 景况 至 尹啓煥氏 座中 言 通
이 다고 에 을 야 의 를 의件 有 公佈 後 倡夫 金昌煥 呼 曰 貪饕官吏 歷史 一演劇

로 것이 더러 의 가 에材料 演戱 不爲穩當  其貪饕官吏 結果 終當何處 歸
야 고 으로 가 로 얏다 에 塲紛挐 該巡查 門外 逐出  該社長 安淳煥氏 其事件

야 을 케 얏다고 야 을 다더라對 他人營業 妨害  將次裁判 賠償金 徵出 640)

라 와 마 는 모두 년 월 일 발표된 기사이다 마 에서 윤계환이 관( ) ( ) 1908 12 1 . ( )

람한 장면인 정감사가 최병도를 압치하여 시형탈재 하는 정황 은‘ ( ) ’施刑奪財
은세계 의 전반부 최병도의 서사의 중반 정감사가 최병도를 감영으로 압치,「 」

한 직후 물고를 내고 가두는 장면으로 보인다.641) 윤계환이 이 장면에 이르기

까지 각항 연극을 일체 완상 하였다는 라 의 기사는 은세계 공연이 회장‘ ’ ( ) < >

별로 나뉘어 공연되었음을 보여준다.642) 이러한 구성에서 은세계 역시 조선< >



인 대중극장에서 벌어진 초기 창극과 같은 단형 창극의 형태를 연결한 것이었

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은세계 공연의 서사가 수 회의 장면으로 나누어졌기. < >

에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극적 표현이 아닌 해설자 등의 다른 형식을 통해 연,

결하는 형태였을 것이다.643)

또한 영선군 이준용이 창부를 불러 꾸짖은 사건에서 이 의“唱夫 等 鄭監司
던 을 으로 ”貪餐 不法 歷史 打令 論駁 呼唱 644) 불가하다고 기술한 맥락에

서는 은세계 에서 최병두가 정감사의 탐학을 힐난하는 장면의 연출이 주로< >

타령 으로 표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준용이 지적한 타령 부분‘ ’ . ‘ ’

이 원작소설에 노래가사 형태로 삽입된 가요를 의미함인지 아니면 최병도나,

본평부인의 대사를 판소리로 표현한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은세계 의 공연이 타령을 중심으로 공연되던 창극 형태였음은 확실하다< > .

회장 구성에서 극서사는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장면을 분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회장 구성이 연속적 구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공간을 지시하는 무대장치가 마련되어 관객들이 시간과 공간의 비약을 적절

히 해석하는 무대 관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원각사의 신연극에 이르기까지.

창극이 회장 구성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공간의 비약을 연속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극적 관습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신소설 은세계 의 전반부를 이루는 최병도의 서사에서 작가가,「 」

민요 또는 노래를 부른다 표시하며 가사를 삽입한 부분은 총 아홉 군‘ ’ ‘ ’

데에 달한다.



표 은세계 에 삽입된 가요[ 12] 「 」

은세계 에서 삽입된 가사는 민요와 시조로 모두 창부들에 의해 당대에 활,「 」

발하게 공연되어 왔던 가창형식이었다 이는 은세계 가 원각사에 모인 수십여. < >

명의 창부들을 활용한 음악극 형태의 공연을 기획하였던 흔적으로 주목된다.

또한 최부인의 억울한 심정을 서술한 장면에서 이인직은 청청하게 구름 속‘

으로 뚫고 올라가는 듯한 설운 사정 하는 소리 라 표시하여 가창연행을’ ‘ ’ ,

지시한 흔적이 보인다.645) 최부인의 발화에서는 조로 끊어지는 운율감과 반복4

된 어휘를 통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판소리 가창가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최부인의 설운 사정 은 작중인물 등장인물 의 감정을 가창. ‘ ’ ( )

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쾌한 가락을 바탕으로 한 민요와 달리. ,

춘향전 등 판소리의 가창에서는 진양조 등 느리고 높게 내지르는 가창을 통< >

해 비탄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음악적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형식은 최부.

인의 설운 사정 의 음악적 특징이 되었을 것이다‘ ’ .

신소설 은세계 의 공연화 과정에서 가창을 중심으로 한 전통가요는 큰 비「 」



중을 차지하였고 부분적으로 인물의 감정을 판소리 가창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흔적 역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신연극 은세계 의 공연은 신파. < > ‘

극 보다는 창극 에 보다 가까웠으며 이인직은 애초 창작 단계 서부터 민’ ‘ ’ , 
요 잡가 시조창 판소리를 아우르는 가창을 텍스트 안에 표시하여 은세계( ), , < >

공연을 음악극으로 만들고자 기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은세계 가 회장 구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창극 형식이었으며 민요 잡가< > , ·

등 전통가요를 중심으로 전개된 음악극이었다는 사실은 극형식의 측면에서 신

연극이 기존에 전개되던 창극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신연극의 새로움 은 어디에 있을까 은세계 의 새로움. ‘ ’ ? < > ‘ ’

의 맥락은 그 내용 정치연설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세밀하, .

게 분석하기 위하여 년 월 이후 원각사 에서 신연극 의 이름으로1908 11 ‘ ’「 」

공연된들을 아울러 살펴보자.

[표 원각사의 공연목록13] (1908-1909)



원각사에서 공연한 작품들은 은세계 구마검< >, < >649) 설중매, < >650) 이조이, ‘

이야기( ) ’李召史 651)로 이어지는 개화사상의 바탕에서 사회고발의 서사를 구현

한 작품군와 춘향전 수궁가, < >, < >652) 잡극 심청왕후전 한문연본 춘향, < >, <



전>653)과 같은 재래의 판소리 창극 작품군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인직이 대본/ .

창작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작품은 은세계 이조이 이야기 촉혼성< >, ‘ ’, < >

이다 줄거리를 알 수 없는 촉혼성 을 제외하면 이인직이 공연대본을 위한 소. < > ,

설로 창작한 은세계 와 신연극 공연을 위해 탐문하였다는 이조이< > ‘ ( )李召史
이야기 는 모두 탐관오리의 탐학으로 가장이 목숨과 재산을 잃고 남은 유족’ ,

들이 가장의 신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된 서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고종조 광무시대의 봉건관료의 탐학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실제 인물에 투영하-

여 고발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654)

이러한 정치고발의 서사는 은세계 에서 농부가 등의 노래가사를 개작‘ ’「 」

하여 정감사의 탐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과 최병두와 옥남의 발

화를 통해 정치연설 장면을 삽입하였던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은세계 에서 최병도와 옥남의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설에는 작품이「 」

담지한 정치고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옥남이 텬연히 나서더니 일쟝연셜을 

여보시오 우리동포 드러보시오 나 동포를위 야 공변되게 말이니 여러분이평심서긔  
고 자셰이드르시오 의병도 우리나라 셩이오 나도 우리나라 성이라 피 에 나라위/    

고 십흔 마음은일반이나 지식이 르면 일이 른법이라 이졔여러분 동포게셔 의병을  
이르켜셔 죽기를 헤아리지아니 고 시 일이 나라에 리롭고자 야 시 일이오 나라     
에 를 치려 일이오 말 좀 야주시오 동포의마음에 국권을 일은거슬 분 게( )…      
여긴 니진실로 분 마음이 잇슬진 먼져국권일흔 근본을살펴보고 장 국권이 회복   



될 을 거시 오른 일이라 우리나라 수십년 학졍은여러분이 치 던일이니/   
무르실리가 업스나 나 집에셔 당 던일을 말슴 리 그러 졍치에 나라가 엇지( )…     
부치 며 셩이 엇지부지 소 그럿케결 나라를 황제폐 게서 등극 시면셔 덕을     
혜아리시고 힘을 헤아리서서 나리힘 에밋쳐갈만 일은 일신개혁 시니 즁앙졍부에( )國力  

관 작 던 악습이업서지고 디방에 학 령 던 관리가 낫낫치면관이되니 륭희       
원년이후로황제페하게서 성의게 학졍 신일이 무어시오 여보동포들 드러보시오 우리/ 
나라국권을 회복 각이잇거든 황뎨폐하 통치하 에서 부지런히 버러먹고 자식이( ) 統治下
나 가르쳐서 국민의지식이 진보될도리만 시오지금우리 라에 국리민복 될( )   國利民福
일은 그만 일이 시업소 오 개혁 신 황뎨폐하의 만세나 브르고 국민동포의 만/ /    
세나 부르고 쥭 소

더니 옥남이가 손을 놉히 드러

황뎨폐하만세 만세 만세 국민동포만세 만세 만세/ / / / / 655)

위의 옥남의 발화에서는 앞서 언급한 운율의 고려나 반복적 어휘의 삽입이

아닌 긴 산문 형태로 서술되어 있으며 광무연간 부패관리의 탐학과 융희연간,

의 무장투쟁의 비판 일본을 경유한 실력양성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가 뚜렷하,

게 드러나고 있다 개화사상의 담지자인 최병도와 옥남의 입을 빌어 반봉건 개.

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치서사가 연설의 형식으로 무대 위에서 구현된다는

것 곧 산문대사를 드라마투르기적 음성 으로 연기하는, (dramaturgical voice)

연설 로 무대화고자 기획하였던 이인직의 구상은 창극의 형식과 구별되는‘ ’

새로운 방식이었다 신연극은 동시대적 사건을 소재로 반봉건 개화의식을 담은.

극적 서사가 무대 위에서 노래 와 연설 로 재현되는 연극을 구상하였다‘ ’ ‘ ’

는 점에서 새로웠다.

이러한 이인직의 구상은 일본 유학시절과 신연극 구상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접하였던 일본연극을 참조하며 다듬어졌을 것이다 은세계 가 시도한 노래와. < >

연설을 통한 동시대적 문제의 극화와 정치고발의 서사는 일본 메이지기 민권의

식 고취를 위해 시작된 일련의 정치적 연극운동과 닮아 있다 신파극의 원류가.

되는 일본의 개량연극 은 저자에서 연설을 중심으로 간단한 연극을 꾸며 공‘ ’

연하였던 낭인 민권운동가들의 연극인 소우시시바이 로부터 출발하였( )壮士芝居



다.656) 민권의식 고취를 위해 등장하였던 일본 메이지기 연행물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연설적 대사 방식657)뿐 아니라 노래의 형식으로658)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초창기 가와카미 오토지로 의 활동에는 이러한 두 가( )川上音二郎
지 양식이 섞여 있었다 가와카미가 시도한 초기 신파극의 구찌다테 는 애. ( )口建
초에 대본검열을 피하여 라쿠코 식의 음성연기를 바탕으로 한바탕 쏟아( )落語
내는 정치연설이었다 가와카미가 우키요테이 마루마루 라는 예. ‘ ( )’浮雲亭〇〇
명으로 벌인 라쿠코 공연에서는 민권의식을 주제로 한 라쿠코의 뒤에 옷페케<

페부시 를 불러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가와카미의 활동에서( )> .オッペケペー節
보듯 메이지기 일본의 신연극 의 전통이 나니와부시 라쿠코, ‘ ’ ( ), ( ),浪花節 落語
가부키 등 이미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공연예제들을 기반으로 정치적 연설

활동과의 접목을 모색하였다는 사실 은 중요하다.659) 서민적 감수성 음악성, ,

정치연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메이지기 일본의 정치적 연극 공연은 연설과,

음악 대중연희 형식이 뒤섞인 공연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인직의 은세계 와, . 「 」

신연극의 기획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연극운동의 모델 일본 명치기의,



개량연극과 정치적 예능활동을 둘러싼 음악극의 성격과 연설조 대사 동시대의,

사회 문제를 연설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던 극적 소재의 선택과 표현 대중적 공,

연예목과의 결합 방식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정된다.660)

그러나 이인직이 은세계 텍스트를 구성하며 염두에 두었던 연설 의 무‘ ’「 」

대화는 년 은세계 공연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1908 < >

으로 보인다.661) 창극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창부들의 입장에서 연설을 무대

화하는 방식 드라마투르기적 음성을 통해 사건을 재현하는 연극의 방식은 낯,

선 것이었고 연설을 무대화하는 공연형식의 유력한 모델이었던 일본연극 역시,

원각사 시대에 제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같은 정황은 은세계 공연 이후 원각사에서 일본연극을 모범한다 는< > ‘ ’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월 말 경 안순환이 원각사 사장직을 사임하고. 12

겨울한파로 휴관한 원각사는 월 일부터 공연활동을 재개한다2 21 .662) 재개된 원

각사의 공연활동은 춘향가 와 심청가 등을 창극의 형태로 공연하는 것이었< > < >

다 이어 이인직이 일본에서 귀국하는 시점에서. 663) 원각사 역시 공연활동을 재

개한다.



원각샤가 졍이 군졸 으로 폐지 엿다더니 다시 드른즉 모든 연극은 일본법을 모범  
로 챵부와 공인들이 일삭위한 고 일본연극을 련습 즁이라더라.   664)

역설적으로 위의 기사에서는 일본연극에 대한 원각사 소속 전통예인들의 이

해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의 기사를 기준으로 약 한달 후 원각사. ,

는 문명한 각국의 연극을 시찰한 결과로 차 를 모방 하여“ ( ) ( ) ”此 模倣 665) 공연

활동을 벌이겠다는 광고를 게재하며 공연활동을 벌이지만 그 역시 전일에, “

하던 춘향가를 몇 마디 한 후에 그만 그치는”666) 것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객

의 지탄을 받았다 이같은 기록에서는 은세계 에서 일본연극의 영향이 그리. < >

크지 않았으며 연설을 드라마투르기적 음성을 통해 무대화하는 방법 역시 제,

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은세계 의 후반부 인물의 행위와 대사 연설로만 표현되었을 옥, ,「 」

남의 서사 역시 무대 위에 구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연극 은세계 공연에. < >

대한 회고에서 역시 옥순과 옥남의 서사가 공연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

다.667) 은세계 를 통한 신연극의 시도는 탐학을 고발하는 정치서사를 판소리< >

의 형태를 빌어 표현하였던 계몽적 창극의 자리에서 멈추었다 은세계 는 창. < >

극 개량 흐름의 연장선에서 민권의식을 담은 메이지기 일본연극에서 제기된 개

화사상의 무대적 표현을 모색하였고 창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극서사의 구현,

이 시도되어 공연의 레퍼토리가 다양화되었으며 당대 사회적 메시지를 극서사,

안에 투영한 작품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극사적 위상을 평가

할 수 있다 조선인 관객을 대상으로 계몽적 연설의 감수성을 무대 위에서 구.

현하는 본격적 시도는 신파극과 변사 연행이 이루어졌던 년대 이후에야 가1910

능했다.



전통적 연희관람 성향 지속과 도시 상류문화 체험으로서의 극장가기 경험3. ·

이 장에서는 협률사 등장 이후 원각사의 신연극 시기에 이르는 무대구조와

각종 신문자료 및 신소설의 분석을 통해 이 시기의 극장문화와 극장가기,

에 대한 인식 관객성을 논하고자 한다(theatergoing) , .

개항기 대중극장의 관객들은 조선 후기부터 이

어지던 구술성 문화에 바탕을 둔 청각 위주의 관

람관습에 익숙하였고 이러한 성향은 극장의 좌석,

배치와 홍보 방식 등 극장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개화기까지 연희관람에서 유지된 청각적 감상의

태도는 포괄적으로는 독서부터 연행감상 전반에

걸쳐있던 구술문화적 전통의 연장선에 있었다 조.

선 후기 전기수 연행 등에서 볼 수 있듯 문자텍

스트는 주로 낭독의 방식으로 향유되고 있었다.

개화기에 이르러서도 골목에서 신문을 낭독하는

관습 등은 아직 문자매체를 청각매체로 전환하여

개인의 독서가 아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음독

으로 수용하던 구술문화적 흐름을 보여준다 우스.

다 잔운의 조선만화 에는 그러한 신문음독의『 』

풍경이 자못 풍자적으로 그려져 있다.

말하자면 조선에는 신문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데 조선인들 사이에는 신문낭독이라는 더욱 편리한 것이 있다 큰길로 나 있는. .

문 밖으로 대여섯 명이 모여들어 땅에 주저앉아 햇볕을 쬐면서 그 중에서 가장 박식한 자

가 어제 신문을 큰 소리로 읽는다 그 읽는 어조가 마치 경을 읽는 것 같다 일종의 가락. .

에 따라 끊어서 읽고 억양을 갖추어서 읽는다 긴요한 시사문제나 논단을 읽는 모습이 아.

니라 몸을 뒤로 젖혀 가슴을 펴고 때로는 담뱃대를 빨며 침을 뱉고 문에 기대에 유유히, , , ,

읽는 모습이 예전의 유학자처럼 보인다 듣는 사람도 혹은 턱을 괴거나 담뱃대를 물고 혹. ,

은 눈을 감고 경청한다 지나가는 행인을 보면서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썹을.

찌푸린다 혹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머리를 숙이며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모습. .



이 마치 묵회 를 하는 것 같다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행인에 대해서 우쭐한 기( ) .默會
분을 느끼는 듯하다.668)

우스다 잔운이 서술한 몸을 흔들며 신문을 읽는 습관은 경전의 독서행위‘ ’

에 남아있는 구술문화적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독립신문 에는 강원도 양구. 『 』

군수가 장날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글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문을 큰 소리

로 읽게 하였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으며,669) 년 인천의 박문회를 시작으1898

로 년 경성학당에 설치된 신문종람소에서도 낭독의 방식이 관철되고 있었1902

으리라 추정된다.670) 구술문화는 동시기에 통용되던 문자텍스트의 양식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화기까지 널리 읽히던 방각본 고소설에서 나타난 서사.

구성화 방식671) 국문개화가사의 구술성, 672) 타령 극담 류 논, ‘ ’·‘ ( )’― ― 戲談
설 텍스트에 나타난 연행성673)은 구술문화의 흔적이 개화기의 문자텍스트의 생

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다.

근대적 관람과 근대적 독서는 청각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향유와 관련되어

있는 구술성의 전통에서 시각적이고 개인적인 독서 관습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었다 독서의 경우 구술성에 기초한 음독과 비개인적 독서 에서 문자성에. , ‘ ’

기초한 묵독과 개인적 독서 로의 이행은 서양과 일본 조선의 경우 전근대‘ ’ ,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향적으로 관철된 현상이었다.674) 근

대적 독서와 유사한 관점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감각정보를 종합하여 극적 서,

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몰입의 과정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닌 무대와,

관객의 상호작용에 보다 초점을 맞춘 조용한 관람 은 근대적 관람문화의 형‘ ’

성을 판단하는 일단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시각의 일원화 등으로 논구되는. ‘ ’

근대적 관람성의 맥락 역시 이러한 무대와 관객 중심의 상호작용 과정을 다룬

다.

그러나 극장문화의 경우 극장의 관람성이 공체험 에 바탕, (public experience)

을 두고 있기에 개인적 독서 와 완전히 대응을 이루는 관람은 불가능하다‘ ’ .

텍스트와 독자와의 관계보다 복잡한 상호관계의 맥락이 극장무대와 관객과의

관계 사이에 틈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화기부터 관객성향을 이루.

는 감각인식이 시각성 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기존의 논의는‘ ’ 675) 지역의

역사성에 따라 다른 감각 비율 을 지닌다는 문화인류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

년대 이후 감각인식론의 바탕에서 재고를 요한다 오히려 시 청각성을 위시90 . ·

한 여타 감각들의 추이 극장 안에 통용되던 사회적 관계 전통적 연희문화의, ,

흔적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람 안에 틈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

하다.

대한제국기 극장은 전통적 연희문화에서 악 으로 언급되던 청각적 향‘ ( )’樂
유 중심의 공연물을 실내극장의 레퍼토리로 채택하고 있었다 년 협률사의. 1902

등장으로 시작된 도시 실내극장의 레퍼토리는 세악 반주에 맞춘 가무와 정재,

판소리 잡가 등의 가창물이 공연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협률사의 경산사· . ‘

찰 고시 에서 협률사에서 단속하려는 대상이 기생 창부 악공이었다는 사실’ , ,

역시 근대 초기 연주와 가창을 중심으로 한 전통공연예술의 영향력을 보여준



다.

극장의 구조와 공연방식 궁내부 희대 공연을 중심으로:

협률사 운영기 희대의 무대구조는 청각성 중심의 향유와 계층적 질서가 통용

되었던 전통적 연희문화를 바탕으로 개항기의 실내무대공간이 마련되었던 양상

을 보여준다 부르다레의 기록을 중심으로 초창기 협률사 희대의 구조를 살펴.

보자.

오늘 저녁에 한가한 틈을 타 극장에 갔다 서울에 극장이 있다 불과 몇 주전에 처음 생. .

겼다 희대 나 소춘대 라는 새로운 공연물을 하고 있는데 시적인 표현으로 봄. ‘ ’ ‘ ’ , ‘

날 웃는 집 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길가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입구의 우물 등에 놀라’ . ,

지 않는다 약간 조선 사람의 눈이 되고 나면 무심해지는 것인데다 궁전 입구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극장은 궁전은커녕 그 이름을 붙일 만한 모습도 아니다 안.

쪽 깊숙이 있는 작은 무대는 곡마단에 가깝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매표소에서 표를 받/

아 들어설 때 나무 계단을 기다시피 해서 올라갔다 이, . 위층 통로는 차라리 무대 코앞까

지 낮게 이어지는 유일한 단층 객석이다 가장 싼 좌석은 아래쪽 교향악단 곁인데 어찌. / ,

교향악단이라는 것이 그 모양인지 그 맞은 편 더 높은 자리가 등석이다 그리고 그 양! 2 .

모퉁이에 등석과 특별 예약석이 조금 높게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그 특별 예약석이 가1 .

장 나쁜 자리로 보였다. 하지만 비판하자면 끝이 없을 듯하니 차리라 지붕이 있는 극장이

라는 혁신에 주목하자 지금까지 연희는 모두 야외에서 진행됐고 배우들은 차일 밑에서. ,

땡볕이나 비를 피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건물은 대단히 허름하다 실내는 명을 수. / . 400

용한다. 무대와 첫 번째 객석 사이 공간은 프랑스에서는 교향악단의 자리인데 이 곳에서,

는 광대들이 공연을 펼친다. 무대 뒤의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우와 무용수들은 무대

를 오락가락하면서 배우와 관객에게 마실 것을 건넨다 한 형사는 더 잘 보려고 무대 단.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배우들로부터 바로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다 무대 막이 내려. . /

진 동안 실내를 둘러보니 장식은 빈약하다. 소박한 나무 의자에 붉은 싸구려 양탄자를 모

든 좌석에 방석으로 깔았다. 관객들은 자신들의 체온으로 몸을 덥히려고 바짝 붙어 앉았

다. 특별석에 놓인 두 개의 화로가 난방 장치의 전부였다. 조명은 더욱 초라하다 몇 개/ .

안 되는 전등이 어렵사리 큰 실내를 밝힌다.676)

676) 정진국 역 쪽mile Bourdaret , , 255-256 .É



에밀 부르다레는 년 월 경 협률사 희대의 공연을 방문하였다 그의 서1903 1 .

술에 의하면 초기 협률사 희대는 나무 객석으로 이어진 단층의 객석으로 무대, ,

의 좌우측 상층을 상등좌석 무대 정면의 상층 좌석을 중등좌석 무대 바로 앞, ,

의 악사석 곁을 하등좌석으로 구분하였고 좌우 상등좌석 등석과 특별예약석, (1 )

에는 화로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였다 좌석의 의자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붉은.

천으로 된 방석을 좌석에 배치하였다 부르다레가 언급한 객석의 규모는 명. 400

수준인데 이는 앞서 협률사 방 에서 매야 오륙백인, ‘ ( )’ “ ”榜 677)의 관람객을

언급하는 수치에 조금 밑돈다 나무 의자에 방석을 깔아 관객석을 마련하였던.

특징상 극장의 수용관객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협률사가 연희사업의 성세.

를 과장되게 광고했던 성향에 비추어 명은 희대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 600

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희대의 상등좌석은 무대를 잘 볼 수 없는 무대의 좌우측면 등퇴장로와 가까,

운 곳에 설치되어 부르다레의 눈에는 그 좌석이 가장 나쁜 좌석으로 보였“

다 특등석은 층에서도 특별히 높여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 연희공간에.” 2 .

서 관객의 계층이 높낮이로 구별되었던 것과 같이 협률사 희대의 객석에서도,

상등관객은 층석의 좌우측에 배치된 극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었던2

셈이다.678) 이러한 상등석의 배치는 무대가 가장 잘 보이면서도 한적한 자리에

상층관객을 위한 좌석이 배치되었던 서양식 극장 및 오페라 극장의 관습과도

다르다.

그러나 등퇴장이 용이하고 객석이 층으로 분리되어 있어 다른 관객들과 섞2

일 필요가 없고 무대와 관객석을 아울러 살필 수 있으며 층 객석 중 무대와, , 2

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소리가 잘 들리는 이 장소야말로 극장에서 과시적 관‘

람 의 요구와 청각 중심의 관람성향 다른 관객과의 분리를 원하였던 상층 관’ ,

677) 협사게방 황성신문, ,1903.7.16.「 」 『 』
의 로 보더라도 가장 된 을 하얏고 에 뽁스 를“ ‘ ’觀客席 構造 進步 形式 取 東西両側 設

한 것도 의 들의 을 샀던 것이다 윤백남 우.”( , 「備 当時 一部 上流階級 観客 好評 五十年前
리 국립극장 회 공연 원술랑 팜플렛 국립극장( ) , ‘ 1 < > ’, 1950, ,」國立劇場 圓覚社時代

쪽 백순재 원각사극장연구 중앙대 국문과 석사논문 쪽 재인용 윤백남6-7 . , , , 1974, 51 . .「 」
의 이 글은 실제 원각사를 임차하여 공연활동을 진행한 저자의 경력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다 원문을 인용한 논문은 백순재의 위의 논문과 조영규의 책 앞의 책 에서이. ( )
다 원문의 실물은 공개되지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다수 원문을 인용한 백순재의. ,
논의에서 글의 내용을 조영규의 논의에서 극장도면 사진을 재인용한다, .



객의 요구에 적당한 객석이었을 것이다 층 구조의 관객석의 배치는 장안사. 2 ,

단성사 등의 조선인 대중극장에서도 발견되며 개항기 대중극장의 상등객석 구,

조로 정착되었다.

협률사 희대의 무대는 대규모 연희자들의 기예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만큼 크

지 않았다 부르다레는 안쪽 깊숙이 작은 무대는 곡마단에 가깝다 고 언급. “ ”

하며 무대와 객석 사이에서 광대들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언급한다, .

글에서 언급되는 광대의 공연은 공던지기와 사람 피라미드 로 표현된 무동‘ ’

연희의 일종이었는데679) 이것이 무대 위가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교향악단 자“

리 인 무대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은 무대의 작은 규” ,

모와 함께 무대와 객석 사이에 무동연희를 할 만큼의 꽤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대의 설계는 관인구락부 시절 개보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기본적으

로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원각사 무대에 대한 윤백남의 회고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히 을 가질 만한 일은 의 가 의 에푸론“ ”特 関心 舞台 構造 西洋 所謂 式 突出
이 아니고 를 한 이다 그리스 에는 가. /純 中國式 舞台制 採用 点 勿論 時代 舞台

에 되는 도 있었으니中央 設置 樣式 에 된 을 한 것이一面 突出 舞台樣式 採用 怪
한 일은 아니지만 의 을 들어 말하는 의 가장 한 이기 때문에 여異 圓覚社 特色 中 重要 点

기에 하는 바이다.附言 680)

윤백남은 원각사의 구조를 회고하면서 서구식 돌출형 무대도 아닌 순 중‘

국식 무대제 를 채용하였음을 언급한다 작은 무대 세 면의 관객석에서 관람’ . ,

할 수 있는 구조 관객석과 무대 사이에 무동연희가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있,

는 배치는 중국의 희대 무대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무대공간적 특성

이기도 하다.

680) 윤백남 우리 앞의 글 쪽 백순재 원각사극, ( ) , , 8-9 , ,「 」 「五十年前 國立劇場 圓覚社時代
장연구 앞의 논문 쪽 재인용, , 70 . .」



그림 과 그림 은 중국의 회관에 설치된 희대의 모습이다 서양식 무[ 18] [ 19] .

대공간과의 차이는 무대 좌우의 길이가 짧으며 무대 좌우편으로 관객석이 배,

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좌우 길이가 긴 무대를 구성하고 그 앞으로 에이.

프런을 조성하며 돌출형 무대라 할지라도 관객이 무대의 옆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객석의 위치를 조정하던 서양 근대 극장의 무대 및 관객석 배치와 다른

것이다 협률사 희대가 위치한 건물이 원형이었던 관계로 사각형 건물에 위치. ,

하였던 중국식 희대와는 달리 무대의 좌우측면으로는 그리 많은 공간이 배치되

지 못하였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협률사 희대의 좌석의 배치 역시 중국식 극장과 흡사하다 랴오.

번은 중국 전통극장의 좌석 배치를 신분과 지위를 고려하여 일반 평민과 거리

를 두어 체면을 지켰던 청대 계층적 질서와 관련시키고 있다.681) 관람효율보다

신분질서에 따라 객석이 배치되어 있었던 점은 협률사 희대의 객석배치와 유사



한 것이다.

한편으로 협률사 희대에서 중국식 희대의 무대 구조는 조선의 전통연희에 적

합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었다 궁내부 희대는 중국식 극장과는 달리 긴 좌석을.

배치하고 그 위에 방석으로 객석을 마련하였고 중국식 희대에 배치된 기둥과,

무늬목재의 천장 은 협률사 희대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藻井 682) 무대의

난간 역시 협률사 희대에는 없었다 중국의 경극 등이 입창 으로 연행하는. ( )立唱
것인 반면 한국의 전통연희 중 좌창 과 각종 전통악기의 연주는 앉은 상, ( )坐唱
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난간은 관람객의 시선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요소였을 것

이다.

또한 협률사의 희대에서는 객석 배치에서 서구식 극장구조를 참조하여 계단

식의 무대로 앞좌석과 뒷좌석에 높이의 차이를 두었던 관객석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극장의 객석구조는 중국과 일본의 극장과는 차이를 둔다 앞서 살폈던.

유길준의 서유견문 에서도 앞에서 뒤로 높이가 높아지고 객석마다 철제 의『 』

자가 마련되었던 서양 근대극장의 객석을 인상적으로 기록한 바 있다 중국 전.

통극장과 서양 근대극장의 구조가 절충된 희대의 무대 및 객석구성은 당시 운

영되었던 청인희극장 등의 중국극장의 무대구조와 장봉환의 미국 사행이나 민

영환의 러시아 사행에서 경험하였던 서양 근대극장의 구조를 참조하여 마련되

었을 것이다.

초창기 협률사의 희대에서는 공연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았다 대기실을 포함한 부대시설은 관인구락부 운영기의 개축을 통해 마련되었.

는데 윤백남의 원각사 평면도 그림 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20]) .

윤백남의 원각사 평면도는 윤백남이 년 극단 문수성을 이끌며 원각사를 대1912

관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그림 원각사 평면도[ 20]

윤백남 우리( , ( ) , 1950,「 」五十年前 國立劇場 圓覚社時代
조영규 쪽 재인용* (2007), 208 . )

위의 평면도에서는 원형 건물 뒤로 분장실 과 의상실 소도구실을 신( ) ,化粧室
축하고 이 공간과 무대건물을 잇는 통로를 신축하였던 흔적이 보인다 초창기.

희대에서는 대기실과 무대와 연결된 등퇴장로가 없어 연희자들은 관객들이 드

나드는 출입문을 이용하였으며 연희자를 위한 대기공간이나 분장실 역시 갖추,

어져 있지 않았다.683) 대기실이 없었기에 연희자들은 연행이 끝난 다음에는 관

객석을 거쳐 극장 밖으로 나가거나 관객석에서 다음 연행을 준비할 수밖에 없

었다 그렇기에 연희자는 극장의 관객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관객들은. ,

연희를 구경하는 것뿐 아니라 대기하고 있던 연희자 특히 기생들을 객석에서,

느긋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협률사 희대에서 이루어진 극장의 구조와 등석 관객석의 배치 등은 장안사1

와 단성사 연흥사 광무대 등 조선인 대중극장 무대에서도 비슷하게 통용되었, ,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성사 연흥사 광무대는 원각사에 비해 규모가 작. , ,



거나 공연장으로서의 구조가 불충분한 극장이었다, .

연흥사는 가설구조 소극장 단성사는 목조 소극장 광무대는 창고 건물을 개, ,

조한 극장이었다 단성사 연흥사 광무대 등의 조선인 대중극장에서는 층 객. , , 1

석은 뒤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구조가 아닌 수평형의 구조였고 층 객석에는, 1

긴 의자 가 마련되지 않았던 객석도 많아 중 하등 관객석의 관람효율은( ) ·長交
좋지 않은 편이었다 장안사 단성사 연흥사에서는 층 객석이 마련되어 있었. , , 2

고 상등객석으로 이용되었다 협률사 희대와 마찬가지로 연희자들을 위한 준비, .

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등석에 마련된 지배인석은 기생 등의 연희자가 대기1

하며 등석 관객들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지탄받기도 했다1 .

개항기 극장의 무대장치는 비교적 단순하여 무대공간을 지시하는 배경막은,

사용되지 않았고 극장의 무대막 역시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685) 무대막이 도입된 것은 관인구락부 시기 현영운에 의해 이루어졌

던 개축공사 이후부터로 추정된다 극장에는 야간공연을 위한 전기등이 가설되.

어 있었으나 무대공연을 위한 조명장치는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 연희자들의.

의상과 소품은 기생연희를 중심으로 제구를 갖추고 배역과 어울리는 의상을 갖

추었다 이러한 흐름은 관인구락부의 항장무 공연에 대한 우스다 잔운의 기록.

에서 엿볼 수 있다.

684) 윤백남 우리 앞의 글 쪽 백순재 앞의 논문, ( ) , , 6-7 , , ,「 」五十年前 國立劇場 圓覚社時代
쪽 재인용50-51 . .



막이 열리면 무대는 기생들로 가득하다 그 수가 사오십여 명으로 중앙에 두 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옆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서 좌우 각 이십 여명의 기생이 열 열로 조금, 2 , 3

불규칙적으로 늘어선다 일본의 연극과 같은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마치 파. ( ) ,…

출소 앞에 모인 군중들 같다 이윽고 붉은 중국풍의 투구와 갑옷을 입은 기생이 네. ( )…

명 나온다 그 전면에 붉은 히타타레 나 에서 입었던 일본의 옛 예복의 일. ( )[直垂 武家 公家
종 인용자 주 와 같은 옷을 입은 자가 둥근 의자에 앉는다 그 여자와 마주보고 오른쪽 열- ] .

앞에도 푸른 옷의 장군모습을 한 사람이 앉는다 붉은 의상의 배우와 나란히 문관풍의 사.

람이 한 명 앉는다 무대의 전면에는 기생 두명이 서서 창을 교차시키고 자세를 갖추고.

있다 왠지 홍문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홍문연이라고 한다 모두가. ( ) . ( )…鴻門宴
교대로 항우의 앞으로 나아가서 절을 하고 잔을 받는다 잔이 한 바퀴 돌면 무대에 있는.

오십여 명의 기생이 다 느린 가락으로 무언가를 부른다 그러면 반주 음악을 담당하는 사.

람의 피리 북 소리가 일제히 울려펴진다 이 부분은 다소 오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다 하지만 무대의 배치가 나쁘기 때문에 남의 집 좌식 연회를 울타리 밖에서 엿보는. ( )…

것 같다 항우도 패공도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범증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 .

는다 문을 상징하는 창을 든 기생 두 명 때문에 무대가 가득 찬 꼴이다 관객에게 보여주. .

고자 하는 배려가 없어 몰상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686)

그림 기생변장 의 연무자[ 21] ‘ ( ) ( )’妓生變裝 演舞姿
한국병합기념첩 배연형 쪽( (1910)) * (2005), 283 )《 》



위의 항장무 공연에서는 연희자의 배역에 어울리는 투구와 갑옷 관복 등을,

갖추어 입고 의자와 창 등의 소품이 공연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창을 든 기.

생을 통해 극중공간인 연희장의 출입구가 연출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소품과 연

기를 통해 관습적으로 극중공간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무대가 연출되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부채를 다양한 용도의 상징적 오브제로 활용.

하며 공연하였던 판소리나 중국 일본의 전통극 형식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던·

무대연출 방식이다.

한편으로 문을 상징하는 창을 든 기생 이 무대의 전면에 배치되었다는 점‘ ’

은 흥미롭다 기방이나 야외무대와 같이 무대를 사면에서 관람하는 연희공간에.

서 이러한 배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객석과 무대가 마주보아 시선이 일,

방향으로 구성된 극장공간에는 부적절하다 이는 전통연희가 공연무대에 도입.

되는 과정에서 극장공간의 특성보다 전통연희에서 이어져 온 관습에 보다 의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극장공간을 염두에 두어 전통적 항장무 공연형식에서 변용되었던 요소로는

무대의 뒤편에 배치된 다수의 기생들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붉은 술이 달린 모.

자와 기생의 평상복에 노란 겉옷을 걸친 차림을 한 이들 기생들은 극적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가창을 하였다 우스다가 지적한 대로 양 군의. “

장졸을 비유한 것인지 연회의 자리의 시녀인지 아니면 반주음악을 담당하는 사

람 격인지”687) 모호한 이들 일군의 가기 들은 극에서 뚜렷한 역할을 부여( )歌妓
받지 않은 인물로서 극의 절대성을 해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생의 가창을 통,

해 항장무의 음악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전통적인 항장.

무는 춤과 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용극임에 반해 우스다가 항장무를,

오페라로 인식하였던 이유 역시 바로 이같은 가창을 중심으로 한 청각적 요소

가 강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항장무의 변용은 개항기 극장공간에서 이루어진 공연물들이 전통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가창과 반주를 중심으로 한 청각적 요소가 강화되어 극장 공

연물로서 재편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창극 공연을 위해 동원되었던.

다수의 창부들 역시 극적 재현을 위한 것보다 이러한 가창과 음악적 요소를 강



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기생의 가무를 엮어가기 위한 느슨한 서사의 공연형식도 마련되어 있었다.

우스다가 관람한 항장무의 뒤에 이어진 공연은 조선 후기 시정의 왈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편사 놀음이었다 편사놀음 공연은 평양감사가 등장하여 술( ) .便射
을 올리고 무사들이 활쏘기를 벌이는 느슨한 형식으로 시작하여 뭔가 있겠, “

지 하고 꾹 참고 보고 있어도 전혀 무의미한 사격으로 막을 내렸다.”688) 편사

놀음 공연은 기생 여명이 반주에 맞추어 화살이 과녁에 맞는 순간 이루어지40

는 가무를 즐기는 형식의 공연이었다 개화기 극장에서는 전통연희와 시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오락이 극장 안에서 재현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연희의 공,

연형식에서 이어져 온 관습을 바탕으로 가창과 연주 등 청각적 기호가 보다 강

화된 형태로 극장에서 연행되었다.

전통적 관람문화의 지속 개항기 극장의 유희적 과시적 관람과 유희공간으로서의 극장: ·

앞서 살핀 개화기 극장의 구조와 공연방식은 조선 후기로부터 연속되었던 전

통연희의 관습과 연희문화가 실내 극장공간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

던 흔적을 보여준다 협률사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을 관찰한 부르다레의 기.

록에서는 극장공간에 모인 관객들의 관람성향과 계층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년 협률사 희대 및 민간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자들에 대한 부르다1902

레의 인상은 소음 과 과시 였으며 관객석에 따라 계층적 문화적 차이‘ ’ ‘ ’ , ·

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맞은편 특별석에서 일가족으로 보이는 총각들이 짓궂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계집,①

애처럼 멋을 낸 차림이다 그들은 조금 뒤면 무대에 오를 무용수 명월 밝은 달 계. ‘ ’( ), ‘

옥이 에게 이제 막 웃음과 추파를 던진 참이었다 그들은 검은 말총 모자를 썼다 여덟’ . / .

겹으로 짠 그 멋쟁이 모자라면 돈주머니가 두둑해야만 착용할 수 있다 그들의 비단‘ ’ .

옷은 짙고 울긋불긋하며 밤색이 섞였다 물론 양식으로 금테를 두른 고급 안경도 걸쳤다. .

다른 사내들도 보인다 이 한량들보다는 수수한 편으로 정부 공무원들인데 흰( ) / . ,… ②

두루마기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양반 의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연수정 알이 박힌 자기‘ ’



무늬테 안경을 착용했다 그중 어떤 안경은 지름 센티미터는 족히 될 정도로 큼지막하. 10

다 어두운 실내에서 이런 안경을 끼고 볼 수 있기나 한 걸까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 거. . .

만하게 굴면서 우월감을 채웠을 테니까 입장료 몇 푼 안 내고 들어왔을 장사치들이/ ③

이들에게 부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그들 곁을 돌며 아첨하고 또 실내 양끝으로 서로 불러

대곤 했다 관리들은 그때 막 비단 옷자락이 바닥을 쓸어대는 거동으로 우쭐해 하며. ④

도착했다 극장은 이들에게든 배우 광대에게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 ,

문이다 아래층은 훨씬 조용하고 수수하다 푸른 두루마기를 걸친 용감한 여인은 수. / .⑤

줍게 빈자리를 찾아 들어오더니 걸상에 앉는 것인 줄 모르고서 마룻바닥에 편안히 주저,

앉았다 그녀는 맨 앞줄에 자리 잡아 이제 곧 그윽한 연주를 한 소절도 놓치지 않을 것. /

이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오가면서 여태껏 궁궐에서만 공연하던 이 유명한 무용을. / ,

보려고 안달이 났다.689)

개항기 극장의 관객들은 계층적 위계에 따라 관극태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등석 관객들은 소란하였고 등석 관객들은 비교적 조용하였다 옷. 1 2·3 .

차림부터 부유함을 자랑하고 소란을 피우던 젊은 등석 관람객들의 한 무리1

는 향락적이고 과시적인 조선 후기의 왈자와 유사한 풍모를 지닌다 이 곁( ) .①

에 공무원들로 추측되는 일군의 무리가 연수정 안경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고

대관들은 주요 관객이 모두 자리 잡은 이후 등장한다 반면 등 관( ) .( ) , 2·3② ④

객석은 등석보다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다 이러한 자료에서는 년 협률1 .( ) 1902⑤

사 시대의 극장이 조선 후기 연희공간과 비슷하게 과시적이고 소란한 공간이었

고 극장 안에서의 옷차림과 소음의 정도가 객석의 등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계층적 위계질서가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등석 관객들은 조선 후기 왈자의 연희에서 나타나는 과시적이고 향락적인

태도와 유사하게 고가의 담배 커피 과자 등의 기호품과 음식을 즐기며 연희를, ,

관람하였다 산천초목 이해조 대한민보. ( , , 1910.3.10.-5.31)『 』 『 』 690)에서도 이러한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이 신마마님 엇의계십시오닛가( )
신 웨 어셔왓나냐 신마마가내다 그게무엇니냐( )

이 예 져 예셔사환 아 올시다 이아 에서 리시종 령감게셔 가비차를 보 시며( )     
일긔가 치운 곡보식 마십시사 엿쥬라고 셔요  

신 에그 다졍도 셔라 이것슨 무엇니야( )  

금구지 권연 고 셔양과자올시다( )  691)

개항기의 극장에서는 상인들이 등석 주변에서 기호품의 구입을 알선하여 담1

배 및 간식을 알선하는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년 월의 협률( ) 1903 7 ‘③

사 방 에서는 극장에서 표값 교통비 야찬 담배에 소용되는 비용이 인당’ , , , 1

원에 달한다고 서술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소비되는 상등관객들의 기호품은2-3 .

대부분 당대 고가의 수입품이었다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금구지 궐. ( )金口紙
련은 물부리에 금색을 칠한 고급 궐련으로692)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궐련은,

상류 여성들의 기호품으로 선호되기도 하였다.693)

개항기의 극장은 상인들의 상행위와 호객 연희관람 중간에 연희자들과 관객,

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일으키는 소음 연희를 준비 중인 연희자들과 상층관객,

들의 대화와 추파 극장의 개장부터 계속 울려 퍼졌던 전통악기의 연주‘ ’, ,

상 하등 관객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로 소란하였다 이 소란한 분위기 속에서· .

관람의 초점은 무대와 객석 뿐 아니라 극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로 쉽게

이동하였다 관객들은 연희자들 특히 기생들 이 극장을 빠져나가는 뒤를 따르기. ( )

도 하였으며694) 연희를 준비하는 기생들이나 여성 관객들을 관찰하고 상층석, ,

에 자리한 대관과 기생의 추태 를 관찰하는 것 역시 극장관람의 일부였다‘ ’ .

개항기의 극장문화에서 극장관람은 아직 특정한 예제를 관람하기 위한 감상

의 행위라기보다 극장이라는 유희적 공간에 놀러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



다 년 협률사의 탄생으로부터 년대 대중극장의 구극 예제까지 오랜. 1902 1910

시간 유지되었던 종합적 연행물의 체제는 년 이후 창극이나 신연극 등이1907

대표예제로 선전된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년대 극장을 가는. 1900

행위는 극장의 연행물뿐 아니라 극장에 배치된 각종 볼거리의 관찰을 종합적으

로 의미하고 있었다.695) 감상 하기 위해 극장관람을 선택한다기보(appreciation)

다 볼거리를 두루 구경하는 의미에서 극장관람을 이해하였기에 개항기 극장에,

서 각종 예제의 장르적 차이는 예리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근대적 관객성은 시청각적 초점을 무대로 모으는 극장구조뿐 아니라 무대와

관객의 상호작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관객이 무대의 서사를 해석하며 감상하

는 극적 관습이 정착되는 과정과 함께 등장한다 협률사 공연과 궁내부 희대무.

대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항기 극장의 구조는 전통적 연희공간과 달,

리 일상적 공간과 단절된 특수한 공간이자 무대와 객석을 마주보게 배치하는

일방향적 시선의 공간을 창출하였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공간을 점유한 관.

객들의 관객성은 유희적이고 과시적이며 시선을 분산시켜 극장 내의 다양한 사

건들을 볼거리로 인식하는 전통적 관람문화의 연장선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희대의 구조는 관객석과 무대가 일면으로 만나는 프로시니엄 무대와는

달리 돌출형 무대였기에 무대를 세 방향에서 바라보는 객석구조를 지니고 있,

었다 이 과정에서 층 좌우편의 등석과 무대 좌우측 관객들의 시선 안에는. 2 1

연희가 벌어지던 무대와 함께 무대를 감상하는 여타 관람객과 연행 차례가 돌

아오기를 기다리던 연희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개항기 극장이 보여주는 시선.

의 분산과 소음 유희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근대 계몽기 프로시니엄 무대, “

구조는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고 모아내는 공간을 구성”696)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근대적 관객성이 형성되었다는 기존의 논의로 해명되기 힘든 것이다 개.

항기 극장은 전통적 연희를 관람하던 관람의 문화 계층적 질서가 통용되고 과,

시적 향락적이며 극장의 각종 볼거리들로 시선이 분산되어 소란하였던 조선·



후기 연희문화가 실내극장에서 연속된 독특한 관람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 극장관객의 형성과 관음증의 문화

부르다레는 협률사 공연에서 여성 관람객이 등장한 것을 특이하게 기록한다.

이는 초기 협률사 시대에 여성관객의 출현이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극장에서 여성관객층의 전개는 여성전용객석의 흐름을 통해 대체적.

으로 유추할 수 있다 년대 초기 협률사 희대의 극장 좌석에서 남녀좌석의. 1900

분할은 일어나지 않았고 남녀 혼석의 문화는 복설 협률사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697) 남녀혼석은 협률사가 상풍패속의 장으로 비판받았던 중요한

맥락이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의 흔적은 협률사 시기부터 소수의 여성관객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남녀석의 분할은 년 경 조선인 대중극장. 1908

자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동구안 단셩샤에셔 작일 밤에 각죵연희를 구경 남녀가 여명이나 되    
지라 그 샹층에 안즌 엇더 부인들이 례로 오좀을 누어셔 즁등에 잇 부인의 의상   
을 더럽게 고로 셔로닷토워 일쟝 풍파가 되뎟다더라. 698)

에셔 를 고 을 에再昨夜團成社 慈善演奏會 設 觀光人 納受 下午九時頃 婦人
이 야 이 은 야觀光室上廳 陷覆 上層婦人 雹落下層 下層婦人 猝被霹靂 互相磨

며 야 며 며 를 에着 互相踐踏 破傷頭部 披磨面相 或腰部脚部 不能屈伸 中
가 덜을 으로 야 을 야 에巡查 該婦人 狹門 驅出 蒙裳及首飾 太半見失 洞口大路 多數
이 고 야 은 이오婦人 或唫痛處 或蹇一脚 相扶奔走 其景况 便是赤壁江火攻

와 히 은 치아니 얏다더라南原府出道 如 幸 人命 致傷  699)

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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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실 상층석이 붕괴되어 관람하던 부인이 낙상하였다는 기록에서는 조선인’

대중극장의 좌석배치에서 여성관람석을 층과 층에 두고 상등 중등석으로 구1 2 ·

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인 극장에서는 당대 연극개량론에서 비판.

적으로 제기되었던 극장의 상풍패속론과 통감부 위생경찰의 풍기단속을 의식하

여 남녀좌석을 분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좌석의 등장은 개항기에.

여성관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항기 극장에 출입하던 여성관객들은 음부 의 사회적 지탄으로부‘ ( )’淫婦
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양반가의 소실과 기생이었다 양반가의 소실.

과 기생은 연희관람을 위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남성을 동반하여 극,

장에 갈 기회가 잦았기에 초창기 극장의 주요 여성관객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년 경성을 여행하고 지은 다카야마 교시1911 의 소설 조선 에서는『 』

초기 극장의 여성관객층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둘러본 바 일본인은 나와 고조뿐으로 장내의 조선인은 모두 신기하다는 듯이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또 남녀의 좌석은 엄밀히 구분되어 있어 여자 쪽 자리에도 의외로 많은 부. ,

인이 얼굴을 나란히 하고 있었다 홍 상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양반 등의 첩으로 정.

식 부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아까 원융사에서 보신 첩들 중에도 춘향전. ( ) “… 「 」

이나 재생연 이나 홍련전 등을 읽고 또 읽으며 울고 웃고 하며 하루를 보( )「 」 「 」再生緣
내고 밤이 되면 그른 식으로 극장에 가는 이가 많습니다, .”700)

위의 인용문에서 양반가의 소실들이 향유하는 문화는 독서와 극장가기였다.

고전소설 독서를 통해 서사적 공연물을 이해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소설 속 사,

건에 울고 웃고 하며 서사에 대한 감정이입에 능숙하였던 부호 여성 관람‘ ’

객들의 출현은 이후 일젼밤 연흥 에 구경을 좀 갓더니 구경은 커냥 울기를, “ ,
통가웃이나 울고”701) 오는 관객층 극서사를 해석하고 이에 감정이입하는 근대,

적 관객층의 맹아가 된다 이들 여성관객층은 독서체험을 바탕으로 이후 신문.

연재소설의 공연이나 가정비극류 신파극 공연의 주요 관객층으로 성장한다 그.



러나 개항기의 극장관람에서 소실을 제외한 정식 부인 이나 여학생 등‘ ’ ,

중 상류층 여성들의 극장 관람은 아직 제한되어 있었다 공적공간 특히 극장· . ,

과 같은 유희공간에 여성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음부 로서 사회적으( )淫婦
로 호명되는 일이었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극장관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

환시킬 만한 계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년대 극장의 연희자이자 관객층으로서 기생은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1900

었다 앞서 논의하였듯 극장은 기생의 연희장소였을 뿐 아니라 상화실과 연계.

된 삼패들이 매음업을 중계하는 영업장소로 종종 활용되었다.702) 유흥영업의

중개소로 극장이 이용되었던 사정은 삼패나 일반 기생뿐 아니라 기생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를 인정받고 있던 관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 .官妓

작년 년 인용자 주 까지는 관기만 백 명 이상이었고 궁중에 출입함에 있어 대신[1907 - ] 3

대관보다도 더 으스댔다 또한 그 관기는 연극장 관인구락부 인용자 주 의 관리인의. ( ) [ - ]…

허가를 얻어 연극이 끝난 뒤에 관객과 손을 잡고 관기의 집이나 요릿집 등에 갈 수도 있,

었다 하지만 정이품의 허가를 얻지 않고 남성과 관계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관기들.

을 모아서 그 앞에서 수치스럽게 훈계를 하고 군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 그래서, .

그들은 절대로 정이품의 허가 없이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703)

개화기의 극장은 관기 기생 삼패의 영업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 ,

따라 극장의 관객들 역시 연희자뿐 아니라 극장의 여성관객들까지도 기생으로

인식하며 관음증적 시선을 던지기 일쑤였다 특히 기생들은 신분을 드러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극장 내에서 남성관객들의 관음증적 시야에 쉽게 노출

되어 있었다 년대 붉은색 편복우산 과 검은색 신발은 기생의 상. 1900 ( )蝙蝠雨傘
징이었고 개화기 상화실과 극장에서 활동하는 기생들은 각각 구별되는 복장을,

지니고 있었다.704)

한편으로 기생의 옷차림은 기생이 소속된 극장을 홍보하는 수단이자 기생의



위계를 드러내는 기호이기도 했다 개항기 극장연희에 동원된 기생의 다수는.

관청에서 정식으로 가무를 학습하고 경우에 따라 벼슬을 받기도 한 관기 출신

이었기에 이러한 구별짓기의 욕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705) 상화실의 청원

으로 삼패들이 편복우산을 쓸 수 있게 되자706) 곧이어 복설 협률사에서는 협률

사 소속 기생들의 우산에 금박으로 자를 사면에 새겨넣을 수 있게 청원‘ ’妓
하였다.707)

이러한 배경에서 년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람자들은 극장을 연1900 ‘

극구경 과 함께 기생구경 을 하러 가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 .

속담에 원님도 보고 환 도 탄다 일테로 연극도 구경 고 부인셕에 갈보구경도 실컨  
겟드러 에 참 갈보다 만히 모여들어 아마 장안 갈보가 취군 나팔소리만 드르면 나모 

양으로 신이 졀도 내리 것이더라. 708)



이 기생구경 속에는 부인석에 앉은 여성관객들에 대한 관음적 시선도 포함되

는 것이었다 실제 극장에서 기생과 남성들의 추행이 간혹 기사화되고 있었으.

며 상화실의 삼패 등이 극장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극장 내의 관음증적 시선을 강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또한 대관 등 상등 관객들.

이 기생들과 합석하여 연희를 관람하는 현상 역시 부인관객석이 마련되고 풍속

경찰을 통해 극장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비판받았

다.709)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극장 기생의 옷차림이 곧이어 부인층 내에서 모방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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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 ) 勸學生 710)

년대 극장연희의 중심이었던 기생의 옷차림은 일부 여성 관람객들에게1900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위의 권학생 은 이러한 부인의 요구에 실소하고 말. ‘ ’

았으나 이러한 흐름은 극장이 이후 패션과 유행의 매개로 기능하였던 문화적,

징후를 보여주기에 주목할 만하다.

개항기 극장의 극서사 재현방식

다음으로 창극 등 서사 의 형태를 지녔던 극장예제의 극적 관습이 형성되‘ ’

었던 흐름을 살펴보자 전통공연예제 중 서사적 형태를 지녔던 판소리와 탈춤.

은 초기 협률사의 시기 고루 공연되었으나 대중극장 시기를 거치면서 실내극,



장의 예제로 정착하였던 것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단형 창극이었다 판소리.

는 협률사 이후 극장의 운영자들과 극장관람자들의 중심을 이루었던 대관 및

중인 부호층의 선호를 배경으로 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 정착할 수 있었다.711)

초기 창극과 단척 활동사진은 공히 서사가 촬영 으로 활동 하고“ ( ) ( ) ,撮影 活動
연역 으로 설명 하여( ) ( ) ”演役 說明 712) 무대에 표현되는 장르로 포괄적으로 이해

되었다 이는 종합적 연행물에서 장르적 특수성이 좀처럼 구별되지 않았던 것.

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창극 역시 서사의 화출 또는. ‘ ( )’畵出
활화 로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꾸미는 장르로 개괄되었‘ ( )’ ,活畵

다.

개항기 창극에서는 극서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설명해주는 해설자의

역할이 오랜 시간동안 존속하였다 또한 개항기의 창극은 은세계 공연까지. < >

회로 나뉘어 공연되었던 단형 창극의 형태로 종합적 공연물 체제의 일부로 포

함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개항기 극장의 극서사 재현방식이 정착되.

는 과정으로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 여러분에게 밝혀두어야 할 것은 당시 초창기의 창극 춘향전 과 오늘< >

의 춘향전 은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최초의 창극 춘향전 은 대사< > . < > ( )台詞
가 없었다 판소리 춘향가를 그대로 극중 인물에 의하여 연기하면서 소리 를 하였. ‘ ’ ( )唱
다 해설 창은 지금의 도창 형식으로 도창역을 맡은 사람이 불렀고 대사는. / ( ) ( ) ,解說 導唱
고작해야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아니리 정도였으니 대사 없는 서양의 오페라‘ ’ ‘ ’ ,

를 생각하면 독자의 이해가 갈 줄 안다( ) .歌劇 713)

창극에서 해설자 도창역 의 역할은 극적 서사의 진행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창극의 도창은 소리나 아니리의 형태로 줄거리와 시공.



간을 관객들에게 전하며 배역을 맡지 않은 창부가 도창역을 맡는 것이 관례였,

다 극적 서사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과 비약을 수반하고 있으며 개화기 극장공.

간에서 이는 무대배경이나 장치의 변화 등으로 재현되지 않았기에 도창역의,

존재는 극서사 진행을 위한 창극의 극적 관습으로 정착하였다.

이와 함께 과장 단위로 구성되었던 단형 창극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 연속

된 하나의 짧은 장면을 중심으로 연행되었던 초기 창극의 관습을 보여준다 단.

형 창극 안에서 재현된 서사는 춘향이와 이도령의 작별 이나 어사출두‘ ’ ‘ ’

등 시간과 공간이 연속된 판소리의 인기 대목을 극화하는 것이었다 창극이 단.

형으로 개항기 극장에서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개항기 무대예술의 극

서사가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킨 연속된 장편 서사를 연행하는 극적 관습을 확

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연속된 극서사로 설명되기 위해서

는 관객들에게 시간의 경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가에 달려 있다 관, .

객들은 행위가 보여지는 장소가 바뀔 때 또는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때에 극적 시간이 변화하였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다.714) 극서사가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변적 무대장

치를 통해 시공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등퇴장과,

대사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극적 관습이 필요하다 그.

러나 초기 창극이 구비하였던 백포장과 백전구 의 무대장치는 극서사와 일‘ ’

치하는 구체적인 극공간을 지시하는 장치가 아니었기에 무대장치의 변화를 통

한 시공간의 변화를 알리는 관습이 정착될 수 없었고 도창역의 개입 역시 공,

연의 앞부분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직은 은세계 에 창작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가창 과 해설 도< > ‘ ’ ‘ (

창 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경금마을에서 강원감영으로 시간과 장소가 변)’ .

화하는 장면에서는 원주감영의 동요 와 이에 대한 해설을 삽입하고 강원감‘ ’ ,

영에서 최병도가 잡혀 옥살이를 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는 시간의 경

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심기를 하는 농부가 를 삽입하며 경금마을에서 최‘ ’ ,

병도를 찾아가는 최부인의 행로에서는 나무꾼 아이들의 노래 를 삽입하였던‘ ’

것은 초기 창극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극적 장치



였다 그러나 실제 은세계 의 공연에서는 장편화된 창극이 아닌 단형 창극의. < >

형태로 나뉘어 공연되었다 이러한 점은 당대 관람객들의 관람성향이 단형. ‘ ’

의 서사물에 익숙하였고 아직까지 시공간의 이동을 전제하는 관람관습이 정착,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창극에서 도창자가 등장하여 극적 서사를 설명하

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은세계 등의 신연극에서 단형 에서 장편, < > ‘ ’ ‘ ’

으로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킨 극서사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은 대한제국기 극

장문화에서 극적 서사를 재현하는 방식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이러한 극적 관습은 년대 이후 무대 위의 극서사를 진행하는 장치로. 1910

신파극과 활동사진에서 해설자 변사가 등장하는 과정의 맹아를 보여주기 때문/

이다.

상류 도시문화 체험으로서의 극장공간과 극장가기· (theatregoing)

초기 협률사에서는 황실극장 으로 극장의 정체를 홍보하였고 신문기사를‘ ’ ,

통해 협률사와 조선인 대중극장의 대관의 관람은 빈번하게 기사화되었다 이러.

한 흐름은 개항기 극장가기의 체험을 상류문화의 체험으로서 인식하는 문화적

이해를 자극하고 있었다.

이 저녁에 진짜배기 궁궐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예외적인 순서가 있었다 이 새로운 구.

경거리를 보려고 환장한 군중이 극장에 몰려들었다 드디어 작은 인형들이 나온다 머리. / .

는 가발로 틀어올리고 발까지 닿는 가짜 소맷자락을 걸쳤는데 적어도 색상만큼은 꽤 우,

아하다 악단은 조금 전보다 더 독창적이며 덜 야만적이다 그녀들은 친구들의 가슴에 불. .

을 지르는 추파를 던진다 이것이 공연의 마지막이었다 모두 출구로 서둘러 나가 무용. / .

수들이 인력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려 했다.715)

초기 협률사에서는 궁중에서 연행되는 관기의 가무를 극장연행의 중심에 놓

고 있었다 조선 후기 궁정의 가무는 상방 약방기생이 연희하던 기방이나 일. ·



부 사연 관기들의 사습과 같은 제한적인 기회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기에 극장, ,

에서 궁중의 가무를 관람한다는 것은 개항기 한성부민들에게 궁궐의 진짜배‘

기 공연문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초기 협률사의’ .

관객들이 보여주는 황실연희 궁궐 무용수에 대한 열광적 반응은 초창기 극장,

문화에서 황실 로 대표되었던 상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협률사‘ ’

가 지니고 있었던 문화적 이해를 보여준다.

또한 대관들의 연극관람이 활발해지며 극장은 고급관리들의 사교장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층에 마련된 상등 객석에 자리하던 대관들은 조. 2

선 후기 놀이판을 주도하던 왈자와 같이 과시적인 존재였으며 기생을 대동하,

고 적지 않은 찬조금을 극장에 기부하며 다양한 기호품을 소비하여 유희적 관

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복설 협률사와 민간극장 시기부터 신문지상에.

비판적으로 보도되던 대관들의 극장관람은 개화기 신문에서 비판적 어조로 다

루어지기 일쑤였다.716)

가 다시 드르니 일젼 져녁에는 몃몃대관이 복쟝 고 참례 야 즐거히 놀기도 시고 손( )   
펵도 잠이롭게 치시드라 니 이런 소문으로 인연 야 가 구경 는 사 이 만흘 듯 나    
지각잇는 사 은 통분 을 각 야도 응당 갓가히 아니 리라 더라.      717)

나 김부장집 월편에 사 헌 망건댱샤가 한날 아 에 저의 젼방에 안저머리를 흔들흔들( )  
하드라.

부장 자네 머리난 웨 흔들흔들 며 무엇을 그리보고잇나( ) 
헌망 별 미난 모르지만 연극장 광고를 보옵니다( ) 
부장 이즘도 연극장 구경군이 만흔가( )

헌망 신문을 보닛가 신 멧분도 구경 시고 이삼원식 긔부하신 걸이요( ) . 
부장 긔부난 특별이 주건이와 구경갑시 등분잇다지( )

헌망 예 상등에 이십젼 즁등에 십오젼 하등에 십젼식 한답듸다( ) . 718)



한편으로 개화지식인의 입장이 아닌 한성의 일반 부민들의 입장에서 대관의,

극장관람은 상층의 도락으로 극장이 성황을 이루는 징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

가 에서 대관들이 극장에서 재미있게 유희하였다는 소문에 다수의 관람자들이( )

극장에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점은 상층의 도락을 모방하기를 희망했던 관객

들의 심리를 지적한 것이다 나 에서 살펴볼 수 있듯 대신들의 구경 과. ( ) , ‘ ’

기부 는 개화기 극장의 성황을 나타내는 징표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 .

과정에서 개항기에 극장에 간다는 것은 상층의 도락 상류문화를 체험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으로 극장은 한성의 도시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었

다 상류문화의 체험공간으로서 극장의 문화는 한성에 국한된 것이었기에 지방. ,

민의 입장에서 한성의 극장을 간다는 것은 도시가 주는 특별한 문화적 혜택으

로 인식되었다.

▲언 부 에쾡퉁 니나나니 소 가자질어지게 다 風便     / ▲이거무슨쇼 오 初入
한사람인 잠 드르니억 츔이절노나고 이솟 것갓소京    神  그쇼리 곳은알/ ( ) /… ▲  

무엇 오시골셔온 이 번 면 되 닐 을터이니 마오 여보/ ▲ 兩班  求景 狼貝   求景生覺 求
돈이몃 이나드오그러케 만히들지안쇼 두냥이면 한번 한다 다景 百兩  葉錢 求景 

두냥들것가터면 우리 고 가면 넉냥밧긔 아니들것슬 무슨 라 오/ /▲ ▲葉 內子 狼貝 
마노라여보 갑시다 무슨 이오 나도 일홈은 모르나 쇼 만 듯고가오 밤중에/ ▲求景 求景 
오든니 불너나 에 처음죠흔 얏쇼그 이 몃날이나잇소 / ▲主人主人  生前 求景 求景 여

보마노라셔울와샬냐고와셔이런죠흔 지집은사셔무엇 오잇든집도파러셔 쇼求景  求景
날마다 넉냥 저녁먹고 나 다 로 야 지/ ▲ 葉錢 式 每日  內外  三月 五日 始 九月 百

을 마다 을 하고보니 그 이 을 다 얏쇼 집사랴고 시골/ ▲有餘日  求景   妓生 相關
서 논파라가저온 돈 을 다올려보 쇼 마노라 것을/ ▲ ㄴ葉 二萬兩   妓生相關
강 야 졔풀로 을 삼앗다든지 나 인/ ▲ 風流郞 一人 愛夫  江原道 麟蹄  求

에 밋처셔 돈도 업서지고 집도 업셔지고 계집도 업셔젓스니 무엇이景 大抵 求景處所
라 오 「 」 協律社 719)

초입경한 시골 양반이 만냥의 가산을 협률사 구경으로 흩어버리고 패가하였2



다는 위의 해학적인 기사에서 협률사는 금전을 잡아먹는 소굴인 동시에 어, “

깨춤이 절로 나는 문화적 매력을 지닌 공간이다 시골 사람의 입을 통해” .

서울 와 살려고 와서 이런 좋은 구경 한다 고 서술되는 극장의 매력은 도시“ ”

문화의 상징공간으로서 개항기 극장이 지닌 위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눈에서.

대관과 호화자제들이 불석천금 행락 하는 극장은 상풍패속이 아니라 시골“ ” ,

과 대비되는 한성의 신세계 를 상징하는 도시문화의 상징공간으로 자리하게“ ”

되었다.720)

취주를 듣고 극장에 가다 개항기 극장의 사운드스케이프:

대한제국기 극장의 등장은 도시의 저녁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위에서 인용.

한 시골 양반은 언뜻 부는 풍편에 악기가 자지러지는 소리를 듣고 극장이“ ”

라는 문화공간을 인식하였다 대한제국기 극장에서는 취군을 고용하여 극장 연.

희를 홍보하고 있었고 날라리 등으로 이루어진 극장의 연주는 극장을 개장하,

는 저녁 무렵 도시에 울려 퍼지는 사운드스케이프 로 새로운 한성, (soundscape)

의 저녁 풍경을 주조하는 청각적 감각이 되었다 이는 산천초목 의 서두에. 『 』

서도 드러나 있다

락산 허리로 두렷이 은 달이 반갑게올나온디 그달빗이 탑골공원 셔편마당에 반 들  
냐말냐 닛가 별안간에 네누나 나누나 나니누 네눈실 그나팔 뒤를 라 장구 소고 징 제금 
을 함부루 두다려내니 이 사동 연흥사애셔 날마다 그만 면 군 소리라 갓흔귀로   
갓흔소리 듯기 일반이언마는 엇던사 들은 두손으로 귀를막고 눈살을 잔득 그리며   

에잉 뎌놈의 소리가 나노 세샹귀가 듯그러워 사 이 살슈가잇나 긔왕 연극을 랴거  
던 력사적 학문뎍 으로 아무조록 풍속을 개량 거나 지식을 발달 만 것( ) ( )歷史的 學問的   
을 지안이 고 맛치 음담 셜로 남의집 부녀와 졀문자식들을 모다바리게 와굴을만   
드니 경무쳥에셔 웨 더 것을 엄금 지안이 누   



엇더 사 들은 나팔소리에 억 츔이나셔 져녁밥을 허동지동재츅을 야 먹으며 이/   
이동백이 김봉문이는 졍말명창이더라 난장이 요술도 신츌귀몰 던걸 나 밤낫보고 밤  

낫드러도 실치안니 것은 연흥샤구경이더라 속담에 원님도보고 환 도 탄다 일테ㄴ  
로 연극도구경 고 부인셕애 갈보구경도 실컨 겟드라 얘 참 갈보도 만히 모여들어 아  
마장안갈보가 취군나팔소리만드르면 나모양으로 신이졀로내리 것이더라 초마쓴계집. /
인력거탄계집 양복입은쟈 모쟈만쓴쟈 잘 긴쟈 못 긴쟈 때 로 작츅 야 사동넓은길이  々 
빽 도록 모여드러오 데 .々  721)

앞서 언급하였듯 개항기의 극장공연에서는 가

창과 연주 등 청각적 요소가 강화되어 갔고 개항,

기의 극장은 흔히 각종의 음악기 가 즐비한‘ ’

공간으로 상상되었다.722) 석양 무렵부터 극장에서

이루어진 악대의 연주는 대한제국기 한성 도시민

들에게 극장연희를 널리 홍보하는 방식으로 1900

년대 후반에 일반화되었다.723) 전통연희에서 사당

패의 길놀이나 유가행렬에서 세악을 연주하는 방

식 등 연희를 홍보하던 방식과 흡사하게 취군을,

극장에 배치하여 연희를 홍보하던 관습은 조선인

극장만이 지니고 있었던 독특한 연희홍보 방식이

었다.

산천초목 에서 취군의 연주에 대한 반응은『 』



대한제국기 한성부에 존재하였던 두 부류의 대중의 존재를 보여준다 취꾼의.

소리에서 음담패설 과 와굴 의 공간을 상상하는 대중들에게 극장은 여전‘ ’ ‘ ’

히 상풍패속의 공간이었으나 한편으로 일군의 무리들은 나팔소리에 어깨춤이,

절로 일어 밥 먹기를 재촉하며 판소리와 요술 기생구경을 상상하며 사동 연흥,

사 앞으로 빽빽하게 모여들어 한성의 밤거리를 걸어갔다.

신소설 삼각산 에서 취군이 연주하는 연극장의 호적소리 는 독수공‘ ’ “『 』

방대인난( )獨守空房待人難과 여관한등고향생각( )旅館寒燈故鄕生覺 을 일으키는 것”

으로 극장 개장을 알리는 날라리의 전통음률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였다, .724)

이 소리에 감응하는 이들의 존재는 도시의 문화공간이자 유흥공간이었던 극장,

가기를 애호하는 대한제국기 새로운 관람층의 형성을 보여준다 대한제국의 극.

장문화는 유흥공간으로서 극장을 인식하던 관람층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

었으나 한편으로 극장 내에서 개화와 계몽 의 문화를 찾기를 원했던 절반, ‘ ’

의 관중들을 어떻게 극장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년대 경성 극장의 문화적 혼효 와 종족공간적 구성. 1910 ( )Ⅳ 混淆

남 북촌 유흥 극장가의 조성과 극장 흥행업의 정착1. · ·

이 장에서는 한일합방 이후 년대 서울 지역 극장문화의 전개를 중심으1910

로 한성 에서 경성, ( ) ( )漢城 京城 725)으로 이행하며 나타난 정치 사회 문화적 변· ·

화를 배경으로 남 북촌 도시공간의 형성과 유흥가와 극장가의 전개 근대적, · ,

도시 여가공간의 조성 일본식 극장 흥행업의 정착 조선인 대중극장의 변화와, ,

흥행업의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726) 구체적으로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남촌 개

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년대 경성 도시공간의 변화와 도시 내 유흥공간의1910

확대 및 종족적 분화 근대적 여가공간과 여가 인식의 전개 흥행취체, , (興行取
제도의 확립 남 북촌의 극장건설 일본 순회극단의 공연활동 재경일본인) , · , ,締

극장자본가 및 흥행업자의 등장 대극장 전문활동사진관의 건설을 중심으로, ·

전개된 년대 극장 흥행업의 흐름과 조선인 대중극장의 운영 및 극장 흥행1910

업의 전개를 다루고자 한다.

년 월 일 한일합방조약이 서명되고 월 일 순종이 양국 의 조1910 8 22 , 8 29 ( )讓國
칙을 내린 날 한성은 일본인이 보기에 의아할 정도로 별다른 소요 없이 조용,

하였다.727) 년부터 이루어진 통감부의 시정개선방침은 문명화 근대화 정1904 ·



책을 표방하며 개화지식인 사이의 비판적 지지를 획득하였고 민간에서는 망국,

의 현실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었다.728) 을사조약에 명시된 한국의“

부강지실 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보호국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추상( ) ”富强之實
적 문구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개화지식인의 전망 역시 망국의 상황에서 소멸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이후의 개화지식인들의 담론은 실력양성론과 구사.

상 구관습의 개혁을 주장하는 논의로 축소되고 있었고 그 모델은 메이지 유신·

기의 일본으로 상정되기 일쑤였으며729) 이는 년대 극장개량론에서도 마찬1910

가지로 전개되고 있었다.

한일합방으로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된 조선은 세기 초까지 훗카이도, 20 (北海
오키나와 대만에 적용된 방식 그대로 일본 제국헌법을 적용하지 않), ( ),道 沖繩

는 이법역 이자 참정권과 징병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식민지로 기획되었( )理法域
다.730) 초대 데라우치 총독 이후 군부에서 독점하게 된 조선총독부의 운( )寺内
영은 군정 의 연장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 .軍政 731) 동화 가 아‘ ’

닌 차별 로 기획되었던 년대 조선의 식민지배 질서는 제국 일본의 국민‘ ’ 1910

이었던 일본인과의 종족적 차별을 환기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은 일본( ) .國民
제국민의 식민지 인식 내에서도 삼남 으로 여겨지던 실정이었다‘ ( )’ .三男

지난달 일 한국병합 만감이 교차하여 글이 써지지 않는다 알고 싶은 것은 나의 류29 . .

구사 의 진상이다 사람들이 말하길 류구는 장남 대만은 차남 조선은 삼남이라( ) . , ,琉球史
고 오호라 다른 부현 사람들로부터 류구인이라 경멸받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 ,



않다.732)

조선인들이 겪는 종족적 차별은 식민지배제도의 정착으로 경성의 일본인 수

가 급증하게 되자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을사조약 이후 경성의 재경일본인 인.

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년까지 경성전체의 인구 증가율은 정체되, 1914-1920

거나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흐름은 년 무렵까지 이어진, 1920

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기준으로 년대 한성의 인구는 만 그 중 일. 1910 25 ,『 』

본인 인구는 만 내외였다6 .733)

러일전쟁 이후의 재경일본인의 폭발적 증가는 년대에 들어 조선인과 일, 1910

본인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계층화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년 경성거. 1911

류민의 출신지 통계에서 재경 일본인 수가 명이 넘는 상위 개 지, ( ) 1,500 9在京
역은 야마구치 후쿠오카 도쿄 나가사키 오이타( ), ( ), ( ), ( ), ( ),山口 福岡 東京 長崎 大分
구마모토 히로시마 오사카 사가 로 야마구치( ), ( ), ( ), ( ) ,熊本 廣島 大阪 佐賀 734)와 도



쿄 오사카를 제외하면 모두 규슈 지역이다, ( ) .九州 735)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도한

한 일본인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선은 중류 이상의 생활을 쉽게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공간이었다 일제의 내부식민지로서 정치 경제적 차별. ·

을 받고 있었던 규슈 지방민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하층민들의 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년 설립된 동양척식회사 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1908 ( )東洋拓殖會社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출신의 일본인들에게 식민지에 새로운 정착지를 주는

것으로 조선행 여비를 보조하는 것부터 거주지 마련과 장기 저리의 융자를 알,

선하는 사업을 벌였다.736) 한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하층민들은 한일합방을 전

후하여 조선 상류계층을 물리치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기를 공공연히 표명하였

고 고향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일본인 빈민층 역시 고향을 등지고 조선에서 재,

기를 꿈꾸었다.737) 통치기관의 관료 및 식민경영을 위한 회사체의 직원 대다수

는 내지의 일본인들로 채용되었다 이들은 식민지배 제도 하에서 한성의 중상.

류층으로 성장하였다.

일본 본토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들은 내지‘

에서 실패한 자 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 대학졸업자 중 조’ .

선의 고급 일자리 관료나 사원 등의 자리를 주선하기 위해 노력하던 일본인,

청년들은 일본 제국 내지 의 엘리트 코스에서 탈락한 자들이었다, ( ) .738) 이러한 경



성 일본인 사회의 특징과 재경일본인에 대한 내지 일본인들의 차별적인 인식은

조선 에도 드러나 있다( ) (1911) .『 』朝鮮

규슈 등 일본의 지방 출신 모험적인 청 장년층 빈잔민 출신의 상민, · , ( )商民
계층 무위도식하는 유민 등 일본에서 지방민과 하층민 또는 실패자, ( ) , , ‘ ’遊民
로 여겨졌던 일본인들이 모여 만든 세대 경성 일본인 사회의 특징이 경성의1

일본 극장문화 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는 문화사적으로 흥

미로운 주제이다.740) 세대 재경일본은 사회에는 하층민과 실패자 라는 계1 ‘ ’



층적 특징 생계와 재기에 대한 강한 욕망 식민지의 삶에 명운을 건 낭만주의, , ,

유민 들의 향락적 풍조가 혼재되어 있었다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사실( ) .遊民
은 그들의 출신지와 계층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 재조일본인 으, ‘ ’

로 편성되어 제국헌법의 특권을 누리며 보호받는 국민 으로 성장하였‘ ( )’國民
다는 사실이다 식민자들은 애초부터 식민자들로 태어나지 않는다 재경일본인. .

들은 조선에서 형성된 외지 일본인 사회를 바탕으로 그 외부에 조선‘ ( )’外地
인 사회를 두면서 조선인을 최하급의 노동자로 고용하며 가업과 사회를 유지,

하였고 식민지 경영의 체험을 통해 일본 민중으로서의 제국의식을 형성하였,

다.741)

한편 일제강점기 전반적으로 조선 전체의 인구가 조선인 일본인 모두 지속, ·

적으로 증가한 반면 년대 경성의 인구 추세에서 조선인 인구가 감소 정체, 1910 ,

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자료에서는 경성 조선인의 인구 이입. /

유출 요인 중 인구유출 요인이 년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1910

다.742)

에 야 가 게 되얏슴은 의 에 한[1914]大正三年 至 人口 頓減 行政區域 改〇變更 依
것이오 은 의 가 으로 야[1915]大正四年 中流以上 朝鮮人徒食者流 物價昂騰 因 都市
의 에 치 못 야 을 기 으로 는 가生活 堪耐  比較的 簡易生活  容易 鄕村 移住 者 多

과 하얏 야 가 한 에 야는 의 과[1916] 由 〇 飜 人口 增加 大正五年 至 時勢 進運 經濟
의 에 야 의 이 으로써 의 가 과發達 伴 各種 事業 勃興〇 日本人 移住者 多 朝鮮人 勞

의 가 에 이오動者 移住 激增 由 年別表743)는 더라.如左 744)



위의 인용문에서는 년까지의 경성의 인구 감소요인으로 시구개정이1914 ,

년 경의 인구감소 요인으로 중류 이상의 조선인 도식자 주로 한일1915 ( ),徒食者
합방 이후 실직한 관료지주들이 지방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745)

한편 년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는 차 세계대전기의 경기호황 대전경기1916 1 ( (大
으로 일본인 이주와 지방의 조선인 노동자 인구 유입이 활발하였음을))戰景氣

지적하고 있다 년대 경성에 유입된 지방민들은 경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1910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년대의 재경일본인 인구. 1910

증가 추세에 비해 조선인 성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은 경성 조선인들

의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었다.746) 이러한 위기감은 년대 정치 경제 문1910 · ·

화 영역와 도시공간의 배치에서 종족적 차별이 점차 노골화되면서 더욱 증가하

였다.

년대의 남촌 개발1910

조선인의 입장에서 년대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정, 1910

치 경제 문화적으로 겪었던 차별적 위상이 노골적으로 관철된 시기였다· · .

년대 경성의 조선인 일본인 거주민의 차별적 위상은 경성의 도시개발에서1910 /

도 관철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남촌 중심의 도로망 개설을 중심으로 한.

경성 시구개정사업이다.

년 입안된 경성 시구개정사업의 골자는 용산과 광화문을 잇는 남북기축1912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이었다.748) 기 치도사업 은 황금정과 본정 등1 (1911-1917)



일본인 상업 중심지역의

도로망 정비와 광화문‘ -

황토현광장 남대문 용- -

산 을 남북으로 잇는 기’

축도로 개발에 중점을 두

었다 본정을 중심으로 남.

촌에 위치한 주요 도로는

대부분 등 도로로 개발1

되었으나 조선인 중심의,

종로 등지는 상대적으로

도로 사업에서 소외되었

다.749) 년대 신설된1910

도시전철노선인 황금정선 과 광화문통선 역시 이러한 남촌 중심의(1912) (1918)

남북 기축도로망 개수와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년대 치도사업을 중심으로 남대문통과 황금정 지역의 도로정비가 완료되1910

면서 남촌의 상업지역이 정비되었다 남대문과 황금정 구역은 년 대한문. 1912 -

광희문 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황금정길 을지로 이 건설되어 금융 상업지구( ) ·現
로 조성되었다 황금정선과 광화문통선의 순차적 개통으로 기존 도시철도 노선.

에 편입되며 이 지역의 대중교통 사정 역시 개선되었다 신설된 황금정길은 보.

차도 가 구분된 서울 최초의 도로였다 도로 개통 이후 남대문과 황금정( ) .步車道
교차지에 조성된 선은전 광장( )鮮銀前 750)일대는 동양척식회사 조선식산은행,

그림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23] < (京城市區改修豫定計畫路線
의 부분)> (* (1913)『 』圖 新撰 京城案內 747))



등 대규모 은행 및 회사가 들어서며 경성의 금융 상업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

이러한 과정에서 년대 경성의 도시공간은 남산 기슭에 위치하였던 조선1910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통치 공간 본정을 중심으로 기존 거류지에 건설되었던,

상업 공간 남대문과 황금정을 중심으로 한 신흥 금융 상업 공간 등으로 확대, ·

되며 일본인 상업지역과 거류지는 남촌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년대 건설된. 1910

일본인 극장은 남촌 개발로 조성된 상업 공간과 교통망 근처에 건설되었다 일.

인 극장은 남산북록에서 벗어나 남촌의 상업 거주지구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

새롭게 건설된 교통망과 연계되었다.751)

일본인의 유입과 상권 확대 경성 도시정비로 인한 남촌 시가지의 개발은 지가,

의 상승을 유발하였고 북촌의 지가 역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 .地價 752) 지대의

상승으로 경성에 이주한 지방민들은 경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었고 조,

선인 거주지와 상권은 경성 외곽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 극장.



은 북촌 및 서울 외곽 지역으로 조선인 거주지가 이동하고 남촌을 중심으로 지

가가 상승함에 따라 북촌 지역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년 이후 건설된 인사동의 조선극장 이나 종로 권상장1920 ( ) (朝鮮劇場 勸
과 같은)商場 조선인 극장 또한 남촌의 중심상업지구가 아닌 조선인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는 북촌 지역에서 영업을 전개하였다 년대 도시공간의 분화와. 1910

상업구역의 확대는 남촌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북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

어 있었다 남촌과 북촌은 경제적인 경계로 서서히 분화되고 있었다. .

각 정 별 일본인 분포 년( ) (1910 )町
그림 년 일본인 시가지의 변천 김종근 쪽[ 24] 1896-1910 (* (2003),211-215 )753)



유흥공간의 확대와 종족적 분화 유곽 상화실 요리옥의 전개: · ·

재경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년대 경성의 유흥공간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1910

고 일본식 유흥문화 유입의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이중 유곽 사창가, . ( )· (遊廓 私
요리옥 의 확산과 도시 유흥공간의 종족적 분화는 남 북촌 조)· ( ) · ,娼家 料理屋

선인과 일본인을 가르는 문화적 종족적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주목을 요·

한다.

러일전쟁 전후 조성된 신정유곽을 시작으로 건설된 경성 내의 일본식 유곽

건설은 년대 후반에 들어 용산의 도산정 지역에 설치된 도산유곽1900 ( )桃山町
년 이후 미생정유곽 의 건설과 남대문 지역의 소규( , 1912 ( ))桃山遊廓 彌生町遊廓

모 유곽지 건설 등 경성 전반에 걸쳐 확대되기에 이른다 도산유곽은 러일전쟁.

종전 이후 신용산에 건설된 한국주차군사령부 주둔지를 배후에 두고 있었

다.754) 신용산 건설에 따라 경성과 용산 간 철도왕래는 년 일 회로 증편1908 1 3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도산유곽 역시 년 사이에 유곽지를 형성. 1906-1911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755) 이후로도 유곽의 건설은 이어져 년에는 길, 1907 야정



정목 남묘 앞 언덕 곧 남대문정거장 바로 앞에 길야신지1 ( 1 ) ( ) , (町 丁目 南廟 吉野
또는 나카노신지 속칭 신지 가 조성되었다, ( ), ‘ ( )’) .の新地 中 新地 新地 756)

년대 일본식 유곽공간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뉘어1910

구성되어 갔다 신정유곽 등지에서도 조선인 유녀 를 두기도 하였으나 일. ( ) ,游女
본인 유곽에 출입하는 조선인들은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출입해야

했고 수상한 자로 의심 받기 쉬웠다, .757) 조선인들을 위한 대규모 유곽지는

년대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남대문역 근처로 난립한 조선인 대상1910 ,

의 유곽을 모아 남대문 병목정 에 유곽지를 조성하여 동신정( ) ( ,並木町 東新町 新
유곽을 조성하였고)地 758) 용산에는 미생정 바로 옆 대도정 에 조선인을( )大島町

위한 대도유곽 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조선인을 상대로 한 유곽의 건( ) .大島遊廓
설은 모두 년 경 이루어졌으며1919-1922 759) 년대 조선인의 유곽출입은 아1910

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년대 경성의 조선인들은 주로 시동1910 ( )詩洞 760) 등지에 마련된 조선인 사창

을 이용하였다 앞서 살폈듯 대한제국은 매매춘 단속의 일환으로 상화실( ) . ,私娼



의 영업지역을 시동 인근으로 제한하고 정기적 성병검사 등 관리를 시도( )詩洞
하였으나 상화실 영업은 이후로도 지역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관리되지 않았,

다 이로 인해 년대 경성에는 시동뿐 아니라 각지에 사창 과 색주가가. 1910 ( )私娼
난립하였다 년대에 이르면 시동의 출입 자체가 갈보집 가기 곧 매음. 1910 ‘ ’,

을 은유하는 것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년대 시동 지역에는 청인들이 운영하는 연극장 청인연극장 이 있었고1910 ( ) 762)

년 시동지역 상화실에서 자본을 합자하여 설치한 매독검사실 창기건강진단1907 (

소 이 위치하고 있었다) .763) 경성에 산재한 상화실의 중심지로서 시동 시곡( (詩
은 년 월 남부 훈도방 시곡 김명완 외 명의 기부들을 중)) 1908 6 ‘ ( ) ’ 47谷 詩谷

심으로 청원 인가한 한성창기조합 한성기생조합 의 모태가 될· ( , )漢城娼妓組合
수 있었다 한성기생조합은 년 월 원각사에서 자선연주회를 가지면서 공. 1909 4

연활동을 시작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던 대로 상화실의 가창교습은 년. 1905

부터 있었으나764) 년 자선연주회 즈음부터 한성기생조합 의 이름으로1909 ‘ ’

본격적인 공연활동에 나서게 된다.

유흥공간이 종족적 기준에 따라 나뉘어졌던 흐름은 년대 후반부터1900 1910

년대의 요리옥의 전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식 요리옥은 음식과 주류뿐.

아니라 기생 게이샤 를 대동하여 간단한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 ) ,藝者

〃



년 정문루 를 시작으로 화월 국취루 청화정1887 ( ) ( )· ( )· ( )井門樓 花月 掬翠樓 淸華亭
등의 일본식 요정 이 한성 각지에 자리를 잡으며 시작했다( ) .料亭 765) 게이샤를

불러 기예를 제공하는 것은 년 화월에서부터였다1888 .766) 일본 요리옥은 상등

요리옥과 하등 음식점 예기치옥 소요리옥 으로 분류되었는데, ( , )藝妓置屋 767) 예기

치옥은 본정 정목 장곡천정 태평정 등지에 계속 늘어나 년에 이르면1,2 , , 1907

경성의 요리옥 수가 개소에 이르게 된다 일본식 상등 요리옥 역시 번성하여64 .

욱정 정목에는 예기옥가 가 조성될 정도였다3 ( ) .藝妓屋街 768)

조선 요리옥은 조선 음식과 전통연희를 감상할 수 있는 유흥공간이었다.

년대 후반부터 신문지상에 광고하기 시작하는 조선 요리옥은 년 월1890 , 1903 9

일 황토현 황토마루 에 자리한 명월관 의 개업을 계기로 성세를 누렸17 ( ) ( )明月館
다 초기 사가 를 요리점으로 꾸며 영업을 시작한 명월관은 년 월. ( ) 1906 10 2私家
층 양옥 건물로 증축하며 국내외 요리와 각국의 술 담배를 팔았다, .769) 년1900

대 후반부터 명월관 등 고급 조선 요리옥이 영업을 시작하며 상등의 조선 요리

옥에서는 전통연희 공연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명월관은 년 대대적인 수리. 1907

후 고급 요리점으로 홍보하고 명창가동 정거복 을 요리옥에 고용하여 관객,‘ ’

들에게 상시로 연희를 제공하였다.770) 년대 고급 조선 요리옥은 구극의 중1910

심 연희자였던 기생과 악사 창부 등 전통예인들의 공연거점이 되었다, .

명월관은 내각 고위 관료 일본 및 내외국 관료의 접대와 같은 상층인사의,

연회까지 벌어졌고 학부형 치사회 졸업생 환영회 등 일반 이용객의, ( ),致謝會
연회까지 수용하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했다.771) 년 증축 후 층 여 호1912 3 20

𰡔 𰡕



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던 명월관에는 일반 손님을 위한 공간과 대규모 연희를

위한 공간이 구획되어 있었다 이후 기생조합과 권번이 조직되면서 조선요리옥. ,

은 기생을 청요 하여 공연과 유흥을 수시로 즐길 수 있는 상류 계층의 유( )請邀
흥공간이 되었다 고급 조선 요리옥은 경성의 주요 문화공간으로서 도시의 발.

전상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772) 년 경 경성의 일류 조선 요리옥1917

으로는 명월관 장춘관, ( )長春館 773) 태화관, ( )太華館 774) 혜천관 등이 운영, ( )惠泉館
되고 있었다.775)

주로 상층 고객들을 상대로 기생 가무와 판소리 전통악기 연주가 공연되었,

던 조선 요리옥의 전통연희는 특이하게도 요리옥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경성 하,

층 도시민들에게도 향유되고 있었다 명월관의 경우 층의 공간에는 유리창. , 3 (硝
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기생가무의 그림자를 멀리나마 즐기며 조선음) ,子窓

악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황토마루 건너편의 다리 와 황토현 광장에 밤마( )新橋
다 모여들었다.



조선요리옥과 연관되어 조선인의 고급 유흥공간으로 발전한 지역이 다동(茶
일대이다 다동이 위치한 소광통교부터 대광통교 사이는 조선 후기에 광통) .洞

방 으로 불렸는데 광통방은 다동을 중심으로 무교동 미동( ) , ( ), ( )廣通坊 武橋洞 美洞
등지를 포괄하는 지역이었다 장에서 서술하였듯 이 지역은 조선 후기부터 색. 2

주가와 기방이 밀집한 곳이었다.777)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다,

동과 무교동 부근은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시기 실업가와 관료 일급 상인,

의 주택가 곁으로 많은 소규모 요리옥이 자리하고 있었으며778) 상류층의 고급

주택가는 동 의 내부에 조성되어 있었다( ) .洞 779) 조선 후기 관기의 기부는 재력

을 갖춘 인물들이었기에 다동의 고급 주택가에는 대관이나 부호의 첩이 된 관,

기나 명기들이 자리하는 경우도 있었다.780)

년 설립된 평양출신 무부기 중심의 다동 기생조합과 경기1913 ( ) ( )無夫妓 茶洞
출신 유부기 중심의 광교 기생조합은 모두 이 지역을 조합명( , ) ( )京妓 官妓 廣橋

에 기입하고 사무소 역시 다동기생조합은 다동에 광교기생조합은 무교동에 두, ,

었다 다동 기생조합은 하규일 등이 무부기를 모아 궁중여악을 가르쳤던 조선.

정악전습소 년 설립 의 여악 분교실을 상다동( )(1911 ) ( ) ( )朝鮮正樂傳習所 女樂 上茶洞
에 설치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781) 다동 일대는 전통연희 학습장소가 마련되

어 있었고 기생조합 이후 권번 사무소가 기업 을 중개하고 있었으며 소, ( ) ( ) ,妓業
규모 요리옥의 공연이 이루어져 전통적 기업 과 유사한 예풍을 지킬 수( )妓業
있었다 매창불매음 의 전통은 기생과 삼패의 구분이 흐릿해진. ( ) 1910賣唱不賣淫



년대 흐려지고 있었으나 다동 일대는 전통적 기생풍류의 상징공간이자 유흥공,

간으로 이러한 예풍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782) 이를 통해 다동 일대는

종족적 유흥공간으로 자리하면서 한편으로 시동 등의 사창지역과는 차별화된,

고급 유흥공간으로 자리하였다.

년대 유흥공간이 종족적 공간으로 구성되었던 과정은 식민지 특유의 도1910

시공간 문화적 분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성 유흥공간의 배치는 남촌과 북· .

촌의 문화적 경계를 구획하는 특징 중 하나로 물리적인 경계라기보다 심상적,

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 .心象的 783) 년대 유흥공간의 분화는 유흥공간이1910 ,

감시와 통제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은밀한 기쁨을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종족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어울리기 힘든,

놀이 유희 공간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 ) .784) 식민지 조선의 유흥가와 극장 등

놀이 의 질서가 통용되는 공간에서 종족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지닌 존‘ ’ · ·

재들 검열과 단속의 주체가 되었던 일본인의 존재는 놀이판을 위협하는 적대,

적 요소였다.

년대 남촌과 북촌 공간의 분화는 경제적 분리로부터 유흥공간 분화에1910

이르기까지 종족을 기준으로 분리되고 있었다 남 북촌으로 나뉘어진 극장가. ·

역시 이와 유사한 종족 기준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유흥공간과 극장을 중심.

으로 구성된 북촌의 종족공간은 조선인 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공간이‘ ’

었다.



근대적 도시 여가공간과 근대적 여가 인식의 등장(leisure)

한편으로 이러한 남 북촌의 구획이 문화공간 전반에 이르는 강제적이거나, ·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었음은 주의해야 한다 년대 남촌과 북촌에 형성된. 1910

공원이나 유원지 박람회장 종교시설 등은 지배자 일본인 와 피지배자 조선인, , ( ) ( )

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년대 도시 여가공간의 확대. 1910

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근대적 여가문화의 전개는 앞서 논의하였.

던 유흥의 문화가 아닌 노동을 위한 휴식의 개념을 내포한 근대적 여가,

의 개념을 놀이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leisure) .

년대는 일본제국의 위용을 선전하는 관제행사와 다양한 근대적 여가공간1910

이 건설되어 이전 시기보다 근대적 도시 스펙터클이 한층 활발하게 제공되던

시기였다 조선통감부와 총독부는 북촌에 위치한 대한제국의 각종 궁궐을 훼철.

하며 문화적 여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 개조하였다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갖.

춘 창경원이 개장하였고 시정 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는 경(1909.11.1.), 5 (1915)

복궁의 만 평을 행사 부지로 삼았다7 2800 .785) 공진회는 조선 일본 기생의 각종,

연희와 마술공연786) 곡마단 공연 디오라마 관 무료 활동사진 등의 여흥, , , ‘ ’

을 제공했다.



년대 건설된 민간의 상업적 유흥공간으로는 년 다무라 요시지로1910 1912 (田
가 황금정 정목에 건설한 황금유원 이 대표적이다 평일은) 4 ( ) .村義次郞 黃金遊園

오후 시부터 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시부터 영업하였던 황금유원은 신사4 11 , 10

상점 음식점 유희장 활동사진관 황금관 연극장 연기관( ), , , , ( ( )), ( (神社 黃金館 演技
화단과 연못 원숭이 우리 각종 운동구 자동오락기계)), , , ,館 787) 술집 등, ( )酒場

구미최신식 각종설비 를 갖춘 루나파크 로 구성되어 있었다‘ ’ ( - ) .ルナバ ク 788)

공진회와 마찬가지로 대중 유흥공간 안에는 활동사진관과 극장이 들어섰다 연.

기관은 임성구의 신파극 등을 흥행하다가 년 월부터 광무대가 임차하게1913 6

된다.789)

년대 도심 내 대중적 여가공간이 건설되자 나들이 문화가 도시 생활의1910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창 과 원족 은 풍광이 좋은 유상처나. ( ) ( )消暢 遠足
사찰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부터 개화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놀이의 방식이었

으나 년대 경성 내 대규모 유흥공간이 건설되자 도시민들의 나들이 문화, 1910

는 특별한 이벤트나 상류계층의 유흥문화가 아닌 휴일과 주말을 선용하는 경성

부민들의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790) 야시 와 같은 새로운( )夜市



나들이 문화 역시 등장하였다 년 남대문통에서 시작된 야시 는. 1914 ( ) 1916夜市
년에는 종로로 확산되었는데 년 월 시작된 종로야시는 종래 종로 파고다, 1916 7

공원 앞까지 개의 점포가 들어섰고 야시사무소의 청원이 빗발치자 개시 이250 ,

후 열흘 만에 파조교 앞까지 노점구역을 늘려야 할 정도로 성황이었다.791) 야

시에 몰린 조선인 인파는 일본인들의 눈에 식민지 조선이 변화하는 징표로 보

이기도 했다.792)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민들의 여가선택 과정에서 극장가기

가 여타 근대적 여가문화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장에서는(theatregoing) ,

이들을 압도할 만한 색다른 볼거리 스펙터클을 제공해야 했다, .

한편으로 경성의 근대적 도시 유흥문화의 등장은 종전의 비생산적 유희로 치

부되던 유흥의 감각은 노동과 학문을 위한 휴식 곧 근대사회의 여가, (leisure)

개념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까지 한성의 밤거리는 극장관.

람과 색주가 유곽 을 찾는 일군의 대중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야시와 활동사진( ) ,

관 창경원 공진회 황금유원 등 근대적 유흥공간의 체험은 종전의 음탕황란의, , ,

문화로 치부되었던 도시의 유흥문화에 사회적 유용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홍을 강권하여 학교운동회를 구경시키더라 져 구경이란 것은 맘이 즐거워 흥. ( )… 
치잇게 보면 례사룬 일과 심상 물건이라도 이목에 드러와 졍신을 상쾌케 고 뢰수를 
쉬이게 지마는 793)

근대적 여가문화는 근대적 노동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서구 사.

회에서 산업혁명기를 거치며 노동시간이 육체의 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길어지

자 노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오락활동 도박, (

등 과 근대적 생활습속에 어울리지 않은 전통적 축제와 민간의 유흥문화는 억)



압된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노동을 위한 휴식을 전제로 한 계급적 여가문.

화 예컨대 중산층의 독서와 스포츠 파티 바자회나 노동자층의 뮤직홀 출입, , ,

등이었고 이러한 활동은 긴장을 해소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

전통적 유흥문화가 근대적 여가로 재편되는 여가의 합리화(the rationalization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of leisure) .79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년대 중반 이1910

후의 도시 스펙터클의 제공과 도시 여가공간의 발전은 종족적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합리적 여가의 개념과 공간을 창출하였다 근대적 도시여가공간의 경험.

은 종족성의 경험이 아닌 근대성 곧 문명 의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이 안에, ‘ ’ ,

모인 조선인들은 근대적 주체로서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년대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 시기의 조선인들이 근대적 도시 여1910 ,

가공간을 선용하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이보다 근대인 이 누리는 여가의‘ ’

공동공간으로서 공간적 합의 곧 문명 의 양식으로서 여가문화를 향유‘ ’, ‘ ’

하는 태도 를 공유되고 이를 놀라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여겨 종족적(manner) ,

인식을 압도하는 대중적 주체가 될 수 있었는가는 미지수이다.795) 르페브르가

지적했듯 교환의 장으로서 백화점 등 소비문화 자본주의 문화와의 결합은 공, ,

간적 합의로의 점진적 변화 곧 종족적 기원보다 근대적 대중으로서 자기를 인,

식하는 변화의 바탕이 된다 년대 중반 이후 경성의 인구성장과 주요생. 1920

산 소비층의 세대교체 근대적 소비 공간의 창출에 이르러서야 도시공간이 종· ,

족적인 경계에서 계층과 계급 대중사회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적 조건,

들이 갖추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년대 근대적 여가문. 1910

화의 흐름은 년대 이후 근대적 여가공간에서 일어난 탈 종족적 흐름을1920 ( )脫
예비하는 시기로서의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796) 또한 년1919



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개양상 역시 년대를 근대화 과정 일반뿐3·1 , 1910

아니라 문화적 충격 으로서의 양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 ’

다.797)

유흥 여가문화의 관점에서 년대는 종족적 유흥공간과 근대적 여가공간· , 1910

이 뒤섞여 있는 식민지 근대 특유의 문화적 기초가 형성된 흥미로운 시기이다.

종족적 공간과 근대적 여가 공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피식민자 조선인 의 특( )

유한 다중주체성 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어느 위치(multi-subjectivity) .

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한 지배자일 수 있지만 피지배자들은 근대적 공간 안에,

서는 보호색을 띤 근대적 주체의 역할을 충실히 연출하다가도 본거지로‘ ’ ,

돌아와서는 토착적 자아로 복귀하는 이중주체성 또는 다‘ ’ (dual-subjectivity)

중주체성 의 양상을 띤다(multi-subjectivity) .798) 대만의 경우 타이페이 의, ( )臺北
일본인 거주지구인 조나이 와 타이완인 거주지구인 조카이 지구에서( ) ( )城內 城外
의 이중생활이 일제의 동화주의 정책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거점이

될 수 있었다는 논의는 참고할 만하다.799)



이러한 관점에서 년대 근대화 식민지화 과정으로서의 극장문화의 변화는, 1910 /

대한제국까지 이어진 전통적 유흥문화가 일본 제국이 주도한 여가의 근대화 합(

리화 의 관점과 갈등하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년대 후반부터) . 1900

년대로 이르는 통감부 총독부의 일련의 유흥문화 통제와 흥행취체제도의1910 -

바탕은 바로 이러한 합리화 를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종족적 차이를 환기하‘ ’ ,

며 일본식 흥행문화를 이식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북촌의 유흥공간과 극.

장은 조선인들의 종족적 자기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

자 종족적으로 구성된 유흥 공연문화 안에 근대 식민지의 압력이 단속과 검열, · /

로 간섭하는 공간이었다.

공연 단속 검열제도의 정착과 극장의 위생문제·

년대 일제에 의해 전개된 유흥 극장문화의 통제는 유흥공간의 경우 각1910 ·

종 통제제도의 확립과 위생풍속경찰의 단속으로 극장의 경우 사전검열제도의,․
정착과 임검순사에 의한 공연장 검열 취체제도의 정착으로 이루어졌다 두 제· .

도 모두 일본에서 시행되는 규범을 준용하면서 조선에서 통용되었던 문화적,

인식이나 관습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일본식 유흥 극장제도에 맞추어·

유흥공간과 극장을 개편 단속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유흥통제에 관련한 일련· .

의 제도와 극장 검열제도는 조선인 대중극장의 검열 취체 과정에 복합적인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을 조선인 기생 창기 단속령과 흥행장 취체규칙의 전. /

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통감정치 이후 조선인 일본인 매춘업을 단속하기 위해 대한제국 경무청 경시/ (

청 은) 800) 조선인 매춘부와 일본인 매춘부를 분리하여 관리하였다 년 월에. 1908 9



공포된 기생단속령 경시청령 호 창기단속령 경시청령 호 을 근거로‘ ’( 5 ), ‘ ’( 6 )

조선인 관기와 기생 삼패의 관리는 경시청에서 맡았다 단속령의 시행 즈음인, .

년 월 일 경에는 약방 장악과에서 관여하던 관기관련 업무를 경시청에1909 9 15 ,

서 주관하였다.801) 조선인 삼패와 기생 관기에게 적용된 년의 두 단속령은, 1908

거의 유사한 내용이나 기생과 창기는 그 계급을 달리하기에 용어를 분리하, ‘ ’

여 관리되었고 시곡 시동 의 한성기생조합 한성창기조합 은 창기단속령에, ( , ) ( )詩谷
따라 단속되었다.802) 이어 년에는 다동기생조합과 광교기생조합이 결성되1913

기에 이른다 또한 년 월 예기작부예기치옥 영업취체. 1916 3 ‘ ( )藝妓酌婦藝妓置屋
규칙 경무총감부령 호 대좌부창기 취체규칙 경무총감부령’( 3 ), ‘ ( ) ’( 4貸座敷娼妓
호 월에 창기건강진단시행수속 경무훈령 갑 호), 4 ‘ ( )’( 40 )娼妓健康診斷施行手續
을 잇달아 발표하여 기생을 예기 로 작부와 같은 법령으로 단속하였다, ( ) , .藝妓

기생 창기단속령 시행 이후 달라진 것은 전통적 의미의 기부 가 해체· ( )妓夫
되고 경제적 예속관계인 포주 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관습적인 의미에, ( ) .抱主
서의 기부는 년대 말까지 존재하였으나1910 803) 제도적인 의미에서 기생을 신,

분적으로 예속하는 존재가 해체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기부제도의 해체에.

따라 기생조합 등 기부들이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나 조합의 구성면에서는 동,

직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체가 구성되었다 또한 무부기들이 활동하는.

다동기생조합 등이 조직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의 변화이다 다동기생조합.

은 하규일 등 전통예인 출신의 관리자들이 조합을 운영하되 그 구성과 조직에,

있어서는 기생조합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년의 일련의 취체규칙은 기생의 관례적 품위에 타격을 입혔다1916 .804) 법적



인 기준으로 기생은 작부와 다를 바 없이 되었고 일찍이 매음부에 대한 건강,

검사에서 기생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805) 관기의 후원자이자 기방문화의 지

지자였던 기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부들은 기생 창기 단속령이 시행된 직후. ·

기부폐지의 방침에 반발하며 교예강습소 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 )敎藝講習所
다.806) 조선 후기 중인 부호층 후원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관기의 기부들은 가,

무교육에 투자하여 기생풍류의 전통을 지키는 존재들이었으나 기부의 해체로,

기생풍류의 전통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생 창기단속령이 시. ·

행되고 기부제도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자 기존의 삼패와 무부기 등은 경성 내

유흥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지만 관기와 기부 등 전통적 연희문화 공연담당,

층의 위상은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극장의 경우 일본의 연예장 규칙을 준용하여 경성에서는 이사청령을 통해,

각 민단의 연예장 규칙을 운용하게 된다.807) 경성에서 최초의 흥행장 취체규칙

으로 발표된 규칙은 경성이사청령 호 로 호열자의 유향으로 경성 및9 (1909.9.21.)

용산에서의 흥행을 금지하는 포고령이었다 이 시기 가장 구체적인 극장 단속.

규칙은 부산 이사청령 제 호 극장요세취체규칙 에 제시된 부칙을 포함한1 ‘ ’ 11

개조의 취체규칙이다.808) 이외로는 년대 극장 흥행장 관련 취체규칙의 세1910 ·

목에 대한 규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언급한 흥행취체규칙의 대,

강이 적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몇 가지 단속규칙의.

흔적은 주목할 만하다.



표 년도 극장단속규정 관련기사[ 15] 1909-1915

위 표 에서 보이듯 이러한 단속의 기준은 년 월부터 월에 걸쳐 집중[ ] , 1909 6 7

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정미 조약 한일신협약 체결 의 부대조약으. 7 ( , 1907.7.24. )

로 마련된 기유각서 체결 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일제에 강탈되었던(1909.7.12. )

사정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포되지 않았고. ,

실제 극장의 운영은 일본 내지의 흥행장 취체규칙을 준용하고 일본 내지의 방

침에 영향을 받는 수준이었으며 단속의 범위와 기준 역시 풍속과 위생에 관련,



한 사항부터 취꾼관습과 같은 조선인의 종족적 문화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것이었다 년대 공연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졌는데 조선. 1910 ,

인 단체의 경우 공연장소가 모두 북촌에 몰려 있었으므로 경성 북부경찰서에서

주로 조선인 극장단속 및 검열업무를 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연희단속에서는 사전허가제와 각본검열이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

되는 반면 년대는 사전허가제와 각본검열은 그리 유용한 방식은 아니었다, 1910 .

구파연극의 종합적 연행물 공연에서는 문제가 된 전통연희자의 예제를 유사예

제로 교체하면 공연이 가능한 것이었고 각본검열 역시 전통연희 공연에서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매일신보 에 나타난 공연단속 관련 기사의 경. 『 』

우 대부분 임검순사의 단속으로 이후 징벌적인 금지가 내려진 것이었다.809) 신

파극은 사전허가에 의해 공연이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엄중문책 정도만이, ‘ ’

보인다.810) 신파극 공연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북부경찰서의 태도 역시 이에 한

몫을 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년 월 일의 기사 표 에서도 엿보이는 사전허가제도는 기생급창1909 7 9 ([ 15]) , 「

기 에 관 한 서류철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에( ) ( ) ( ) (88-17, )」妓生及娼妓 關 書類綴
수록된 년 일본에 파송할 기생공연 인허를 위한 청원서와 계약서1910 (1910①

년 월 일자5 11 )811) 년 월 원각사 극장주 신태범 의 주도로 원각1910 5 ( )② 愼台範



사의 기생연희를 개성에서 출장연행할 것을 인허받기 위한 청원서 년 월(1910 5

일자 에서 그 실제를 살펴볼 수 있다20 ) .812) 청원서에는 극장주 및 흥행사를 대

표자로 각 연희자의 성명과 소속 연희지역 간단한 계약내용을 기입해야 했다, , , .

연희각본에 대한 취체는 이루어진 것은 년 월 일부터이지만 전통연1909 7 13 ,

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공연물은 대부분 극서사양식이 아니었기에 줄거리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희각본 의 단속방식은 관. ‘ ’

할 경무과장이 순사를 대동하고 음탕연희를 하지 말 것을 효유 하는 식으( )曉諭
로 이루어졌다.813) 년대 구파연희의 공연금지 역시 연희자가 이전 임검순1910

사의 검열에서 단속된 경우 징벌적인 의미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814)

년대 조선 신파극이 공연되기 시작하면서 사전허가제의 양상은 간단한1910

줄거리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전개되었다 당시의 신파극 극장검열 및 당국의.

극장통제에 대한 사항은 이기세의 회고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𰡔 𰡕



신파극의 경우 각본검열을 위해서는 두 장 분량의 줄거리 개요 를 관할 경찰, ( )

서에 제출해야 했다 각본의 사전단속 기준은 자의적이어서 혁신단이 공연을. ,

청원한 제 아들을 죽이는 연극 은 풍속괴란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엄중‘ ’

주의를 줄 뿐 공연을 인허하였다.816) 이러한 년대 각본검열은 신파극에 우1910

호적이었던 당국의 방침과 결합되어 이기세의 말대로 신파극의 흥행 허가는,

수월한 편이었다.

풍속경찰과 임검순사가 담당한 극장에서의 위생단속은 종족공간에 대한 차별

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시행된 년대 위생경찰 제도는 위. 1900

생행정기구가 분리되지 않은 채 경무국 안에서 위생업무 전담 경찰관을 두는

조선만의 독특한 제도로817) 극장에서 공연시간과 소음 위생관련 취체 전염병, ,

에 관련한 극장의 예방 폐쇄 업무를 담당하였고 풍속경찰은 밀매음과 풍속, , ,

레퍼토리에 관한 취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이 둘의 경계는 모호하였다 공공.

시설 위생의 논리를 바탕으로 년대 위생관련 기사에서는 극장 특히 조선1910 ,

인 극장이 위생에 취약한 곳이자 전염병의 온상으로 비판받았다.

함을며밤다마 몃 명식모혀셔 억 를셔로비 고 긔운을셔로 통 연극쟝으로말, , ,  々  
면 십분쥬의 지어 근일각연극쟝의 졍황을시찰 건 경찰의취쳬로인 야 당쟝의눈, , , ,    
가림으로 쟝소를쳥결 다 나 그것도 체 그날과그 이오 하로이틀을지 후에보, ,     



면 모든사 의담 와 가 츔이며 기타의먼지가 케 히안고 검불이 면에 허터져, , , ,ㅅ    々 
서 곳한낫진 쟝소 를일우고 가진후이면 당직경관의말막음으로 쳥결을, ( ) , , , 塵芥場所  
다 것이 그와갓치츄잡 물건을 슬슬모터다가 한편구셕이나 그러치안이 면 자리밋흐, , ,  
로쓰러너흐니 이것이당쟝의 가식뎍청결 이오 진실 위 의쳥결은 안이라, , ( ) , ,假飾的淸潔  

겟도다 이폐단이 모다어 셔나옴이냐 면 연극을쥬관 쟈들의 상당 지식이업고, , , ,    
한갓어리셕은 각으로 일시경관의이목을 가리워셔 여러사 의위 이야엇더 던지 기,    
몃사 의 사쇼 리익만 취쿄져 이니 엇지 탄 바이안이리오, , ,     818)

위의 기사에서는 연극장 일반의 위생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 보이나 년, 1910

대의 위생검열이 주로 조선인 가옥과 공공시설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

면 조선인 극장에 대한 비판적 서술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인, .

극장은 재떨이와 타구가 부족하여 바닥이 더럽고 관객들이 방석을 준비하거나

구입하여야 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개항기 때부터 조선인 극장은 더러웠다. .

조선인 극장 안이 불결했던 원인으로는 일본인들이 극장에서는 신발을 벗는,

관습 을 두어 신발을 벗고 극장에 들어가는 반면 년대 조선인 대중극( ) , 1900下足
장에서 조선인들은 극장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연극을 관람하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819) 도로사정의 열악으로 극장의 바닥은 곧잘 더러워지기 일쑤였고 장,

내는 쉽게 불결해졌다 하족 제도가 조선인 극장에 도입된 것은 원각사. ( )下足
운영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각사 앞에는 발을 씻기 위한 용도로 마련된 우물이.

있었는데 이는 조선인 관객 중 신발을 신지 않은 관객들을 위한 것이었다, .820)

그러나 하족 관습과 극장의 위생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아 년대 후반까지1910

도 극장은 여전히 더러웠고 함부로 신발을 보관하는 관습 때문에 신발 보관은,

꺼려졌으며 조선인 극장 내 하족은 자주 무시되었다, .821) 하족관습은 조선인들



에게 불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위의 풍자적인 글에서도 나타나는 극장의 화장실 설치와 관리 문제 역시 위

생취체의 대상이었다 조선인 극장에서는 취체사무가 일본 흥행규칙의 영향을.

받았던 년 전후부터 극장에 화장실이 마련되기 시작되었으리라 추정된1910

다.823) 이전의 극장에 대한 기록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기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824) 관람객들은 개인용 요강을 마련하거나 분뇨처리를 위해 지정된 장소

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기에는 고종이 주최한.

연희에서도 요강이 사용되었다.825) 그림 의 원각사 평면도 윤백남[ 20] < >( ,



에는 입장석 좌우로 화장실 이 표시되어 있어 년대 후반부터 조1950)) ( ) , 1900便所
선인 극장에는 점차 화장실이 마련되어 이후 년대 대중극장에서 보편화되1910

어 있었다.

장내가 불결하고 화장실의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조선인들의 위생관,

념 부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극장공간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이 온당하다 야외에서 벌어지는 연희를 관람하는 방식에 익숙하였던 조.

선인 관객들은 극장을 완전한 실내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앞 장에서 언급.

하였듯 년대 대중극장 연희로 정착되었던 시정의 놀이 편사 놀음 등1900 , ( )便射
은 실제 극장에서 과녁을 설치하고 화살을 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년 광, 1912

무대에서는 씨름놀이가 이루어졌다.826) 또한 개항기 극장에서 난방기구는 등1

석에 제한되어 설치되어 있었고 날씨와 계절에 따른 극장휴업도 역시 잦은 편,

이었다 야외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전통놀이가 년대 초반까지 극장에서 이. 1910

루어졌다는 사실과 극장이 일기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은, ,

이 시기의 극장이 공간구조상 실내이지만 관객들의 인식에서는 실내와 야외공

간이 애매하게 중첩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극장을 타매하던 위생담론과 위생경찰의 단속은 공공시설의 청결과 전염병의

방지라는 근대적 위생논리를 바탕에 두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조선인 극장의,

열악한 위생을 지적하고 일인 극장문화와의 차이를 부각하며 종족적 차별을 환

기하고 있었다.

남 북촌 극장가의 전개·

남촌 중심의 도심개발과 년대 재조일본인 인구증가에 따라 이전의 남산1910

북록에 국한되었던 일본인 거주지는 남대문과 황금정에 걸친 지역으로 확장되

었다 문화적으로 러일전쟁 이후의 재조일본인들의 향락적 분위기 부화경조. , “

의 풍( )”の浮華軽佻 風 827)역시 지속되어 한일합방으로 정점을 맞게 된다. 1910

년대 건설된 활동사진전문관과 일인 극장은 도시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조성된

・



상업 공간에 주로 건설되었다.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경성의 일본인 극장은 기존의 요세 등과 소극장 중심,

에서 대극장과 전문활동사진관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위치상으로도 기존의 명.

동 근처 거류지 중심에서 일본인 거류지와 상업지구 확대된 신도심에 일본인

대극장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수좌 등 기존의 극장들이. ( ) 1000壽座
석 이상의 규모로 개축되고 표 경성고등연예관 등 전문([ 11]), ( )京城高等演藝館
활동사진관이 신축되어 년대 경성에는 석 규모의 대극장이 다수 등장1910 1000

하게 되었다 년에 신축한 일본인 극장은 다음과 같다. 1910-1919 .

표 년 신축한 일본인 극장[ 16] 1910-1919 828)

1910.2.18
경성고등연예관

( )京城高等演藝館

농상공부길(農商工部
황금정)-> (り通 黃金

정목 석) 2 [1200 ]町

가네하라 긴조( )金原金藏
년 월 황금정으로 이전[1911 8 .

이후 (1913)-> (1915)]第二大正館 世界館

1910.6

앵좌( )櫻座
좌구량좌(= (佐久

))浪座 829)

용산 삼각지

석[1500 ]

가와노 히로시마 니시유곽( )[ (河野廣吉 西遊
의 신명좌 를 옮겨놓은 형태) ( ) .廓 神明座

의 카추샤 내한공연 등 년< > . 1918藝術座
월 이전 폐관되어 건물이 대구좌8 ( )大丘座

로 이축 됨( )移築 830)]

1910.6.4 어성좌( )御成座 남대문 밖 어성정(御
석)[400 ]成町

남대문번영기성동맹회(南大門外繁榮
)期成同盟會 831)

1912.11.17 대정관( )大正館 앵정정( )櫻井町 정1

목 석[1200 ]

닛다 고이치( )新田耕市
총건평 평 식당 등 부대시설[ 200 , ]

1910.12.5 수관( )壽館 수좌 맞은 편

석[800 ]

후루사코( )かつ古迫 女
본정좌 자리에 건설한[ ( ) ]本町座 後身

1913.1.

황금관( )黃金館
황금정 정목4

황금유원 내[ ]

다무라 요시지로( )田村義次郞
년 월 일 공진회 연예관 건물을 매[1916 6 10

입하여 황금관 옆에 이축 하고 황금관( )移築
을 확장이전]

연기관( )演技館

년 경1915
경성좌( )京城座
신축[ ]

명치정 정목1

석[2000 ]

사쿠라이( ),櫻井丈太郞 히메노( )姬野龜吉
본정의 경성좌 를 이전 신축[ ( ) , ]京城座

1915.9.19 유락관( )有樂館 본정 정목1 나카하라 데쓰오미( )中原鐵臣 832)



년도 이후에 건설된 일본인 극장들은 일본인 상업 거주 구역의 확대에1910 ·

따라 새롭게 확장된 황금정 어성정 앵정정 신용산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 , , .

히 경성고등연예관 황금관 대정관이 위치한 황금정 일대는 년 황금정길, , 1912

오늘날의 을지로 과 황금정선 건설로 개발된 도심공간이었다 앵좌는 신용산( ) .

지역에 건설되어 이후 예술좌 등 일본 극단의 내한공연에 이용되었던, ( )藝術座
석 규모의 대극장이었다1500 .

년대에 건설된 일본인 극장에서는 전문활동사진관을 중심으로 한 대극장1910

건설이 증가하고 있었다 년대까지 수좌 등의 일본인 극장은 조선인 극장. 1900

과 마찬가지로 활동사진 영사기를 마련하여 일본 전통예능 가부키 신파극 등, ·

의 연극 활동사진 영사를 아우르고 있었다, .834) 그러나 년 이후 경성고등연1910

예관 대정관 황금관 우미관 유락관 용광관과 같은 중대극장 규모의 전문활, , , , , ․

𰡔 𰡕

𰡔 𰡕
𰡔 𰡕

이후 희락관[ ( )(1918)]喜樂館
1915.9 연예관( )演藝館 경복궁 경내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건물이 황금관으로 됨移築

이전1915.9 용광관( )龍光館 신용산

추정1916( ) 도하좌( )稻荷座 본정 정목5

추정1917( ) 개성좌( )開城座 용산 영정( )榮町 가토 긴타로( )加藤金太郞
용산좌 의 후신 추정[ ( ) ( )]龍山座 833)



동사진관이 들어서자 기존의 극장들은 요세 영업이나 일본 전통연희가부키신, ․ ․
파극 흥행의 전통적 영업으로 복귀하였다.

년대 초반까지 북촌 조선인 대중극장들은 년 경 이루어진 북촌 극장1910 1907

가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촌의 조선인 대중극장에서는 전통연희와 신파.

극 공연 활동사진 연행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연을 시도하였다 조선인, .

극장은 활동사진 중심의 연행환경의 변화와 거대 극장흥행자본의 등장으로 흥

행장소 및 흥행자본 마련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표 년대 경성의 조선인 대중극장[ 17] 1910

극장명 개축 개관 규모/ [ ] 폐관 활동사진 영업 비고

원각사

( )圓覺社
관인구락부시기

개축(1908)
1912.9.28

관인구락부시기

유광관* ( )有光館
부설(1912.6.11)835)

인가 취소 폐관건물노후( )836)

연흥사

( )演興社 개축1912.3( )837) 1914.10.28

극장주 신태휴( )申泰休
월부터 공연금지1914.8

인가 취소 폐관건물노후( )838)

장안사

( )長安社 개축1912.9( )839)
1916-1919

(?)

지만관* ( )志滿館
부설(1912.6)840)

극장주 이길선( )李吉善 841)

건물매각842)

우미관

( )優美館 개관1912.12.11( )
전쟁기6.25

소실
전문활동사진관

하야시다 긴지로 시마다 미요( )·林田金次郞
지( )紫田三代治 공동소유.
관철동 번지 소재89 .

단성사

( )團成社

신축1914.1( )

석[1000 ]843)

·

극장주 안창묵( )安昌默
화재피해(1915.2.18.)844)

1915.5.19.

수리개장( )845)

극장주 김연영 이후 다무라 요시( ).金然永
지로 매입(1917.2.16.)846)

1918.12.21.

신축( )847)

전문활동사진관

전환848)

활동사진관 운영자 로( )官主
박승필 인가(1918.6.14.)

활동사진 영업 개시(1918.12.21)

광무대

( )光武臺

1907.5.28. 1913.5.14
동대문 일한와사전기( )日韓瓦斯電氣
창고 대관 일한와샤와 대관계약 해지. 849)

이전1913.6( ) 1930.5.2
황금정 황금유원 연기관 이전850)

이후 화재전소
조선연극장

( )朝鮮演劇場 1915.9 경복궁 경내 조선물산공진회

조선관

( )朝鮮館 1915.9 1916.6(?)851)
동양척식회사황금(

정 정목 부근2 )

다동기생조합 설립.

층 규모의 가설무대2 852)





년대 초반 조선인 대중극장에서는 활동사진 흥행을 시도했다 활동사진1910 .

영업은 이전부터 단척 필름 영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단척 활동,

사진 영사로는 일반적으로 시간 정도가 소요되던 극장 공연시간을 지탱할 수4

없었기에 조선인 대중극장에서는 활동사진을 영사하더라도 전통연희나 유성기

감상을 여흥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성고등연예관이 등장하며. (1910.2)

조선인 변사를 고용하고 활동사진 중심의 영업을 시작하자 이들의 성세는 조,

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사진 영업의 가능성을 자극하였던 듯하다 이들이.

관 이라는 일본식 활동사진관명을 채택한 맥락에서도 그러한 분위기‘ ( )’― 館
를 읽을 수 있다 원각사는 협률사 운영기부터 장안사 역시 한일합방 이전부터. ,

영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니853) 문제는 필름 배급망이었다 장안사는 자체적으.



로 필름 배급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854)

그러나 우미관의 건설 로 조선인 전용 전문활동사진관이 등장하게 되(1912.12)

자 내지 배급망과 연결되어 있었던 일본계 자본의 전문활동사진관과는 달리,

필름 배급망을 원활하게 갖출 수 없었던 조선인 극장의 활동사진 흥행은 한계

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지만관 유광관의 활동 이후 조선인 대중극장에서 활. ,

동사진의 흥행은 여흥의 일부로 편입되었을 뿐 전문적으로 활동사진을 연행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활동사진관 중심으로 활동사진 흥행업이 전개되.

면서 조선인 대중극장에서는 활동사진 흥행보다 신구파 단체의 흥행에 주력하․
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다.

년대 중반에 조선인 대중극장이 속속 문을 닫게 되면서 경성 내 조선인1910

극단의 공연환경은 악화되었다 극장 폐관은 공연통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

의 문제가 컸다 본래 소규모 자본의 합자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조선인 극장은.

건물의 노후를 이유로 경무총감부가 인가가 취소된 이후 신축되지 못하였다.

이는 극장의 채산성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대극장 위주로 극장산업이 재편되던

추세에 조선인 극장자본가들이 신축투자를 포기한 상황에 기인한 점이 컸다.

여기에 년대 주기적으로 발생한 불황 역시 극장 경영상태를 악화시켰다1910 .

공연을 위해 극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신파극단은 이러한 변화에 직접

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년 초 조선인 신파극단이 사용하던 주요 극장은. 1910

장안사 연흥사 광무대 황금정 원각사 단성사였고 남대문에 위치한 소극장인, , ( ), , ,

어성좌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년 월 원각사 년 월 연흥사가 건물1912 9 , 1914 10

노후로 극장인가가 취소되고 장안사가 년 월 경부터 연희활동 정지 상, 1914 10

태에 들어서면서 년 이후 한성에서 조선 신파극단이 공연할 수 있는 조선1915

인 극장은 단성사와 광무대 황금정 만이 남게 되었다 그렇기에 조선( ) . 신파극단

은 년대 중반 이후로 경성 공연활동이 축소되었고 지방순연 중심으로 운1910 ,



영이 재편되기에 이른다.

판소리와 창극 기생연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구파 연희는 조선인 극장사,

정의 악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구파 연희의 상설극장으로 광무대.

황금정 는 극장 공연활동을 지탱하는 거점이었다 또한 창극 공연 레퍼토리가( ) .

아닐 지라도 전통예인들의 공연예목은 다양하였다 경성 내 조선인 극장이 축.

소된 이후도 구파 연희는 다양한 공연공간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앞서 살펴보았던 조선 요리옥의 번창은 전통예인의 공연 활동과 생계를 이어나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통적 공연공간을 활용한 방식도 시도되었다 광무대는. 전통적 연희공

간이었던 경성 내 유상처로 공연을 확대해 나갔다 광무대의 낮 연극은 낮 한.

시부터 유상처에 가설무대를 꾸며 전의 입장료를 받았다 광무대는 년과5 . 1910

년에 동대문 자지동 에1912 ( )紫芝洞 855) 년에는 영도사 어구에 연희장을 꾸몄1913

다.856) 년 경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단성사 화재로 공연장 확보가 어려1915

워진 구파 김재종일행은 마포 동막 등지의 성외 공연활동을 벌였다.857) 년1915

정초에는 구용산에서 가설공연 기획이 일어나기도 한다.858) 관객과 어우러진

야외 연희공간의 미학 속에서 탄생하였던 판소리 등의 전통연희는 야외 가설무

대가 오히려 적합한 연행공간이었을 것이다.

도심 가설무대의 공연도 시도되었다 년 월부터 월 사이의 조선물산. 1915 9 10

공진회와 가정박람회는 조선 전국의 관람자들을 경성으로 모이게 하였고 경성,

의 유흥업 극장업은 짧은 호황을 맞았다, .859) 조선관 은 년 조선물산( ) 1915朝鮮館
공진회 기간에 공진회 특수를 누리기 위해 다동기생조합이 동양척식회사 황금(

정 정목 건너편 공터에 건설 운영하였던 극장이다 경복궁 경내에 마련된 조2 ) · .

선연극장 의 공연이 성황을 이루고 공진회와 가정박람회 기간 지방( ) ,朝鮮演劇場
민들의 경성 유람이 이어지자 이러한 관객수요를 의식한 것이었다 조선관과.



조선연극장은 기생조합과 광무대의 구파 연희를 중심으로 공연활동을 하였다.

조선연극장에서 번갈아 벌어진 기생조합의 예제는 매일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극장관람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년대 전반적인 상황에서 조선인 단체의 극장공연 사정은 년1910 1910

대 중반 이후 악화되고 있었다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일본계 자본이 남. 1910 ·

북촌 극장을 장악하여 조선인 소유의 극장은 사라지게 된다 신파극계는 직접.

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무라 요시지로의 단성사 인수와 전문활동사진관 전환이.

이루어진 년 이후로 단성사와 광무대 일부 활동사진관에서 간간히 신파극1918 ,

공연을 진행하였을 뿐 이전 시기만큼 장기 대관을 통한 신파극 공연활동은 이

루어질 수 없었다.

남 북촌의 일본인 극장가와 조선인 극장가의 위치와 시기적 변화는 경성부· 「

시가도( ) (1911)」京城府市街圖 860) 경성부관내지도, ( ) (1918)「 」京城府管內地圖 861)에

표시된 주요 극장위치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다.862)



조선인 대중극장

가 원각사. ( )圓覺社
나 연흥사. ( )演興社
다 장안사. ( )長安社
라 단성사. ( )團成社
마 광무대. ( )光武臺 863)

일본인 대중극장

어성좌A. ( )御成座
가무기좌B. ( )歌舞伎座
수좌C. ( )壽座
경성좌D. ( )京城座

그림 경성부시가도 부분 에 표기된 경성의 극장[ 26] ( ) (1911, )「 」京城府市街圖



조선인 대중극장

가 우미관. ( )優美館
나 단성사. ( )團成社
다 광무대. ( )光武臺 864)

일본인 대중극장

낭화관A. ( )浪花館
수관B. ( )壽館
수좌C. ( )壽座
대정관D. ( )大正館
황금관E. ( )黃金館
도하좌F. ( )稻荷座

개성좌G. ( )開城座
용광관H. ( )龍光館

그림 경성관내지도 에 표기된 경성의 극장[ 27] ( ) (1918)「 」京城管內地圖



위의 년과 년 지도에 기록된 극장의 위치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남1911 1918

산북록과 본정 남대문 일대의 남촌 일본인 극장가가 남촌 개발로 조성된 상업,

지구 및 용산 신도심에 극장이 건설되었던 흐름 년대 초중반까지 유지되, 1910 ․
었던 북촌 조선인 극장가의 모습 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 극장가의 축소, 1910 ,

도시전차 및 대로 노선과 극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년대 남북촌 극장가의 변화에는 일본인 극장자본의1910 ․
영향이 지대하였다 한편으로 년대부터 이루어진 일본인 순회극단의 공연. 1900

활동은 조선 신파극의 공연방식에 영향을 주어 초창기부터 지방순연 활동을,

병행하였고 년대 중반 경성 극장상황의 악화 상태에서는 지방순연을 중심, 1910

으로 극단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일인 흥행업 의. ( )興行業
정착과정을 역사적으로 면밀하게 살피면서 분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인 극장흥행업의 전개와 흥행업의 정착

년대 일본의 순회극단은 인천과 한성 등지를 순업하는 형태로 공연활동1900

을 전개하였다 일본 신파극단의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는 조선신보. (『 朝鮮新
에 등장하는 년 월 인천 가무기좌 공연이 있다) 1906 9 ( ) .』報 歌舞伎座 865) 년1906 9

월 말부터 월 초 가무기좌에서 공연하였던 신파극 레퍼토리는 교10 < >,不如歸
겐 기쿠치 유호 원작( ) < >( ( ) ), <狂言 乳姉妹 菊池幽芳 武士的敎育 교겐 기>, < >(俠藝者
쿠치 유호 원작 햄릿 교겐 이었다), < ( )>, < > .ハムレット 兄殺 866) 년에 가무기1906



좌에서 공연한 신파극단의 흥행은 비극 과 희극을 번갈아 공연하는 방식( )正劇
이었는데 군사극 무사적교육 뿐 아니라 불여귀 나 햄릿 을 공연하였다는, < > < > < >

기록은 흥미롭다.

년 이후 한성의 일본인 극장이 속속 건설되자 일본 신파극단들의 순회공1907

연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토 후미오 시라카와 구와우. ( ), (伊東文夫 白川廣
)一 867)는 년 경 경성의 신파극계를 양분하는 인물이었다 이 중에서도 이토1908 .

후미오 일좌는 피스톨< >, < >, < ( ) >,ピストル松風村雨 武士的敎育 强盜 淸水定吉
파토리 등의 예목을 공연하며 한국극단의 총아 로 떠올랐다< ( )> ‘ ’ .パトリ― 868)

년 경에는 가와카미 오토지로오의 혁신극의 내한공연이 기획되었고1908 869) 이

후로 일본 극단 순회공연이 활성화되었다.

년대 후반 경성에서 공연활동을 벌인 일본 신파극단은 장편 극서사물을1900

중심으로 연행하는 순회공연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고 이는 신파극단의 일반적,

인 흥행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년 본정좌 공연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 1908

본 신파극단의 순회공연 체제는 긴 중심예제 편 짧은 희극 편의 구성을 바1 , 1

탕으로 하고 있었다.



표 년 월 본정좌 의 공연목록[ 18] 1908 4-6 ( )本町座

경성의 일본인 신파극단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회 정도 경성을 방문하였1

고 회당 길게는 달에서 짧게는 일주일 정도의 연행을 마치고 다음 순연을 떠, 1

났다 위의 공연 이후 이토 후미오 일좌가 다시 한성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

달 후 년 월 일 경성 가무기좌의 공연부터이다 이러한 순회공연의 사이, 1908 8 8 .

클 은 초창기 조선인 신파극단에서도 적용되었고 경성 극장 상황이 악화(cycle) ,

되는 시점에서 회당 공연일자는 더욱 짧아졌다.

한성에서 활동하던 일본 순회극단의 다수는 일본 지방 순연을 중심으로 하는

극단이었으나 조선에 순회하던 극단 모두가 류 극단은 아니었다, 2 .870)당시 일본

순회극단 공연의 질적인 수준은 이기세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어성좌에 일본내지인이 와서 가파가 같은 걸 햇는데 그때에는 총: [ ] ( )李基世氏 琵琶歌
독부 관리들 같은 사람이 나온 때에는 금줄 둘은 총독부관리가 좌석에 듬뻑 차서( )總督府
아주 위엄이 만하지오.



일본내지 신파도 왓엇나요: ?林和氏

오구말구요 일본신파의 인중의 한사람이라는 촌전정부 가 두: . ( )李基世氏 八 村田正夫
번이나 나왓구요 극장주인은 후등양개 이라는 사람이엇는데 후략. ( ) ( )…後藤良介 871)

이기세 역시 일본 신파극 순회극단의 수준이 지방극단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

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당시 일본 순회극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일본의.

연예화보 에 수록된 를 검토( ) ( , 1910.10)『 』 「 」演藝畫報 新派俳優分布觀 黑頭巾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신파배우를 중앙부 도쿄 교토 오사카. ‘ ’( , , )

와 지방부 소위 류의 에도 토박이‘ ’, ‘ 2 ’872) 배우로 나누어 활동과 주요 신

파배우의 동향 계보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선에 순회하던 극단의 대표 연극, .

인에 대한 당대 일본 신파극계의 평가가 담겨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중 이토.

후미오 와 고토 료스케 시라카와 구와우 는 지방( ) ( ), ( )伊東文夫 後藤良介 白川廣一
부의 신파배우로서 지방의 극계에 신파 세력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들이며 특,

히 이토와 고토는 규슈에서 활동하는 인기 배우로 소개되어 있다 기무라 일좌.

( )木村一座를 이끌었던 기무라 타케오 는 중앙부의 배우로( , 1873-1924) ,木村猛夫
가와카미 오토지로의 계보에 속한 배우로 기술된다 이러한 서술에서는 조선에.

활동하던 신파극단 중에서도 일본 내지에서 인정받은 극단들이 존재하였고 경,

성에서 공연되던 일본 신파극은 조악한 지방의 연극이 아니라 극단마다 편차,

를 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토와 고토의 행적에서는 규슈에서 활동하던 신파극단의 순회공연이 활발하

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년대 재경일본인 중 규슈 출신의. , 1910

비율은 할을 넘었으니 이들 규슈인과의 동질성을 토대로 경성에서 신파연극3 ,

을 벌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분류대로 규슈의 신파극은 류 신파극으. 2

로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파극의 변화의,

흐름과 차이를 두었던 지방부 의 신파극이었다 한편으로 년 기무라 일‘ ’ . 1910



좌가 조선에서 공연활동을 하던 중임에도 그의 행적이 묘연하다 서술한 기‘ ’

록에서는 중앙부 신파극계의 입장에서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조선의 일본인‘ ’

신파극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873)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의 일본 신파극계

는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이 지니고 있었던 삼남 의 위상과 비슷한 것, ‘ ( )’三男
이었다.

경성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순회극단 중 이토 후미오 일좌 은( )伊東文夫一座
조선인들이 연극개량의 모범으로서 인식된 극단이었다 이토 일좌는 년. 1908 8

월 일부터 일간 가부키좌에서 대한부인회의 초청으로 학교 경비보조를 위한26 3

연예회 명목으로 가무기좌에서 신파극 공연활동을 벌였다 신상부인. ‘ (紳商夫
으로 이루어진 대한부인회가 특별광고를 내어 초청한 인사들은 신사 귀부)’ ,人

인 일반 자선대방가 로, ( )慈善大方家 874) 이들이 기획한 공연은 일반관객이 아닌,

대관과 부호층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들은 일본인 극장에서 이루어진 신파극.

공연을 겸한 자선모임을 벌이면서 일본식 극장문화를 고급사교의 문화적 맥락

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 장에서 언급하였던 년 경 통감. 1908

부와 융희내각의 대관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일본 연극개량회 모델의 관 주도의

연극개량 방식과도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모임에 초대된 이토 후미오 극단은.

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인 극단으로 주목되고 있었다1908 .

순회극단의 공연과 함께 년대 후반부터는 재조일본인 자체적으로 신파, 1900

극을 꾸미는 경우도 있었다 재조일본인의 신파연극은 특히 신문사와 연계되어.

있었으며 주로 신문기자 및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문사극 을 표방, ‘ ( )’文士劇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 인천조선 다이무스 사. 1907 ‘ ( , times) ’タイムス

의 발간식 여흥으로 기획된 연극공연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사와 쇼노스케 등이 발기한( )大澤正之助 875) 다이무스 신문 인천의 타( 『朝鮮



임즈 은 신문사업 이외에도 한일신사일본순유회 를 조직) ( )』 韓國紳士日本巡遊會
하는 등 개화를 표방한 친일적 사회사업에 관심을 두었다.876) 다이무스사는

년 월 일에 발간식을 거행한다1907 6 15 .

다이무스사 발간식의 당일 여흥으로는 오사카의 씨름꾼을 초청한 씨름대회,

인천 가무기좌에서의 인천예기 공연과 문사극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대.

한 개회식에서 인천 가무기좌를 빌려 예기의 연희 뿐 아니라 문사극 곧 신문,

기자 문인 등의 지식인이 참여하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

다.

일본연극사에서 신파극의 원조로 여겨지는 스도 사다노리 역시 신( )角藤定憲
문기자였다 스도는 시노노메신문 의 기자로 재직하던 당시 사장이었. ( )東雲新聞
던 나카에 조민 의 후원을 받으며 대일본 소시 개량연극회 를( ) ‘ ( ) ’中江兆民 壯士
발족하고 오사카 신마치자에서 공연활동을 벌인다 나카에 조민이 활력극. (活歷

으로 공연된 설중매 를 보고 스도에게 자유민권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 >劇
연극을 권유했다는 유명한 일화와 같이 신파연극은 당시 신문사 및 재조, ( )在朝
일본지식인이 담지하고 있던 계몽적 정치적 담론을 전달하는 유용한 방법이었,

다 다이무스 신문 발간 여흥으로 공연한 문사극이 어떠한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문사의 지향이 담긴 계몽적 연극이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

신문사를 중심으로 계몽적인 신파극을 기획하였던 흐름은 다이무스 신문 이

외에도 한성신보사 주간 다무라 만노스케 가 신문기자들을 모아 신( )田村萬之助
연극을 설행할 계획을 세우는 년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1909 .



에 을 에漢城新報社主幹 田村萬之助氏 三昨日下午七時 該社員一同 惠泉館 會同
고 에셔 을 기로 얏다더라 洞口內 長安社 新演劇 設行 協議 878)

다무라 만노스케가 기획하던 신연극은 그가 신연극 기획을 전후한 시점에,

국시유세단에 합류했던 행적에 비추어879) 일선융화 나 한일합방청원 에‘ ’ ‘ ’

관련한 연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신파극이 자유민권사상의 핵심을.

연설 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대중적 방식으로 각광을 받았다는 점을 상‘ ’

기한다면 이 시기 다이무스사와 한성신문 이 벌였던 계몽적 신파극 역시, 『 』

이러한 방식에 친일계몽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 기획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
다.

이외에도 일본극장에서 문사극의 공연은 이어져 년 월 일부터 일까, 1909 1 9 10

지 인천 가무기좌에서는 문사극 의 이름으로 프란체스카‘ ’ < (フランチェス新
이 공연된다 연행일자가 짧은 것으로 보아)>, < >, < >, < > .カ 內密 不如歸 鴻門曾我

이들 역시 상업적 순회극단이 아닌 문사 들이 중심이 된 극단으로 추정된‘ ’

다 년 월 일부터에서는 어성좌에서. 1912 11 17 < >, < >,武士的敎育 江戶屋房五郞
세 작품을 연행한 신 나니와부시극 다이무스단< > ‘ ( ) (タ血錄仇血淚 新浪花節劇

이 눈에 띤다 앞서 살핀 다이무스 신문의 기자들을 중심으로 연행)’ .イムス團
된 문사극 또는 다이무스사와 관련된 연행단체로 추정된다, .880)

년대 한성이 점차 식민지 도시 경성으로 재편되며 일어난 재경일본1900-1910

인 인구증가 유흥공간의 확대 러일전쟁 이후 재경일본인의 향락적 분위기 순, , ,

회극단과 자생적 신파극 활동 등을 배경으로 일본인 극장의 설립과 일본극단,

순회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식 흥행 제도가 경성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 .興行
일본의 흥행제도는 세기 에도시대부터 교토 오사카 등 대도시의 상설극장이17 ·

영업을 시작하면서 극장을 소비자와 생산자를 매개하는 시장으로 상정하며 각

종 제도를 만들며 발생하였고 생산자 메이커 로서의 배우와 소비자 유저 로서, “ ( ) ( )

의 관객을 관련시키는 사회적 시스템”881)으로 성장하였다 흥행제도는 흥행권.



을 국가에서 통제하여 도시의 몇몇 극장주나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공연을 위하여 극단의 대표 흥행사 극장주 흥행자본가가 분업하는 형태로 발, , ,

전하였다.882) 일본이 년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통1899 ‘ ’(

칭 베른 협약 에 가입하면서 장정에‘ ’)(1884) ‘right of public performance’

공연권 의 번역어로 흥행권 을 채택하면서 흥행과 흥행권은 각종( ) ‘ ( )’ ,興行權
취체제도에서 상업적 극장영업 영업을 할 권리 을 가리키는 공식적 용어로 사( )

용되었다.883)

년대 한성에 건설된 일본인 극장과 각종 유흥공간에서 벌어지는 상업적1900

공연활동은 흥행 흥행업 으로 통칭되었고 이는 곧 조선인 대중극장의‘ ’, ‘ ’ ,

영업에도 적용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극장 내 상업적 연희사업을 가.

리키는 흥행 은 년 신문기사에서부터 발견된다( ) 1910 .興行 884) 년 이후로는1910

식민지 조선에서 각종 전통연희 기술 마술 등의 외래적 연행 활동사진 연극, ( ) , ,

등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활동을 흥행 으로 망라하였고 각종 규칙‘ ’ ,

들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의 흥행규칙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 지역의 흥행 흥행사 흥행자본의 활동은 일본 신파연극 가부키 등의, , ,

전통극과 전통예능 등을 중심으로 년대부터 조선을 순업하던 순업극단 흥1900

행과 요세 소극장 운영 시기에서 년대 재조일본인 자본가를 중심으로 형, 1910



성된 흥행자본이 본격적으로 극장을 건설 인수하고 전문흥행사를 중심으로 흥,

행업이 재편되던 시기로 전개되고 있었다 언급하였듯 년 경 한성의 일본. 1900

인 곡예단 신파 순업극단 문사극 활동은 일본의 공연예제와 흥행문화의, , ‘ ’

유입에 일조하였다 일본 흥행단체의 활동은 년 이후 부화경조 의 풍조. 1907 ‘ ’

에 힘입어 난립하던 한성의 극장 수에 비례하여 흥성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초,

창기 경성의 일본인 흥행자본과 흥행업 체제가 조성될 수 있었다.

년대 재조일본인 극장 흥행업은 주로 일본 내지에 기반을 둔 흥행업1900

자885)이거나 경성의 극장 극장주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년대 대. 1900

표적 일본인 극장이었던 수좌의 소유자 후루사코 나 후루사코 이후( )古迫角次郞
수좌를 경영했던 사카모토 는 모두 경성에서 소매상업을 하면서 극장( )阪本五市
주를 겸하였는데 이들은 극장영업을 바탕으로 초기 흥행사로 활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초기 경성의 일본인 극장의 규모에서 볼 수 있듯 경성의 극. ,

장 흥행자본은 모두 소규모 자본이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한성의.

일본인 극장이 도쿄와 오사카 등지의 극장에 비해 열악한 무대환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어 가와카미 오토지로의 혁신대 제 대의 공연은, 2

성사될 수 없었다.

순업코스의 개발은 조선의 흥행업 규모의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년 후반부터 한성의 일본인 극장은 일본 순회극단의 순업코스에 포함되었1900

다 가와카미 오토지로의 순업시도 이후 일본의 주요 극단들은 종종 조선 만. , ‘ -

주 를 잇는 순업을 시도하고 있었고 년 경부터 조선을 주무대로 활동 중’ , 1908

이었던 일본인 순업극단들은 일본에서부터 서울 인천 부산 평양 를 순업하‘ - - - ’

는 흥행활동을 기획하였다.886) 이 과정에서 경성의 일본인 극장주들은 순업극

단의 흥행을 알선하는 흥행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년 이후 재조일본인 자본가들이 등장하여 대극장을 건설1910

하고 각종 흥행에 투자하면서 전기를 맞이한다 후루사코 집안의 가업이, . ( )古迫
었던 수좌 수관이 년대 중후반 경영진이 바뀐 것으로 보아, 1910 ․ 887) 년대1900

𰡔 𰡕



형성되었던 한성의 전통적 극장흥행업자와 흥행 자본 역시 경성 시대에 이르러

거대자본가와 실업가 위주로 재편되었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로 등장한.

극장자본가들은 대규모 전문활동사진관과 대극장을 건설을 건설하였고 활동사,

진 흥행과 배급업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년 시마무라 호게츠 의. 1915 ( )島村抱月
예술좌 의 내한 공연이 성사되어 카투샤 를 공연했던 장소가 경성의( ) < >藝術座
전통적인 극장이었던 수좌나 경성좌가 아닌 년에 신축된 용산 앵좌였다는, 1910

사실에서도 대극장 공연과 거대자본 위주로 재편되었던 경성 극장흥행업의 추

이를 알 수 있다.888)

년 이후 등장한 활동사진관은 이전의 활동사진 영업을 벌이던 소규모 흥1910

행업과는 달리 기업화된 활동사진 필름 배급망을 갖추어 내지의 필름을 조달하

고 있었다 도쿄에서 활동하던 가네하라 긴조 는 와타나베 를. ( ) ( )金原金藏 渡邊智賴
고용인으로 삼아 경성고등연예관을 운영하며 다이아몬드사와 가네하라 상회K

를 세워 필름의 유통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정관을 세우고 년 경. 1913

성고등연예관을 인수하여 제 대정관으로 개칭한 닛다 고이치 는2 ( ) 1910新田耕市
년 경 경성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 부를 축적한 자본가로 이후 대정관 건설을,

기화로 활동사진 사업에 투신 닛다선전부를 세워 닛카츠 필름을 조선에, ( )日活
배급하였다.

닛다가 년 경 조선에 필름을 배급하던 극장은 개소로 닛다선전부는 하1917 7 ,

야카와 연예부와 함께 조선의 영화배급업을 양분하고 있었다 다무라 요시지로.

는 앞서 소개한 황금유원의 주인이었으며 대장성 관료 출신으로( ) ,田村義次郞
대만은행 설립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그는 년 경 한성에서 부동산과 전당. 1904

포업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이후 황금유원 황금관 연기관을 소유하면서, , , 1917

년에는 단성사를 인수한다 그는 극장 흥행업을 하야가와 마쓰타로. (早川增太郞)



에게 맡겼는데 하야가와는 황금관과 희락관을 운영했고 하야가와연예부, (早川演
를 세워 이후 경성 활동사진 배급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하야카와 고슈) . (藝部 早

라는 이름으로 년 영화 춘향전 을 제작하기도 한다) 1923 < > .川孤舟
하야가와 연예부의 배급망 안에는 조선인 대상 활동사진관이었던 우미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미관을 소유하였던 하야시다. 긴지로 는 영미연( )林田金次郞
초회사 특약점인 하야시다 상점 을 운영하며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林田商店
조선인을 대상으로 활동사진 영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실업가였다 그는 목욕.

탕을 운영하던 시마다 미요지 가 합자하여 조선인을 상대로 한 활( )紫田三代治
동사진관을 건설하였다.889) 다소 복잡하게 전개된 가네하라 년까지 닛다(1913 ), ,

다무라 하야카와 하야시다의 영화흥행업과 극장운영의 추이는 년대 경성, , 1910

의 활동사진 극장업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닛다 대정관 대 하야카와와 다무라 황금관 의 배급망과 자본이 경쟁하는 구( ) ( )

도는 이후 조선인 활동사진관 문제를 두고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는 구도를 만

들었다 년 조선인을 상대로 한 경성고등연예관을 인수하여 제 대정관으로. 1914 2

개칭한 닛다는 조선인 대상 활동사진 영업을 모색하여 우미관 사이에 경쟁이

일게 된다 두 극장의 경쟁으로 필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자 년. , 1915

닛다 대정관 와 우미관은 제 대정관을 일본인 활동사진관으로 전환하는 대신( ) 2

매월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우미관에 세계관 제 대정관의 후신 이 영사한200 ( 2 )

같은 필름을 배급하는 특약을 맺었다.890)

전략 경셩 치 큰 도회에셔 더구나 독졈으로 이십만에 갓가운 죠션인 젼부 손님으( )…  
로 흥 큰 활동샤진관에셔 치 안이 일이라 륙칠만의 디인을 손님으로 흥    

대졍관 황금관에셔도 한 달에 샤진셰 수쳔원식 허비 을 보면 우미관에셔 디,   
인 활동샤진관과 입장료를 치 밧 것이 빗 다고 안이 수 업스며 우미관에셔 세    
계관과 대졍관의 샤진을 갓다가쓴다 되 일본 람 젼문의 활동샤진관에셔 여러시간 빗 
초이고 미잇 일본 연극의 활동샤진을 주장 삼 고로 우미관에셔 그 일본샤진은 죠   
션인 미에 맛지 못 닛가 이고 남아지 셔양 것만 갓다가 흥 하닛가 우미관에셔 쥬    



장 삼 샤진이라 대졍관에셔나 셰계관에셔 주장 샤진이 안인즉 연 샤진의 갑   
젹은것 될 것은 분명 며 갑 젹으면 샤진도 그러케 좃타고 슈 업슨적 자연 구경/ ▲  
가 사 의 입에셔 여러 가지 비평이 나와 사진이 쟈미 업나니 몃 가지 안되 샤진을  
가지고 시간을 우노라 길게 느리나니 말마다 젼거로 활동샤진을 몃 차례식 가져오  
데 시간이 걸리나니 이젼에 보던 것을 다시 빗초이 것이 잇나니 구경갓던 사 이 활동 
샤진 구경을 랴면 엇지 얏던지 긔밧게 업스닛가 구경을 가기 가겟지만은 경   

뎍이 업다고 죠흔 샤진을 구경식이지 안이 진 아모리 독졈이라도 손님의 그림    
가 로 령셩 모양이라고 엇던 활동변 말 더라.    891)

닛다는 하야카와 연예부의 배급망을 빼앗고 우미관은 기존에 수 천원을 소,

비하였던 필름 배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었으나 조선인,

관객들은 일본인 활동사진관과 같은 입장료를 지불하고도 한 필름을 세계관과

우미관 두 곳의 극장에서 번갈아 상영함에 따라 불만이 일게 되었다 닛다와.

우미관 사이의 거래가 성사된 년대 중반 이후 경성의 극장가는 일본인 거1910 ,

대자본이 전문활동사진관과 배급망을 독점한 형태의 카르텔 이 형성되었(cartel)

다.892) 활동사진 흥행업에서 조선인 흥행자본이 참여할 여지는 적었다 조선인.

들은 활동사진 흥행업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조선인 극장 흥행업의 전개

년대 조선인 극장영업은 년대 중반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이1910 1910 ,

것은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년대 중반 이후 년대 조선 공. 1910 1910

연예술계의 위축은 신 구파를 가리는 것이 아닌 일본식 흥행제도의 잠식에 의·

한 조선인 극장의 축소 활동사진흥행업 중심의 극장가 재편에 의한 문화소비,

패턴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성 중상류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
인 관객수요와 흥행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조선인 극장에서는 활동사,

진 영업 시도가 무산되었을 즈음 극장영업의 방식으로 부상하게 된 조선 신파



극과 구파 연희단체의 공연은 경성의 조선인 극장 흥행업의 중심 예제로 떠올

랐다.

많은 연극사 서술에서 년대 전통연희가 주류에서 밀려난 것으로 묘사한1910

것과는 달리 년대 경성의 구파 연희는 꾸준한 수준으로 공연활동을 유지하1910

고 있었다.893) 구파 연희는 광무대의 존속 야외 가설무대 공연 등으로 대중과, ·

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었고 요리점의 번성은 전통연희자들의 공연기회를 넓혔,

다 흥행 면에서도 년대 구파 연희는 신파극을 압도하고 있었다. 1910 .

가 파조교 단셩샤에셔 흥 강션루일행 은 작일 밤에 관람( ) [ ] ( )團成社  降仙樓一行 
쟈가 오 삼십오인이오 슈입이 오십이원삼십젼

동대문안 광무 에셔 관람쟈가 륙 칠십팔인이오 슈입이 십륙원 오십젼[ ]光武臺    

연흥샤에셔 흥 혁신단일행 은 관람쟈가 삼 오십칠인이[ ] ( )演興社  革新團一行 
오 슈입이 삼십팔원 십젼 894)

혁신단의 신파극 공연의 관람자인 명은 단성사에서 공연하던 전통연희단357 ,

체인 강선루일행 명 과 박승필의 동대문 광무대 명 보다 모자란 수치이다(535 ) (678 ) .

년대 혁신단이 하루에 가장 많이 관객을 동원하였던 수준이 명 정1912 700-800

도였음을 감안한다면895) 광무대의 하루 동원관객은 혁신단의 전성기 공연관객

동원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년대가 조선신파원조 이자 조선. 1912 ‘ ’

에 유일한 계몽적 신연극 으로 혁신단이 매일신보 지면에 오르내리며 명‘ ’ 『 』

성을 떨치던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신파극 전성기에도 년대 경성의 조선인, 1910

의 흥행시장에서 신파극보다 구파 연희가 관객들의 애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

다.

년대 극장 흥행에서 공연활동은 극장이 중심이 아닌 극단 단체 중심으1910 , ( )



로 운영되었고 극단의 흥행은 주로 순업방식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년, . 1910

대 극단의 순업활동이 정착되면서 극장 공연예제의 교체주기는 이전 시기보다

앞당겨지게 되었다 또한 흥행극단 교체기에 극장의 휴무 역시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촌의 일본인 극장의 경우 신파극과 가부키 각종 전통예능에 이르. , ,

기까지 다양한 순회극단이 교체되며 공연활동을 벌였던 일본인 소극장들은 각

종 예목으로 순연 극단의 교체기를 채우려 노력했으나 순연극단 교체기 극장,

의 휴무는 잦았던 것 같다.896) 년대 조선인 대중극장 역시 마찬가지였을1910

것으로 보인다.

극장 레퍼토리 교체주기의 변화는 극단운영의 변화를 가져왔다 년대 조. 1900

선인 대중극장 시기의 극장 운영에서는 극장이 기생과 창부 등 전통예술인을

고용하고 이들을 무대에 올렸기에 극장 레퍼토리의 교체 주기는 대체로 길었,

다 이러한 구조에서 극장공연은 종합적 연행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가무와 소.

리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고 창극과 판소리의 경우 회 를 나누어 공연하는, ( )回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순업방식의 등장 이후로는 극단이 주기적으로.

예제를 바꾸어가며 공연활동을 해야 했기에 극장의 레퍼토리 교체 주기는 빨,

라지고 극단이 보유한 레퍼토리는 더 많아져야 할 수 밖에 없었다, .

그러한 의미에서 순업방식은 조선인 극단이 흥행을 위한 다수의 레퍼토리를

구비하였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조선 신파극단의 경우 년대에 일반적으. , 1910

로 한 레퍼토리는 하루나 이틀 인기 레퍼토리인 경우에도 사흘 정도 공연되었,

다.897) 각 극단들은 이에 따라 다수의 레퍼토리로 극장의 연행 활동을 이어가

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창작과 번안 번역 신소설 각색 등 다양한 공연 레퍼, · ,

토리를 구비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창극 역시 마찬가지로 김창환 협률사. ‘ ’

에서 명창 강용환이 남성 창부만의 연행을 위해 어사와 초동 을 창작하거나< >

심청전 을 각색하였다는 기록 송만갑 협률사 에서 춘향전의 인기 대목만< > , ‘ ’



을 추려 창극화하였다는 기록은 주목을 요한다.898) 신파극과 구파연희 단체들

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창작이나 번안 사회사건과 설화의,

극화 신소설과 고전소설 각색 등의 레퍼토리 확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

년대 조선인 대중극장은 대관 이나 상인 실업가 출신의 토착 자본1900 ( ) ·大官
가를 중심으로 외인 자본이 합자 또는 대명 의 형식으로 운영되던 것이었( )代名
다 년대 초반의 조선인 극장운영에서는 외인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며. 1910 ,

조선인 대중극장의 운영은 조선인 토착자본가의 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년대 극장운영자들은 이전의 구성과 유사하게 대관 출신의 자본가와 상1910

인 실업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년 관제개편과 한일합방으로· . 1907

관료 다수가 일자리를 잃은 이후 투자와 생업의 방편으로 대관 출신의 자본가

들은 극장운영에 적극 투신하였다 연흥사를 소유하였던 신태휴. ( )申泰休 899)의

경우 년 경 관료 출신의 김승규 와 함께 연흥사에 수천 원을 투자, 1909 ( )金昇圭
하며 연흥사 경영에 관여하였고900) 이후 년 즈음에도 연흥사를 소유하고1914

있었다.901) 대관 출신의 자본가들은 극장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우려하여

주로 대리자를 내세워 극장을 운영하였다.902)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관 출신 자본가들이 극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입장료의 하락으로 극장의 운영 채산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

으나 년대에 들어 종전의 연희기획이 아닌 대관 을 중심으로 운영방1910 ( )貸館
식이 전환되며 극장 소유주는 꾸준히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정황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장의 노후와 대극장 위주로 개편되던 극.

장가의 변화 상황에서 신태휴와 같은 대관출신 자본가들은 극장투자를 포기하

게 된다 년대 중반 주요 조선인 극장의 폐관은 바로 이러한 조선인 극장. 1910

자본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단성사를 개축하며 극장흥행업에 뛰어든 안창묵 은 년대 조선인( ) 1910安昌默
극장자본가로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유행하던 절충형 대극장을 신축하고 공연활

동을 벌인 인물이었다 파조교에서 장목상을 운영하던 안창묵은 동대문 배오개. ( )

시전상인이 중심이 되었던 단성사에 토지를 빌려주며 극장흥행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년 월부터 단성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입찰을 붙인 안창. 1913 5

묵이 염두에 두었던 극장은 신파연극 공연에 적합한 내지 의 극장이었‘ ’

다.904) 그는 년 월부터 다음해 월까지 자본금 만 천원을 모아 서양식1913 7 1 1

외관과 일본극장식 실내구조를 갖춘 석 규모의 극장으로 단성사를 신축한1000

다.

년의 안창묵은 장목상 영업이 아닌 극장영업을 본업으로 삼았던 것으로1913

보인다 그는 자본을 마련하는 데 다방골 김연영의 자금을 빌렸고. 905) 그의 부

친은 극장의 층 다옥 식 매점을 운영하였으니2 ( )茶屋 906) 극장업을 가업으로 삼,



아 운영하였던 셈이다 안창묵의 단성사 운영은 조선인 자본이 소유와 운영을.

겸하는 본격적 극장흥행업으로 시도되었으나 년 월 천원 상당의 화재피1915 2 2

해를 입었고 이후 극장은 채권자 김연영이 인수하여 수리 후 년 정도를 영업, 2

하다가907) 년 월 다무라에게 원의 대금으로 매각하였다1917 2 8,500 .908) 안창묵의

사례에서는 소규모의 조선인 극장자본이 년 중반 이후 운영의 어려움으로1910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였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성공의 사례도 있다 년대부터 극장 흥행업에 투신한 조선인 흥행업자. 1900

박승필은 년대 광무대를 운영하면서 구파 연희의 존속에 공헌하였다1910 .909)

년 월 광무대 운영에서부터 극장 흥행을 시작하였던 박승필은 초창기 자1908 9 ,

본금이 원이었다는 기술이나 년 월 일한와샤와의 대관계약이 종료되자200 1913 5

극장을 건설하려 모색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 자본가 출신이 아닌 극장

의 흥행을 전담하는 소자본의 흥행업자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년대. 1910

경성 내 극장 흥행의 제반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박승필은 광무대의 낮 공

연을 통해 공연활동의 저변을 넓혔다 그는 봄과 가을의 소창 시기를 맞아 전. 5

의 관람료로 자지동 약물터와 동대문 밖 영도사 어구에 가설무대 공연을 진행

하였는데 이를 통해 광무대는 낮과 밤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저변을 넓히며,

극장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승필의 흥행 활동의 전기는 년 다무라가 단성사를 매입하여 박승필을1917

관주 로 삼고 전문활동사진관 경영을 일임한 이후이다 년 경 박승필( ) . 1918官主
은 광무대 황금정 와 단성사 두 개의 극장을 운영하던 조선인 유일의 흥행사였( ) ,

다 년 박승필이 덴가츠 와 직배계약을 맺으면서 단성사는 우미관과. 1918 ( )天活
함께 조선인 활동사진관으로 자리매김된다 그는 광무대를 중심으로 구파 연희.



를 단성사를 바탕으로 활동사진 흥행업 영업을 모색하였고 신구파합동극, , ‘ ’

이나 창작각본을 사용한 구파 연희를 시도하며 구파연극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후 광무대는 전문극단화된 토월회가 임대하였던 기간을 제외하.

고는 박승필과 박승배에 의해 운영되었다.910)

년대 조선인 흥행업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관객의 분포와 극장업의 추이1910

는 전통연희의 향유를 중심으로 한 종족적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극장가가 위치한 북촌의 유흥가와 극장이 공유하였던 종족적 특.

징과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성의 문화적 변화 곧 근대적 도시 여가공간. ,

과 스펙터클의 제공 여가 인식으로의 전환 일본식 흥행제도의 정착 검열제,‘ ’ , ,

도의 등장은 지속적으로 식민지의 속성이 녹아 있는 계몽적 근대적인 극장문·

화의 형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유흥 의 문화가 여가 로 점차 변화하면서. ‘ ’ ‘ ’ ,

음탕황란 으로 매도되지 않는 계몽성 합리적 여가에 부합하는 오락 스펙터‘ ’ , ,

클을 만족시키는 공연의 요구는 신 구파 연극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

의 요구로 부상하였다.

한편으로 그 자극은 근대적이면서도 식민적 이었고 남촌과 북촌으로 나, ‘ ’ ,

뉜 문화적 경계에서 조선인 대중극장은 조선 의 문화적 영역 안에 있었다‘ ’ .

년대 호황을 누렸던 전통연희의 공연기록에서 보듯 관객들의 관람취향은1910 ,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전통적 공연문화의 흔적은.

신파극 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신파극장 문화와 혼효되어 년대의 독특한, 1910

공연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과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조선인 대중극장의 신파양식 도입과 신 구파 극장문화의 문화적 혼효2. ·

이 장에서는 경성 대중극장이 신파극장으로 전환되는 시기 신파양식911) 곧,



신파의 공연방식과 무대가 조선 신파극 및 조선인 대중극장에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근대적이고 계몽적인 문화의 요구 근대적 합리성에. ,

복무하는 오락의 요구가 극장문화에 어떻게 스며들게 되었는지 역시 중요한 논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년대 연극개량론의 양상 변사와 신파배우들이1910 ,

공유하고 있었던 무대화술의 문화적 의미와 연설 의 문화적 배경 신파극에‘ ’ ,

스며든 계몽 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 년대 혁신단과 문수성‘ ’ , 1910 ,

예성좌 등 조선 신파극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파양식이 도입되는 과정을 무대

양식 극서사 재현양식 연기양식 레퍼토리 구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 , .

년대 초반 조선인 신파극단의 활동은 이전 시기의 종합적 연행물 양식과1910

다른 신파양식이 경성의 조선인 극장에 도입되면서 연기술과 무대기술 극서사,

진행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주목을 요한다.912)

이와 함께 전통적 극장문화가 신파양식의 도입 과정에서 겪었던 변화를 추적

하는 양상 역시 이 장에서 다룰 주제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

다동기생조합 강선루 일행 경성구파조합 광무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파연희, , ,

가 신파양식을 절충적으로 받아들여 공연양식과 레퍼토리 구성에서 변화를 거

치는 과정이다 신파양식에서 도입된 극장무대기술의 변화과 극서사 양식은 이.

러한 구파 연희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구파 연희에서는 전통연희와 관.

련한 설화나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장편 레파토리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은세, <

계 이후 년대에 들어 구파 연극의 레퍼토리가 종래의 판소리계 서사 위주> 1910

를 벗어나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신파양식이 전통적 극장문.

화와 혼효되어 독특한 조선 신파극의 관습과 레퍼토리의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혁신단의 신파연극과 문수성 예성좌 등의 번역 번인공연과 신소설. , ·

의 공연에서는 일본식 신파 레퍼토리와는 다른 의미가 포착되며 전통적 극장,

문화와 혼효된 극장홍보 방식이나 년대 조선인 극장의 전통음악 사용 등은1910



신파극이 토착화되는 양상으로 주목된다.

극장개량론과 자선공연의 전개 극장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

앞서 다룬 통감부 이후의 관 주도 연극개량의 흐름과 년대 이후 검열을1910

통한 일본식 극장문화 모델 도입의 압력은 조선 대중극장의 판도가 점차 일본

식 대중극장의 모델로 순응되는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년대 발표. 1910

된 극장개량론은 이러한 일제 통치기관의 방침에 부응하면서도 연극개량의 구

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대 지식인 사회의 극장개량에 대한 인식과 여,

론의 추이를 엿볼 수 있다.

년대 중반까지도 극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년 이후 상풍패속론의1910 1907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그 맥락에서는 전통연희의 사회적 효용성을 공박하는.

내용과 더불어 관람관습과 극장영업방식의 개량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

다 년 월 일부터 일까지 회에 걸쳐 국민신보 에 발표된 연흥. 1910 1 18 22 4 『 』 「

사 의 상풍패속 에서 이러한 맥락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 ( )」演興社 傷豊敗俗
있다.

가 과 한 로 이 과 히 엿스니( ) ,淫湯 歌曲 放迭 遊戲 一年 一日 如 演藝 則 春香歌 朴
의 에, ,打令 沈處女歌 陽山道 等 紊亂 唱歌 則 淫子蕩婦 相思愛戀 不堪 淫談

과 야 이 의 과 과 의兄不友第不恭 家庭 失和 不倫 悖說 荒唐無稽 事實 紊亂風俗
로 하야 한 과 한 로 하여곰 케 한 가雜歌 日日開劇 血氣未定 少年 心志不堅 婦女 墮落 事
하니 이가 의 에 에 과 을 과不少 倡夫 李東伯 演興社 雇入 在 時 某大官家 小室 情 通

라如 事 言之醜也 913)

나 의 에셔 으로 야( ) ,所謂 特等 一等 席上 該社 主務者及其他觀覽客 混同雜座 交頭
하고 하야 과 이 을 함에 름이니連膝 拇顂接耳 淫談悖說 陋態醜狀 醜行 肆 適不至  男

가 하 에 를 은 을 이 도로혀女 公同觀覽  演劇場內 此等惡戲 敢行 其風俗 紊亂 淫蕩
을 보다 하다 지로다 을 에 하. ( )… ①放迭 歌曲 昌 尤甚  所謂 總務席 特別席傍 設

고 이 과 하 를 이 로다 에主務者 幾人 妓生 戲弄  場所 作 是也 世上天下 所謂 演劇場
가 과 에 하야 한 을 코져하고 에 과 한主務 任員輩 觀覽人 同席 在 同一 資格 就 上 論 如

의 를 하 자 하리오 으로. ( )ㅣ … ②紊亂風俗 行爲 躬行  寧有 如干戒飭  其浸染 惡習



을 에 치 못 지니 에셔 히 하야 을 키 에는 히一朝一夕 變  當局 嚴重 監督 大改良 加 前 速
이 하다 하노라禁閉 可 에 과 의 를 아니 以上 論 如 傷風敗俗 演戲 興行

라914)

국민신보 의 기자는 전통연희의 상풍패속을 지적하고 가 뒤이어 이러한(( ))『 』

풍속을 교정하기 위해 레퍼토리 개량과 함께 극장 내 풍속을 교정하는 것이 중

요한 문제임을 주장한다 기자가 서술하는 극장 내 상풍패속의 핵심은 여성 연.

행자 기생 들이 등석 관람객 및 총무들과 어울려 풍속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었( ) 1

는데 총무석을 등석 곁에 두어 연희자들이 어울리는 것을 단속케 하고, 1① ②

당국이 주도적으로 연극장 개량에 나서 엄중 감독 하여 풍속을 개량치 않는‘ ’

연극장을 금폐 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논자는 이( ) .禁閉
러한 조선인 민간극장의 영업을 흥행 이라는 어휘로 표현한다 앞서 논의한‘ ’ .

대로 년 이전 신파극과 일본 연희단의 연행에 흥행 이라는 용어를 사용1910 ‘ ’

하였던 용례에 비추어 위의 논자는 일본연극의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

음을 추론할 수 있다.915)

상풍패속론의 논의가 극장개량론으로 전개되는 흐름과 함께 년도부터, 1907

활발해진 자선연주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년대 이후로 이어져 각 기생1910

조업의 공연들은 활동상황과 기부금 내역이 기사화되는 등 연극이 사회사업의

유용한 방편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916) 매일신보 를 중심으로 전개된 연극『 』

개량론에서 극장에 대한 요구는 연극이 사회의 개량과 진보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상징적 언술만을 반복하며 국가 대한제국 가 소멸된 시점에서 민족 공, ( )



동체의 유대감과 부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자선 이 사회 식민지 조선‘ ’ ( /

민족 를 위하여 벌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전되었다) .917)

한편으로 자선연주회는 기생들이 연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기,

생조합과 포주의 입장에서도 영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자선의

목적만으로 활용되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이전에 정재에 참여.

하는 관기 라는 명예는 그러한 사회적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 ,官妓
평양기생들이 황태자 가례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여 운동을 벌였고918) 기부들

은 자신이 소유한 기생이 정재에 참여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였다.919) 년1910

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평양 출신으로 다동 조합의 소속이었던 무부기 이난. ( )茶洞
향 은( )李蘭香 920) 년 봄 간소하게 치러진 진연에 참여하였다1915 .

다동조합의 서도기생들은 정재에 참여하기 위해 개월 연습 후 년여를 기다3 1

렸고 기생점고장에서 한 마디 대사만을 지닌 아전 역할임에도 정재 참여에 의,

미를 두었다 난향이 사라진 나라에서 주는 의복에 가치를 부여하였던 것은 그.

것이 곧 이전시기 관기들만이 지닐 수 있었던 예풍에 대한 인정의 상징이기 때



문이었다 정재는 자신의 가치와 예풍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기부 출신. ,

이나 풍류객들이 인물과 예풍을 평비 하는‘ ( ) ’評批 922) 자리였던 초창기 기생조

합의 공연활동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존 연구에서 기생의 자선심 등으로 범. ‘ ’

범하게 평가되는 자선연주회나 초창기 기생들의 공연활동은 다동 광교 시, · ·

곡 한남 무부기와 유부기 그리고 출신지와 예풍으로 나뉜 기생들이 인정욕망· , ,

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각축을 벌이며 특히 년대 초반 시곡과 다동기생들, 1910

에 의해 전통무용의 혁신을 가져온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욕.

망은 관기 출신보다 지방기에게 기생보다 삼패 출신으로 기생의 이름을 얻으,

려 하는 집단에게 더욱 강한 것이었다.

년대에 이르러 자선공연 자선연주회가 기생연희를 벌이기 위한 방편으1910 ,

로 활용되고 기생조합 연주회의 형태로 공연이 활성화되자 년대 이후 연, 1910

극개량론은 전통연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인 대중극장 연흥사 장안사 의 음( , ) ‘

풍 과 기생연주회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923) 전통연희에 대한 비판은 꾸

준히 제기되었던 흐름이었지만 년대 연극개량론에서는 연극개량을 위해, 1910

일본 연극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년대의 중반의 연극개량론1900

과 차이를 두었다 년대 연극개량론은 연극의 주제 또는 제제의 면에서 관. 1910

객 대중의 교화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조선 신파극단이 내세운 계몽적 주,

제와 일본 연극 모델은 거칠게나마 이에 부합하고 있었다 일본의 연극개량. ·

극장개량론을 추종한 년대 매일신보 의 연극개량론은 이후 조선 신파극1910 『 』

의 등장으로 연극개량에 대한 더 이상의 전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년대 중반 이후 동어반복의 상황에 빠져 실질적으로 소멸된다1910 .924)

연설의 무대화 변사연행과 혁신단 신파극의 연설적 표현:

년대 연극개량론에서는 관객 대중의 교화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1910 ,



러한 시도는 일찍이 은세계 로부터 시작된 신연극의 서사 구성에서도< >(1908)

관철되고 있었다 은세계 에 나타나는 연설의 감각은 연극적 화술 곧 드라마. < > , ,

투르기적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극적 형식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대사와 행,

위를 통해 극서사를 진행하였던 가부키 등 일본 전통극과 정치연설의 감각을

토대로 탄생한 일본 신파연극은 독특한 드라마투르기적 음성을 음성연기로 차

용하고 있었다 조선 신파연극은 이러한 화술 음성연기 방식을 수용하였다 신. , .

파극이 이러한 독특한 화술을 통해 연설적 감각을 무대 위에 드러내었다는 사

실은 연설 이 지닌 당대 문화적 맥락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문제이‘ ’

다 또한 이러한 연설의 문화적 자장에는 활동사진 변사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

연설 은 대한제국기 이후 공공영역의 새로운 의사표현 방식으로 등장(speech)

하였다 조선 후기까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중을 대상으로 공론영.

역의 쟁점에 대해 발화하는 연설 의 감각은 계급적 구조 안에서 찾아보기( )演說
힘든 것이었다 대한제국 말기 이후 개화파에 의해 언설 양식이자 제도로 도입.

된 연설은 년 후쿠자와 유키치 가 연설에 관련된 서양책 회의, 1873 ( ) 『福澤諭吉
변 을 번역하면서 의 번역어로 채택한 것으로 본래는 나가( ) ‘speech’ ,』會議辨
쓰번 에서 사용되던 에서 뒤의 한 자를 바꾼 것이었다( ) ‘ ’ .中津藩 演舌 925)

전략 대저 학문의 취지는 책을 읽는 것뿐이 아니라 가장 으뜸은 이야기 다음에는( ) ,…

물건 같은 것을 보거나 찢거나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도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책을

읽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일본에서 사람이 모였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것, ,

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학

문의 방법을 하나 잃어버린 모양으로 사람의 이목구비 오관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

은 것은 아닐까 후략( )… 926)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술에서 드러나듯 연설은 연습을 통하여 익혀야 하는,

근대적 학문의 방법으로 여겨졌고 이어 유길준 서재필 윤치호 등이 경응의, · ·



숙에서 연설을 학습 년 귀국하여 소개한다 서재필은 배재학당의 협성회, 1896 .

지도를 통해 근대적 연설과 토론 방식을 가르쳤고 이는 년 월 독립협회, 1897 8

의 토론회 개최의 밑거름이 되었다 독립협회의 토론회에서는 정치 경제 종교. , , ,

교육 등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였고 서재필 안경수 윤치호 이상재 남궁, , , , ,

억 지석영 등 독립협회 지도자들의 계몽적 연설이 함께 이어져 근대적 연설과,

토론이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927) 이후 년에는 만민공동회가1897 ,

년 월에는 관민공동회가 실시되어 개항기 공론장에서 연설의 열기를 이1898 10

어갔다.

연설이 지닌 정치성의 핵심은 여러 정치문제를 논의한다는 문제보다 열린 공

론장 속에서 소리의 울림이 담고 있는 정서적 감화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방

식이라는 점에 있었다.928) 연설이 지닌 정치적 영향력 정서적 감응의 효과는·

기존의 정체체계에 위협적이었기에 관민공동회를 주동하였던 독립협회는 고종,

의 명에 의해 해산된다 이후 두 달에 걸친 만민공동회의 집회와 무력을.(1898)

동원한 해산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집회에서의 연설에 대한 법률 마련을 고심하

였으나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고, 929) 년대 초기가지 경무청을 중심으로 협1900

회 설립은 금지되었으며 외부에서의 집회 및 연설활동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

며 가두연설을 하여 붙잡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을사조약 전후 통감부.

지배체제가 정착되자 일진회 대한자강회 등 애국 을 표방한 정치적 협회의, ‘ ’

설립이 본격화되자 연설의 형식은 관제 어용의 형태로 부활하였다· .930) 그러나

이전 시기보다 연설의 열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통감부는 년 보안법을 제정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도서의 게시1907 · ·

반포 낭독의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에게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는 인· ,

물에 대해 퇴거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였다 일제 주도에 의한 보안법의.



설립은 정치적 연설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었다 이에 따라 각종 허.

가된 집회에는 순검이 파견되었고 집회를 위해서는 협회와 집회의 목적이 비,

정치적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민교육회 설립 는. (1904 )

비정치적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강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講演 931) 안국

선의 연설법방 에서 연설을 행하는 자는 연설가 로 호칭되(1907) ‘ ( )’『 』 演說家
었고 일본에서 사용되던 연사의 용어인 변사 역시 연설가의 의미를, ‘ ( )’辯士
공유하고 있었다.

언의두신사가 양복을 션명히입고 압셔거니 뒤셔거니 분분 거마를 좌우로피 야 다리 
를 건너오다가 한신사가 우연히 다리가에 부친광고를 보니 금 이십일오후일시에 문밧
독랍회관에셔 정치연셜로 회 다 고 그 엽헤 허다한 출셕변사의 성명을 기록 지라.   

그 두신사가 순검의 허가를 엇어 당상에 오르니 백여간대쳥에 방쳥 사 이 가( )…   
득 야 졍면에는 팔선탁자를 놋코 한 변사가 그 우에 셔셔 한참 연설 즁에 웃( )…  
자도 잇스며 부르지지 사 도 잇셔 가부의 평론이 분분 고 그 변사 엽헤는 두 경무관  
이 복장에 칼을 집고 엄연히 교의에 거러안졋스며 서긔일인은 손에 연필을가지고 자조 연

설의 대의를 필긔 고 동벽에는 육칠장되 조희에 변사의 성명과 연설의 문졔를 써서 거 
럿스되 후략( )… 932)

위의 인용문은 스에히로 뎃쵸 의 정치소설을 번안한 설중매 구( ) (『 』末広重恭
연학 의 부분이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변사 의 용례에서는 당대 변사, 1908) . ‘ ’

가 각종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해 연설하는 연설가 연사 의 의미로 쓰인· ‘ ( )’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년대 변사 는 양복을 갖추어 입고 관객 앞에서. 1900 ‘ ’

각종 정치와 사회관련 주제를 연설하는 높은 식견과 지식을 갖춘 개화기 연설

장의 연설가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사 연설가 의 연행. ( )

방식은 활동사진 연행의 해설자인 변사 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었다‘ ’ .

기록상 활동사진 변사의 활동은 년 월 관인구락부에서 황태저 저하1908 6 ‘

활동사진 의 연행 이전에 내부대신 송병준이 활동사진 연사 정운복 김상’ ‘ ’ ,

연 한석진에게 활동사진 연설 의 방침을 지도했다는 기록부터 등장한다, ‘ ’ .933)



이러한 관인구락부의 변사 연행은 관인구락부 연희장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

단하고 각종 단체의 행사와 자선행사에 극장을 대관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연행기술을 갖춘 전문적 변사들은 아니었지만 모두 일본에 유학을 다,

녀오거나 서구문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언론인 계통의 인물들로934) 이들의 연

행은 연설 로 지칭되었다‘ ’ .

활동사진 연행에서 년대 후반의 변사 연사 들은 활동사진의 의의나 각1900 ( )

장면의 의미를 연설의 형태로 설명하며 관객들의 문화적인 해석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들이 보여주는 옷차림과 연설장 처럼 꾸며진.

활동사진관의 분위기 황태자 저하 활동사진 을 보기 위한 상류 관객들의, ‘ ’

운집은 조선인 대중극장과 다른 계몽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급 사교문화,

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관인구락부에서 상영하던 활동사진은 주로 관청.

의 주도로 상영되던 위생환등 과 같은 계몽적 활동사진으로 관인구락부에‘ ’ ,

서 연행되었던 활동사진의 소재 역시 이러한 문화적 해설로서의 연설을 요구했

을 것이다 관인구락부의 뿐 아니라 원각사의 활동사진과 환등에서도 활동사진.

을 설명하는 변사 연사 의 존재는 있었으나 역시 활동사진의 배경을 설명하는( ) ,

문화적 해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원각사 시기 인용자 주 의 해설이란 필름을 돌리기 전에 무대에 나와서[ - ]

에 지금으로부터 나타나는 사진은 에 미리견국 에서 에 하는 연설 인“ - - ( ) -” (?)美利堅國
데 장차 보여줄 사진의 내용의 경개만 추려서 몇 마디 지껄이고 들어갈 뿐이었다고 하며

그러한 해설을 또한 맨 먼저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은 지금 단성사에 있는 우정식이었었다

고 한다.935)

연사 가 변사 로 바뀌기 위해서는 활동사진의 서사가 복잡해져 극중‘ ’ ‘ ’

서사의 해석이 보다 긴요한 문제로 부상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영화서사,

가 길어져야 했다.936) 그러나 년 당시의 단척 활동사진은 도시풍경이나 정1900



치 이벤트를 기록한 실사영화가 주를 이루었고 희극적 서사를 다룬 활동사진,

역시 딱히 영상으로 보이는 인물의 행위를 따로 해석해야 할 정도의 길고 복잡

한 서사를 다룬 것이 아니었다.937) 그렇기에 초창기 관인구락부의 활동사진 연

사들은 활동사진과 연설이 결합된 형태의 연행을 지향하였으리라 추정된다.

한편으로 이들의 연행은 변사를 둘러싼 중요한 문화적 이해인 지식 계몽‘ / ’

과 고급문화 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변사 연행의 장소였던 원각사나‘ ’ .

관인구락부에서는 각종 연설회와 협회의 회합이 종종 이루어져 이전 시기 만,

민공동회의 열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으나 공론영역의 쟁점을 토론하는 연설장,

계몽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각사에서 시도한 일련의.

신연극 이 보여주는 연설 의 무대화와 공적 주제에 대한 환기는 궁내부‘ ’ ‘ ’ ,

희대가 토론장이자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년의 분위기와 어1908

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년 월 개장한 경성고등연예관은 조선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변사 연행1910 2

을 시작하였다 신파극과 조선인 변사의 등장은 년대 극장이 계몽 을. 1910 ‘ ’

표현하는 방식으로 연설 의 무대표현이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초기 변‘ ’ .

사의 활동사진 연행과 달리 이 시기의 변사연행은 조선인 변사들을 고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선인 변사들은 일본인 변사의 연행방식을 참조하여 활동사진,

을 조선어로 세츠메이 해야 했다‘ ( )’ .說明
이들이 참조한 일본식 변사 연행은 일본의 활동사진 문화에서만 발견( )辯士

되는 독특한 활동사진기의 연행 방식이다.938) 무성영화의 해설자 관습은 일본

에만 국한된 문화는 아니었으나939)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사진이 장편화되고 표



준영사방식이 도입되며 사라진 반면 일본식 변사의 문화는 년대까지 인기, 1920

를 누리다 년대 유성영화의 등장으로 쇠퇴하게 되었고 식민지 조선의 경1930 ,

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유지되었다 일본에서 최초의 본격적 변사 탄생은. 1896

년 월 일 요코하마 미나토자 에서 공연한 나카가와 켄지3 9 ( ) ( )港座 中川慶二 940)의

공연부터이다 년 무렵 영화가 장편화되고 편집 프레이밍 연기 미장센. 1908 , , , ,

등이 가미되자 일본의 전통예능을 교육받은 새로운 변사들이 변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 활동사진 변사의 설명은 복잡한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다양

한 화술의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941)

일본 변사의 설명은 화술을 중시하였다 변사의 연설은 활동사진필름이 영사.

되기 이전의 전설 과 영사 중 연행인 중설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성( ) ( ) ,前說 中說
우와 같이 연행하는 연극변사 작품의 주제와 줄거리의 해설을 연설식으로 연,

행한 설명변사로 나뉜다 연극변사는 일본에서 제작된 활동사진에 입모양을 맞.

출 수 있었던 일본변사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활동사진 흥행에서 이루어졌을

뿐 조선인 변사들은 주로 설명변사를 하였다, .942) 년 조선인과 일본인을 관1910

객으로 삼았던 경성연예관에서는 조선인 변사와 일본인 변사가 함께 연행하고

있었다.943)

다 신사 코트를 입은 변사가 오른쪽 막을 열고 나와 한손에 부채를 든 묘한 스타일로 설( )

명을 하는 것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번에는 왼쪽 막 방향으로 삼베옷을 입. ( )…

고 오분예두에 팔자 수업을 한 조선 남자 가 조선 인민의 독특한 폭 좁은 바지를 입( )ヨボ



고 앞의 변사에 비해 약간 손색이 있는 스타일을 하고 나와 무대 한가운데에 섰다 자세.

히 보니 그는 조선 측을 위한 변사이기 때문에 왼손을 허리에 대고 약간 굽은 몸에 맞게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왼쪽 손바닥을 치면서 변설을 늘어놓았다 말에 끊김이 없는 한국.

어를 게다가 구천직하 의 기세로 행했기 때문에 일 전부터 익히기 시작한, ( ) 2-3九天直下
우리들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일본어보다 긴 시.

간을 소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서민으로서는 하이칼라한.

방법이다.944)

상층의 고급문화의 맥락을 지니고 있었던 관인구락부의 변사 연행과 마찬가

지로 년대 연행에서 신사 코트를 입은 일본인 변사의 옷차림은 변사, 1910 ‘ ’

가 지닌 고급문화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옆의 조선인 변사.

는 삼베옷과 조선식 바지를 입고 있어 조선인의 종족적인 표지를 드러내고‘ ’

있었으나 조선인 변사만의 단독 공연이 이루어진 우미관 단성사 등의 조선인, ,

전용 활동사진관에서는 신사복을 입은 모습으로 무대 위에 등장하였다 이들이.

벌이는 연행은 일본변사에 비해 길게 연행되었다 연속 활동사진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주로 전설에서 길게 연행되던 조선인 변사의 연행은 년대 조선1910

관객들에게 웅변 연설로 인식되었다, .

라 륙년젼 경성 에 활동샤진관으로 쳐음설시되엿던 고등연예관에셔 처음으로 샤진설( )  
명 변 로 고빙되야 일어와 죠선말로 물흐르듯시 셜명 사 은 아마 셔샹호가 쳣   

라 일카르리로다 본 부산사 으로 칠팔셰브터 일본말의 소양이 잇더니 그후 디.   
에 건너가 쇼학교로브터 즁학교 지 치르고 죠션으로 도라와셔는 경찰셔와 헌병 에 혹 
은 통역 혹은 슌사로 단이더니 신파연극이 창설되 션미단 의 우노릇도 잠간( ) 鮮美團 

얏고 셔샹호와 리한경은 막샹막하( )…  죠션활동계에 웅변가로 지목을 밧을만 겟
도다.945)

일제강점기 대표적 변사인 서상호에 대한 위의 기록에서는 그가 일본에서 중

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 경찰서와 헌병대의 통역과 순사로 근,



무할 정도의 학식과 언어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제 서상호는 연.

행 중의 음담패설과 여성편력 방탕한 생활에 대한 당대 성토의 기사가 많았으,

나 위의 서술에서는 이를 가볍게 서술하고 교양인이자 연설가로서의 변사의, ,

상을 서상호에게 투영한다 활동사진 변사의 문화적 이해에는 이러한 고급문화. ,

교양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다.946) 활동사진 변사는 다 의 인용문에서( )

보듯 장사 이면서도 관객들의 하이칼라 한 욕망을 채워주었던 활동사진, ‘ ’ ‘ ’

극장문화를 구성하고 있었다.

활동사진 극장에서 벌인 변사의 연설 은 년대 극장의 문화적 이해를‘ ’ 1910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개화기 만민공동회 이후.

조선에서 연설 은 계몽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일본의 장사‘ ’ .

극과 가와가미 오토지로오의 신연극 은세계 의 대사조 표현에서 보듯‘ ’, < > ,

연설 은 새로운 연극 신연극 이 지닌 새로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 (‘ ’)

등장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이러한 연설의 문화는 식민지배와 일선.

융화를 찬미하거나 시정개선 생활개선의 협소한 계몽연설로 좁혀져 연설의, ·

내용이 가져다주는 열기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년의 보안법 년 월, 1907 , 1910 8

집회취체 를 통해 안녕질서와 풍속을 해치는 집회와 가두의 연설이 통제된‘ ’

경성의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접한다는 것 연설의 기분 을 느낀다, ‘ ’

는 것은 분명 이채로운 일이었다 또한 연설의 기분 은 극장에서 사회적 계. ‘ ’

몽의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였던 개량담론을 누그러뜨리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러한 연설 의 방식을 극서사에 포함시켜 선보인 것이 조선 신파극이었다‘ ’ .

조선신파원조 혁신단은 년 조직되어 년 월 단성사에서 공연활‘ ’ 1911 1912 1

동을 벌이며 경성의 연극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947) 혁신단의 개막 공연은



무사적교육 화도대좌< >(< ( )樺島大佐 으로>) 948) 메이지기 극작가 히루오카 류고(広岡
의 작품을 가와가미 오토지로오가 년 월 공연한 군사극이, 1857-1902) 1903 2柳香

다.949) 혁신단이 모델로 삼은 무사적교육 은 년 월 인천 가무기좌에서< > 1906 10

공연된 바 있으며 경성에서 공연된 기록은 년 월 일 이토 후미오 일좌, 1908 8 22

의 가무기좌의 공연기록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혁신단의 군사극은 이토 후미오 일좌의 군사극 공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토 일좌는 가와카미 극단의 각종 예제 특히 군사극 레퍼토리를 조선. ,

에 선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언급한 무사적교육 의 예 뿐 아니라 가와카미 극. < > ,

단이 프랑스 극작가 사르두 의 토스카 를 번안하여(Victorien Sardou) < (Tosca)>

불국비극 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다구치 기꾸데이 번안‘ ( )’ < >( ,仏國悲劇 祖國
년 월 공연 을 가져와 파토리 로 공연한 사례 역시 이러한 흐1906 9 ) < ( )>パトリ―

름을 보여준다 장막을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공연한 파토리 는 애국적 색. < >

채가 농후한 전쟁극이었다.950) 군사극이 보여주는 충 에 대한 강조는 혁신단( )忠
의 공연에서 임성구의 긴 연설로 표현되었다 한편으로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로마를 배경으로 한 토스카 가 으로 번안되었듯 무사적 교육 역시< > < > , < >祖國
원작 그대로 공연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안종화씨 처음 각본이 불효천벌 이엇지요: < ( )> ?不孝天罰

이기세씨 아닙니다 일본 내지 각본 화도대좌 를 모방한 것이엇는데 예제: . < ( )>樺島大佐
는 잊엇지만 하여튼 의병대장 전록두 를 주인공으로 하엿엇( ) “ ( )”藝題 義兵隊長 全綠豆

습니다 전록두가 적군에게 잡혀갓는데 항복 하면 노한준다하나 끝까지 항복안하는. ( )降服
것입니다 그다음 회이 불효천벌 이지요. < > .二 951)

혁신단의 창단 공연의 예제가 화도대좌 무사적 교육 의 줄거리를 의병< >(< >) ‘

대장 전록두 의 사건으로 번안한 공연이었다는 이기세의 증언은 초창기 혁신’ ,

단의 공연관련 자료의 발굴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이기.

세의 증언대로 전봉준의 최후에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번안된 작품이었

다면 임성구는 일본 신파극의 형식을 통해 무대의 연설 을 통해 구한말의, ‘ ’

정치적 상황과 계몽적 주제를 담은 새로운 연극 을 기획하였다는 것으로 볼‘ ’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신단의 등장은 단순히 일본 신파극의 이식과 모방.

뿐 아니라 은세계 이후 신연극 시기부터 시도되었던 사회의 쟁점 및 역, < > ‘ ’

사적 사건들의 취재를 통한 레퍼토리 창작의 방법을 이용하여 일본 신파극의

연설조의 연기방식과 무대표현 무대기술을 적용한 연극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화도대좌 의 공연 기록은 혁신단의 이후 기록에서 한 차례만 확인되< >

어 연흥사(1912.4.6, )952) 이러한 시도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군사극의 주제가 충군과 애국을 강조하는 것이니만큼 그가 의병대장, ‘

전록두 를 소재로 연극을 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이 반일적 정서를 담은 민족’

적인 주제를 표현한 것일 가능성 역시 낮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연설 이 보. ‘ ’

여주는 내용의 열도보다 식민지 체제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의 국한된 계몽적,

주제 안에서 연설 이라는 형식이 보여주는 새로움이 중요하였던 초창기 조‘ ’ ,

선 신파극이 담지한 계몽적 연설의 특수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년 이후 혁신단을 위시한 조선 신파극의 등장으로 일본식 신파극의 무대1912

구조와 공연문화는 조선인 극장에 빠른 속도로 정착되기 시작한다 년대. 1910



극장개량론에서 일본식 극장문화의 도입은 음탕황란 의 문화를 개선하는 유‘ ’

력한 방편으로 떠올랐고 조중장 의 혁신선미단 박창한, ( ) ( ), (趙重章 革新鮮美團 朴昌
의 청년파일단 김정원 의 이화단 등은 다수의 신) ( ), ( ) ( )漢 靑年派一團 金正元 以和團

파극단이 조선신파극의 인기에 힘입어 년 사이에 명멸하였다 단성사1913-15 . ,

원각사 연흥사는 조선 신파극의 유행에 따라 신파양식을 적용한 극장으로 개,

축되었다.

일본식 극장건축과 신파 무대양식의 정착

극장에서 일본식 무대기술의 도입은 년 경 본격화된 조선신파극의 등장1912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성에 건설된 일본 극장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

자 년 중반부터 경성에 건설된 일본인 극장은 회전무대 인막. 1900 ( ), (り廻 舞臺 引
다옥 등이 구비되었던 일본의 전통극장을 모델로 건설되었다), ( ) .幕 茶屋 953)

수좌] ( )壽座
(* , (1915))岡良助

그림 수관[ 29] ( )壽館
(* , (1915))岡良助

경성에 건설된 일본인 극장의 외관에는 일본 전통극장에서 설치하였던 각종

예제를 광고하는 걸개 간판과 입간판 깃발 등을 갖추었고 만국기와 전등을 극, ,

장 외관에 가설하여 흥성거리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당시 한성에서 운영되던.



대부분의 일인 극장은 요세를 제외하면 가부키와 조루리 분라쿠 등 일본 전통,

예능과 신파극을 번갈아 공연하던 성격의 극장이었다 경성의 일본인 극장에서.

는 일본 전통극장의 전례에 따라 무대장치를 관장하는 장치가들이 상주하였다.

일본 전통극장이 구비한 가옥 모양의 무대 화도 회전무대 악사석과 막을, , ,

갖춘 무대장치 역시 경성에 건설된 일본인 극장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

다 위의 수관 사진에서는 년대 일본극장의 가옥식 무대장치를 확인할 수. 1910

있다 또한 일본인 극장에서는 회전무대 장치와 무대기술자 역시 구비되어 있.

었다 이러한 부분은 다카야마 교시. 의 조선 에 등장하( ) (1911)『 』朝鮮
는 명치좌의 묘사에서 등장한다.

명치좌는 작은 건물이었다 전등이 환하게 비추어 객석의 사람 얼굴을 하나하나 살필.

수가 있었다 무대에서는 뭐라고 하는 첫 번째는 끝나고 희극 이웃사촌 이라든가. ( ) ‘ ’…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눈 둘레에 검은 테두리를 그리고 옷을 깡똥.

하게 입은 하녀가 혼자서 갈채를 받고 있는 것이 영락없는 희극이었다 방금 하녀가. ( )…

재떨이와 함께 갖고 온 일정표를 보니 그것은 어제 게이노스케가 소맷자락에서 꺼내 놓,

고 간 일정표와 같은 것으로 단지 제목과 배우명이 바뀌어져 있었다 쓰루미 게이노스케, .

라는 호 활자 위에 있는 역을 보니 여동생 하루노 와 나란히 하녀 오다마 로 되2 ‘ ’ ‘ ’

어 있었다 식민지의 남녀는 이 연극에 도취되어 정신없이 웃으며 흥겨워했다 무. ( ) . /…

대를 회전시킬 때 뜰에 놓았던 테이블을 깜빡 잊고 치우지 않아 그 테이블은 무대와 함,

께 뒤에서 앞 쪽으로 끌려와 결국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좌중의 사람들은 모두 다. ( )…

치지 않은 것을 서로 위안하며 소품 담당자를 탓하는 소리를 별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회전된 새로운 무대를 열심히 바라보았다.954)

위의 인용문에서 소극장 명치좌 는 실내에 전등을 가설하였고 이러한 전‘ ’

기조명은 무대조명으로 적절히 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955) 이와 함께 회전

무대를 통해 무대장치를 전환하는 기술을 갖추었고 장치와 무대배경 설치를,

돕는 소품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었으며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분장이,

이용되었다 이와 함께 예목과 배역이 정리된 팜플렛이 극장의 관객들에게 제.

공되었고 이를 홍보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년대 대극장 양식에서는 일본식 전통극장 양식으로 외관을 꾸민 앵좌나1910

수좌의 형태도 있었지만 년대 전문활동사진관은 대부분 일본에서 유행하, 1910

던 서양식 극장의 외관에 내부 좌석을 일본식으로 꾸미는 절충식 극장건물로



건축되었다 년 가네하라 긴조 가 황금정에 세운 경성고등연예관. 1910 ( )金原金藏
을 시작으로 년 대정관 황금관 우미관으로 이어지는 전문활동사진관은 모1912 , ,

두 천석 이상의 대극장으로 건설되었으며 극장의 시설 역시 기존의 다옥1 , (茶
과 같은 편의시설을 두었던 형태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屋

음식점과 끽연실 등을 갖추었던 대정관 공진회 연예관을 인수한 황금관 명동, ,

에 위치한 희락관 유락관의 전신 등은 외관이 서구식으로 꾸며진 활동사진관( )

이었다 이러한 절충적 양식은 년 단성사의 건설에서도 적용되었다. 1914 .

당시 경성의 일본인 극장에서 구비하였던 무대막 제작과 무대장치 기술에는

가부키 연극의 극적 관습에 따른 관습적 표현이 적용되고 있었다 무대미술가.

김정환 의 회고에는 이러한 점이 기술되어 있다(1912-1973) .

우리 초기에 소위 신파라는 그 연극을 할 때 임성구나 이 양반들 무대 장치는 전부가,

일본식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의 가부키 풍 그대로 가져다놓아서 그래서 검정. , ( )…

막을 치면 무조건 이건 밤이고 파란 저것을 하면 이제 낮이고 아주 그렇게 약속이 됐어, ,

요 가부키 무대에서는 밤을 표현할 때 뒤에다 검정 백을 쓰고 이런 것도 전부, . ( ) ,… …

검정이 되고 이제 소위 그 아까이라고 해서 파란 빛이 나오면 낮이라는 게 또 있어. ,…



요.957)

일본식 장치의 결점은 그 사람들 무대가 작았고 또 재료가 역시 오랜 전통에 기인한[ ] ,

나무를 주로 하고 톤이 그것에 비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결점이고 무대장, ( ) […

치를 인용자 주 왜인들은 그걸 갖다가 전부 한 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 평짜리 한- ] ,

평자리 평반짜리 두 평짜리 이렇게 돼 있고 높이도 이것은 뭐 계단의 높이는 일곱 치를, , ,

중심으로 해서 가부키에선 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젤 높은 것이 다섯 단 다섯 단이면 석. ,

자 다섯 치 그 이상 높은 것은 맨들어서 유지되는 거고 거기까지 인제 한 자 내지 두 자, . ,

한 치 두 자 여덟 치 석 자 다섯 치까지는 어느 극장에 가면 일본에선 다 돼 있습니다, , .

그 사람들은 왜인 식의 일본의 풍경 일본의 문화는 쪼꼬만 것 산 산수 요런 풍경( ) , , , ,…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작고 오밀조밀하고 왜소하다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적합하다고 생각해요.958)

김정환의 회고에서는 신파극 시대의 무대표현을 가부키식의 관습 검정 막, ‘

을 치면 밤이고 파란 빛이 낮이고 식의 관습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을 지적한’

다 이러한 일본식 장치는 목재 재질의 작은 무대로 산수 풍경 등이 오밀조밀. (“

하였다 장치마다 톤의 차이가 있었으며 덧마루를 이용해 높낮이를 표현하는”) ,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인 장치사들은 사전에 작은 단위까지 정교하게 제.

작된 장치를 마련하여 공연에 그때그때 응용하였다 초창기 조선 신파극 무대.

에 적용된 무대장치는 가부키적 관습에 따라 제작되었던 일본인 신파극장의 무

대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조선인 극장에서 일본인 극장의 영향을 받았던 최초의 흔적은 원각사 개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영운은 관인구락부에서 연희를 주재하던 년 경. 1908

에 구보다 사부로 에게 극장의 수리를 맡겼다( ) .久保田三郞 959) 구보다의 구체적



인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그가 극장이라는 특수한 건축물의 수리를 맡았으,

며 이후 극장의 좌석배치에서 에밀 부르다레의 기록에 나타나는 무대가 잘, ‘

보이지 않는 극장의 좌우측면 객석이 무대의 조망이 용이한 위치로 조정되었’

고 무대 뒷면의 분장실과 통로가 신축되었던 것에 비추어 극장건축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일본인 건축가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극장관람의 문화 일부에도 하족 관습 등 일본식 극장문화의( )下足
일부 관습이 적용되었다.960) 극장공간의 개축 정황과 일본극장의 관람문화가

수용된 맥락에서는 년 이전부터 조선인 극장과 일본인 극장 사이의 교류가1910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후 조선인 극장의 신축과 개축에서도 일본인 극장건축가,

및 장치사들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대 경성의 극장가에서 남촌의 일본인 극장기술자와 일본인 신파극단1910

은 연기 및 무대미술 등의 다방면에서 조선인 신파극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였

다.

가령 저 유일단에서는 일본 낙오자 배우 한 사람을 선생으로 초청해놓고 그 사람한테

모든 가령 연출은 그 사람이 못하지만은 무대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를 받,

았지요 선생한테 일본사람한테 쯔까모토. , . ( ) ( )… 塚本 961)



그때 년 토월회 공연 당시 인용자 주 만 해도 일본식 극장구조이기 때문에 도르레기[1920 - ] ,

가 없어요 원우전 씨하고 김은전 씨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로는. ( ) ,…

김은전 씨가 좀 선배입니다 그 양반 옛날 그 저 김도산부터 그전에 임성구 적부터 잘. , ,

알아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일본사람 미다라이 라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거기, . , ( ) . .御手洗
가서 무대장치를 그림을 수법을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 초기에 소위 신파라는 그 연극, , . ,

을 할 때 임성구나 이 양반들 무대장치는 전부가 일본식이에요 중략 그런데 어떻. ( )… …

게 해서 그런 무대장치 그 일반 사람한테 그런 풍경을 보여줬는지 그 경로는 잘 모르겠,

고 내 김은전 씨한테 얘기를 들으면 같이 미다라이한테서 한 서너 달 계셨다는 얘길 들, ,

었어요.962)

혁신단의 공연을 도왔다는 신파극 배우 고마쓰( )小松 963) 유일단의 쯔까모토,

무대장치가 미다라이 등은 신파연기와 신파극 장치 분장 등의( ), ( ) ,塚本 御手洗
기술을 조선인 극장과 극단에 교수하였다 뒤이어 혁신단에서 활동한 무대기술.

자 김운선과 같이 조선인 무대장치가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년대 중반 이. 1910

후에는 극장의 무대배경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어 이 즈음부터는 조선인 무대,

장치사가 극장에 상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경은 주로 유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964)

조선인 대중극장은 년 이후 몇 차례의 개축을 통해 일본식 무대장치와1910

극장구조를 구비하였다 연흥사는 혁신단의 공연을 기점으로 년 월 부분. 1912 3

개축하였고965) 장안사는 년 월 이화단의 공연을 준비하며 신파극 공연을1912 9

위한 무대를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966)



개축된 조선인 극장은 일본식 전통극장의 외형을 따르지는 않았으며 절충식,

극장을 염두에 두었다 산천초목 표지에 실린 연흥사 삽화에서는 삼각. (1912)『 』

형 지붕에 베란다와 첨탑을 갖추고 매표소가 분리되어 있는 서구식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인 대중극장의 층 베란다는 취꾼의 연주공간으. 2

로 사용되었다 한편으로 좌측에 그려진 노송은 은유적으로 음부탕자의 음행을.

상징하고 있어967) 극장에 드리워진 상풍패속의 감각 역시 확인할 수 있다, .

단성사는 개축 이전부터 일본식 화도 등의 무대를 갖추었는데 이는 초창기,

단성사에 참여한 나카가와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968) 년 월 외국1914 1 “

이나 내지극장을 모범하여 굉장히 건축하고 신연극의 발젼을 계획”969)하기 위

하여 안창묵이 만 천원의 예산으로 신축한 단성사는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1 1 ,

고 석 규모의 절충식 대극장으로 확장 건축하였다 단성사는 층의 베란다1000 . 2

구조 첨탑과 서구식 외관장식을 갖추고 있었다 단성사의 총 건물은 간 약, . 168 (



평 무대는 간 약 평 규모로 극장 내부로는 층 등석에는 다다92.4 ), 32 ( 17.6 ) , 2 1·2

미를 층 등석에는 장교 를 설치하고 개의 전기등을 설치하고 있었으, 1 3 ( ) 150長交
며 일본극장에서 다옥 으로 불리는 매점을 층 상등석 부근에 마련하, ( ) 2茶屋
며970) 조션의 연극쟝으로 젼도에 뎨일 로 광고하고 있었다“ ” . 971) 조선인 대

중극장의 개축은 일본의 전통극장을 모델로 객석과 인막 무대장치 등을 갖춘,

것이었으나 일본 전통극장의 외관이 아닌 서구식 건물로 건축되어 그 안에 일,

본식 무대장치를 설비한 절충식 극장구조를 지향하였다.

신파 연극에서는 신문광고 등을 통한 홍보

와 도시의 광고판에서의 홍보 연극의 배역과,

막별 줄거리를 간단하게 기술한 연극 팜플렛

을 홍보에 이용하였다 일본인 거류지의 경우. ,

주변 가로에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광고대나

전신주 등이 상품광고대 역할을 맡고 있었기

에972) 일본인 극장의 연행 역시 이러한 광고

대에서 광고될 수 있었다 극장 앞에 간단한.

인물과 예목을 정리한 글을 부착한 형태는 앞

서 인용한 년 대한민보 의 극장 삽화1910 『 』

그림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2]) .

초창기 단형기사 형태로 제시되던 극장예

제 소식은 년 경 신 구파연희 형태로 공연활동이 활발해지고 예제의 차이1912 ·

가 생겨나자 고정란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매일신보 에서는 년 월. 1912 2『 』

연예계 란을 시작으로 극장의 예제가 소개되기 시작하며 년‘ ( )’ , 1914 1演藝界
월부터는 연극 과 활동 란으로 전문활동사진관의 소식과 조선인‘ ( ) ( )’演劇 活動
대중극장의 예제를 함께 다루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광고나 단형기사 독자투. ,

고란에 산재되어 있던 연극소식 정보는 면 하단에 고정되어 일 부정기로3 1-4

신문에 게재되었다 일본에서 년 의 정보 란은 석간신문을. 1884 ‘ ’『 』今日新聞
중심으로 소신문에서 수록한 주요 오락물 중 하나였는데973) 매일신문 의 극『 』



장예제를 소개하는 고정란의 신설 역시 신파극과 전통연희단체 전문활동사진,

관으로 레퍼토리가 분화되어 경성 내 흥행 예제가 다양화됨에 따라 년대1910

초반부터 신문의 대중적 전략으로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인 극단에서도 공연에 관한 정보를 담은 간단한 유인물(油印
을 사용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조선 에는 일본인 극장 명치좌) . (1911)『 』物

에서 사용되는 유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극장 유인물은 조선인 극단 중에서는.

혁신단이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이후 홍보를 위한 유인물의 활용이 보편화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 극단 역시 문수성 공연 이후 신문지상에 수록된.

막별 장별 정보와 배역은 극단의 유인물을 기준으로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974)

극서사 재현 양식의 전개 장편화 해설자 드라마투르기적 음성: , ,

혁신단의 초창기 신파극은 이전시기 창극에서 보여준 회장 구성의 짧은 극서

사 재현 단형창극 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변화를 장 막 으로 연결한 긴( ) · ( · )章 幕
극서사를 재현하였다 이러한 신파극의 극서사 재현방식은 구파 연희에도 영향.

을 미쳤다 종합적 연행물 체제에서 단형 창극은 연행의 일부로 배치된 예제였.

으나 극서사가 점차 장편화 되자 연극과 창극 가무극 등이 단일 레퍼토리로서, ,

극장 공연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었다 혁신단의 신파극은 중심예제 비극 정극. ( / /

활극 편과 희극 편 또는 중심예제 한 편으로 구성된 장막극을 공연하였고) 1 1 , ,

이러한 흥행 방식은 조선인 신파극단의 공연예제 구성방식으로 정착된다.

신파극은 대본을 갖춘 연극이었다 문수성의 불여귀 나 유일단의 혈의 누. < > < >

와 같이 약속된 장면의 대사와 행동 극서사의 이해가 중요한 가정비극류 신파,

극은 물론이고 초창기 구찌다테 방식을 연기에 활용한 가와카미 오토지로의,

연극에서도 간단한 줄거리가 담긴 스지가키 나 배우의 대사만을 뽑은( )き筋書



가키누키 식의 축약적인 대본이 존재하였다 조선 신파극의 대본은( ) .き き書 拔
남아있지 않으나 일본의 신파극 줄거리 대본을 통해 그 대강을 살펴볼 수 있

다 다음은 초창기 가와카미 오토지로오가 요메지마 에서 단신으로 개척생. ( )嫁島
활을 하여 유명해진 다나카 츠루키치 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공연한( )田中鶴吉
남쪽바다 요메지마의 달 대본의 일부이다< ( )> .南洋嫁島月

이러한 신파극 대본을 통해 일본 신파극에서는 구찌다테 방식으로 연( )口建
극을 구성하거나 고정된 장면을 연습하여 연행을 준비하였고 조선 신파극 역, ,

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976) 신파극은 대본이 없는 연극 이라기보다는‘ ’



대본에 극단 배우의 취향 을 추가하여 완성하는 연극이었다, ‘ ’ .

신파극은 새로운 형식의 연극이었다 긴 극서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무대에.

서 시간과 공간의 전개를 표지할 수 있는 무대장치 및 배경을 갖추고 경우에,

따라 해설자를 이용하여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와 시공간의 이동을 설명하는 공

연관습과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서사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객의 관람관,

습이 갖추어져야 한다 무대배경을 갖추지 않았던 탈춤과 같은 극양식에서는.

하나의 과장이 끝나고 갈등의 해소를 상징하는 춤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구성 방식을 갖추었으며 창극에서는 무대를 종결시키,

거나 도창자가 다음 사건을 설명하는 관습이 있었다 은세계 가 회장 방식으. < >

로 연행되었던 이유 역시 바로 이같은 시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무대장치나

배경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년대. 1910

극장에는 무대배경을 마련하여 시공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관습을 마련할 수 있

었고 해설자 관습 역시 남아 있었다, .

윤백남이 년 월 단성사에서 벌어진 혁신단의 공연을 보고1911 4 977) 남긴 아래

의 기록에서는 관객들이 느끼는 새로움의 요소로 무대배경과 도구장비를 언급

한다 무대배경이 조선 신파극을 통해 등장하였다는 진술은 시간과 공간의 변.

화를 알리는 극적 장치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 이윽고 이 열리자 무대에는 아즉 한 개의 도 등장하기 전부터 이( )… 幕 人物 拍手聲
요란하엿다. 하나마 과 가 에게는 처음 보는 한幼稚 舞臺背景 道具裝備 一般觀覽者 新奇

거리기 때문인듯 하엿다求景 와 나는 짜른 한숨을 지엿다 아즉도 멀엇구나 하는. / .趙
이 제절로 터져 올랏다 그러자 별안간.歎聲 를 뚱땅 뚱땅 뚱땅 치는「 」 「小鼓 所謂 新
의 북소리와 함께 가 와 을 초월한 을 입고 를 한 손」方 團長 林星九 時代 現實 軍服 軍刀



으로 쥐고 그 북소리에 마쳐서 로 에 나타나서 로 들어섯다.軍隊調練式步調 花道 本舞臺
그리고 조곰 쉰 목청으로 을 붙인 이상 야릇한 가 석긴 세리후 를 하기「 」抑揚 文字 獨白

하엿다.始作 우리는 두 번째 긴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엇다 후략/ .( )… 978)

그러나 동경 유학시절 일본의 난숙한 신파극을 체험하였던 윤백남의 입장에

서 혁신단의 공연은 한숨이 나올 만한 공연으로 여겼다 첫 번째의 한숨은‘ ’ .

무대의 관객의 관람태도에 대한 진술로 협률사 시대부터 전개되어 온 관람성,

향의 특징인 소란스럽고 유희적인 특징을 이해한다면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

다 흥미로운 것은 막이 열리고 북소리 에 맞춰 단장이 등장하여 시대를. ‘ ’ ‘

초월한 의상 과 이상야릇한 세리후 대사 를 날리는 장면에 대한 윤백남의’ ‘ ’( )

감상이다 의상에 대한 문제는 소도구의 미비를 가리키는 것이겠으나 나머지. ,

두 가지의 방식은 혁신단 신파극의 연기양식에 관한 것으로 주목된다.

혁신단 신파극에서는 북소리에 맞춘 양식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었다.

그런 거 음향효과 인용자 주 는 유일단 시절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혁신단 임[ - ] .

성구 시절에는 하야시 라고 하는 일본사람이 하는 그대로 꼭 북만 가지고 합니다( ) .はやし

가령 하나가 뒤어들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고 걸음걸이에 맞춰서 빨리 오면 바른

대로 북치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치고 작은 북 큰 북이 있어가지고 그것 둘을 가지고서, .

음향을 했지요.979)

가부키에서 북소리는 인물의 등장을 알리거나 걸음걸이의 리듬감을 조성하

고 인물이 무대 위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등의 음향효과로 사용된다 초창, .

기 신파극이 가부키의 공연방식에 영향을 받았고 이후 가와카미 오토지로의,

정극운동 이후 서구연극의 양식을 수용하여 가부키로부터 독립된 극양식을 추

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혁신단의 신파극에서 북소리 반주에 맞추어 등장하,

는 임성구의 모습은 윤백남의 눈에 초창기 신파극 또는 그가 언급한 대로,

일본신파 그 중에도 만선 으로 순회흥행하는 소위 이나카마와리“ ( ) (イナカ滿鮮
극단, ) ”マワリ 田舍廻 980)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대사 방식은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 번째는 대사를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단장이 출현하여 연설적 어조로 극의 주제를 설명하는 쵸,

보( )ちょほ 식 관습의 사용이다 임성구의 대사 전달 방식은 이후 신파극 배우들.

과는 달리 독특한 음성연기를 보이고 있다.

그 임성구의 인용자 주 말 모양이 활동샤진의 변 헛슴니다[ - ] .  981)

그 사람 임성구 인용자 주 연기 표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사는 아니에요 저음도[ - ] .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소리를 질러서 내뱉는 그러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 .982)

윤백남의 진술과 위의 진술을 종합하면 임성구의 연기는 이상야릇한 억, ‘ ’

양이 있는 대사로 내용의 전달보다는 음조의 변화를 통해 독특한 리듬감과 정,

서를 표현하는 가부키식 음성연기 방식과 닮아 있다 이는 일본 부인의 눈에서.

는 활동사진의 변사 처럼 느껴졌고 년대 신파배우로 활동했던 변기종‘ ’ , 1910

의 눈에서도 이상한 것이었다 쵸보의 극적 기능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 있었던.

일본 전성기 신파극과는 달리983) 단장의 장광설로 시작되는 혁신단의 연극방식

역시 윤백남의 눈에는 불만이었다 혁신단에서 임성구는 대부분의 경우 극의.

중요한 역할을 전담하였다 그렇기에 쵸보를 길게 설행한 단장이 다시 무대 위.

에서 역할로 등장하는 것은 극의 절대성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

한 점을 종합하면 임성구 혁신단의 무대표현 방식은 가부키적 연기양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초기 신파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혁신단 임성구의 음성연기에서 나타나는 연설조 대사를 표현 신파조,

음성연기의 등장은 최초의 드라마투르기적 음성 으로 주목(dramaturgical voice)



된다.984) 드라마의 근대적 관람이 극중 서사에 감각을 집중하는 과정으로 설명

할 수 있다면 선택적 청취 는 청각성의 측면에서 근대적 관람을 위한 감각, ‘ ’

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의 대사는 단순히 언어의 의미를 지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투르기적 음성 안에서 의미의 확(dramaturgical voice)

대와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985) 신파조 음성연기는 이러한

의미에서 관객들이 여타의 소음과 구별하여 대사를 선택적으로 청취 하게‘ ’

만들고 이를 통해 극서사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정서와 상황을 상상케 하여,

관객의 감정이입을 돕는 극적 표현방식이었다.

년대 후반 유성기음반으로 녹음된 신파극을 바탕으로 신파조 음성연기를1920

분석한 우수진은 신파조 음성연기의 특징으로 호흡이 만드는 발화의 휴지와,

억양의 고저가 분명하며 감정 고조를 동반하는 장광설에서는 연설적인 대사로,

다 의 종결어미의 사용을 통해 독백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지적한‘- ’

다.986) 이러한 독특한 음조를 보유한 신파극의 음성연기는 종래 창극에서 타령

판소리 의 장단에 얹혀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대사의 감각을 떠나서 신연( ) , ‘

극 시대로부터 시도되었던 웅변조 대사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음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줄거리에 더한 구찌다테 의 대사에서는 문어적 어휘가 절. ( )口建
제되고 구어적 감각이 도드라지는데 바로 이러한 신파극의 구어적 표현 연설, ,

조의 어투는 신파극 연기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의 모순의 실지면을 극화하여,

웅변조의 연설로 표현하는 신연극의 감각과 맞닿아 있었다.

한편으로 임성구의 신파극에 호응을 보냈던 년대 조선인 관객들은 신파1910

극의 활극 적인 감각을 향유하고 있었다 부르다레의 회고에서도 드러나( ) .活劇
듯 개항기의 창극은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움직임이 아닌 가, ,

창을 중심으로 관람하는 청각적 관람문화와 맞닿아 있기도 했다 줄거리가 확.

인되는 초기 혁신단의 육혈포강도 연흥사 초연 친구< ( )>( , 1912.2.18. ), <六穴砲强盜
의형살해 연흥사 초연 송죽절 우정삼인병( )>( , 1912.4.13. ), < ( )>, <親仇義兄殺害 松竹節
사 연흥사 천도조정 연흥사( )>( , 1912.6.25.), < ( )>( , 1912.8.16.),友情三人兵士 天道照正
단총여도 연흥사 등은 복수 살인 폭력의 사건을 무대< ( )>( , 1912.10.29.) , ,短銃女盜



위에 구현하고 결말에 이르러 정의가 구현되는 활극 계열의 연극이었다.987) 이

러한 줄거리의 재현은 배우들의 활달한 움직임과 연설을 방불케 하는 신파조의

음성연기로 표현되었다.

매일신보 의 독자투고란에 실린 당대 혁신단의 초기 신파극 활극을 관람,『 』

한 관객들은 장절쾌절 의 쾌감을 감각하였다‘ ’ .988) 초창기 조선신파극은 신파

조 어조를 도입하고 해설자 관습을 이용하며 무대장치를 통한 시공간의 변화,

를 표지하는 극적 관습을 형성하여 이전 시기와는 달리 장편의 극서사를 조선,

인 극장 위에 공연할 수 있었다 초창기 혁신단의 연극이 보여주는 활극적 특.

징은 기존의 창극이 보여주었던 정적인 동작과는 다른 활발한 신체의 움직임을

무대 위에 구현하면서 보다 볼거리가 많고 새로운 연극으로서 년대 조‘ ’ 1910

선인 대중극장에 출현하였다.

신파극 연기양식 레퍼토리의 정착과 직역 의 문제· ‘ ( )’直譯

조선 신파극의 극서사 재현 방식은 년 조중환과 윤백남이 주도하여 조직1912

한 문사극단 문수성 과 이기세의 유일단 의 공연을 통해 한층 발( ) , ( )文秀星 惟一團
전할 수 있었다 년 월 윤백남은 신파극의 부패를 개탄하고 풍속의 모. 1912 3 ‘

범을 지을 목적으로’989) 문수성을 결성한다 동경물리학교에서 수학하다가 교.

토의 신파극 중진 시즈마 코지로 에게 신파극을 사사받고 돌아온( )靜間小次郞
이기세는 귀국 후 개성좌 를 마련하고 전속단체로 유일단 을 조( ) ( )開城座 唯一團
직하여 년 월 일부터 개성좌에서 활동하던 중 년 월 일 연흥사1912 10 13 1912 12 2

공연을 시작으로 경성 공연을 시작하였다.990)



문수성은 불여귀 를 비롯한 일본 가정비극류 레퍼터리를 도입하고 청춘< > < >,

단장록 등 신문연재소설을 극화 사전에 대본을 창작하여 공연하는 방식을< > ,

도입하며 극적 짜임새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수성이 선보인 불여. <

귀 단장록 등의 가정비극 레퍼토리는 이후 여타 조선 신파극단을 통해 활>, < >

발히 공연되며 가정비극류 신파극의 정착에 자극을 주었다 문수성의 신파 개.

량의 노력은 일본 가정비극류 신파극이 각본의 측면에서 조선 신파극계에 정착

되었던 과정을 보여준다.

년 월 결성된 문수성의 일원이었던 조중환은 호토토기스1912 3 ( )「 」不如歸
의 번역을 진행했다( ,1898.11.11.-1899.11.24.) .『 』國民新聞 991) 문수성의 불여<

귀 공연은 조중환이 번역한 불여귀 를 토대로 년 이루어진 혼고자> 1908 (「 」 本
의 공연을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었다 년 혼고자가 공연한 불여귀 는) . 1908 < >鄕座
년부터 공연되었던 불여귀 와 서사의 중심이 좀 달랐다 일본에서 초기1902 < > .

불여귀 공연은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호토토기스 의 원작서사를 이용< > , 「 」

하여 청일 러일전쟁 분위기에 따라 타케오의 세계 를 중심으로 군사극으로· ‘ ’

꾸며진 것이었다 그러나 년대 후반의 공연에서는 전쟁에 출전한 남편이. 1900

없는 사이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폐병으로 죽게 되는 나미코의 세계 가 중‘ ’

심이 되어 멜로드라마적 색채가 짙은 연극으로 개작된다.992) 군사극적 구성에

서 멜로드라마적 구성으로 초점이 바뀌는 일본 내 불여귀 공연의 흐름은 문< >

수성의 공연에도 반영되어 있다.

문수성의 불여귀 는 조선에서 일본 가정비극류 레퍼토리 도입이 번역에서< >

번안으로 나아갔던 과정을 보여준다 문수성이 마련한 각본 불여귀 는 년. < > 1902

이후 마련된 대본을 번역한 것이 아닌 원작소설 호토토기스 의 서사를 일부「 」

개작한993) 직역투의 번역으로 이루어졌다 년 월 일에 원각사에서 개막. 1912 3 29



된 문수성의 불여귀 공연은 천도무남 역을 윤백남이 맡는 식의 공연이었< > ‘ ’

으나 이후 이어진 불여귀 공연에서는 조선적 인명과 지명을 채택하였다, < > .

년 월 일에 재공연된 불여귀 의 막 구성과 인물 구성에서는 초연 당시1912 5 10 < >

와 바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994)

조중환의 불여귀 상 하 단행본이 문수성의 재공연이 끝난 지 불과 개월, 3『 』

후인 년 월에 간행되었기에 조중환의 불여귀 는 애초부터 공연을 염두1912 8 , 「 」

에 둔 원작소설의 번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불여귀 공연은 인명과. < >

지명까지 온존한 직역투의 번역극으로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공연 과정.

에서 문수성의 불여귀 공연의 흐름에서는 그들이 일본 가정비극을 번역극으< > ,

로 공연한다는 원칙 안에 숨어있는 일본 을 근대 로 오인하고 일본의, ‘ ’ ‘ ’

연극인 신파극을 문화적으로 이식하여 근대극을 달성하겠다는 초창기 일본유학

파 신파 연극인들의 기획을 엿볼 수 있다.995) 그러나 실제 공연은 그러한 의도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에 문슈셩 일 이 이것 불여귀 을 연극 니 그 어려온 것은 다시 말 것업거니[< >]  
와 문슈셩 일 으로 말 면 다년 디에 유학 야 일본연극을 만히 본 사 이라 쳐음 연    
극으로 우 잘 다 만 도다 홍죵찬 군의 셜명이 변 치 못 으( ) ( )…     洪鍾燦 々  
로 관람쟈가 불여귀 연극의 을 셕치 야 우졔군의 고심 바를 트리 념려가      
업지 안이 니 가셕 더라 그 연극즁에도 비 구졀이며 인졍의리에 야 가히 동졍   
의 눈물을 흘닐만 것이 잇스되 관람쟈즁에 다수 비참 눈물을 흘닐터에 도리혀 웃고  
두듸여 쟝 가 쇼요 게 되 이것은 우가 잘못 셔 그런 것이 안이라 관람쟈가 볼    
줄을 모르 이로다 긔쟈가 우졔군에게 한마 쥬의 일이 잇스니 다름안이라 졔    
군은 연극에 셩공 지라도 관람쟈가 아라보지 못 면 셩공이라 못 지니 죠즁환씨던지  
윤교즁씨던지 누구던지 설명잘 니가 다음막에셔 것을 씹어 키 것 치 설명    

야 쥬 것이 가하다 노라   996)

문수성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했던 매일신보 의 논지를 감안하면 처음, ‘『 』

연극으로는 매우 잘 한다 는 기술보다 관람자가 알아보지 못하면 성공이라’ ‘

못 한다 는 진술이 일기자가 문수성의 불여귀 연극을 보고 느낀 솔직한 감’ < >

상인 듯싶다 위의 인용문에서 문수성 연극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쵸보 곧 해설자의 역할이 축소되었던 부분이다 극서사에서 해설자의 존재는, .

협률사 시대 광대무언극의 해설자 창극의 도창자의 예에서 보듯 조선인 관객,

들에게 익숙한 장치였고 활동사진관의 설명변사 역시 해설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해설자는 시청각적 정보를 동원하여 극서사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관람관

습이 정착되기 이전에 과도적 장치로 극장에서 유지되던 관습이었으며 불여, <

귀 의 초연에서 보듯 문수성 신파극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었다 위> .

의 일기자는 해설자의 역할을 각 막의 시작 부분에서 설명 잘 하는 단장격‘ ’

의 주요 배우가 맡아 장의 내용과 주제를 씹어삼키듯 해설해야 한다고 조‘ ’

언한다 이러한 해설자의 운영 방식은 혁신단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쵸보 방식.

과 유사하다 해설자의 기능이 축소된 문수성의 공연에서 관객들이 웃고 두. ‘

드려 장내가 소요 하여 관람자의 감정이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은 가정비극’ ,



류 신파극이 표현하는 비극적 정서에 대한 감정이입이 년대 초반의 관객들1910

의 극적관습의 이해 수준에서 지난한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개월 뒤 문수성의 불여귀 재공연에서는 인물과 장소가 조선식으로 번안2 , < >

되었다 이는 이들의 번역극 기획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후 일본 가. ,

정비극 신파극 공연이 번안의 형태로 정착되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

화는 가정소설 안에 틈입해 있는 전쟁서사에 담긴 이데올로기적 문제 뿐 아니

라 당시 관객들의 극적서사를 해석하는 능력 원작의 배경이 되는 타 문화의, ,

맥락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였던 사정 일본 작품의 경우 식민지 조선인들이 지,

니고 있었던 민족적 감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설 불여귀 이후 조. 「 」

일재의 쌍옥루 장한몽 단장록 이 모두 인명 지명 서사를 조선식으, , , ,「 」 「 」 「 」

로 조정한 번안이었고 이후 선우일이나 김우진 등의 가정소설 번역 역시 대부,

분 번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문수성과 비슷한 시기 유일단의 공연은 년대 초반 조선 신파극단이 이, 1910

른 난숙한 무대연기의 경지를 보여준다.

라 즁부 동 연흥샤 신파연극 유일단 은 요 이 연일 만원에 대셩황으로 죠션( ) , ( ) 唯一團 
에셔 가히 유일 연극이라 칭할 만 며,   기예의 슉달함과 언어 동의 고샹 은 가위 
연극계에 모범이라 일을시라 작일은 혈의 루 의 라 연뎨로 연 얏 련. ( ) , 血 淚    

쟝의 오셩 과 쇼위 송강 의 침착 묵즁 도 가히 실샹으로 그 을( ) , ( ) , 五星 宋康    
당 야 보 듯 감념이 일어나며 폭도 리봉희의 부인 츈 강보에 싸인 아달, ( ) ,   春子 
을 더지고 리혼을 당 야 친가로 도라가 잇다가 젼일 셔 문영균 이가 아희를, ( )  文永均
다리고 와셔 졋을 걸 에,   폭도의 식이라 사 의 이목은 잇고 텬리    
이지 안이 여 묵묵히 말은 업스나 동작 모양은 말에셔 더욱 심히 비챵 고 난쳐한,  
형용이 보이니 실로 탄복 만치 연극 즁에 말 안이 고 형용과 동쟉으로 사, , , ,   
의 감동을 쥬어 희로 락을 쥬 일은 가위 유일단이 유일 시초를 지엇다 칭찬 리로, ,   
다. 그러나 쟝 쥬의 일은 언어에 모슌되 일을 말 것이오,   과히 디 것을 직역 지 
말기를 희망997)

연흥사에서 벌어진 유일단의 년 월 일 혈의 루 공연에 대한 비평에1913 1 27 < >



서 기자는 유일단의 신파극 연기에 담긴 형용 동작 침묵 의 표현, ‘ ’, ‘ ’, ‘ ’

에 찬사를 표하고 있다 년 전성기의 조선 신파극에서 보여준 무대연기의. 1913

수준은 종전 연설조 대사의 초기 신파극이 보여주었던 언어적 전달력을 넘어

서 시청각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위의 인, .

용문에서 문영균이 아이의 젖을 애걸하는 장면은 배우연기의 형태 가 완성( )型
된 년대 전성기의 신파극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대사 또1910 ‘ ( )’めぜりふ決
는 명장면 을 만들어내는 방식( )せ見 場 998) 곧 호흡과 완급을 조정하여 관객들에,

게 여운을 남기는 무대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년대 연극관련 기사에서. 1910

형용 이나 표정 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감정표현 연기술은 문수성과 달‘ ’ ‘ ’ ,

리 개성좌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공연활동을 통해 전문적으로 배우술을 익힐 수

있었던 유일단과 같은 신파 전문극단의 활동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러한 관습.

을 이해할 수 있었던 훈련된 신파극 관객들 역시 무대연기의 감정표현에 동화

되어 극서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비극적 정서에 동화될 수 있었다, .

한편으로 위의 인용문에서는 유일단의 혈의 루 공연에서 문수성의 불여< > <

귀 공연과 마찬가지로 내지 것의 직역 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예리하> ‘ ’

게 지적한다 유일단의 혈의 루 는 인물명을 통해 번안작이었음을 알 수 있으. < >

나 실제 공연에서는 무대장치나 의상 언어의 측면에서 직역 의 감각을 보, , ‘ ’

여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수성과 유일단은 일본 가정비극류 신파극 양식을.

통해 극서사 전개와 무대표현에 있어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며 신파양식의 정착

에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일본 신파극의 모델을 경유한 근대적 연극의,

도입이라는 형태를 지닌 것이었기에 관객들의 종족적 감수성과 극서사에 대한, ,

일반 조선인 관객의 이해 수준과는 괴리를 지닌 것이었다.

유일단에서 예성좌 로 이어지는 이기세의 연극은 당대 조선인 관객들( )藝星座
의 취향에는 시들고 느른한 것으로 소수의 하이칼라 식자 들‘ ( )’ , ‘ ( )萎微 識者
의 도락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의해야 한다’ .999) 개항기까지 소란



하고 떠들썩한 분위기의 관람과 가무가 어우러진 청각적 관람취향을 유지하였,

던 다수 조선인관객들의 입장에서 집중을 통한 감상과 감정이입이 필요한 가,

정비극류 신파극은 년대 대중적인 공연예제로 수용되기 힘들었다 쵸보 관1910 .

습의 유지는 전상기의 일본 신파극을 이상에 두고 있으나 원활한 장편 극서사

의 공연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서사전개 방식이었다.

문수성과 유일단 이후 가정비극류 신파극은 혁신단 등 조선 신파극단의 주요

레퍼토리로 차용되어 신파극을 애호하던 관객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 이에, .

따라 가정비극류 신파극 공연은 여성관객층을 중심으로 신파관객층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였다 불여귀 장한몽 등의 흥행은 신파극은 여성관객층을 중심. < >, < >

으로 신파관객층이 확대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1000) 조선신파극단의 가정비극

은 일본 신파극의 직역 의 감각을 떠나 조선적 정서와 인물을 담은 번안‘ ’ ·

창작소설의 극화를 거치며 보다 많은 여성관객층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

언급하였듯 가정비극류 신파극은 시들고 느른한 연극으로 년대 조선‘ ’ 1910

인 다수의 관객대중 취향에 그리 부합하는 형태의 연극은 아니었다 반면 신파. ,

극 공연예제에 포함된 신파희극 은 관객들의 애호를 받았다( ) .新派喜劇

가 에서는 쌍옥루 연극을 홍보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웃음거리 와( ) < > , ‘ ’



일 공연 다동기생들의 단체관람 이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생구‘11 ’ .

경이 개항기 극장문화에서 유지되었던 관극선택의 중요한 문화적 맥락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신파희극 역시 그와 육박할 정도로 신파극 단체가 선보인 대중적,

인 공연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의 서술에서. (1911)『 』

나타나는 재경일본인의 신파희극 애호까지 고려한다면1002) 신파희극은 년1910

대 경성의 신 구파연극을 애호하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관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공연 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파 연희의 공연관습와 신 구파 양식의 혼효·

강선루일행의 가무공연과 다동 기생조합 연주회의 음악극:

년대 조선 신파극의 등장은 전통연희의 변화를 자극하였다 구파 연희는1910 .

년까지 신연극 으로 통칭되었던 신파극의 등장으로 전통연희 공연1912 ( )新演劇
전반이 구 로 호칭되며 새로운 감각을 상실하게 된 전통연희 단체‘ ( )’ ‘ ’舊
를 총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1003) 한편으로 구파 연희는 년대 극장에서1910

공연되었던 대중적인 극장예술양식으로 당대 극장기술 및 장편 극서사 구성방,

식 인접예술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전통적 극장문화와 절충시키는 과정, ,

을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재담과 같은 전통연희는 신파극의 레퍼토리로 정착되.

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년대 강선루일행의 공연활동과 다. 1910

동 기생연주회에서 공연된 전기호접무 항장무 어사와 초동 을 중심으로, < >, < >

년대의 구파의 변화와 신파 양식과의 혼효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1910 .1004) 강



선루일행과 다동 기생조합연주회는 모두 기생들이 중심이 된 극장 공연활동이

었다.

년대 구극 연희의 극장 공연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전통예인1910

층은 바로 기생이다 기생단속령 이후 제정된 각종 예 창기 관련 규정에 의해. ·

기생들이 조합을 이루고 경성에서 기업활동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상황은 역설,

적으로 기생조합의 이름으로 집단적인 공연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매년 봄과.

가을 정기연주회 수시로 이루어진 자선연주회나 공진회 가정박람회 각종 환, · ·

영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생의 극장 공연활동은 남성예인들의 빈도수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장 공연활동을 통해 명예와 인정욕구.

를 충족하려는 일군의 기생들도 등장하여 가무와 음악극을 중심으로 기존의,

공연양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을 보일 수 있었다 이 문화적 배경으로는.

년대 이후 도입된 신파양식과 활동사진 등 인접예술의 영향관계를 고려할1910

수 있다 한편으로 극장의 공연활동이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는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들 조합의 기생들은 년대 중반 이후 극. 1910

장사정의 악화 상황에서도 경성에서 꾸준히 공연을 벌일 수 있었다.

주로 창부와 악사로 구성된 남성 예인들은 극장에 소속되거나 자신의 극단을

조직하면서 일행 협률사 의 이름으로 경성 내 극장공연과 지방 순‘ ’, ‘ ’― ―

회공연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남성예인들의 극장공연활동은 생계와 관련된 일.

이었고 년대 중반 한성 내 극장 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순연 중심의 활동, 1910

을 벌여야 했기에 경성 내의 공연 빈도수는 적은 편이었으며 레퍼토리 역시,

특별한 투자나 집단적인 연습 없이도 공연할 수 있는 구극 연희나 몇 가지 반

복된 창극공연만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년 월. 1915 3

경성구파배우조합을 조직하면서 주로 창극 레퍼토리 생산의 측면에서 구극 연,

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1005)



기생은 년대 구파 연희의 대표적 대중연희자 로서 가무와 음1910 (entertainer) ,

악극 뿐 아니라 창극과 재담 전통음악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 활동을 전개,

하였다 그렇기에 가무와 음악극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년대 기생의. 1910

공연활동의 전개를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욕망을 염두에 두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년대부터 한성의 유흥문화가 발전하고 년 관기가 폐지. 1900 1908

되어 전통적 기업체제가 변화를 겪게 되면서 향기 들이 경성에서 기업을( )鄕妓
시작하였고1006) 경성에서 기업 을 잇기 위해 기생들은 차별화되는 예목을( )妓業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경성의 기업에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생은 평양기.

생이었다.1007)

평양기생은 무부기로서 다동 기생조합 년 이후 대정권번 의 다수를 차지(1917 )

하고 있었다 다동조합은 퇴역관기 출신을 중심으로 삼패와 지방 기생까지 포. ,

괄하였던 광교 기생조합1008) 또는 한성 기생조합 년 이후 한성권번[ , 1917 (漢城券
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한성 기생조합 년 전후 신창조합)] . [1914 ( ),番 新倉組合
년 이후 경화권번 은 창기 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일부 기생1918 ( )] ( ) ,京和券番 娼妓

을 포함하고 있었고1009) 이들 역시 광교 다동기생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후· .

년 다동조합에서 전라 경상 출신 기생들이 갈라져 나와 한남권번1917 · (漢南券



)番 1010)을 조직되면서 년대 권번 조직의 골격이 형성되었다1910 .1011)

년대 기생과 극장문화의 관계는 기생 중심 연희단체 및 기생조합의 공연1910

활동에서 나타난 전통연희의 혁신 과정과 기생조합공연의 파급력을 중심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겠다 년대 기생단체의 극장 공연활동과 공연의 파. 1910

급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체로는 강선루일행 을 주목할 수( )降仙樓一行
있다.1012) 강선루일행은 년 월 경 중부골 주건영 을 대표로 공연인1912 3 ( )朱建英
가를 청원하여 년 월 일 경부터 월 말까지 단성사에서 약 두 달 간의1912 4 20 6

연행활동을 벌인 연희단체이다.1013) 언급하였듯 년대 공연활동을 위해서는, 1910

극장주 및 흥행사를 대표자로 각 연희자의 성명과 소속 연희지역 간단한 계, , ,

약내용을 인가받아야 했는데 기사에 의하면 주건영을 대표로 한 청원서의 연,

희예목은 기생의 가무와 기생의 환등회 였다 공연의 성황에도 불구하고 공‘ ’ .

연기간이 약 두 달이었으며 재공연도 없었으니 그는 단성사의 일원이 아닌 합,

자 형태의 흥행단체의 대표 흥행사로서 강선루일행을 기획하고 환등기를 대여,

하며 단성사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

강선루일행의 공연은 할인권을 배부하고 관람료를 인하하는 등 다수대중을



연희관람에 끌어들이기 위한 상업적인 기획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강선루일행.

의 공연이 대성황을 거두었음에도 대관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 활동사진기를,

동원하고 무대를 꾸미는 등 제반투자를 하였음에도 두 달의 연행에 그쳤다는

것은 이 조직이 전문적 극장영업이나 순수하게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았

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생문화의 한 켠에 있는 평비 와 시취 의 문화. ( ) ( )評批 試取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014)

강선루일행은 기생조합에 우호적이었던 전통연희 애호단체인 평화회( )評花會
와 관련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실제 강선루일행은 평화회의 후신 으로. ‘ ’ 알려지

기도 했다.1015) 그러나 이들은 평화회와 달리 평비와 기생연희 발전의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고 상업적 성격이 농후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기부들은, .

기생풍류의 전통을 온습 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 역시( )溫習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강선루일행의 성격은 기생조합에 우호적이었던.

기부 등의 전통연희 애호가들 중 기생가무의 개량과 창작에 관심을 두었던 일

군의 부호들이 조직한 상업적 단체로서 보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강선루일행.

은 광고를 통해 구일기생 의 가무를 개량함은 본사의 특색“ ( ) ”舊日妓生 1016)이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단성사의 강선루일행에는 첫 보름가량은 광교기생 우대기생 이 월 일부터( ) , 5 13

는 시곡기생이 공연을 벌였고 시곡기생은 광교기생의 예제를 따랐다 년, . 1912

강선루일행의 공연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기호접무 와 같은 조( >電氣胡蝶舞
명기를 이용한 춤과 금강산환등 여흥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이다 전기호접무는, .

불교의식무인 나비춤의 장삼소매보다 더 큰 소매가 달린 의상을 입고 옷에 각,

색의 조명을 비추어 그 효과를 극대화한 춤이다.1017)

이러한 무대에서의 광선의 사용을 이용한 무용은 일본의 신파극단과 경성의

전문활동사진관에서 시도되던 것이었다 신파 순회극단이었던 시라카와 구와우.

는 신파극 공연에 조명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극 이라 불리며( ) ( )白川廣一 電氣劇
인기를 끌었다.1018) 전기조명을 응용한 무용은 전문활동영화관의 여흥으로 정착

하여 년 월 일 대한민보 에 수록된 경성고등연예관의 광고에는, 1910 5 27 『 』

전기응용 한국기생 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해 월에 벌어진 연흥사의“ ” , 6舞
공연에서는 외국 활동사진과 기생의 검무를 관람할 때에 색조명을 사용하였던

기록이 있다.1019) 이러한 맥락에서 전기응용 자체는 일본 신파양식을 경유‘ ’

하여 건너 온 근대적인 공연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환등.

역시 이미 개항기부터 극장의 예제로 정착되( , magic lantern slide show)幻燈
어 있는 방식이며,1020) 년대에도 황금유원 등의 흥행예제로서 공연되고 있1910

었다.

흥미로운 것은 전기춤의 등장이 아닌 전기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강선루일, .

행은 기존의 전기춤을 극장에 소개하는 방식이 아닌 극장의 조명기술을 응용,

하여 나비춤 을 새롭게 전기호접무 로 만드는 방식으로 구파 연희 가무의< > < > ,

개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인 관객들이 호접무 에 가졌던 종족적. < >

문화로서의 속성에 전기 조명이 지닌 근대적 취향을 삽입한 것이었다 기생. <

환등 은 기생 모습이 담긴 슬라이드를 영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



당대 극장문화에 스민 기생구경 의 맥락을 바탕에 둔 대중적 흥행전략으로‘ ’

볼 수 있다.

금강산 환등 역시 주목을 요한다 강선루일행의 프로그램에서 공연의 마지< > .

막을 차지하는 것이 기생 환등 과 금강산 환등 이었다 두 프로그램을 함께< > < > .

붙여놓았던 것으로 보아 둘은 그리 긴 연행은 아니었던 듯하다 화면을 영사하.

는 동안에는 환등의 화면이 정지되어 있기에 이를 다른 예제의 수준과 비슷한,

연행시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음악 등이 곁들여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극장.

에서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청각적 자극을 원하였던 전통적 관람성향을 고려

한다면 금강산의 환등에 강선루일행은 취주나 줄풍류 타령 등 조선인의 종족,

적 감수성에 부합하는 음악을 곁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강산 환등은 조선 영화의 등장 이전까지 근대적 테크놀로

지에 의해 재현된 조선의 풍경을 시청각적 자극을 통해 감상하는 경험 식민지,

경성 도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아주 드문 종족적 근대적 체험이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루일행의 연희는 기생의 가무가 중심이었고 환등은 여,

흥이었다 조선음악이 울리는 극장공간에서 조선인들이 스크린에서 노니는 무.

성영화가 탄생한 이후에야 이러한 경험은 전면적으로 소비될 것이었다.1021)

년 월부터 월까지 연행되었던 강선루일행의 흥행은 대성황을 이루었으1912 4 5

며 박춘재와 류영갑 날탕패 의 음담패설을 지적하는 여론 이외에는 호평이 이, ( )

어졌다.1022) 여러 만 명이 들이밀어서 무대판에 빠지고 넘어져서 할 일“ ( )…

없이 죽을 줄 알았더니 순사들의 극진 보호한 덕택으로 간신히 살아”1023)나왔

다는 경험은 과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 에서 인용한 년 월 일. ( ) 1912 5 1

의 단성사의 입장객은 인인데 소극장이었던 단성사의 수용인원을 초과한다535 , .

수치상으로 이는 광무대의 인보다 낮지만 수입은 단성사가 원 전 광무678 , 52 30 ,

대가 원 전으로 유료관객은 단성사의 강선루일행이 더 많았던 셈이다46 50 , .1024)



년대 일반적인 연행단체가 한 달 정도의 공연을 가진다는 것으로 보아1910 1025)

그 두 배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공연활동을 벌인 정황 역시 이러한 성세를 보

여준다.

년대 기생연희의 성세는 기생조합의 공연활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1910 .

년대 경성 조선인들의 관점에서 광교기생과 다동기생은 기생연희의 옛1910 , ‘

것 과 새 것 을 상징하는 기생단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 ’ .

광교는 고지식 다동은 진보주의 라는 평가는 실제 강선루일행의 연‘ ’, ‘ ’ ,

희가 광교기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니 온전히 온당하다 말할 수 없으나,

년대에 이같은 인식이 조선인 극장관객 사이에 형성되어 관극의 기대지평1910

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당대 매일신보 에 발표된 다수의. 『 』

다동 기생연주회에 대한 비판적 언설은 관기시절을 전성기로 년대 기생의, , 1910

〃



몸가짐과 기생풍류가 타락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던 풍류객 위주로 비평장

이 마련되었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동 한남기생은 본래 다동조합의 한 뿌리에서 나왔기에 비슷한 예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한남조합이 갈라져 나온 이후의 경성 의 요리점. ( ) (「 京城 料
과 기생 반도시론 은 이러한 정황과 다동기생) ( ) ( , , 1917.9.)」 『 』理店 妓生 風流生

의 공연활동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풍류생은 광교조합이 상방 약. ·

방기생 시대의 풍모가 있고 포주의 일부가 이전의 기부 출신이라 행동을 단속

하여 결점이 없으나 자유가 없는 것이 결함이며 한남조합의 예풍은 다동조‘ ’ ,

합에서 갈라져 나왔기에 비슷하다 언급한다.1027) 흥미로운 것은 다동기생에 대

한 풍류랑의 언급이다.

1028)

풍류랑은 다동기생이 가무 음곡 서화의 재예를 양성하는 것보다 여배우의, ,

풍조를 따라 춘향가 의 군노복색을 하고 상두를 메며 사자무를 추는 추< > , , ‘

태 를 개탄스럽게 바라보며 한남기생 남수 가 분장에 가발로 가장한 사’ ( )南壽
실을 보았다고 고발한다 풍류랑이 이야기하는 배우 는 전통연희 공연. ‘ ( )’俳優
활동에 직업적으로 참여하는 전통예인 곧 광대 와 유사한 전통적인 예인의, ‘ ’

개념이다 그러나 기생을 배우 라 부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 다동기생에게. ‘ ’ .

여배우의 풍조 가 있다는 것은 다동기생들이 공연활동을 통해 경성 기생사‘ ’

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개척해 나가려 한다는 세간의 평가와 일맥상통한다.

이어 풍류랑은 온습 을 중요시하는 풍류객의 입장에서 다동기생을 비판하( )溫習



는데 그의 진술에 등장하는 남수의 공연기록을 살펴보면 풍류랑이 이야기하는,

여배우의 풍조 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 .

위의 인용문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열흘간1915 6 19 28 1031) 단성사에서 열린

다동 기생연주회에 대한 비평이다 년 월 쓰여진 풍류랑의 글과 년 남짓. 1917 9 1

의 간격은 있으나 둘 다 다동 기생연주회의 춘향전 을 본 경험을 토대로 작, < >

성된 듯 보인다.1032) 위의 글에 따르면 마 홍문연 은 검무가 중심인 전통적( ) < >

무용극이 아닌 민요가 삽입된 음악극으로 전환되었고 바 춘향가 의 농부, ( ) < > ‘

가 마당은 초동과 농부 어사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복식과 분장을 갖추어 공’ ,

연하였고 그 다음날 공연에는 전통적으로 남성창부들의 소리였던 상두소리까,

지 무대에 재현할 것이었다.



마 를 살펴보자 장과 장에서 논의하였듯 본래 선천기생의 예목이었던 검( ) . 2 3 ,

무 항장무 홍문연 는 연극적 요소가 짙은 무용극이었다 개< ( )>(< ( )>) .項莊舞 鴻門宴
항기 항장무 는 본래 검무 중심의 무용극이었던 형태에서 가창의 중요성이 높< >

아져 가무극화 되었다 그렇기에 이 공연을 본 우스다는 항장무 를 오페라로. < >

느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동기생들이 홍문연 은 무용극 가무극이었던 홍. , < > · <

문연 의 연기와 음악적 성격이 보다 강화된 형태의 민요극으로 공연했던 것으>

로 점차 음악극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구극연희의 흐름을 짐작케 한다 연, .

극성의 강화는 가무가 사라졌다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항적과 번쾌의 갈등.

을 검무로 표현하는 항장무 의 구조에서 검무가 사라진다면 갈등은 음악과 대< >

사만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033) 한편으로 이는 가무와 가창 중심에

서 장편 극서사 공연 위주로 서서히 재편되던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흐름에 맞

추어 홍문연 의 연극적 형태를 강화한 시도로 볼 수 있겠다< > .

그러나 항장무 에서 검무가 단순히 스펙터클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갈등을< > ,

맺고 해소하는 서사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1034) 항장무 에서 검, < >

무를 대체할 만한 음악과 연기적 표현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홍문. <

연 공연의 구상은 다동 기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목들 육자백이 새타령> , · ·

수심가 자진난봉가로 이어지는 잡가를 가창하기 위해 줄거리를 잡가의 리듬과·

정서에 맞추어 서사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

동기생들의 항장무 에서는 극적 절대성의 원칙을 어기는 장면들도 보인다 집< > .

사 가 들어와 민요에 참여하는 묘사가 그러하다( ) .執事 1035) 인물이 역할에 맞지

않은 가무와 춤을 춘다는 것은 민요극 홍문연 이 아직 엄정한 의미에서 극형< >

식이 요구하는 절대성의 요소를 갖추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악사는 무대 위.

에 노출되어 있었다 년 월의 다동 기생조합연주회에서 이같은 산만한. 1917 10

무대배치 악사의 노출이 사라진 것은 관객들의 눈에 진보하는 것으로 보였,



다.1036)

홍문연 은 전통적 항장무 가 지닌 비장함과 스펙터클 갈등이 고조되는< > < > ,

요소는 줄어들고 음악적 색채가 농후한 경쾌한 민요극으로 기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패왕이 알안경 을 썼다는 것 역시 악인을 우스. ‘ ’

꽝스럽게 만드는 희극적 장치였으리라 추측된다 민요극 홍문연 은 민요 특유. < >

의 맥이고 받는 형태로 독창과 합창이 번갈이 전개되며 전통연희 특유의 흥겨

운 무대를 구성했을 것이다 연극적 요소가 풍부하였던 무용극 항장무 는 이. < >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년대 구파 연희에서 주요개량의 대상으로 상정되었1910

으며1037) 년대 다동 기생들에게서는 음악적 연극적 청각적 요소가 강화1910 · ·

되었다.

바 에서 다동기생들은 춘향전 을 창극으로 공연하면서 의상과 제구에 신경( ) < > ,

을 쓰며 사실적이고 활달한 동작을 통해 극서사를 재현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다 이 작품이 공연의 마지막이었으니 년 다동 기생조합연주회에서 내세우. 1915

는 예제였을 것이다 위에서 묘사한 작품은 강용환이 춘향가 를 모태로 강용. < >

환이 창작한 창극 어사와 초동< >1038)일 가능성이 높다 박황은 이 작품을 재. “

담과 해학 창 민요 속요로 엮여진 희가극, , , ”1039)으로 평가한다 개작의 가능성.

을 고려하며 어사와 초동 텍스트와 공연상황을 통해 당시의 극적 관습을 추, < >

정해 보자.



박황이 제시한 어사와 초동 의 줄거리는 바 에서 제시된 등장인물 및 장면< > ( )

과 일치한다 다동기생의 어사와 초동 은 하루만에 다 공연되었던 셈이다 작. < > .

품의 길이를 가늠해 보자 줄거리와 다 에서 언급한 인물을 이어 보면 다동기. ( )

생의 어사와 초동 회는 어사가 역졸 초동 상제 방자 농부 를 차례로< > 1 ‘ - - -( )- ’

만나는 장면이 무대화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바 의 비평에는 방자가 빠져 있는. ( )

데 방자는 옥중 춘향의 편지를 지니고 어사와 해후하여 이후 농군들과 수작하, ,

는 장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기에 빼놓을 수 없다.

사 는 창극사연구 판본에 수록된 초동의 서두이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 .『 』

창극의 서두는 희극적 장면을 만들고 흥겹고 익살스러운 가창으로 흥을 돋우다

가 끝에 가서 아니리조로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라 에서 가창되는 갈퀴질, . ( )

노래는 매기고 받는 민요조 노래로 구성되어 있으니 후렴은 합창으로 불렀으,

리라 추정된다 민요극 홍문연 에서 악사들이 무대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 >

으로 보아 무대 위의 악사는 이러한 합창의 기능도 겸하였을 것이다 라 에서, . ( )



아니리조로 줄거리를 소개하는 도창자를 필요치 않는 매끄러운 서사는 윤색의,

혐의가 있다 그러나 은세계 에서도 시 공간의 이동 장면에서 농부가 등의. < > ·

소리를 통해 사건전개를 전달했던 흐름에 비추어 춘향전 과 같이 관객들이, < >

서사를 이해하고 있는 인기 레퍼토리에서는 굳이 도창자를 두지 않고 이와 같

은 극중 인물의 가창 방식으로 줄거리를 전달할 수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창.

작창극의 공연에서는 도창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 는 창극이 보여주는 시 공간 이동의 관습이다 흥미롭게도 창극사연( ) · . 『

구 판 어사와 초동 에서는 민속극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의 이동 방식이 실제< >』

극중 인물들이 무대공간을 도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방식이 아닌 갈퀴 끝을 한 바퀴 돌리고 이곳이 춘향의 무덤이라 하며 서사를,

잇는 희극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역시 윤색의 혐의가 있으.

며 당시 이러한 관습이 실제 시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

지는 미지수이다.1041) 어사와 초동 에서 시 공간의 이동은 총 네 군데에서 일< > ·

어난다 이를 하루에 공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 신파양식에서 구현하던 무.

대장치 및 시 공간변화를 위한 막과 배경의 사용이 없이는 힘든 일이다 그러· .

나 실제 공연에서 서구적 무배관습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연기의 측면에서는 희극적 양식의 이해와 사실적인 연기의 노력이 엿보인다.

농부가 홑바지 차림으로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걷거나 막장을 퍼 먹는 것은 행,

동을 통해 희극적 인물의 성격 구현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

다 분장의 측면에서도 성격구축을 염두에 둔 희극적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어사 역을 맡은 다동기생 남수는 남자 역할을 하기 위해 분장.

을 하고 가발을 썼으며 병어 입과 낙지, 1042)수염을 등으로 분장하였다 어사와.

대거리하는 희극적 역할을 맡은 초동 역의 계화 역시 역할에 충실한 복장을 입

고 있었다.1043) 어사가 원숭이와 같이 날뛰는 모습에서는 분장을 통해 인물‘ ’

에 희극적이고 활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인물구성.



및 분장 활극적인 구성방식은 년대 경성에서 애호되었던 신파희극과 닮아, 1910

있었다.

다동기생들은 춘향전 대신 강용환이 마련한 창작창극 어사와 초동 을 무< > < >

대에 올렸고 보다 사실적인 연기를 위해 노력했으며 연기와 의상 분장 면에, , ,

서 이전의 창극과 대비되는 극적 짜임새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희극적 역할.

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공연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생 이 아닌 여배우 곧 공연예술인으로서의 자기인식. ‘ ’ ‘ ’,

과 인정욕망이 강하였던 이들 일군의 기생들의 등장은 이후 이월화 등으로 이,

어지는 여배우 의 역사적 전개의 앞머리에 놓이게 된다(actress) .

극장에서 공연되는 구파 연희가 협률사 이후의 종합적 연행물 체제를 바탕으

로 공연활동을 벌였다는 차원에서 어사와 초동 에 등장하는 재담 민요 판소, < > , ,

리와 같은 다양한 가창과 공연예목들이 구성되는 방식은 주목을 요한다 전통.

연희를 곳곳에 배치하면서 하나의 서사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방향의 극서사 방

식이 주로 활용된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남 서도 민요를 중심으로 한 민요극. ·

홍문연 에서도 활용되는 서사전개 방식이다 종합적 공연물을 창극화하여 하< > . ,

나의 단일한 서사를 보여주면서도 다양한 전통연희를 즐길 수 있게 배치하는

방식은 년대 중반 이후 광무대에서 벌어진 일련의 장막 레퍼토리 창작에서1910

보다 본격화된다.

다동기생들이 공연한 홍문연 과 어사와 초동 은 남 서도민요 말놀이계< > < > · ,

재담 판소리 등을 통해 전통연희 계열에서 보유하였던 서민적인 감수성을 반,

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피식민지의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향유되었던 조선인.

들의 서민적 감수성을 공연예제 안에 유지한다는 것은 종족적 함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민요극으로 구성된 홍문연 은 음악적 연기적 측면을 강화하면서. < > · ,

한편으로 검무를 서사구성 안에서 제외하면서 원작이 지니고 있었던 갈등과 비

장미 대신에 희극적이고 쾌활한 감수성을 표현하였고 어사와 초동 은 극 구, < >

성부터 희극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레퍼토리의 정착 과정에서.

심화된다.



신 구파 연극의 조선적 레퍼토리 구성·

순업체제의 정착에 따라 극단 특히 정극 비극 편과 희극 편을 일 간격, / 1 1 2,3

으로 교체하여야 했던 신파극단은 레퍼토리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수성과 유일단의 가정비극이 등장하게 되자 혁신단이 이들 가정비극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역시 극단의 레퍼토리 확보 차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혁.

신단은 공연을 위한 레퍼토리를 조선사회에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차용하여

극본화하는 전략을 이용하며 보다 조선적 상황에 맞게 토착화된 각본을 구비하

게 된다 전문극작가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사건의 줄거리만을 가지.

고 공연예제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신파극이 보유하고 있었던 축약적인 대

본 형태를 바탕으로 극을 구성하는 구찌다테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口建
대본을 바탕으로 한 구성의 방식은 극단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줄,

거리를 완결시킨 다음 극의 세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1044) 앞서 살펴보았

던 가와가미의 대본의 옳고 그름보다는 언변으로 제압한다 는 식의 무대지‘ ’

시문에서 보듯 대강의 신파극 대본구성을 바탕으로 연습과 공연에서는 구찌다,

테 방식으로 연극을 구성할 수도 있었고 유일단의 예에서 보듯 약속된( ) ,口建
틀을 연습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와카미 오토지로 역시 화제가 된 사회적 사건.

의 극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방식은 레파토리 확보의 문제 뿐 아니라.

관객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 유리하였다.

조선의 신 구파 공연단체 역시 이러한 사회사건의 쟁점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

이러한 시도는 임성구의 혁신단에서는 극단 내에서 신문기사에 게재되어 이슈가

된 기사를 창작 공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실자살해 연흥사, . < ( )>( ,實子殺害
초연 천도조정 연흥사 초연 교육미담 성공고학1912.8.6. ), < ( )>( , 1912.8.16. ), <天道照正

생 연흥사 은 매일신보 지면에서 실화를 바탕( )>( , 1912.8.31.) 『 』敎育美談成功苦學生



으로 공연하는 것으로 홍보되었다.

신파극 레퍼토리는 년까지는 일본의 공연 레퍼토리들의 유입이 년1912 , 1913

이후로는 가정소설류의 개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가정소설류 각색의 장점.

은 희곡의 창작에 기대지 않고 완성도 높은 서사를 이용하여 공연을 창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일본 가정소설류의 번역이 아닌 조선.

의 가정소설류의 개작이나 일본 가정소설의 번안에 의한 것이었으며 문수성의,

실패에서 보듯 조선 신파극 초기에 일본 가정소설류 레퍼토리의 공연은 역설적

으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은 년 쌍옥루 를 시작으로 점. 1913 < >

차 바뀌게 되어 가정소설 각색 중심의 레퍼토리들이 속출된다, .1045) 년대1910

신파극으로 공연된 가정소설류 텍스트에 담겨있는 악인모해형 모자이합형의,

서사와 고소설 서사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1046)

구파연희의 레퍼토리 창작은 경성구파배우조합의 등장과 광무대의 활동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성구파배우조합에서 시도한 일련의 창작은 신 구파 합. ·

동 곧 구파 연희를 마친 후에 신파극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년 장화홍련전 과 사씨남정기 는 신파 로 꾸며 공연을, 1917 < > < > ‘ ’

시도하였다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신파연극으로 공연하였는지는 미지수이다.1047)

이어 신문번역연재로 대중화된 고소설 삼생기연 등이 극화되기도< ( )>三生奇緣
하였다.

년부터 활발하게 공연된 레퍼토리 중 하나인 영남루 와 년 광무대1913 < > 1917

의 홍안의 박명 은 년대 창극 레퍼토리의 전개와 종족적 특징을 보여주는< > 1910

작품이다 영남루 는 년 월 김재종 일행의 레퍼토리로 차용되고 이후. < > 1913 12 ,

김재종 일행이 주재하던 장안사에서 년까지 활발하게 공연되었다 초창기1914 .

창극 레퍼토리들은 신파극과 유사하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며 그렇기에 레파,

토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힘들다 하지만 당시 구파연희의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정을 근거로 재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영남루 공연은 연흥사에만 년부터 년 사이에 약 회가 광고되었< > 1913 1914 27

다.1048) 공연은 되었으나 광고가 되지 않은 일자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치,



는 연흥사에서 영남루 공연이 인기 공연예제였음을 의미한다 영남루 의 공< > . < >

연은 심정순 일행 등 여타의 구파 단체에서도 공연되었다 이는 이 공연예목이.

구극 중에서 인기 있는 예제였으며 구극의 청각적 관람취향을 고려할 때1. 2.

경성의 구극관객들에게 애호되는 전통연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다수의 극단이 이 공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남루 에서 사용된 전3. , < >

통연희가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예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영남루 는 밀양아리랑의 전설이 되는 아랑전설 을 줄거리 삼아 창작되었< > ‘ ’

던 것으로 보인다 밀양아리랑에는 아랑전설 의 서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 .

김연갑이 수집한 밀양아리랑의 총 개 가사 중 아랑 혹은 아랑각이 포함된52

가사는 개에 달한다 당시 성주푸리와 함께 경상도의 대표 민요였던 밀양아14 .

리랑은 년대 일축과 시에론의 음반으로 발매할 만큼 일제강점기 인기 있, 1930

는 민요로 년대 일축음반에는 박춘재가 녹음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1930 .1050)

초창기 창극은 전통연희 특히 가창에 관련된 서사를 적극적으로 창극으로 만,

들어 관련된 가창방식을 연행에 원활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1051)

년 광무대의 공연 레퍼토리로 창작된 홍안의 박명 막 의 광고1917 < >(35 ) 1052)에



서는 종합적 연행물 체제가 극서사 안에 포함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여년 전 허봉사의 비극 을 서사로 실화를 극화 함을 홍보했던 이 작품‘40 ’ ‘ ’

은 개의 분할된 장면에 판소리나 잡가 뿐 아니라 재담과 사자춤 등 구파 연, 35

희의 각종 전통연희 예제들을 엮고 거기에 구파 연희 뿐 아니라 년대에, 1917

유행하던 다양한 극장공연양식을 수용하는 공연이었다 이러한 양상에서는 전.

통연희가 극장공연양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종전의 분절된 형식이 아닌 단일한,

서사를 이루면서도 종합적 연행물의 공연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초기 창극에서는 주로 전설이나 야사 등 표준화된 역사는

아니지만 종족공동체가 공유하는 서사에서 창작의 소재를 찾고 있었다 일본의.

구극인 가부키가 근대적 개량의 방식으로 활력극 등 민족사를 창작의( )活歷劇
소재로 삼으며 역사고증의 문제까지 확장된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선명

해진다 초기 창극의 이러한 맥락에는 식민지의 상황에서 표준화된 역사를 다.

루는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적 민족적 문화구성이 아닌 신화와 야사 전설 지( / ) , , ,

역적 기반 회고적 취향으로 구성된 서사를 바탕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이, ,

안에 담긴 문화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연대성을 강조하며 공통의 문화적 감수성

을 형성하였던 종족적 문화로서의 조선 구파 연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

다.1053)

마지막으로 희극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자 앞서 언급하였듯 신파희극은 조.

선인과 일본인을 막론하고 당대 극장가에서 향유하던 유력한 인기 공연예제였

다 가정비극류 신파극이 주로 전문 신파극단에서 수행되었고 년대 전반적. , 1910

인 공연취향에서는 대중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던 반면 신파희극은 당대 구극,

연희에 수용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광무대나 이흥근 일행 등 구파 연희단체에서는 신파희극의 수용에 나서고 있

었고 박승필의 예와 같이 연희장의 여배우 곧 기생들에게 신파희극을 교, ‘ ’,

습한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파 희극은 구파 연희의 극.

적 구성과 연기방식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신파극 공연양식이었다.

신파극단에서도 박춘재의 재담 등 구파연희의 공연을 레퍼토리로 차용하였

다 언급하였듯 순회공연 체제에서 신파극단은 레퍼토리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

다 년 혁신단은 박춘재와 합연하여 공연활동을 벌이는데. 1912 1056) 이미 전통연

희의 공연예제 중 박춘재 등이 선보인 단독 또는 인 재담류 예제는, 2 1057) 서민

적 웃음의 감각을 통해 년대 조선인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1910 .

맥락에서 년대 구파 연희에서 신구파 절충 을 내세운 공연에서는 신파, 1910 ‘ ’

극 양식 중에서도 신파희극을 중심으로 수용이 이루어졌다.

년 이후 구파단체들의 연희에서 신파비극 을 표방하는 사례가 등장1917 ‘ ’

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공연에서도 비극적 색채보다는 종합적 연희물을 하나의,

서사로 묶고 희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감.

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홍보전략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희극 중심의 전통.



연희에 우호적 관람성향은 일제강점기 동안 계속 유지되어 년대 재담의, 1920

성황과 김인호 등 재담가들의 활동은 극장가에서 계속 이어졌다.

전통연희 신파극 극장문화의 혼효와 토착화 조선적 마찌마와리와 취주· : ( )吹奏

년을 전후하여 유입된 신파극 극장문화는 음성연기와 무대배경 연기방1910 ,

식 등 일본식 신파극 관습과 극장문화의 이식 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 .

년대 경성의 조선인 흥행계 지형에서는 여전히 전통연희를 중심으로 한 종1910

합적 연행물이 여전히 많은 수의 관람객을 모으며 경성의 흥행장에서 큰 위치

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조선 후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희문화로부터.

년대 대중극장 시기에 정착되었던 극장문화의 관습 역시 하루아침에 바뀔1900

수는 없었다 앞서 살핀 신파극의 각종 기록에서 보듯 년대 유희적 관람관. 1900

습에 익숙하였던 다수의 관객들은 시청각적 정보를 해석하여 서사를 이해하는

방식 극서사에 감정이입을 요구하였던 신파극의 극적 관습이 익숙하지 않아,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장내를 소요 케 하며 유희적 관람을 이어갔다 흥미롭‘ ’ .

게도 일본식 풍조가 강하였던 신파극장문화는 조선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

한성 경성극장이 지니고 있었던 전통적 극장문화와 혼효되고 있었다 그러한 흐/ .

름은 일본 신파극의 거리 홍보 방식이었던 마찌마와리의 수용 방식과 취주 관

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찌마와리는 조선 신파극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극장의 홍보 방식으로 수용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 출판된 신소설 명월정 의 한 부분을 보자. 1912 .「 」

연극이 무엇인가요

시모 오냐 일젼에 북치며 호젹불며 긔들고 이 압흐로 지나가든 사람의 무리가 아희로 노( )

도 불리고 기 으로 츔도 츄이난 거슬 명칭 연극이라 한다드라.  1058)

명월정 단행본이 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설가가 묘1912 ,『 』



사한 마찌마와리의 풍경은 년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주인공이1911 .

마찌마와리와 호적 소리에 끌려 찾아간 극장은 파조교 월편 장안사로 소설에,

서 묘사된 장안사 연희는 구극 연희였다 여주인공과 시모는 전통연희 공연 홍.

보를 위해 벌어진 마찌마와리를 관람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년대 일. 1900

본인 순회극단의 공연에서 일본식 흥행 홍보 관습에 따라 마찌마와리를 벌였

고 전통연희를 주로 공연하던 조선인 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여 마찌마와리를,

거리홍보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1059) 년대 이후 마찌마와리는1910

신파극 뿐 아니라 전통연희단체에 이르기까지 극장공연을 알리는 유용한 방식

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살핀 아이로 노래로 부리고 기생으로 춤도 추는 관습 호적 을‘ ’ , ‘ ’

부는 관습은 일본식 악기 등을 앞세우고 단장의 연설로 이루어진 일본식 마찌

마와리 관습과는 다르다 이러한 조선식 마찌마와리의 독특한 특징은 박진과.

변기종의 회고에 드러나 있다.

자 그럼 이 노보리를 앞세우고 마찌마와리를 떠난다 그 뒤에는 악대가 따른다 이 악! . .

대는 조라치패 라고 노랑 옷에 띠를 띠고 초립을 썼다 이 복색 은 옛날 그대로‘ ’ . ( )服色
다 원님이나 사또님 행차 때에 입고 나섰던 것이다 후일에 와서는 이왕직 양악대. . (李王

가 해산되어서 이 사람들도 한 몫을 보았다 울긋불긋 색 노보리가 펄럭) . ( ) 5…職洋樂隊
이고 취타 소리 높은데 남녀 배우가 줄을 지어 지나간다 이 유량한 풍악 소리 나는, ( ) .吹打
행렬을 보러 길목마다 사람이 구름같이 모인다.1060)

단체가 와서 공연하는 날은 단원 전원이 인력거를 타고 각기 인력거에는 한쪽에 나하다

를 꽂고 또 한쪽에는 사꾸라 꽃가지를 맨들어 꽃고 선두에 악사 가( ) ( ) ( )名旗 櫻花 胡笛手
타고 그 다음은 단원이 간부순으로 타고 맨 뒤에 단장이 타는 순서로 행렬지어 앞뒤에 고

노보리를 들려 늘 세우고 취악을 하면서 전 시가를 도는데 사거리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

는 곳에서는 취악으로 군중을 모아놓고 지명된 단원이 일어나 광고하는 취지와 연극에 관

한 설명을 한 다음 구경하기를 간청한다.1061)

조선식 마찌마와리의 행렬에는 화려한 조선 전통복장으로 장식한 조라치‘



패 와 호적 이 흥을 돋우었다 호적부는 취꾼은 마찌마와리 행렬 앞에서’ ‘ ’ .

취악으로 군중을 모았다 조선의 마찌마와리는 전통악기들을 사용하며 눈에 띄.

게 화려한 복장을 한 악사들이 행렬의 일부로 참여하였던 셈이다 마찌마와리.

와 같은 거리 홍보에서는 음악연주에 모인 군중을 대상으로 연희의 대표적 예

제를 간단하게 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파극만의 새로운 볼거리를 알리.

는 홍보 방식은 단장의 연설 이었다 한편 전통연희 단체에서는 아이의‘ ’ . ‘

노래 와 기생의 무용 을 연행했다 중심예제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 ’ . ,

조선 전통음악의 음률에 맞추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임을 거리에 홍보하

였다.

이러한 초기 마찌마와리 방식은 조선 후기의 연행에서부터 벌어지던 길놀이

나 유가 등 연희를 거리에 홍보하던 연행관습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유가에.

서는 문희연의 중심이 되는 연행자들의 연행이 행렬의 앞을 차지했는데 화려,

한 옷차림에 깃털로 장식한 창부들이 선두의 금의화동을 맡아 판소리를 연행하

며 가두를 누볐다 이러한 유가의 행렬은 과거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성 거리에.

서 사라졌고 지방에서 연행하는 유랑광대패의 길놀이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마찌마와리의 문화는 길놀이의 형식 거리에서 떠들썩한. ,

분위기를 만들며 연희를 홍보한다는 문화적 감수성에 맞닿아 있었다 일제강점.

기 한성의 거리에서 집회와 연설은 금지되어 있었고 연날리기나 전근대적, ‘

인 민속적 놀이 역시 점차 금지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년대 후반 이후’ . 1900

일본 흥행단체의 마찌마와리가 한성에 등장하자 곧이어 전통연희자들에게 익,

숙했던 길놀이의 형식이 혼효되어 조선식 마찌마와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인 극장에서는 신파극의 공연에서도 극장의 홍보를 위한 취주

를 연주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 극장의 취주는 한성의 극장영업을 알리.

는 독특한 홍보 방식이었다 극장에서 취꾼을 고용하여 날라리 장고 등 조선악. ,

기의 연주를 통해 공연을 홍보하던 관습은 년대 이후로도 이어졌다1910 .

해질 무렵이 되면 장안 한복판에서 하늘을 찌르고 퍼지는 징 꽹과리 날라리 소리는 장, ,

안 사람들의 궁둥이를 들먹거리게 했다 나는 그때 중붓골이라는 중곡동 즉 지금의 장사. ,

동에 살았으니 그 날나리 소리는 나를 매일같이 연흥사 문밖에 불러내 세웠다.1062)



극장의 취주는 대한제국기에도 계속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나 대한제국의 멸,

망 이후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선악기의 연주로 이루어진 조선인 극.

장의 홍보 방식은 일본인 극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인 극장만의 관습으

로 민족적인 차이를 느끼게 하는 문화적 기호이기도 했다 년 연흥사에서, . 1913

혁신단의 눈물 연극을 관람한 일본인 부인에게 공연 전부터 계속 연주되었< > ,

던 취꾼의 전통선율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소음이어서 사람을 긔여이 귀먹어“

리를 만들랴 지 돌려가면셔 불고 들던 구악과 음악 ”   1063)로 느끼기도 하

였다 그러나 종족적 문화의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그 소리.

는 궁둥이를 들먹거리는 풍류음이었다 년대 조선인 대중극장에서 연‘ ’ . 1900

속된 취꾼의 연주는 신파연극 시대까지 해질 무렵 경성의 극장개막을 알리는

사운드스케이프 로 자리하였다(soundscape) .

조선 신파극 혁신단의 창단으로부터 시작된 조선 신파극의 도입은 극장공간,

과 극장무대장치의 도입과 장막극 연행을 통해 극장 내에서 시 청각적 감각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극장 관습 마련에 기여하였고 연설 의 감각을 바탕에, ‘ ’

둔 음성연기 완숙한 근대적 무대표현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 .

으로 년대 중반 초기 신파극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대 위의 시청각 기호을1910 ,

관찰하여 극서사를 이해하는 감상의 방식은 관객들에게 그리 익숙한 것이 아니

었기에 해설자 장치는 계속 유지되었다.

신파양식은 무대기술의 발달 신파희극 양식을 통해 극사건의 전개방식과 무,

대구성 등의 차원에서 구극 연희의 공연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력.

은 신파희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전통적 웃음의 요소가 풍부한 재담은 박,

춘재의 사례에서 신파극단과 합연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신파양식은 전.

통적 극장문화와 관람성향의 지평 위에서 수용되기도 하는데 마찌마와리 관습,

은 토착화되고 취꾼의 취주와 같은 극장 홍보 방식은 유지되었다 신파를 경유, .

한 근대적 극양식의 유입과 전통적 극장문화의 관습에 바탕을 둔 토착화의 양

식은 교직 하며 년대의 극장문화를 형성하였다( ) 1910 .交織



관객층 확대 근대적 훈육의 과정과 종족공간 체험으로서의 극장가기 경험3. ·

이 장에서는 일본 신파극 문화의 유입과 토착화를 거쳐 경성의 조선인 극장

에서 시 청각 관람성이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극장· .

문화가 지닌 도시의 여가 근대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이해가 강화되면서 한편으,

로 훈육과 감시의 식민지적 특성이 극장문화에 틈입하여 형성된 독특한 년1910

대 식민지 근대적 특징과 종족공간으로서의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문.

화적 이해와 복합적 맥락은 극장관람을 선택하여 공연을 본다는 행위를 포괄하

는 신파극 극장가기 의 맥락 안에 녹아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theatregoing) .

언급한 제요소들이 극장가기의 맥락 선택 관람과정 체험의 과정을 살펴보기, · ·

위해 극장사진과 관객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혁신단의 눈물 공연< > (1912)

을 중심으로 여타의 관극기록과 사진을 분석하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 .

울러 극장 내에서의 임검순사의 경험을 당대 독자투고란에 등장하는 여러 기사

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 년대 신파극 양식의 유입은 극장의 환영적 무대기1910

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해설자와 드라마투르기적 음성 가부키의 영향을 받은, ,

신파극 연기양식을 토대로 장편의 서사를 무대 위에 재현할 수 있었다 신파극.

의 계몽 과 새로움 은 이윽고 기존의 관객층과는 다른 여성과 학생으로‘ ’ ‘ ’ ,

이루어진 새로운 관객층을 극장에 불러올 수 있었다.

극장관객이 신파극을 온전히 이해하는 관객으로 바뀌는 과정은 보다 점진적

이었다 년대의 신파극 공연에 대한 많은 기록에서는 극장에서 서사와 관. 1910

계없는 웃음이나 소란이 일어나고 극서사에 몰입하지 못했던 관객들이 일으키

는 소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년대 신파극장은 시 청각적 감각을 동. 1910 ·

원하여 무대 위의 서사를 해석하여 감상 하는 관객들만의 공간은(appriciation)

아니었으나 비평과 임검순사의 검열 신파극의 반복된 공연은 전통적 관람문화, ,

에 익숙하였던 관객들을 한편으로는 교육하고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관람의 위,

계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훈육 의 맥락은 바로 이. ‘ ( )’訓育
러한 사태를 의미한다.

조선인 신파극장에서 관객들이 누릴 수 있었던 문화적 이해로는 근대 세계의

일원으로서 무대 위에 등장하는 조선인 인물들을 통해 가상의 근대를 체험한다



는 것에 있었다 일본 신파극의 번역 번안과 신소설의 무대화를 통해 제공된. ·

이러한 근대적 서사는 한편으로 일본을 경유한 상상이었다 서양의 인물과 배.

경을 드러낼 때에도 조선 신파극장에서는 일본식 카이젤 수염을 기른 양복신사

와 히사시가미를 한 숙녀를 무대 위에 내세워야 했다 일본식 직역 의 문제. ‘ ’

는 년대 중반까지 문제시되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경1910 .

유한 서구 세계라는 어색함 을 참고 보아야 한다는 감각은 곧 식민지적 감각‘ ’

이었다.

한편으로 신파극장의 문화에는 전통적 극장문화의 요소 특히 음악적 요소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신소설과 고전소설을 무대화한 극장 레퍼토리에는 전통서,

사양식의 모티프가 남아 극장은 종족적인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임검순사석과 임검순사 일본인으로 대표되는 식민지배 층 의 흔적을 의식하며, ( )

공연을 관람해야 한다는 것 역시 식민지 근대 종족공간으로서의 특징이기도 했

다.

관객층의 확대 입장료 인하 가정소설과 신문 서양연극예제: , ,

년대 신파극 시대는 이전 시기보다 관객층의 계층 성별 연령대가 다양1910 · ·

해진 시기였다 년대 신파연극 시기의 입장료는 소폭 인하되었고 여성관객. 1910 ,

층이 증가하였으며 학생 계층이 새로운 관객층으로 부상하는 조짐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했다.

협률사 이후부터 조선인 대중극장의 관람료는 계속 인하하여 중 상류 계층·

의 문화소비 범주와 극장료의 수준을 근접하게 위치시키고자 노력하였고, 1910

년대 극장의 시기는 년대 후반에 운영되었던 조선인 대중극장의 입장료 수1900

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인하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년대부터 꾸준히. 1900

이루어진 극장료 인하의 수준은 정체되고 있었는데 극장의 채산성 문제가 컸,

다 년대 중반 조선인 대중극장의 다수가 문을 닫으면서 극장 입장료의 인. 1910

하 문제는 일단락되지만 년대 전 영화의 등장으로 활동사진극장을 중심, 1920 10

으로 입장료 인하의 흐름은 다시 이어지게 된다.

년대 후반의 조선인 대중극장 년대 신파극장의 입장료는 전부터1900 1910 30

전 아동은 전이었고10 , 5 1064) 전통연희 단체는 전으로 신파극단보다 저렴했다20 .



이는 년대 한성의 중산계층을 이루었던 직업군의 일급과 비슷한 수준으1910

로1065) 같은 시기 경성의 전문활동사진관 입장료보다 약간 저렴한 편이다. 1900

년대 초기 극장의 입장료 수준을 감안하면 년대 초기 상류 계층 위주로 구1900

성되던 극장 관람객의 계층이 점진적으로 관객료가 인하함에 따라 년대에1910

는 중류층의 일상적 소비가 가능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극장은 중 상류층을 주요 관객층으로 상정하고 있었고 한성부· ,

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일급 전 수준 수입의 하층 계급에게는 버거운15-50

금액이었다.

처음에 기술한 원각사 등이 경영난에 빠진 것도 몰이해와 같은 점이 있었겠지만 당시,

일등석 전 등석 전 등석 전 소인 전 정도의 입장료를 받았던 것이 민정30 , 2 20 , 3 10 , 5 ( )民情
을 굽어볼 때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높았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식사도.

전이 있으면 잘 먹을 수 있었고 전이면 하루에 쓰는 돈으론 충분했기 때문에 음식10 , 20

외에 오락에 돈을 쓰지않던 일반 사람들은 그만큼을 지불하고 시바이를 일부러 보러가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1066)

여성관객층의 확대 역시 이루어졌다 종전의 여성관람층은 부호계층의 소실.



및 기생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극장의 여성관람객은 기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부인단체들의 자선연주회는 여성. 1900

들이 극장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의 정당화 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 ’

목을 요한다 극장의 연희관람이 사회기부 활동으로 정당화되었던 이들 자선회.

공연은 특히 부호한 여성 관객층을 극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촉매가 되었다.

여성관객층의 확대는 매일신보 에 연재된 가정소설의 전개와 상호 보완적『 』

인 관계에 있었다 신문연재 가정소설을 소재로 공연한 신파극에서는 눈물. ‘ ’

이라는 기호를 통해 여성독자 및 여성관객층을 서사에 이입하는 근대적 관객으

로 호명하고 있었다.1067) 중류 부호 여성들의 일상적 문화소비였던 독서는 전·

통적 독서인 한글 고소설 읽기에서부터 신문연재 소설의 독서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추세였으며 특히 년대 일본 가정소설을 번안한 신소설의 주요 독자, 1910

는 여성 관객층이었다 전통적 고소설의 서사와 유사한 통속적 구성을 풍부하.

게 담고 있던 년대의 가정소설은 대중적 신파비극 공연을 위한 유력한 공1910

연 텍스트로 떠올랐고 극단의 공연활동으로 여성 관객층의 수 역시 증가할 수,

있었다 신파극 눈물 의 경우 매일신보의 후원 하에 여성관객만을 대상으로. < >

한 공연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관객층을 위한 공연의 시도는 년. 1910

대 신파극 시대에 종종 벌어졌다.

년대 가정소설은 주로 경성의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 를1910 『 』

통해 유통되었다 년까지 매일신보 의 면을 담당하였던 가정소설과 번. 1914 1『 』

안소설은 뒤이어 신파극 공연으로 연결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신문연재를 휴재,

하는 기간 전편과 후편을 나누어 연극으로 우선 공연하기도 하였다 연극과 신.

문의 상업적 결합은 일찍이 대한신문 의 연재소설을 극화한 은세계 나< >『 』

구마검 의 극화 등 년대 후반의 신문연재소설에서부터 전개되던 것이었1900「 」

으나 년대 매일신보사는 자사의 연재소설의 공연에 대하여 광고를 게제하, 1910

거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일부 공연에서는 매일신보 구독자를 위한 단독공연을,

따로 기획할 정도로 신파극의 후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년대. 1910

지방 주요신문보다 발행면수가 저조하였던 매일신보사의 입장에서 신파극 공,



연을 통해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희곡 특히 단편희극을 문화란에 연속 게제하는 방식은 메이지기 소신. ,

문에서 시도된 바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매일신보 에서는 일찍이 일본에. 『 』

서 신문연재의 독물 로서 희곡을 게제하는 방식과 조선에서의 신파극 특( ) ,讀物
히 신파희극의 성황을 배경으로 병자삼인 을 신문지상에 게재할 수 있었던「 」

것이다.

연극과 관련한 년대 매일신보의 사진 배치 전략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1910 .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자사 신문연재소설의 공연사진을 다.

수 수록하였다는 사실이다 혁신단의 눈물 공연의 경우 공연사진 뿐 아니라. < > ,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다수 관객들의 사진을 신문에 수록하여 공연성황 의‘ ’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년에 고정란이 된 극장소식 기사와 함께 한. 1912

성부민들에게 신파극장 공연의 성세를 보여주고 관람을 자극하는 중요한 전파

방식이 되었다.

두 번째는 당시 신문기사에서 당시 극장의 주요 예인이었던 기생과 명창 등

을 사진을 활용하여 소개하는 일련의 기사를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

장 이른 시기의 기획으로는 년에는 예인들의 사진을 포함한 면 박스기사1914 4

로 연재된 예단일백인 기획을 들 수 있다 예단일백인 의 기( ) .「 」 「 」禮壇一白人
획의 대다수는 당시 경성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생과 악공 판소리 광대에 대한,

기사였고 특히 기생에 대한 기획이 이 기획기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

예단일백인 기획에서 다루는 활동사진 변사는 세 명 뿐으로 그나마 마지막「 」

회에 두 명을 동시에 수록하여 구색을 맞추고 있어1068) 이 기획이 신문매체를

통해 기생의 사진과 가십을 전시려는 기획으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 『

일신보 의 문화면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소문 등을 문화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맥락은 부수확대 흐름에서 점차 문화면에서 대중적,

오락물을 제공하여 부수확대를 꾀하였던 매일신보의 판매전략과 일치하였다.

이후 서구 장편활동사진이 인기를 끌게 되며 이러한 기획은 헐리우드와 유럽영

화의 여배우가 담긴 스틸컷을 가십과 함께 수록하는 영화해설 영화소개란으로,

바뀌어간다.

이러한 신문매체의 전략은 극장의 전통예인들을 중심으로 인기인들을 보기



위해 극장가기를 선택하는 문화적 이해를 자극하였다 년대의 공연예제에. 1910

서 인기예인들의 공연활동은 신문의 독자투고란을 통해 소문 으로 전파되었‘ ’

다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예인은 재담과 발탈 서도소리의 명인 박춘재이다. , .

박춘재는 강선루 일행 광무대 등 전통연희 단체 뿐 아니라 년대 중반부터, 1910

혁신단과 함께 공연활동에 나섰다.

년대는 이후 신극 근대극 의 열정적인 지지자이며 동시에 소인극 운동의1910 , ( )

주체가 되는 학생들 역시 극장을 찾고 있었다 년대까지 극장의 주요 관객. 1910

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었다 연극장과 몇 활동사진관의. “

정황을 시찰하던지 혹 소문을 듣던지 하면 학생이 삼분의 이는 된다 하겠으, ,

니 연극장을 무슨 야학교 로 아는가, ( ) ”夜學校 1069)라는 비판은 학생 관극자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 학생 관람에 대한 문화적 이해는 예성좌의 서양 번역.

극 공연을 기화로 전기를 맞이한다.

유학파 신파연극인의 기획에서 일본 의 번역 모델이 관객의 호응을‘ ’ ‘ ’

충분히 얻지 못하였던 사정에 의해 유학파 신파 연극인들은 자연스럽게 서, ‘

양 작품의 공연을 통한 문화적 번역 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윤백남과 이’ ‘ ’ .

기세가 년 조직한 예성좌의 공연 레퍼터리 중 전대의 신파극단 활동과는1916

달리 선택한 서양 근대극 코 시카의 형뎨< - >1070)와 카츄 샤 공연은 주목을 요< - >

한다 이 작품은 번안소설이 아닌 서구 번역극을 무대 위에 올렸고 조선 최초. ,

의 서양연극재료 임을 내세웠다‘ ’ .1071) 년 월 일에 공연한 카츄 샤 는1916 4 24 < - >

톨스토이의 부활 을 원작으로 시마무라 호게츠의 예술좌 내한공연이 있은「 」

후에 시도된 공연이었다.1072)



서구 번역극을 공연할 때에 당면하는 과제는 문화적 차이와 복잡한 원작의

극서사를 어떻게 일반 관객의 수준에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번역극의 공연은 번역극이 담은 문화적 이해와 서사전개를 적절히 이해할 수준

을 갖춘 관객이 필요하고 극단 역시 번역극을 일반 관객의 수준과 문화적 차,

이를 고려하여 작품의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점은 일찍이.

일본의 서구 번역극 공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었다 가와가미 오토지.

로는 정극운동 의 일환에서 오셀로 공연 을 시작으로 일련의 번역 번‘ ’ < > (1903) ,

안공연을 시도하였는데 자연주의적인 연기방식과 화도 를 배재한 박스형, ( )花道
의 무대공간이 이 때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스보우치 쇼요. ( )坪內逍遙
를 위시한 평단에서는 일반 관객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원작을 훼손할 만큼

의 무리한 개작을 시도하였다는 혹평을 가한다 이는 초창기 근대극 레퍼터리.

의 번역공연이 관객과 평단 사이에서 처한 난점을 보여준다 가와가미 오도지.

로오에 의해 시작된 서구 근대극 공연은 시마무라 호오게츠 의 문( ) ‘島村抱月
예협회 활동 을 통해 번역극을 통한 신극운동의 촉매가 된( )’ (1906)文藝協會
다.1073)

한편으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번역극 수용은 일본연극사의 전개와 다른 양상

으로 전개되었다 초창기의 번역극 공연은 서구 연극문화의 수립을 위한 무대.

장치나 연기방식의 혁신이 아닌 조선 신파극단의 대중적 레퍼토리 확보의 차,

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서양연극예제의 공연은 신문에 연재되어 인기를.

얻었던 번역 번안소설이나 일본 신파극단의 내한공연이 인기를 얻었을 때 시·

의적으로 공연할 수 있었으며 그 표현방식 역시 희곡과 연출방식의 일부를 차,

용하되 그 안에 극단의 취향 을 넣어 완성하는, ‘ ’ 1074) 가부키 신파극 특유의·



방식으로 서구 번역극 역시 신파극으로 공연할 수 있었다.

실제 예성좌의 서구 근대극 번역공연은 신파극 형식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코 시카의 형뎨 에서 가부키의 연기방식인 오모이이레 가 연기< - > ‘ ( )’い れ思 入
되었다는 기록1075)이나 공연의 사진에서 히사시가미와 카이젤 수염을 한 일본

식 귀족으로 분장한 것 등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번역극 공연에서 예.

성좌는 서양 근대극의 연기나 무대보다 전에 보지 못한 충실한 내용‘ ’1076)을

무대 위에 올렸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이러한 서구 번역극 공연은 남성 학생 청년 관객층을 조직하여 관객층의 확·

대에 기여하였다.

먼져 일이삼등객의 얼굴을 혀본 즉 삼분의 일은 모다 학생모 쓴 사람이요 남 지   
용모정졔 청년뿐이라 완고 로츅관객은 전혀 업다 야도 더라 녀등셕은 불과.   
슈십인이오 이 한번 연구 여 볼 만 문제인대 생각건데 속담에 일으기를 류류상죵이.   
라 말과 치 고샹 구경은 고샹 사람의 눈을 익그 것이 는말에 비유 야      
판단 지 1077)

고상한 구경은 고상한 사람의 눈을 이끄는 것 이라는 학생 청년 연극관‘ ’ ·

람의 당위성은 코 시카의 형뎨 와 같은 서양연극재료 의 공연에서 과감하< - > ‘ ’

게 주장되었다 년대 학생관객층은 활동사진영화관이나 연극장 등의 출입. 1910

을 사회적 공인을 받은 상태로 진행할 수 없었다 년대 중반에 이르러 서. 1910

구 장편무성영화가 소개되면서 활동사진 영화관람은 서양문물을 관찰하는 유익

한 오락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도쿄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양영화의 관,

람은 이후 학생층의 문화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차. 1



세계대전 이후 서양에 대한 기사와 사진 등의 정보가 신문지상에 다수 소개되

었던 점 역시 서양예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코 시카의 형뎨 와 같은 서양예제는 노축관객은 거의 없는 청년 관객층< - > ‘ ’

에게 인기를 얻었다 이는 기존의 전통연희 관객층과는 다른 학생관객층의 출.

현의 징조를 보여준다 이들 학생관객층들은 년 이후 소인극 운동과 신극. 1920

운동의 지지자들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서양예제는 아직까지 청년 다수에게.

절대적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아직 여등석은 불과 수십인 이었고 여. “ ” ,

성 관객층의 다수를 이루는 기생과 부호한 부인들의 취향은 가정비극류 신파

극과 전통연희 관람에 몰려 있었다.

장절쾌절 과 눈물 신파연극의 관람감각과 감상의 위계화‘ ’ ‘ ’ :

년대 전개된 신파극의 관극비평과 독자투고에서는 두 가지 감상의 감각1910

을 발견할 수 있다 한 편은 장절쾌절 로 대표되는 연극의 호방함과 인과응. ‘ ’

보의 통쾌함의 감각이며 한편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무대 위의 비극적 사건,

을 감상한 눈물 의 감각이 발견된다‘ ’ .

이러한 활달한 움직임 선악을 구분짓는 연설조의 대사 무대 위에서 전경화, ,

된 폭력과 난투 검투 장면은 관객들에게 기존의 연극과는 다른 쾌감 연극의/ ,

장절쾌절 의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 )’ .壯絶快絶

동 연흥샤에셔  혁신단 신연극 일 의 긔절묘절 신연극( ) , , ,革新團   광 줄걸,
니기 일본기 의 다름박질 츔 노 검무 일본연극의 각죵 죠선기 의 검무 남무 승, , , , , , , ,  
진무 포구락 항장무 승무 각 노람바치오, , , , 기타에도 별 기 묘 쟝졀쾌졀 구경々 々 々  이,

하도 만타닛가 구경을 가보면 자연 알 것이야 그만못 연극잘을 구경가 도 삼십, , . ( ) ,…  
젼이나 오십젼이 드 이것은 졈심은 졈심 로 부르게먹고, , ,   1078)

즁부 동 연흥샤혁신단 의[ ] ( )革新團  演興社革新團 공익샹 열심과 연극의 쟝졀쾌졀

은 모다 아 바어니와 남대문 안 샹동쳥년학원 의 경비군졸 을 셕히( ) 尙洞靑年學院  
녁여 오날밤에 그학원의 연쥬회로 흥 을 터이오 연극의 문뎨 쳥년립지고 쇼위    

라 더라( ) .靑年立志孤兒少尉  1079)



기절묘절한 신연극 이나 연극의 장절쾌절함 으로 묘사되는 혁신단의‘ ’ ‘ ’

신파극은 초기 조선인들의 관람성향과 연관되어 새로운 오락적 공연물로 각광

을 받았다 이러한 감각은 특히 혁신단의 활극 에서 각광받았다 임성구의. ( ) .活劇
신파활극은 근대 식민지 통치제도의 주요 장치였던 순사 군인 판사 등 인물( , , )

들을 조선적으로 번안하여 근대적 도시공간 안에서 벌이는 모험과 추격 복수, ,

의 쾌감을 선사하였다 피스톨 강도 을 번안한 혁신단 신파극의 인기 레퍼토. < >

리 육혈포강도 는 이러한 장절쾌절의 감각을 잘 드러내는 텍스트이다< > .

강도 한 아이 륙혈포를 가지고 혹 장님도 되얏다가 신 도 되야 작경이 무 으로, , , , 
경챨셔슌사 림셩구가 륙혈포 강도 한창렬의 악 을 근심 야 슌사의 본분은 인, , , ,  
민을 보호 라 목뎍인즉 몸이 부셔지더 도 이 강도를 잡으리라 고 결심 동시에, , , ,    
무한곤난을 밧고 그 강도를 맛나 륙혈포를 마졋것만은 긔어히 잡을 작뎡으로 방 곡, , , , 〃 〃

이 도라단이다가 하교등디에셔 그 강도를 잡어셔 민폐를 들고 슌사의 임을 다, , ,  1080)

이같은 신파의 장절쾌절 의 감각은 이후 미국 모험영화의 관람성과 함께‘ ’

확대되어 활극류 신파극과 활극 모험 사진은 년대 극장가의 주된, ‘ ’, ‘ ’ 1910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년 혁신단의 신파극과 거의 동시대에 시작된 일본 가정비극, 1912

류 신파극의 도입은 신파극에 눈물 로 대표되는 새로운 관람성을 향유하는‘ ’

관객층을 양성하고 있었다 문수성의 불여귀 공연으로 시작된 신파극 가정비. < >

극류의 번역 번안 공연은 이후 예성좌의 정극 시도 곧 기존의 음악, ‘ ( )’ ,正劇
적 신파극을 벗어나서 연극적 짜임새를 강화하고 쵸보의 비중을 줄인 가와카미

의 후기 연극론에 영향을 받은 일련의 정극 비극 작품에서 보다 본격‘ ’, ‘ ’

화되었다 장한몽 에 대한 관객반응은 눈물 로 반응하는 새로운 관객층의. < > ‘ ’

탄생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 관람쟈가 불여귀연극의 을 셕치 야 우졔군의 고심 바 트리 념려가( ) ,        



업지 안이 니 가셕 더라 그 연극 즁에서도 비 구졀이며 인정 의리에 야 가히   
동정의 논물을 흘릴만 것이 잇스되 관람쟈 즁에 다수 비 눔물을 흘닐 터에 도리  
혀 웃고 드듸어 쟝 가 소요 게 되는 이것은 우가 잘못 셔 그런 것이 안이라 관람    
쟈가 볼 줄을 모르는 이로다 1081)

나 일젼밤 연흥 에 구경을 좀 갓더니 구경은 커냥 울기를 통가웃이나 울고 왓셔 그( ) , ,
날 맛 쟝한몽을 실디로 흥행 대 심슌애가 대동강물에 빠지러 나아갈 때 올연 달,  
은 희미 게 빗치어 잇고 파도는 흉용 야 사람의 심쟝을 놀라게 대 그때 쳐량히 부  

단쇼소리 심슌애와 구경군으로 야곰 일층 마 을 감동케 야 모다 슬허 동시     
에 나 해음업시 울고 동졍을 표 얏지 참 가히 비극이라 하겟셔 셜음잇 온나. . ( )   1082)

가 와 나 의 자료에서는 장절쾌절 의 정서 이외에 비극적 정서에 이입하( ) ( ) ‘ ’

는 관객층이 형성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부호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들 관객들은 춘향전 심청전 등 전통적 독서의 전통으로 서사읽, < >, < >

기의 능숙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인연주회와 자선회를 통하여 연극장의 관람,

을 이제 막 시작할 수 있었던 계층이었다 비극과 정극 공연에서는 한편으로.

단소소리 나 나 카투샤 극의 카투샤의 노래 와 같은 음악적 효과가‘ ’( ) < > ‘ ’

무대에서 사용되어 비장미를 더하였다.

눈물 공연은 매일신보 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여성들만을 위한 공연< > 『 』

이 기획되기도 하였다 여성과 학생관객을 동원한 서양 예제와 일련의 비극류.

작품의 등장은 극장의 문화적 이해를 기존의 유희장 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 ’

험하는 장소로 변화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 기초는 관객과 무대가 시청각,

적 감각에 의해 비극적 정서를 공유하는 눈물 의 정서에 있었다‘ ’ .

한편으로 이러한 비극적 서사에 대한 이해는 극장 안에서 점차 위계화되고

있었다 가 와 같이 비평에서 관람자의 소요를 비판하는 맥락이나 연극공연을, ( )

방해하고 장내에 소요를 일으키는 관객들에 대한 임검순사의 통제는 점차 관객

들을 무대와 관객 사이의 상호관계에 집중하게 하는 조용한 관객 감상의‘ ’,

태도를 정점으로 위계화되어갔다 조용한 관객 으로서의 훈육은 년대. ‘ ’ 1910

극장문화 뿐 아니라 묵독중심의 읽기가 정착되는 복합적 과정으로서 주목을 요



한다 몰입하여 감상하는 것 보는 세계를 대상화하여 인식하는 작용에 필요한. ,

시 청각적 감각을 훈련하는 것은 근대적 관객 독자의 탄생에 있어 공동의 과· ·

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1083)

조선 신파극의 공연관습 연흥사의 신파극 공연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연흥사의 신파극 공연을 통해 당시 공연상황을 재구하며 관객의,

극장체험과 극장을 둘러싼 문화적 맥락 감각자극에 대하여 논의하며 신파극의,

공연관습과 관객성의 추이를 살펴보자 신파극 관객층의 확대와 장절쾌절. ‘ ’

과 눈물 의 감각은 신파극 관람을 선택하는 과정 곧 구경가기의 단계를 선‘ ’ ,

택하는 데에 중요한 문화적 이해로 작용하고 있었다 관객층의 확대와 신파극.

관람에서 얻을 수 있는 특수한 문화적 이해를 통해 일군의 신파 관객들은 극장

가기를 선택하였다 혁신단 눈물 쌍옥루 과 문수성 단장록 에서 매일신. (< >, < >) (< >) 『

보 에 연재되었던 신소설을 각색하여 신파연극을 벌였던 연흥사는 공연에 대』

한 무대 사진 및 객석사진과 회고가 남아 있어 이 당시 조선인 신파극장의 무

대구조와 무대장치 극적 관습 관람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 .

를 사진자료와 및 신파극에 대한 신문기록 회고와 함께 살펴보자, .1084)

신파극 공연은 저녁 시부터 시작되었고 폐막은 시 분 전에 이루어졌7 , 11 30



다.1085) 일본인 극장에서는 종종 본공연이 끝난 늦은 시간에 여흥격의 공연을

추가로 설행하였던 것으로 보아1086) 조선인 극장에서 역시 특수한 경우 본공연

후의 여흥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신파극장의 폐막시간은 경성 도시전차.

의 막차 시간 바로 전이었다 경성 전차의 막차 시간은 월부터 월까지는 새. 5 10

벽 시까지 월부터 월까지는 시까지였다1 , 11 4 12 .1087) 연흥사 극장의 입장료는 30

전부터 전 아동은 전이었고 그보다 싼 경우도 있었다 매일신보 에서는10 , 5 ,. . 『 』

연재소설이 연극으로 공연될 경우 특별공연이나 반액할인권을 제공하기도 하였

다.

대인은 전 소인은 전 출입구 옆 고좌 에 앉은 사람이 나무패를 두드리며 핏대를10 , 5 , ( )高座
올리고 외쳤다 그 위 높다란 곳에서는 호적 소리가 신이 났다 사동길 연흥사 앞엔 사람. .

이 산같이 모였다.1088)

극장 앞은 호객꾼과 취꾼의 조선선율로 매우 시끄러웠고 관객들은 연희 시,

작 전에 좌석에 앉지 않고 출입구에 모여 있어 극장 앞은 혼잡했다 극장 앞에.

는 등 에 극장과 극단의 이름을 달아 놓았다 년 혁신단의 눈물 이 공( ) . 1913 < >燈
연되었을 때에는 극장 앞에는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신파연극 연흥사‘ ’,

혁신단 임성구 일행 이라는 글씨가 등에 쓰여 있었다 연흥사에서 취꾼의‘ ’ .

연주는 층석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극장의 베란다에 해당하는 높은 곳에2

서 연주되었는데 극장에서 진행된 연주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

극장의 기둥으로는 좌석등급이 표시되어 있었다 눈물 공연을 보러 온 일. < >

본 부인의 눈에서는 연흥사에서 극장표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남녀부인석의 구,

분이 엄격하며 자리에 앉지 않고 매표소 주변으로 서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이,



일본극장과 달라 이채롭게 보였다 부인석은 무대에서 바라본 오른쪽 사진. , < 5>

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녀석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남편을,

대동하였던 일본 부인은 부인석이 아닌 등석에 앉을 수 있었다 객석은 가로1 .

로 넓은 층의 객석에는 장교가 열 줄 놓여 있었고 윗층에 마련된 등 객석은1 , 1

차례로 높아지는 장교를 세 줄 배치하여 만석인 경우 명 정도의 인원, 400-500

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089)

연흥사는 공연의 성격에 따라 만국기를 장내에 걸어 일본식 극장에서와 같

이 장내에 흥성스러움을 연출하였다 사진 연흥사는 일본 부인의 눈에서.([ 6])

그 안은 일본의 리약이나 노 듯 곳의 뒤를 쥬린 것 흔“ ”   1090) 요세의 축

소판으로 보였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극장의 높은 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취꾼들은 층의, 2 1

등석 뒤 사다리로 내려와 무대 옆으로 들어간다.1091) 이러한 동선의 이동에서는

무대 옆에 배우들의 등퇴장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대 옆의 등퇴장로와 연결되어 있는 무대 뒤의 공간은 공연을 준비하는 공간



이면서 평시에는 배우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이었다.1092) 취꾼이 퇴장하고

연극이 시작되었다.

일본식의 북소 가 나더니 무 에 나올 인목로 변쟝 우 가 붉고 흰 굴근 줄에( )    俳優
눈물 이라 연극뎨목을 쓴 휘장 일신보 에셔 단쟝 림셩구에게 쥰 들치고‘ ’ - ( ) - 每日申報

나와 쳣막의 대강을 말 얏슴니다 그 말 모양이 활동샤진의 변 헛슴니다 셔로. . /  
혼인 죠필환 부부의 달구경 곳 쳣 막이 열녓슴니다 어두운 무 의 왼편에( ) .… …   
로잇 쟝쟈 가온 에 희미 일이 켜짐니다.   1093)

연흥사의 그때의 신파연극 에 좋은 역할은 반드시 단장이 했고 단장이 등장할 때[ ] ‘ ’

에는 반드시 하나미찌 라는 관객석 한구퉁이를 꿰뚫고 무대로 가는 길 이것도‘ ( )’ (花道
무대의 일부 를 통해서 걸어나오는 것인데 무대 한옆에 설치된 하야시바 라는 오케스) ‘ ’

트라 비트 아닌 음악실에서 연주하는 북과 종발 소리에 맞추어 멋들어지게 무대로( )鍾鉢
향하는 것이다 이 순간의 관중의 박수와 영예는 극치라 할 것이다 이 모든 무대에서의. .

수법은 완전히 일본 것 그대로였으니 화술에 있어서는 억양까지 동작에 있어서는 걸음걸

이까지 일본의 투를 본딴 것이어서 우리 이목에 이상했다.1094)

무대의 시작은 막이 열리기 전 단장의 해설로 시작한다 단장은 일본식 북소.

리에 맞추어 화도를 통해 등장한다 혁신단의 경우 북소리를 통해 걸음걸이와.

인물의 등퇴장을 알려주는 음향효과를 사용하였으나 여타의 극단에서는 지양,

되고 있었다 단장의 연설은 첫 막의 해설과 연극의 의의를 설명하는 연설. ‘ ’

이자 신파조의 대사로 진행되었다.

조보 는 일본 신파극 개량론에서 타파하여야 할 관습으로 비판받고 있었‘ ’

으나 고등신파극을 표방한 문수성 역시 극적 서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식으,

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민태원의 부평초. 「 」1095) 동아일보( ,『 』



에서 나타나는 유랑극단의 조보 에서 개막 때 조보의 대체를1920.4.1.-9.4) ‘ ’

짐작할 수 있다1096) 조보의 사용은 공연의 시작 뿐 아니라 각 장과 막 별 중심

적 서사의 이해를 돕는 관습이었다 이러한 해설방식은 관객이 무대 위의 극서.

사를 이해하는 근대적 연극관람 관습이 정착된 이후 년대 초반까지 극장, 1920

에서 지속되던 해설 관습이었다.

조선 신파극의 연기 방식은 신파조의 연설적 대사를 즉흥으로 연기하는 구찌

다테의 관습에 의존하고 있었다 초기 신파극에서 즉흥적 연설의 삽입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던 구찌다테의 연기는 미리 약속된 줄거리의 틀에서 뛰어난 언변

을 지닌 배우에 의해서만 연행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1097) 혁신단의 구찌다테는

임성구 개인의 뛰어난 구연기술을 바탕으로 그가 주요 배역을 맡고 다른 인물

들이 미리 약속된 대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신파극의 구찌다테 방식의 연행을

벌일 수 있었다.

이기세씨 처음엔 회 고상한 각본을 가지고 나왓지만 모두 그뒤에는 각본난을 만나: 二三



고 햇지오 매일 다른 각본을 해야 하고 또 말만 하는 신극 때위를 하면 보기 실타고. “ ”

관객석에서 야지 가 들어오고 굴껍질이 날러들어오고 큰일 낫섯지오 그저 무대우에“ ” .

서 움즉여야 햇으니까요 임성구같은 사람은 만일 배우가 오지 안흐면 아무나 두어사람.

나오라 하고 한사람더라 다른 한 사람을 때리게 한 후 혼자 역거대엇지오 한치의 벌레. “

도 분의 혼이 잇거든 식으로 한 분 웅별 을 하거든요 또 임성구는 소위-” ( ) .五 三十 雄辯
자기 말을 자기가 받어하는 법을 그때 만들어냈습니다 혼저 시바이 를 하니까 자연. “ ”

그러케 되고 말엇지요 그때는 그리 때리고 떠들고 해야 햇으니까요 하여튼 임성구는 대. .

답하고 걸출 한 사람이엇습니다( ) .傑出 1098)

초기 신파극의 배우들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관객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

었고 번역극과 가정비극 등 말만 하는 신극 이 수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 ‘ ’

요하였다.1099) 신파극의 연기는 가부키에서부터 발생한 관습적인 연기방식을 활

용하고 있었다 눈물 에서 여주인공의 우는 연기는 일본식으로 우 소 를. < > “  
이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었고 대사의 것다 폇다 강 고 약 에” , “    

연구 흔적이 잇셔 슯어졌다” 1100) 일본 부인은 여주인공의 표정이 적고 소리

의 음량이 적음을 지적하고 있기에 혁신단의 신파극에서는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보다 음성적 연기에 보다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대 사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연흥사와 단성사, 1101)에는 하나미찌

가 장치되어 있었고 광무대에는 없었다( ) , .花道 1102) 초기 대중극장 시대의 종합

적 연행물 체제에서는 각 레퍼터리의 연행시간이 짧고 대도구의 변화가 필요하

지 않았기에 막 은 필요하지 않았으나 신파극장에서는 대도구의 변화와 시( ) ,幕
간의 경과를 표지할 막 장치가 도입되었다 연흥사의 공연사진 그림 그림. ([ 39], [

에서는 이러한 막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연흥사의 무대는 좌우가 길고40]) . ,

무대의 깊이는 비교적 얕은 구조였다 이와 함께 무대의 벽을 세우고 창문과.

밖의 풍경을 묘사한 배경막을 사용하거나 저택의 문과 같은 간단한 대도구를

무대 위에 세워 입체적 무대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가부키식의.

양식적인 무대장치 역시 보이는데 바다 를 표현하기 위해 파란 색 천을 무, ‘ ’

대 아래에 깔아놓은 장면이 대표적이다 소도구와 의상이 조선식과 서양식을.

섞어 사용하고 있어 일본 부인의 눈에는 합당치 않게 보였으나 무대장치‘ ’ ,



의 배치와 사용에 있어서는 감심하였다‘ .’

신파극에서는 조명의 사용 역시 고려되어 있었다 어두운 무 의 왼편에. ‘ 
로잇 쟝쟈 가온 에 희미 일이 켜짐니다 는 표현은 소설 눈물 의.’ 「 」   

첫 장면인 경성 계동 저택 후원에서 달빛을 받으며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1103)

을 표현한 것으로 조도 와 조명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전기조명장치가, ( )照度
사용되었을 것이다.

조선 신파극은 일본 가부키로부터 파생한 양식적인 연기방식을 이어받은 일

본 신파극의 연기방식과 무대장치 및 무대기술을 습득하여 시간과 공간을 확장

하며 이루어지는 장편 극서사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였다 이는 무대 위에 구현.

된 환영적 무대장경과 연기 표정 등의 시각정보와 배우의 대사 단장의 해· , ·

설 무대효과음을 통해 극 진행에 필요한 청각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관객층· ,

시 청각적 감각을 동원하여 무대 위의 극서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근대적 관·

객층이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눈물 이 보여주는 비극성은 다수의 조선인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 >

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인은 조선인 배우들의 표정 없는 신. ‘ ’

파극 연기에 만족하지 못하여 우 열심히 모양인 진졍이 엉긔지“   
안이 은 엇젼 인가 되물으며 웃음으로 장내를 소란케 하는 조선인 관” , 
객들을 보고는 관 이 그말 것을 듯고져 지 안코 들나온 것 치 쇼“     
요 ” 1104)을 재미있게 느꼈다.1105) 조선인 관객들의 유희적 관람성은 극장에서

풍기문란 을 저지르는 남녀에 대한 구경 에서도 엿볼 수 있다‘ ’ ‘ ’ .

남샹등과 녀상등 동북편 연귀졉이 된 구셕에 쟝히 으슴푸레 것이 바로 송나모 밋치라 々
고 만 여 별 괴샹 일이 그 구셕에셔 기더구면 우리 구경 군이라 망 권ㅅ  々     
리가 업고 당직슌사가 톄 일인 원악 그 구셕이 으식 야 몰나보 것이나 그런 소    
문이 랑쟈 면 영업에 방해가 안이될 이것은 여간 흠졀이라고만 할 슈 업스니 진々  
즉 졍신들을 렷스면 1106)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조용한 관객 들이 극장을 점유하기 이전 전통적‘ ’ ,

관람관습에서 풍기문란 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여겼던 극장의 풍경을 보여준‘ ’

다 한편으로 식민지 초기의 신파극장에는 임검순사 곧 조선인의 풍기문란을. ,

제제할 극장 내의 식민권력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전통적 극장.

과는 달리 풍기문란의 구경거리는 드러낸 상태에서 구경하는 것이 될 수 없었

으며 구경꾼들은 상호 책망할 권리가 없는 개채로서 식민권력 앞에서 조, ‘ ’

용히 무대를 응시하여야만 했다.

임검순사의 경험과 종족공간의 인식

년 이후 경성의 극장단속은 일본인 위생 풍속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1908 ,

며 극장에는 일본인 순사를 중심으로 한 임검순사 제도가 마련된다 통감부 임, .

검순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이전부터 극장 안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의 민족적 위계는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년 연흥사에서는 무단 관람자가 많아지자 일본인 매표원을 고용하였1908

다.1107) 조선인 극장의 일본인 고용원들은 종족적 위계에 따라 조선인 극장 내

식민성 을 경험하는 최초의 장치였다 이후 조선인 대중극장에서는 일본인‘ ’ .

고용자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년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무례한 일1914 .

본인 고용자들에게 조선인 관객들은 불쾌감을 받았다.



년대 검열에서 각본의 사전검열보다 중요한 것은 임검순사에 의한 극장1910

에서의 단속 행위였다.1109) 조선에서의 극장단속은 년부터 풍속경찰 위생1908 ,

경찰의 단속으로 시작되었다 흥행장 취체규칙이 포고되기 이전부터 이미 통감.

부의 위생경찰 풍속경찰의 단속은 실시되고 있었고 보안법이 극장흥행 단속의, ,

규범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었다, .1110) 년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 순사의 공1910

연장 순찰 및 공연의 임검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년대 후반부터( ) . 1900臨檢
년대에 이르는 시기 극장 단속은 주로 밀매음에 관련한 풍속취체와 극장의1910

위생에 관련된 것이었고 특히 년 이후로는 풍속관련 특히 년에는 경, 1910 , 1910

시청의 단속방침으로 밀매음 관련 취체가 극장에서 집중적으로 단속되었다.1111)

임검순사석은 화도의 끝 곧 장내 층 좌석의 뒤편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 1 .

한 임검순사석은 극장취체규칙 안에 규정되어 극장 및 흥행장 건축에 마련되어

무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야 했다.1112) 사전허가제나

각본검열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검순사의 단속은 공,

연금지를 수반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것이었다 또한 공연예제의 검열에서부.

터 공연장의 질서와 청결 유지 밀매음녀의 단속권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역시 임검순사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같은 막대한 권한.

을 배경으로 헌병경찰 복식에 따라 제복과 군도를 착용하고 화도 앞 지정좌석



에 앉아 있던 임검순사의 존재는 식민지배 질서를 대표하는 제국의 압축적 표

상이었다.1113)

극장은 종족적 위계의 경험과 임검순사석의 정착에 따라 식민지 의 조건‘ ’

을 의식하는 공적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무대 위에서 일본을 번안 하여. ‘ ’

군인 순사 귀족 판사 등 근대적 세계의 일원이 된 조선인들을 동경의 눈으로, , ,

바라보던 조선인관객들은 한편으로 극장 내에서 식민지인으로서의 경험을 체,

험하였다 년대 임검순사의 단속은 임검 순사가 극장 내에서 차지하였던. 1900

우월한 지위 위생과 풍속 안의 근대 와 개량 의 맥락 종족적 차이는 식, ‘ ’ ‘ ’ ,

민지 근대의 현실을 환기하는 극장 내에 존재하던 식민성의 기호로 일제강점,

전반동안 유지되었던 조선인 극장의 독특한 식민지적 풍경이 되었다 극장 내.

에서 식민권력을 의식하게 만드는 순사와 임검석의 존재는 취체업무가 세분화

되기 시작한 년대 이후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극장 내의 식민성을 드러내는1920

주된 특징으로 유지된다.

극장은 임검순사석의 정착과 일본인 종업원에 의한 종족적 위계의 경험에 따

라 식민지 의 조건을 의식하는 공간이 되었다 일본식 분장을 한 조선인들‘ ’ .

배우들이 근대적 세계의 일원으로 분 하여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신파극 공( )分
연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조선인들은 한편으로 극장 내에서 식민지인으로,

서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신파극이 보여주는 계몽의 주제와 형식의 근대적 지.

향은 한편으로 극장 내에서 식민권력을 의식하게 만드는 순사와 임검석의 존,

재와 한 몸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극장 내의 식민성을 드러내는 근대 식민지.

하위문화의 풍경을 보여준다.

구극 연희의 관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구극 연희의 관람은 신파극보다 더,

한 불안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극 연희를 관람하던 조선인.

관객들은 극장에서 근대적 주체와 종족적 주체로서 분열되는 경험을 종종 하였

다 다동 기생조합연주회의 춘향연의 를 구경 간 일기자 는 아름다운. < > ( )一記者
얼굴과 고운 목청을 지닌 조선인 기생의 목소리에서 풍속 괴란의 더러운 노래

가 흘러나올 때 그 개량되지 못함을 한탄하며 조선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욕‘

하는 외국인들 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임검순사석을 불안하게 쳐다보았고’ ,



여러 조선인들이 순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경관석을 쳐다보는 시선 속에 공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식이 숨어 있었다

는 점이 중요하다 일기자 역시 조선사람의 인정 을 나타내는 육자. ( ) ‘ ’一記者
백이 소리에 관객의 내장이 찌르르 하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 .1115) 종족적 문

화가 선사하는 쾌감 조선음악이 선사하는 즐거움은 경성의 조선인 대중극장을,

찾는 관객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이해였다 극장 경영자들 역시 그러한 사.

실을 알고 있었다 광무대는 구력 초사흘에 씨름대회를 열었고 씨름대회는 서. ,

울과 문밖으로 나누어 겨루었으니1116) 예전 강대와 우대로 나뉘어 겨루던 그대

로였다.1117) 광무대는 년에는 단체 관객에게 할인권 대신 언문체법 을1915 『 』

증정하였다.

극장에서는 저항도 없었고 신채호가 주장하던 민족의 분기 를 다루는 연, ‘ ’

극도 없었지만 제국은 제국의 입장에서 불온한 듯 보이는 극장의 종족적인 정,

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가장 처량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한 심. “

사를 맹동케 하는”1118) 극장의 호적소리는 북부경찰서에서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요구한 것처럼 호적은 북소리로 바뀌지 않았고 북부경찰서에서 호적,



금지를 포고한 년 후인 년 월 밤마다 루나 파크 로 몰려드는 사람들4 1916 6 , ‘ ’

을 향해 매일 호적을 불던 광무대를 견디지 못해 주민들은 북부경찰서에 탄원

서를 내었다.1119)



결론.Ⅴ

본고에서는 년대의 극장문화 형성 과정을 정치 사회 경제 도시의 변1880-1910 , , ,

화와 극장의 건설과 확산 극장 내 공연관습의 변화 극장에 대한 문화적 인식, ,

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조대 이후 나례폐지와 민간 공연조직의 발전 왈자 및 중인 부호층이 주도,

한 연희문화의 형성에 따라 조성된 조선 후기의 연희문화는 향락적이고 과시적

인 연희관람 및 중인층의 신분 상승의 욕망에 따라 배치되었고 이를 통제하는,

관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외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조.

선 후기의 연희자들은 기존 나례 등 국가단위 행사를 중심으로 편재되었던 단

계에서 벗어나 사연과 소창 등에서 집단적으로 연희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를 중계하는 왈자 등의 계층은 한성의 연희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

대한제국 초기까지 성내 상설 대중적 연희공간의 탄생은 예가 아니면 보지, ‘

않는다 는 유교적 도덕률에 따라 발전이 억제되어 있었으나 문희연과 사연’ ,

등의 한시적인 공연행사나 기방 등 계층과 경제력에 의해 관람층이 제한되었던

공연공간은 상존하고 있었고 저자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연행이 간헐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연행록과 한문 연희본의 창작 서상기 등. , < >

중국 희곡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의 극장 희대 및 연희에 대한 관심이 높‘ ’( )

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년대 외인 세력이 한성의 상권과 공간을 점유함에 따라 외인들의 공연1880 ,

문화가 거리와 공터 등에서 연행하였고 년대에 이르면 한성에 최초로 중, 1890

국인들의 상설극장 청인희극장 이 등장한다 기존 도시 연희공간의 질서에 균열( ) .

을 이루었던 상설극장의 탄생은 조선인들의 연희활동을 자극하였다 년부. 1899

터 도시 외곽에 건설된 무동연희장의 출현은 최초의 상업적 연희공간의 출현으

로 주목을 요한다 이 중에서도 년대 용산 무동연희장의 개장은 용산철도. 1900

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한성전기회사의 상업적 기획과 한성부윤 이채연의 비

공식적 관권이 결합되어 탄생한 것이었다 외인 관권 자본 이 결탁한 용산. ‘ - - ’

무동연희장의 탄생은 이후 한성 내 대중극장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극장공간의 생성 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이다‘ ’ .



년 협률사 의 조직은 최초의 연희회사의 등장으로 주목을 요한다1902 ( ) .協律社
도고 수세권을 활용하던 개화기의 상회사 체제였던 협률사는 극장 영업 뿐 아,

니라 한성 내 연희자들의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상업적 연행을 이어 나갔다 이.

들 협률회사의 공연장소로 탄생한 궁내부 희대는 다목적 회관건물로 건설되어

이후 개축을 통해 중국식 극장구조를 조선 연행조건에 맞게 절충한 무대와 서

구식 객석을 구비한 최초의 실내 대중극장으로 탄생하였다 러일전쟁으로 인· .

한 극장업 침체기를 거쳐 년을 위시하여 협률사가 복설되고 장안사1906-1907 ,

연흥사 광무대 단성사가 차례로 건설되면서 년대 북촌 중심의 조선인 극, , 1900

장가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년대 중반 건설된 조선인 대중극장은 대부분. 1900

외인들을 사장으로 내세워 각종 세금과 단속에서 이익을 꾀하였다 년대. 1900

극장은 상층의 관람객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극장 안의 계급적 위계를 끊임없이

환기하고 있었으며 상류층의 문화이자 도시문화로서의 문화적 이해를 형성하,

였다 연희개량론을 배경으로 한 창극은 단형 창극의 형태로 조선인 대중극장.

시기 발전하였고 신연극 의 기획은 창극과 같은 음악극의 형태에 계몽젝, ‘ ’

내용을 담은 연설 조의 대사를 시도한 절충적인 것이었다‘ ’ .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극장문화의 유입과 흥행업의 정착을 배경으로 경성의

극장문화는 신파극 관습 및 일본 전통극장의 무대기술을 수용하게 된다. 1911

년 혁신단의 조직과 년 이후의 공연활동으로 구체화된 조선 신파극은1912 ,

신연극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연설조의 대사를 신파조의 음성연기로 구‘ ’

현하고 정적이었던 무대 위 배우들의 움직임에 활극 적 활기를 불어넣음으, ‘ ’

로서 관객들에게 장절쾌절 의 쾌감을 선사하였다 한편으로 년대부터‘ ’ . 1900

이어져오던 광무대 등의 전통연희 구극 단체의 흥행 역시 경성 극장계의 한 축( )

을 차지하였고 재담 기생춤 등 전통연희 예제는 구극단체 뿐 아니라 신파극단, ,

및 활동사진관 등의 극장예제로서 활발히 공연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극장문화.

의 토대 위에서 신파극장문화는 부분적으로 전통적 공연예술의 관습과 혼효되

는 양상을 보이며 레퍼토리 역시 실화의 극화나 번안 등의 방식을 통해 점차

조선 관람층들의 기대지평에 맞추어 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수성 등의 가정비극 예제 도입에 의해 시도된 신파극 극장문화에서 눈‘

물 의 반응은 극장의 근대적 관람성과 관람위계를 추동하는 것이었다 한편’ . ,

극장은 임검순사석의 정착과 일본인 종업원에 의한 종족적 위계의 경험에 따라



식민지 의 조건을 의식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식 분장을 한 조선‘ ’ .

인들 배우들이 근대적 세계의 일원으로 분 하여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신파( )分
극 공연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조선인들은 한편으로 극장 내에서 식민지,

인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신파극이 보여주는 계몽의 주제와 형식의 근대.

적 지향은 한편으로 극장 내에서 식민권력을 의식하게 만드는 순사와 임검석,

의 존재와 한 몸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극장 내의 식민성을 드러내는 근대.

식민지 하위문화의 풍경을 보여준다.

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조선인 대중극장은 폐쇄되거나 활동사진관으로1910

전환하고 광무대만이 구극극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한편으로 년대, . 1910

후반에 이르러 경성 경제 역시 극도로 위축되었다 차 세계대전의 발발. 1 (1914)

로 군수품 수출 등으로 이룬 경제적 호황이 끝나자 이후 수출 증대에 따른 국,

내물자의 부족 국제선박 운임의 폭등 등이 쌓여 일본 전역의 물가가 상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화폐정리사업 이후 일본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었던.

식민지 조선 역시 일본의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고 년에는 물가가 전년, 1917

도 대비 퍼센트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어 년에는 쌀값 폭등을 겪는다46 . 1918 .

이어서 경성부 내 주민의 생활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쌀값이 급등하기 전까.

지는 적금 해약 이 가운데는 규약저금 이 많았다 이나 융자 외상 등 응급책으( ( ) ) ·規約貯金
로 잠시나마 호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수단마저 바닥나 일시적으로 곤궁.

에 처한 자가 매우 많았다 그 결과 카메라 등의 오락기 판매고를 보면 예년에 비해 할. 3

이상 감소했다 또 민중경제의 시금석인 전당포업을 보면 일시적으로 물건을 맡기는 자가.

폭주하였지만 얼마 후에는 맡길 물건조차 없어지자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1120)

년의 쌀값 폭등으로 하층민의 상식 이었던 만주산 좁쌀 한 포대가1918 ( )常食
전년도 원에서 원으로 상승하게 되자7-8 15-16 1121) 경성에서 신파극의 입장료인,

전 전을 소비할 만큼의 경제력이 있었던 중류 계층의 구매력은 격감되었40 -10

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의해 년 이후 경성 내 흥행업 전반은 침체 상태. 1917



에 빠져들었다 경성의 조선 신파극계 역시 연쇄극의 등장 이전까지 장기적인.

침체를 겪게 되어 년대 신파극장의 전개는 다음 시기와의 단락을 맞게 된1910

다.

전통적 연희공간과 문화로부터 개항기 대중극장문화의 탄생을 거쳐 일본 식

민지배를 배경으로 일본 신파극 문화의 이식과 조선적 신파극 문화로서의 토착

화를 동시에 겪었던 근대 초기 극장문화는 전통 근대 식민지가 혼효하는 과정, ,

에서 이식과 수용만이 아닌 변용과 토착화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전통 극장문화의 흐름은 구극연희의 흐름 뿐 아니라 극장 안의 취주 등의 청각

적 요소를 중심으로 신파극 극장문화와 혼효되어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었다.

이 안에서 종래의 유희적 문화공간으로 유지되었던 극장문화는 식민지배 이후

종족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동시에 신파극의 유입 과정에서,

무대기술의 발전 희곡에 대한 관심 극적 무대표현의 진보가 이루어져 이후 극, ,

장문화의 전개에 밑바탕이 되었다.

그 하나의 예가 윤백남의 변모1122)와 원우전1123)의 무대미술 학습과정과 창극

의 형성이다 동경 유학생 출신으로 문수성과 예성좌 활동을 통해 일본 가정비.

극류 신파극 도입에 기여했던 신파연극인 윤백남은 문수성 해산 이후 매일신보

기자를 거쳐 국경 운명 등의 희곡을 발표하고 년대 민중극< >(1918), < >(1920) 1920

단 활동을 통해 사회극과 민중극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의 첫 작품 국경. < >

은 병자삼인 과 마찬가지로 일본 신파희극의 번안작이다 신파연극은 희< >(1912) .

곡이 없는 연극이 아니었다. 년대 신파극 개량에 투신하였던 연극인들은1910

번역 번안희곡의 무대화를 통해 무대 공간과 인물의 동작을 통한 성격의 형성,

방법을 체득해 나갔다 이러한 창작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하와이 사진결혼의. ,

폐해를 다룬 희곡 운명 은 대중적 멜로드라마의 감수성과 사회적 공론영역의< >

쟁점을 다룬 사회극 의 지향을 접목한 작품으로 창작될 수 있었다(social drama) .

규한 이광수 이 보여주는 엉성한 짜임의 극서사에 반하여 운명 은 당< >( , 1917) , < >

대 약 백여 회의 공연‘ ’1124)을 거치며 무대공간과 연기를 염두에 둔 세밀한

무대지시문과 정교한 극구성 기교를 다듬어 한국 최초의 공연된 창작희곡‘ ’



이 될 수 있었다 세밀한 감정표현과 앙상블 연기를 보여주었던 년대 이기. 1920

세 등 연극인들의 무대공연 역시 이후 대중연극의 무대연기에 적용되어 한국

근대연극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 최초의 무대미술가 원우전은 신파극 무대장치가 김운선 일본인 무대장,

치가 미다라이 등과 교류하며 무대장치 및 무대미술의 실제 기술을 익혀 나갔

다 조선화를 수학하고 백조 동인을 거쳐 토월회 무대미술에 가담한 그는 토월. ,

회 회 공연의 서양화가들의 작업을 관찰하며 무대공간 및 무대장치기술에1,2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경성의 신파극 무대미술가와 교류하며,

파우더컬러를 이용한 무대막 제작 등의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토월회의 공연.

에서 조선적 풍경을 묘사하고 입체식 무대와 배경막을 절충하며 기존의 신파극

무대장치의 관습적 표현을 극복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신파극 무대미술을

경유하여 무대장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파극 시대.

에 마련된 근대극장의 무대장치는 극적 시 공간의 전환을 위한 환영적 무대장·

치가 근대 초기 극장에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전통연희 역시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전개 과정에서 혁신을 꾀할 수 있었다.

개항기 극장예술로 정착한 판소리에 광대화극과 항장무 등 연극적 형태의 무용

극의 영향과 중국 전통음악극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창극은 신파극 극장문화,

를 거치며 무대배경을 갖추고 장편화 과정을 거쳐 근대 극예술로서의 여정에

오를 수 있었다 전기호접무 등 전기조명을 이용한 창작전통무용은 일제강점.

초기의 극장공간에서 탄생할 수 있었고 박춘재의 재담 등의 예제는 광무대와,

종로권상장 등 년대 구극연희장 뿐 아니라 신파극단과의 합동공연을 통해1920

서민적 공연문화로 오랜 인기를 누렸다 이와 함께 년대까지 활발하게 공. 1910

연되었던 각종 전통연희 예제와 극장문화 안에 이어졌던 취주 등의 전통적 극

장관습이 이어졌던 근대 초기 극장은 년대 일본식 극장문화였던 신파극의1910

유입 가운데에도 종족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근대 극장문화에서 조선 을‘ ’

호명하는 상상력으로 작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대 초기 시 청각적 감각을 통해 무대를 감상하는 근·

대적 관객층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극장의 본질이 연.

희자와 관객의 관계라면 근대극의 성립기반은 온당 근대적 관객의 형성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개화기 전통적 극장관람의 감수성을 지녔던 관객들은 극장의.



탄생을 통해 도시 상류문화로서의 극장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키워나갔고· ,

년대 신파극 관람을 통해 조용한 관람 무대와 관객 사이의 상호관계1910 ‘ ’,

에 시 청각적 감각을 동원하여 몰입하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 년대· . 1910

의 관객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조용한 관객들은 아니었고 극장 안 임검순‘ ’ ,

사가 체현하는 일제식민지배의 질서를 체험해야 했으나 이는 과도기적 시대,

식민지 하부문화로서의 극장문화가 겪는 진통이었다 근대 초기는 근대적 관객.

이 양성되었던 첫 걸음으로서 근대연극의 예비기 나 전사 이‘ ’ ‘ ( )’, ‘前史
식 으로서 그치지 않는 최초의 근대적 관객이 등장한 연극사의 의미 깊은 시’ ,

기이다.

한편으로 이와 함께 년 중반 일본계 자본이 경성의 극장계를 장악하고1910

활동사진 중심으로 극장산업을 재편한 이후 전통연희와 조선 신파극 등의 극,

장예술은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려웠다 년대 이후 조선인 흥행업자와. 1910

전통연희 극장공간은 여전히 박승필과 광무대가 유일하였고 조선인 대중극장,

은 년대 중반 거의 문을 닫았다 윤백남이 년 조선연극의 현실을 극1910 . 1920 ‘

장이 없으므로 따라 무대장치의 불완전함’1125)이라 일갈하던 극장불비(劇場不
의 상황은 년대 권상장 광무대나 연극과 무성영화 상영을 병행하였던) 1920備

조선극장이 운영되어 사정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다수의 조선인 대중극단은,

년대 중반부터 순업 중심의 공연활동을 이어가야 했고 근대극 공연은 공1910 ,

회당을 전전해야 했다 이같은 사정은 동양극장의 설립 이전까지 이어진다. .

근대 초기 극장문화에 나타난 임검순사 제도나 관 주도의 일본식 극장문화의

이식은 식민지 하위문화로서의 굴절된 근대 식민지 근대의 문화로서 식민지,

조선의 근대연극과 근대극장문화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제기되었다 신파극. -

신극논쟁에서 신파는 유희이거나 체조 라 주장하였던 현철의 논지는 신파극‘ ’

장문화를 모두 부정하는 극단적 논지이지만 한편으로 신극론자들이 당면한,

일본 으로 정향된 근대연극의 관점 신파극이 표현하였던 소박한 계몽적 주‘ ’ ,

제를 극복하고 극장문화를 어떻게 갱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조선 에 대한 상상력은 이 안에서 작동한다. ‘ ’ .

그 각본은 디구극과 밋 신극을 졀충하야 지은 것인 듯 우리됴션에 잇슴직한 것  



이 아니다 그 아니라 그 들의 말 과 갓치 풍속을 량할 수 젼혀업 것이다. .     
뎨일 첫 표졍에 것은 말을 흐며 연구 야 그릇되 무식 말이 업게 며( )…       

이상히 붓치 악센트 를 업시 것 디인의 구극 우를 입 여 몸의 동작을 이상‘ ’ ,    
히 것을 곳칠 것 관 을 웃기고쟈 공연히 너무 란폭한 거동을 지 말 것이오 들,   
도구를 곳칠 것은 디인을 본바다 슈건을 와서 머리를 동이 것 격검 것 즉 긴- ,   
칼과 긴 작 기 등을 업시 것 한덴 이라 디인의 로동자의 옷과 밋 양복등을. ‘ ’   
람용 지 말 것 곳 현금 우리사회와 어그러지 안케 것이오 후략. ( )… 々  1126)

유지영은 신극좌의 공연평에서 연극의 대사와 감정표현 화술 동작 소품에, , ,

대한 체계적인 지적을 하며 언어와 행위 중심의 극예술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

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식 연극관습의 도입을 비판하면서 현금 우리사회. , ‘ ’,

조선의 현실을 비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년대에 이르러 민중극단을 주. 1920

재한 윤백남은 ‘조선사람의 손으로 순전한 창작극을 상연 하겠다 공언하였으’

나 일본식 무대와 일본 번안작품으로 공연하였을 때, 관객들은 그 일본적 풍경

을 비판하였다.1127) 희곡과 무대 연기의 변화와 이를 망라하는 새로운 연극운,

동이 필요했다 조선적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인물들을 무대 위에 구현.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몫으로 남았다.

그것은 식민지 조선 근대연극의 새로운 형성과정 이었다 근대 초기(process) .

극장문화는 조선 후기 전통연희의 관람관습과 공연전통으로부터 개항기 대중극

장의 문화와 신파극장의 문화로 이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근대 극장문화

의 토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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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atre Culture of Early Modern Seoul

Baek, Doos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planning and cultural effect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theater culture in early modern Korea based on an analysis of related data in

Seoul from the 1880s to the 1910s. Against the backdrop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lonialism,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theater culture in Seoul during the early

20thcentury unfolded into a continuity and naturalization of traditional play culture,

instead of being limited to the transfer and embracing of foreign theater culture. It

also highlights the fact that public theaters in Joseon functioned as a space for

upper class culture in the 1990s, and that they led to the formation of an ethnic

space in the 1910s. Theater culture in Seoul d uring that period was born in a

dynamic time and space where spectatorship, viewing conventions, theater

construction, capital management, and promotional strategies were established.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examining the flow of colonial modernity in the realm of

early modern culture.

Chapter Ⅱ examines the development of 18th-19thcentury Hanseongbu’s traditional

performance a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play, so as to establish diachronic and



intrinsic standards for the unfolding of early modern theater culture. traditional

performance in the late Joseon period, performed at banquets, rooms of the gisaeng,

markets and the Gyeonggang region, thrived amidst the urbanization of Hanseong

and the reduction of court performances. Traditional performers followed a

spontaneous organization system, and the officials deeply intervened in their

activities. Some notable changes of traditional play culture in the late Joseon period

include cultural circulation with the influx of provincial people, the expansion of

entertainment space in the Ganggyeong region, the spreading and expansion of play

in gisaeng’s rooms and markets, the establishment of long performances through

banquets for successful candidate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other large-scale

activities, and oral culture like storytelling.

The audience of plays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comprised of men i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They appreciated the auditory aspects of such performances, from

which they derived amusement and entertainment. The seats of theaters were

organized according to social hierarchy. The wealthy middle class became sponsors as

they had a desire to acquire cultural capital. The educated class attained higher

standards toward traditional plays due to the popularization of traditional

performances, travel experiences, and the influence of Chinese plays. Classical

Chinese plays describing middle class culture were created, and the public showed a

greater interest in theater culture. However, the moral doctrines of Confucianism

prohibited plays from being performed within palaces, and permanent spaces for

plays were unavailable.

Chapter discusses the theater culture of Hanseongbu in the late 19Ⅲ thcentury when

the country opened its ports (1876-1910). At this time,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formances by foreigners. In the 1890s, a Chinese theater opened in

Hanseong. The foreign play culture stimulated the people of Joseon to explore public

spaces for plays, which led to the opening of the first commercial theater in

Ahyeon-dong and Yongsan in 1899. The operation of the Yongsan theater was based

on a combination of foreign investors, government authority and capital. Launched in

1902, Hyupryulsa was the first company to organize and exhibit theatrical plays. The



palace stage, built as a multi-purpose building emulating the architectural styles of

Chinese and Western theaters, was the first public theater in Korea. Hyupryulsa,

which focused on pansori of the Changbu and song and dance of the gisaeng,

attempted to attract more viewers by lowering admission fees. However, with the

opening of a new theater in Dongdaemun (1903), the company shut down due to

poor business and the cash famine.

Japan’s invasion policies were strengthened follow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 and thi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ater culture in Hanseong. The

increase in Japanese residents and the spreading of Japanese entertainment culture

led to the opening of a small Japanese theater. The free market replaced the

commercial system, and Joseon public theaters were built in cooperation with

foreigners. Wongaksa began to perform following the opening of Majeon Theater,

Jangansa, Gwangmudae, Danseongsa and Yeonheungsa,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Joseon theaters in Bukchon in 1907-1908. Joseon public theaters also developed

traditional Korean operas known as changgeuk. Eunsegye (1908), a Sinyeongeug by Yi

Injik, borrowed the form of changgeuk to express the sentiments of a political

speech supporting civil rights, but this was only fully expressed in the 1910s.

Joseon public theaters were a space dedicated to traditional spectatorship and

performances featuring pansori and song and dance, and theatergoing was perceived

as an act of visiting entertainment spaces. The increase in female viewers and the

presence of gisaeng contributed to the culture of voyeurism exhibited in theater

culture at that period. The emergence of changgeuk, a result of efforts to improve

Joseon theaters, was influenced not only by pansori, but also Hangjangmu, mimes and

Chinese traditional music plays. Changgeuk in those days were short operas without

connections between acts and scenes. Theaters at the time of port opening were

perceived as a form of entertainment for the upper class and a kind of urban

culture, and the sounds of instruments ringing throughout theaters in the evenings

acted as an urban soundscape appealing to the audience.

Chapter looks at Gyeongseong’s theater culture in the 1910s. After theⅣ

Korea-Japan annexation, the Namchon region in Gyeongseong became a hub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Residential and entertainment spaces were divided into

Japanese and Korean, and boundaries were formed between Namchon and Bukchon.

The creation of modern leisure spaces in the 1910s helped spread the concept of

leisure, and Japan’s censorship promoted the adoption of Japanese theater culture

under a claim to support the rationalization of leisure. The building of professional

theaters in the 1910s and the operation of Gyeongseong theater using Japanese

capital made it difficult for Koreans to get into business. In the early and mid-1910s,

theaters in Bukchon closed down one after another. The poor theater market

following the mid-1910s led to fewer Gyeongseong performances by the sinpa. On

the other hand, plays by the gupa eventually settled as a primary form of theater in

the 1910s as they expanded to restaurants and outdoor stages with the gisaeng’s

systematic activities and the continuation of Gwangmudae.

Joseon’s sinpa-geuk and silent-film narrators created an atmosphere of

enlightenment, and Japanese stage technology and performance techniques were

introduced in Joseon theaters. Theatrical narratives grew lengthier with the

introduction of narrators and stage equipment. The sinpa’s voice acting allowed the

audience to concentrate on dialogue, and the acting style gradually settled with

performances of Japanese family tragedies. Plays by the gupa embraced staging

technology and organization, giving birth to an innovative repertoire founded in

traditional play. Traditional jokes and sinpa comedy were performed at both sinpa

and gupa theaters. The practice of blowing instruments remains a unique

characteristic of Joseon theaters. The plays and repertoires of sinpa and gupa

adapted legends, novels and classics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Joseon audience.

The lowered admission fees in the 1910s, performances based on serial stories in

newspapers, entertainment sections in newspapers, and performances of Western

play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ater viewers. The response of

“tears” in sinpa performances, the formation of viewing hierarchy, and the

presence of Japanese police allowed theaters to serve as a space that provided

training on modern viewing customs. Joseon public theaters in the 1910s, which saw

the naturalization of repertoires and the growing popularity of plays by the gupa,



turned into an ethnic space. The hierarchical order of colonialism, represented by

Japanese police and employees, was clearly demonstrated through the role of early

modern theaters as an ethnic space. Theaters in the 1910s are thus a useful

indicator of the cultural atmosphere of modern colonialis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formation of an ethnic space.

keywords : theatre, theatre culture, traditional performance, spectatorship,

Hyupryulsa, Yeonheungsa, Wongaksa, Danseongsa, Jangansa,

Gwangmudae, Changguk, Sinyeongeug, sinpa drama, colonial

modernity, ethn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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