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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해방기 연극이 지닌 정치적 요소들이 관객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

시켜 대중성 확보에 기여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기존에 수동적 관객을 대상

으로 한 프로파간다 연극으로 주로 이해됐던 해방기 연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의 지평을 탐색하고자 했다.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몸소 겪은 대중들에게 연극은 식민지 조선에서

금지되었던 정치적 욕망을 집단적 형태로 자유롭게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일제의 패망에 기뻐하고 나름의 역사적 표상을 형성하는 일을 가능

케 했던 행위 형식이 정치의 장에서는 집회였다면 예술의 장에서는 바로 연극

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해방기 대중이 지닌 문화 소비 주체로서의 능동성과 비균질적 정치

성에 주목하여 이 시기 작품들이 이 같은 대중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상을 공연미학적 측면에서 살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외면했던 상업극계

작품들까지 연구대상으로 대거 포함시켰다

2장에서는 민족사를 무대화하고 여기에 감상적 해석과 비평을 가함으로써

관객들이 ‘조선 민족’을 마음껏 상상하고 나름의 역사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들을 다뤘다. 이런 작품들은 민족에 대한 관객의 감각을 일깨우고 관

객들이 민족사에 대한 대중지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욕

망을 적절히 충족시켜 주었다. <대원군>과 <녹두장군>은 망국사의 전사(前史)

를 단순화된 인과관계 중심으로 다뤄 망국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관객

들의 이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안중근 사기>와 <기미년 3월 1일>은 시·청각

적 기호를 적극 활용해 ‘말할 수 없는 역사’였던 독립운동을 재현하는 동시에,

부자연스럽게 짧은 질의응답과 다양한 논쟁의 무대화를 통해 관객들의 역사의

식을 자극한다.

3장에서는 민족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정치 담론의 문제를

가정과 같은 일상적 경험 및 윤리의 차원과 결부시킨 작품들을 분석했다. 이들

작품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인정극의 윤리를 변용하여 대중지성을 자극하는 방

식으로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한다. <미륵왕자>와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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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방기에 정치적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된 여성을 주도적 인물로 다루

며 국가 건설 국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객 인식을 확장시킨다. <두뇌수

술>, <신념>, <그림자>는 가정의 위기와 재건 과정을 환상과 괴이의 코드를

통해 비논리적 방식으로 그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정서적 차원에서 국가 건설

의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4장에서는 관객들이 친일 청산이나 민족 공동체 형성 같은 현실적 과제를

극장공간에서 연극적 형태로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

족시켜주는 작품을 살폈다. <황혼>은 삐라라는 해방기 현실을 반영하는 오브

제를 활용해 사회적 요구로서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살아있는 이

중생 각하>는 정치적 죽음 끝에 자살을 결행하는 친일 모리배 이중생의 장례

식을 관객들이 함께 친일 청산의 순간을 공유하는 민족적 기념 제의의 장으로

만들어낸다. <며느리>와 <고목>은 드라마공간에 해방기 거리의 풍경을 집회

소음과 같은 청각 기호를 활용해 담는다. 이를 통해 관객들을 민족공동체 건설

의 주체로 호명해내고 거리와 대비되는 극장 공간에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

한 나름의 수행성을 지니도록 유도한다.

이상 논의에 따라 해방기 연극은 단순히 이데올로기 과잉의 연극이 아니라,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시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충실히 충족시켜 주려

한 대중적 연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능동적인 문화 소비의 주체이자 정치

의 주체인 이 시기 대중들에게 해방기 연극이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프로파간

다만으로는 매력을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해방기 연극은 관객들의 역사

의식을 일깨우고 현실 문제에 대한 대중지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관객들이 민

족공동체의 과제를 연극적으로 수행하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정치적 대중성

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체제의 선택과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던 시대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중의 욕망과도 관련이 있다. 이 같은 해

방기 연극의 특성은 연극이 이 시기에 여전히 대중적 예술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비결이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반공주의가 득세하면

서 연극은 대중의 정치적 욕망 대신 국가의 욕망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에 한국 현대 연극의 정치적 대중성은 196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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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야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극장공간에 재등장하게 된다.

주요어 : 해방기, 정치적 대중성, 통속성, 대중극, 역사의식, 수행성, 퍼포

먼스, 대중지성, 인정투쟁

학 번 : 2006-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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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본고는 해방기1) 연극에 나타난 정치성과 대중성의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맞

추어 이 시기 연극이 지닌 정치적 요소들이 당시 관객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

족시켜 작품의 대중성 확보에 기여했음을 밝힘으로써 해방기 연극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의 지평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기는 지금의 남북한 분단 체제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한국근현대

사의 가장 문제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 한국근현대문학사 및 연극사의 분단

역시 해방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이에 통일 한국의 통합 문학사 및 연극

사 구상을 위해서는 해방기 연극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은 조선인들에게는 새로운 아르케의 시간2)이었

으며, 이 시기 조선인들은 전례 없는 국가 체제의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에게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으

1)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를 뜻하는 말로 본고에서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를 의미한다. 해방 이후를 뜻하는 용어로는 해방기 외에도

해방 공간, 해방 직후, 8·15직후, 광복 이후, 미·소군정기 등이 있고 북한에서는 평화

적민주건설시기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 등 용도에 따라 표현이 다양하다. 해방기를 뜻

하는 기간도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까지의 이른바 ‘해방 3년사’, 1950년 한국전

쟁 발발 직전까지의 ‘해방 5년사’, 1953년 휴전 협정까지의 ‘해방 8년사’ 등으로 나뉜

다. 이석만(『해방기 연극 연구』, 태학사, 1996)은 해방기 연극을 연구하며 해방 직

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문학 활동의 주제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해방 5년사를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본고 역시 이 같은 시각에 따라 해방 5년사

를 해방기로 칭하며 이 시기 공연 또는 발표된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주제 의식에서는 물론 전쟁 체험이 관객 대중들에게는 해방과 맞먹는 정서적 충격을

주었고 생활 기반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또한 현실적인 공연 환경을 고려하면 연

극의 주요한 기반인 극장이라는 공간이 전화(戰禍)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

려한 것이다.

2) 아르케(άρχή·arche)는 사전적으로는 "그리스 초기 자연 철학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우주의 근본원리. 만물이 나오고 다시 되돌아가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란 의

미다. 특히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던 근본적 시작점을 뜻한다. 천정환은 해

방의 다기(多岐)한 의미를 ‘거리의 정치’ 표상 등을 통해 분석하며 해방의 순간을 ‘절

대적 시작’이란 뜻에서 아르케의 시간이라고 명명했다.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

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26, 상허학회, 2009.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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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학을 비롯한 예술도 이런 과제에 상당 부분 호응하는 방식으로 창작, 소

비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특수성에 말미암아 기존 해방기 연극 연구는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 특히 이데올로기 성향에 따라 좌·우익으로 나뉜

연극계의 헤게모니 획득 투쟁에 연극 작품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밝히

는 데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관객은 주로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수동적인

선전·선동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폭넓은 관객 획득을 위한 연극의 대중성 역

시 프로파간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연극에서 관객은 단순 수신자를 넘어선 의미 창출의 주체라는 점은

물론, 해방기 연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의 취향을 수용하고 대중적 욕망

을 해소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해방기 연극의 대중성은 주변적 요소로만 치부

할 성질이 아니다. 이 시기 연극계는 관객 대중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상

업극(흥행극)은 물론 좌익극(프롤레타리아 연극), 우익극(신극) 등 이념 여부와

그 성격을 불문하고 대중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특히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몸소 겪은 이 시기 대중들에게 연극

은 식민지 조선에서 금지되었던 정치적 욕망을 집단적 형태로 자유롭게 표출

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 관객과의 소통은 연극의 기본 전제라는

점과 더불어 해방기 관객 대중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방기 연극은 관

객 욕망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볼 여지가 있다. 이 지점에서 이

시기 연극의 대중성을 정치성의 수단으로 이해했던 기존 연구의 틀을 벗어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 시기 연극이 진영과 무관하게 폭넓은 대중성 확보를 염두에

두었던 바, 통속성 못지않게 작품이 지닌 정치적 요소 역시 작품의 대중성 강

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시기 연극은 조선의 망국사나 식

민지 시기의 항쟁사를 무대화하고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의제

를 연극적 형태로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더불어 공동체 건설의 전제 조건인 친

일 잔재 청산이나 정치적 공동체 형성을 연극적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당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민족사 이해에 대한 대중의 지적 욕망이나,

국가 건설을 전후에 공동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시야나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



- 3 -

고자 하는 대중의 시사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해방기의 정치적 주제를 무대

화하는데 특히 당대 관객 대중이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양

상은 해방기 연극이 정치 이데올로기 과잉의 프로파간다 문학의 산물이 아니

라 나름의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객 대중의 욕망에 충실했던 대중적 연

극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초기 연극(희곡)사 연구가 주로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신극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 집중했던 학계의 분위기 탓에 해방기 연구사는 일제식민지 시기 작품

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축적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통시적인 한국

근현대문학(연극)사 작업 속에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해방기 연극을 다룬 초

기 연구3) 시기를 지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해방기 연극은 본격적인 연구 대상

으로 다뤄지기 시작한다. 선행 연구 성과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극운동론의 측면에서 해방기 연극계의 활동을 좌익, 우익 진영

으로 나눠 개괄한 뒤 각 진영의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텍스트에 반영된 양상

을 분석한 경우4)이다. 이석만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이른

바 ‘해방 5년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해방기 연극 연구의 장을 열었

다. 그는 해방기 연극을 1948년 8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해방 전

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각 전반기에는 좌익 연극과 우익 연극, 후반기에는

남한 연극과 북한 연극이 가진 성과와 의의를 분석했다. 이석만의 연구는 해방

3)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2.

_______, 『우리 시대 연극운동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0.

이두현, 『한국 신극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

4) 김정수, 해방기 희곡의 현실 인식, 신아출판사, 1997.
백승숙, 해방기 희곡의 전개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상우, 「해방직후 좌우대립기의 희곡에 나타난 현실인식 양상: 우익측의 유치진, 김

영수, 오영진 희곡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2, 한국극예술학회, 1992.

이석만, 앞의 책.

전윤경, 해방기 희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현재원, 해방기 연극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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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여러 극단들의 공연 활동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특히 상업적인 대중성을

추구했던 상업극단의 활동에 대해 “연극 대중화의 문제에 대한 큰 열쇠를 제

공”5)해 준다고 평가하는 등 연극 대중성 문제에 일부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 집중하여 실제 텍스트 분석 측면의 성

과는 아쉬운 점이 다소 있다.

전윤경은 해방기 희곡을 좌익 계열과 우익 계열로 나눈 뒤 총 9개 세부 주

제로 분류하여 각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해방기 희곡을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전개”6)된 것으로 보

아 주로 이데올로기 연극이란 측면만 부각시켰고, 당시 관객들에게 폭넓게 소

비되었음에도 이데올로기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업극 작품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백승숙은 해방기를 ‘좌익연극 주도기’, ‘좌우익연극

병존기’, ‘우익연극 정착기’로 나누고 각 시대별 연극계의 판도와 더불어 텍스트

의 양상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상업극 성향의

단막극 작품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의 폭을 넓혔으나 해방기 희곡을

“예술적 승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이념에 복무하는 데 급급”7)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선행 연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흐름은 작품론으로, 해방기 작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살

피거나 이 시기 등장한 특정 담론이 텍스트 속에 반영된 양상을 분석한 경우8)

5) 이석만, 앞의 책. 245쪽.

6) 전윤경, 앞의 글. 100쪽.

7) 백승숙, 앞의 글. 154쪽.

8) 주요 논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동권, 해방공간 희곡 연구, 월인, 2000.
김재석, 「해방직후 희곡에 나타난 친일 잔재 청산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86,

한국어문학회, 2004.

문경연, 「해방기 역사극의 새로운 징후들: 3·1절 기념 연극대회 참가작과 ‘과정으로서

의 역사쓰기’」, 『드라마연구』34, 한국드라마학회, 2011.

박명진, 해방기 독립 투쟁 소재의 극예술에 나타난 주제의식 연구 , 우리문학연구
36, 우리문학회, 2012.

양승국, 「1945~1953년의 남북한 희곡에 나타난 분단문학적 특질」, 『문학사와 비

평』1, 문학사와비평학회, 1991.

정호순, 「해방직후 희곡에 나타난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 『한국극예술연구』5, 한

국극예술학회, 1995.

차승기, 「기미와 삼일: 해방직후 역사적 기억의 전승」, 『한국현대문학연구』2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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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중 2000년대 이전 연구는 대체로 ‘친일 잔재 청산’, ‘좌우/남북 대립’과

같은 정치적 주제를 주로 다룬 반면, 최근 연구들은 그 관심사가 다양해졌다.

김동권은 해방기 희곡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한 뒤 이념에 따른 좌우 구분을

두지 않고 제재와 배경에 따라 ‘식민지 체험의 재현과 성찰’, ‘해방공간의 혼란

상과 분단의 인식’ 등 주제로 작품을 나눴다. 그러나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에

서는 결국 정치 이념이 드러나는 양상을 주로 다루어 한계를 드러냈다. 박명진

은 ‘독립 투쟁’, ‘해방기 심상 지리’, ‘민족과 섹슈얼리티’ 등을 키워드로 해방기

희곡과 시나리오를, 문경연과 차승기는 해방기 역사극이 식민지 시기 역사를

소환해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3·1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에 따라 작품들을 묶어 분석한 연구들은 이 시기 희곡 및 연극

작품에 담긴 작가나 공연주체들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내준다는 강점은 있

지만, 연극이 공연 주체와 관객 대중 간의 소통의 예술이라는 측면을 간과한

지점이 있다. 위에 언급한 연구들 역시 해방기 연극의 현실 감각이나 문제의식

은 잘 다루고 있지만, 이 같은 주제가 당대 관객들의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또 관객 대중의 기호가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

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연극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관객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방기

연극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한 연구들9)이 나

오고 있다.

전지니는 1940년대 전반 국민연극 시기 희곡과 1940년대 후반, 즉 해방기 희

곡에 유사한 ‘계몽과 동원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역사’, ‘심상

지리’, ‘청년 담론’ 등을 키워드로 나눠 1940년대 전·후반 희곡을 아울러 살폈

다. 이 연구는 1940년대 전·후반 희곡이 모두 ‘관객 포섭’을 목표로 대중성 확

국현대문학회, 2009.

한지영, 「해방공간의 사회극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9) 서은영, 「역사적 사건의 기억, 재현, 그리고 공유감각: 유치진의 <조국>, <흔들리는

지축>, <며느리>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2011.

양근애, 「해방기 연극,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3·1운동 관련 연극을 중심으

로」,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전지니, 「1940년대 희곡 연구-역사·지정학·청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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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나서고 있음을 주목하여 각 작품이 지닌 대중성과 정치성을 함께 고찰하

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40년대 연극의 대중성 확보 전략이 이데올로기적 효과

를 강화하는 동시에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10)며 대중

성 강화가 곧 효율적 선전·선동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만은 않았음을 지적하였

다. 이 연구는 공연 주체의 의도와 달리 당시 작품들을 관객들이 오락으로 즐

겼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그러나 해방기 연극의 대중

성 강화를 멜로드라마적 구조의 차용이란 측면에서만 주로 이해하였고, 연극이

정치적 욕망을 포함하여 대중의 다종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양상은 주목하지

않았다.

양근애는 해방 직후 공연된 3·1운동 소재 작품들을 대상들로, 이 작품들이

‘기념 연극제’라는 프로그램 하에서 공연되면서 과잉된 방식으로 3·1운동을 재

현하고 ‘만세 소리’ 등을 통해 관객들이 공유하는 기억을 환기하는 방식에 주목

하였다. 이 연구는 해방기 연극이 관객에 소구(訴求)하는 방식으로 감각적 기

호를 활용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 형태로 관객들에게 제시되었다는 점에 집중

했다는 데 탁월함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이 시기 연극이 관객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근거를 단지 멜로드라마적 통속성이라고만 좁게 볼 이유가 없으며, 이

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가 지적한 바대로 관객들이 무대화된 “3·1운동을 통해 민족이라는 환상을

공유하고 그것을 해방이라는 감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은 민족 해방이라는 정

치적 현실의 무대화가 곧 이 시기 대중 연극의 관객 획득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에 따라 기존 해방기 연극 연구가 가진 몇 가지 문제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해방기의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이

시기 연극 연구에서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가 유독 과도한 권위를 부여받고 주

요 연구 주제로 군림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신극과 프롤레타리아연극(프로극)

등 사실주의 연극을 연구의 중심에 두었던 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인 바, 초기 연극사 연구와 작가의 이념 및 문제의식에 집중한 연구들을

10) 전지니, 위의 글.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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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는 해방기 연극을 단지 정치

이념의 확산에 봉사하는 목적극으로만 간주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연극

이 관객 존재를 전제로 한 예술이라는 점에서 의미 창출의 주체인 관객들은

작품의 이념적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며 반대로 자신

들의 기호에 따라 작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실제 해방기 연

극이 나타나는 정치적 메시지 역시 관객들이 해당 작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정도에 따라 결국 영향력과 생명력이 정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기 연극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작품이 지닌 정

치성을 절대적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특히 대중성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작품의 주제의식에 주로 집중하면서 해방기 연극이 지닌 공연미

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정

치 이데올로기 중심 연구에서는 물론 이 시기 작품에 나타나는 대중성에 관심

을 둔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연극이 관객 존재를 전제로 하는 예

술이란 점에서, 연극성 확보를 염두에 둔 관객과의 소통 전략은 이미 공연을

위한 기본 텍스트인 희곡 단계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연극이 지닌 가치는 희곡에 담긴 작가의 이데올로기나 문제의식 차원으

로 국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같은 주제라도 어떤 무대기법을 활용해 관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쓰였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작품의

정치적 요소뿐 아니라 대중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둘 사이 관계를 분석

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해방기 연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가진 공연미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는 해방기 연극 텍스트가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감안하지 못하여

특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부분적 이해로만 그쳤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연구들은 텍스트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로 좌익, 우익

이념과의 연결이 손쉬운 것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택하였으며, 반면 이데올로기

성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상업극 작품은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좌·우익 진영의 이념극 외에 상업극 역시 해방기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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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시키기 위한 나름의 연극적 장치를 작품 속에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해방

기 상업극은 공연 횟수에서 당시 좌익, 우익극을 압도하는 대중적인 공연 콘텐

츠11)였던 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업극을 배제하는 것은 당시 연극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재 전해지는 해

방기의 공연 대본이나 지면에 발표된 희곡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12)을

고려하면 현재 전해지는 작품들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

연구자가 처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소외받은 작품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연구의 틀을 마련해야 해방기 연극의 특성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축적된 선행 연구에 힘입어 본고는 해방기 연극이 당대

관객 대중이 놓인 민족적 현실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들의 정치적 욕망을 적

절히 해소시켜줌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특히 작품이 망국

사, 항쟁사와 같은 민족사를 감상적으로 해석해 무대 위에 소환하고, 민족 현

실에서의 정치 담론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것이 대중적으로 소비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변형하여 무대화하거나, 극장공간을 아예 민족공

동체 형성을 위한 수행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작업에

는 기존 연구들이 대상으로 주로 삼은 좌·우익 이데올로기 연극에 더해 상업극

작품들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11) 이석만(앞의 책. 145쪽 및 부록)은 해방기의 공연 목록을 정리하면서 이 시기 중앙

에서 벌어진 500여 회 공연 중 상업극단의 공연은 100여 회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하

지만 이는 청춘극장, 황금좌와 같은 흥행 목적이 분명한 일부 상업극단의 활동만을

집계한 것이다. 그 외에 좌·우익 연극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상업극단으로

활동한 다수 극단의 활동까지 포함하면 해방기 전체 공연 중 상업극 공연의 비중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언급한 공연 기록은 이 책의 부록을 주로 참고

하였고, 추가로 일부 공연 기록 등을 찾아 보완했다.

12)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이재명이 2007-2009년에 수

행한 「해방기 남북한 극작품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연문화사 연구」(과제번호:

KRF-2007-327-A00473)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방기 잡지와 작품집에 발표된 극

작품 수는 총 97편이다. 이후 발굴된 희곡 작품까지 더한다고 해도 전해지는 해방기

희곡은 100편 내외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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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해방의 기쁨 또는 그 반대 항으로서 망국의 역사에 대한 분노, 새 건국에 대

한 기대와 우려 같은 해방기 대중들이 흔히 소유했을 감정들은 결코 밀실에서

의 독서를 통해서는 해결될 성질이 아니었다. 일제의 패망을 축하하고 기뻐하

며 나름의 역사적 표상을 형성하는 일을 가능케 했던 행위 형식이 정치의 장

(場)에서는 집회13)였다면 예술의 장에서는 연극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

다고 볼 수 있다. 현장성과 현존성(現存性)을 지닌 대중적 매체로서 연극14)은

해방기 대중이 지닌 격한 감정을 현장에서 함께 모여 소비하게 하고, 또 시사

문제에 대한 지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며 거리의 정치에 버금가는 ‘극장의 정치’

를 수행했다고 하겠다.

해방 직후 개최한 문인들의 좌담회15)에서 소설가 이기영(李箕永, 1895-1984)

은 해방정국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문인들에게 “소설보다 희곡을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16)라고 제안한다. 이기영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

은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의 진의는 분명히 알 길이 없다. 단지 다른

예술 장르와는 달리 집단적 향유가 가능하며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극의 본질과 연관시켜 보면, 이 발언은 해방을 맞은 조선인들의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민족적 현안에 대한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술 장르는 연극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해 볼 따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방기 연극의 정치적 대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방기 대중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해방기 대

13) 천정환, 앞의 글. 95-96쪽.

14) “연극은 하나의 사고 양식, 하나의 인지적 과정 즉 우리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혹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정해 보거나

또 그 결말을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Martin Esslin, 『연극의 해

부』, 신아출판사, 1988. 31쪽.)

15) ‘아서원 좌담회’를 말한다. 좌담회 속기는 『예술』3, 1946.1.을, 좌담회에 참석한 문

인들의 내면 풍경과 이 행사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김윤식, 『해방공간 문학사

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참조.

16) 김윤식은 이 발언에 대해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을 인용하여 소설은 한 사회가 나가

야 할 지평이 떠올랐을 때 비로소 쓰여질 수 있는 장르이기에 해방직후의 혼돈 상황

속에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의미로 보았다.(위의 책. 70-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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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다양한 성격 중 소비 주체로서의 성격이 심화된 문화 향유 집단,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예술적 기호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

동적 연극 주체, 또 극단적인 성향까지를 포함한 비균질적 정치성을 띤 군중이

라는 측면에 특히 주목한다.

우선 첫 번째로 해방기 대중은 식민지 시기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문화

소비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심화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대중을 교화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아온 지식인 연극인들의 시각과 별개로 한국근현대연극사에서 소

비 주체로서의 관객 대중은 이미 1910년대 신파극의 성행과 함께 등장하기 시

작한다.17) 이 시기 극장이라는 근대적 유흥 공간을 접한 대중들은 이어 식민지

시기 동안 연극, 활동사진, 연쇄극, 신파극 삽입가요, 유행가 등 다양한 문화 양

식을 소비·향유하며 ‘취미(taste)’라는 문화적 실천을 통해 개인의 감각과 경험

을 조직화할 수 있게 된다.18) 심지어 이런 소비 양상은 1940년대 전반기 친일

목적극인 국민연극 시기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 극작가들은 자신들의 본업

인 상업극 활동을 위한 전략으로 국민연극을 활용하며 심지어 국민연극 역시

목적극이란 외피 아래 관객의 흥미를 끌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채

워 넣었다.19) 즉 이 시기 관객들은 친일 목적과 별개로 자신들의 취향을 충족

할 수 있는 대중적 콘텐츠로서 연극을 소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해방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민족의 해방은 문화예술의 해방이

자 놀이의 해방이기도 했다. 해방기에는 식민지 시기에 접할 수 없던 문화 콘

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며 문화 향유 집단으로서의 대중의 소비 영역은 더욱 확

장된다. 특히 미군정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미국영화가 본격 유입되며 영화가,

전대까지 가장 대중적인 오락물이었던 연극의 자리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해방

직후부터 영화는 서울시내 극장의 태반을 점령20)하고 있었으며 ‘무제한 입장’

으로 ‘초만원’ 사태를 이뤄 급기야 당국이 무제한 입장을 단속21)하는 지경에

17) 식민지 시기 소비 주체로서의 관객 대중의 형성 문제는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공공극장과 신파극의 대중적 문화지형』, 푸른사상, 2011. 참조.

18) 문경연, 『한국 근대 극장예술과 취미 담론』, 소명출판, 2012. 174쪽.

19) 임혁, 「국민연극의 현실 재현 방식과 극적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91-92쪽.

20) “극장은 14관박게 업슬뿐 안히라 기중에 태반은 영화가 점령하고 잇는 현상에는 공

연할 가능성이 조금도 업다.” 『동아일보』, 19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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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고로 해방기 대중은 재래의 익숙한 감각과

다른, 내용 면에서도 민족 현실과 무관한 콘텐츠까지 대거 소비할 수 있는 상

황에 놓여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향유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방기 매체 지형에서도 연극은 여전히 대중적으로 소비되

며 영화, 방송극 등 다른 매체에 원작 콘텐츠를 제공22)하는 주도적인 문화 양

식의 위치에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 신문보도23)를 참고하면

1947년 10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극장의 입장자 총수는 71만 170명으로, 이는

당시 서울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극장에서는 연극과 영화를 번갈

아 공연/상영하였는데, 당시 연극과 영화의 공연/상영 작품 비율이 2:3 정도인

점을 근거24)로 따져보면 연극 관객의 규모가 여전히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곧 해방기 대중들은 다양한 문화 양식의 소비가 가능한 상황에도 여

전히 연극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꾸준히 소비하며 장르의 생존을 지

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해방기 연극이 여전히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

는 지점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해방기 대중의 성격에 관해 주목할 지점은 이들이 지닌 능동적

문화 소비의 태도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방기 대중의 성격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이들을 주로 수동적인 프로파간다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이런 시각으로는

대중이 자신들의 기호를 연극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에 반영하는 양상을 읽

어내기 힘들다. 이 같은 시각은 대중을 고정된 실체, 특히 그 중에서도 대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25)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은 탈역

21) "유달른 오락이 없어 요사히 서울 시내 각 극장은 전에 하든 극영화로 백이십만 시

민의 오락을 만족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그나마도 극장에 터질듯이 몰녀드는 군중을

무제한으로 입장식혀서 초만원을 이루워 혼잡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비하고저 본정

서(本町署)에서는 근일 중으로 이러한 극장은 철저히 취체(取締)하기로 되였다“(『조

선일보』, 1946.6.17.)

22) 당시 영화계의 경우 시나리오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소설이나 희곡을 각색해

영화로 만든 것이 많았다. 김화랑, 「씨나리오 문학의 중요성」, 『영화시대』 2권 5

호, 1947.12. 58-59쪽. 참조.

23) 『동아일보』, 1947.11.7.

24) 1948년 2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내 13개 소극장에서 공연/상영한 작품 중 연극은

1226종, 영화는 1791종으로, 작품 수에 있어서는 영화가 연극보다 1.5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극문화를 발전시키자」, 『동아일보』, 1948.10.23. 참조.

25) 대중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관점은 크게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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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지 않으며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며 함께 변화하는 실

체로 봄이 타당하다. 대중문화 이론에서 볼 때 대중은 “사회 내의 노동 계급과

같은 특정 집단도 아닌 동태적인 것이며, 계급적 위치, 그들이 벌이고 있는 특

정 투쟁 같은 몇 가지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26)을 의미한

다.

마찬가지로 해방기의 잠재적 관객으로서 대중은 단순히 작가 및 연출자의

의도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집단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공연의 분위기까지 판이하게 바꾸는 존재였다.

고설봉의 증언에도 있듯이 당시 연극문화협회 모진 간섭을 받아왔던 연극인들

은 일제때 몸에 밴 순종한다는 습성이 아직도 체내에 박혀 있었다. 그러므로 이운

방의 신파 <아내의 길>은 신파배우들이 중앙극장에서 그것도 비행기 증산이니

뭐니 하는 일제의 연극을 8·15 해방이 되었어도 그대로 했고 관중들의 조소와 야

유에 비로소 정신을 차릴 정도의 의식구조의 연극인들이었다.27)

위 인용문은 해방기 일부 연극인들의 몰역사성을 비판한 회고 글이지만 연극

인들의 행태에 대한 관중의 반응에서 당시 관객 대중이 가진 성격의 일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감각이 없는 일부 연극인

들이 ‘비행기 증산’과 같은 식민지 시기 동원의 논리를 따르는 작품을 여전히

공연하자 관중들은 즉각적으로 ‘조소와 야유’를 보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관객들은 해방이라는 새 시대의 시작을 분명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새 시대에 맞는, 즉 해방기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내용의 연극을 조소와 야

유라는 집단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극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며, 공연의 특별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대중에게 탈역사적, 비발전적 성격을 부

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부정적 관점(매튜 아놀드, 오르테가, 리비스 부부

등과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이 이에 속한다)은 대중을 세련되지 않은 야만적 존재이

자 문화를 수동적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으로 여긴다.

26) 박명진, 「문화 연구-새로운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박명진 외 편역, 『문화, 일상,

대중-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6. 15쪽.

27) 이진순, 「현대연극사」, 『국립극장 삼십년』, 국립극장, 1980.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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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행위한다.28) 이들은 연극이라는 의사소통 과정의 현존

적인 참여자로서 작가가 생산해 낸 허구적 세계에 대해 자신의 세계를 투사시

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갖게

되며, 또 공연 후 평가와 같은 피드백(feed back) 활동을 통해 극 텍스트의 새

로운 해석과 변형 및 재창조에 기여한다.29) 이런 점에서 해방기 관객 대중은

공연의 주체로서 작가·연출가·배우 등이 만들어낸 무대 위 허구적 세계에다 자

신들이 놓인 해방기 현실을 투사하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적극적인 피드백을

수행한 능동적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격심했던 해방기의 시대적 상황 역시

간과할 수는 없는데, 이때에는 대중이 지닌 정치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해방

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해방이었으며 해방기에는 좌·우익, 중도세력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 단체가 세력화된다. 이렇듯 이 시기가 정치·사회적 격변기임

을 감안하면 연극의 잠재적 관객으로서의 대중의 정치적 성격 역시 균질적으

로 좌익, 우익이라거나 중도, 또는 몰정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해방기

대중은 극단적인 좌우익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물론 몰정치적 정치성을 가진

자들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비균질적인 집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시 연극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 기록 등을 분석해보면 이 같은 해방기

관객 대중이 지닌 비균질적 정치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1930년대

부터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만담꾼 신불출의 ‘태극기 만담(漫談) 사건’30)을 살

펴보면 해방기 관객은 만담이라는 대중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집단이면서도 그

중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테러’까지 감행할 수 있는 ‘극

28) 공연에서의 관객 참여를 중시했던 서구 아방가르드 연극 전통에서 저지 그로토프스

키 같은 연출가는, 연극의 본질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존재하는 것에 있으며 이외의

모든 것은 없어도 좋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극의 기본요소로서 관객의 성격에 대해

서는 Oscar G. Brockett, 김윤철 역, 『연극개론』4판, 한신문화사, 1999. 16-22쪽 참

조.

29) 서명수, 「연극의 관객-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한국프

랑스학논집』49, 한국프랑스학회, 2005. 377쪽.

30) 신불출은 1946년 6월 11일 ‘6.10만세운동기념 연예대회’에서 <실소사전(失笑辭典)>

이라는 만담을 연행하면서 “태극기의 청색은 우(右)요, 적색은 좌(左)다. 팔괘(八卦)는

연합국을 상징한다. 비바람이 불면 적색이 흘러내려 아래까지 붉게 될 것이다”는 취

지의 발언을 했다가 우익 성향 관객들에게 몰매를 맞는다. 「‘태극기’를 희롱타 재담

꾼 신불출 국극(國劇)서 매찜」, 『동아일보』, 1946.6.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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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뿐 아니라 해방 직후부터

1948년 8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거쳐 1950년 전쟁 직전까지도 극단의 공연

활동이나 특정 연극인에 대한 적색/백색 테러가 감행된 기록31)이 흔히 발견된

다. 이를 근거로 보면 당시 관객 대중의 문화 소비 행위에는 일정한 정치적 기

준이 작동했으며, 그러한 정치적 기준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몰매’나 ‘투석’, ‘테러’ 같은 극단적 방법을 포함한 적극적 피드백을

수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해방기 대중의 이러한 비균질적 정치성이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으

로만 표출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다. 이러한 일종의 정치적 취향은 관객이 무대

위에 재현되는 사건을 감상할 때 자신의 현실을 투사하고 해석하는 적극성의

발로가 되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곧 성향상 수용 불가능한 공연에 대해서는 적

극적 비난을 퍼부은 것과 반대로 관객들은 자신의 취향에 합치하는 공연에 대

해서는 적극적인 호응으로 화답했을 것이다. 이 경우 정치적 요소가 대중성 획

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공연의 대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노선에 있는 관객 대중의 공감은 이끌어내면서 반대로 여기 동의하지 않

는 대중들은 극도로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임계점을 지켜야 했을 것이

다.

이상과 같은 해방기 대중의 성격을 고려하면 폭넓은 대중의 흥미를 유발한

다는 의미에서 대중성(popularity)은 일반적 문학 연구에서 말하는 통속성

(vulgarity)32)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해방기 연극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방식

은 시대적 특수성과 그에 따른 관객 대중의 독특한 욕망의 결합으로 통속성을

넘어서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정치적 요소가 지

닌 관객 획득력의 문제이다.

31) 주요 사건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1945.11.23. 해방극단 신불출 공연에 청년들 투석, 권총 난발(亂發).

『서울신문』 1946.3.16. 혁명극장 심영이 밤거리에서 괴한에 권총 피격.

『동아일보』 1946.3.19. 조선창극단 오용모, 권총 강도에 피습.

『조선일보』 1947.6.27. 민중극단, 혁명극단 공연 중 반탁(反託) 청년들 폭행 행사.

『동아일보』 1949.2.9. 민보단(民保團)원들, 극작가 박로아 폭행.

32) 박성봉은 대중예술의 미학을 ‘통속성’으로 정리하며, 통속성 체험의 다섯 범주를 웃

음의 해학성, 성의 관능성, 폭력의 선정성, 몽상의 환상성, 눈물의 감상성으로 나눴다.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2001. 323-3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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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부르디외는 정치적 쟁점은 언제나 문화의 영역을 통해 재생산되고

지원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을 구조적 요인인

‘이데올로기적 생산의 장(champ de production idéologique)’과 사회적 행위자

를 정의하는 ‘특수한 정치적 역량(compétence politique spécifique)’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정치 문제를 인식하고 답변하며 정치 문제로 취급할 수 있는

힘인 정치적 능력은, 자기가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 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자로서 인정됐다는 의미에서 ‘유능하다’는 감정과 관련을 맺는다.33) 주로 학

력자본이 부족하고 사회적 공인되지 못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정치

적 발언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정치적 대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한다. 부르디외는 이 과정을 ‘오인되고(méconnue) 승인된

(reconnue) 박탈’이라고 정의했다.34)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해방기의 연극은 정치적 쟁점이 재생산되는 문화의

장으로서 기능하며, 상당수 극작가들은 여기서 정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문

화적 대상물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권력35)을 가진 자들로 볼 수 있

다. 반면 관객 대중은 문화적 대상물의 선택, 즉 작품 소비 활동을 통해 간접

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선택하는 집단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시 관객들이 어떤 작품을 소비하느냐 하는 대

중의 취향36)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33)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6. 661

쪽.

34) 위의 책. 670-686쪽. 참조.

35) 피에르 부르디외는 정치권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만드는 과정에 문화가 어

떻게 개입하는가를 고민하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권력양태로 ‘상징적 권력

(pouvoir symbolique)’을 제시했다. 상징적 권력은 인정(recognition)을 전제로 하는

권력으로서, 상징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폭력으로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특히 상징 권력에는 언어 능력이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경험의 차원이 언어의 차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상징적 폭력이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즉 언어 차원에서 상징 권력은 자신의 언어(의견)를 다른 사람들이

부지불식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홍성민, 『문화

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168-196쪽 참조.)

36) 부르디외는 마르크시즘 전통의 경제적 자본의 개념과 대비되는 형태의 자본으로 문

화자본(capital culturel)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식, 문화적 대상물, 제도화

된 학위 등이 포함되는데 취향, 감성 같이 육화된 성향들의 형태 역시 중요한 문화자

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취향의 차이가 현대 사회에서 신분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것



- 16 -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통속적 즐거움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과 더불

어 해방기 연극을 소비하는 관객 대중의 중요한 욕망을 구성하고 있었던 바,

연극이 이 같은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획득하는 대중성을 ‘정

치적 대중성’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이 시기 극작가들은 물론 관객 대중이

왜 정치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거나 승인된 박탈의 형식을 통

해 자신의 문화자본을 구축하려고 했느냐이다. 이는 단지 해방기가 국가 건설

을 앞둔 ‘이데올로기 과잉의 시대’ 때문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서 ‘인정투쟁’이란 개념이 유용할 것으

로 보인다. 청년 헤겔의 ‘인정(Anerkennung)’ 개념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악

셀 호네트(1949-)는 인간 삶의 세 가지 인정 형태로 ‘사랑’, ‘권리’, ‘사회적 연

대’를 제시했다.37)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들의 요

구는 본래부터 사회적 삶에 내재하는 도덕적 긴장의 원천이 되며, 또 이런 요

구는 사회적 진보의 제도화된 수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는 투쟁이라는

부정의 방식을 통해 차츰 의사소통적으로 실현된 자유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

다.38) 요컨대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의식을 가지며,

반대로 무시를 당할 때는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연대와 관련된 가치부여라는 인정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은 집단적 자부

심이나 집단적 명예감이라는 실천적 자기관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속에서 개

인은 자신을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이 주체들은 대등한 방식으

로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연대한다.39) 해방기 대중들이 작품의 소비를 통

해 정치적 목소리를 선택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가치의 부여를 통한 연대라는

인정투쟁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앞에 둔 해방기 대중

들에게 정치를 소비하는 것은 곧 민족, 국민, 정치 공동체라는 사회집단의 구

성원으로 인정을 경험하는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해방

이 부르디외 사유의 핵심이다. 문화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Pierre Bourdieu, 앞의

책. 11-12쪽. 및 홍성민, 『취향의 정치학』, 현암사, 2012. 44쪽. 참조.

37) Axel Honneth,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1장 ‘자기보존을 위

한 투쟁’과 5장 ‘상호주관적 인정의 유형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38) 위의 책. 33-34쪽.

39) 위의 책.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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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극의 정치적 대중성은 근원적으로는 인정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40)에서 지적한 바대로 해방기 연극은 좌·우익 연극계, 상업극계 등

진영을 불문하고 대중성 확보를 위해 멜로드라마적 구조를 폭넓게 차용한다.

피터 브룩스에 따르면 멜로드라마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형성된 근대적 드라

마 형식으로, 교회와 전제군주와 같은 전통적으로 신성시된 것들이 힘을 상실

한 시기, 진실과 윤리의 회복이 일상적인 정치의 관심사이던 세계 안에서 생겨

났다.41) 해방기는 비록 식민지였으나 기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일상적 불

안정성이 존재하며 새 시대의 질서의 회복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이에 이 시기

연극은 관객들에게 익숙한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통해

나름의 공동체 윤리의 구축을 시도하며 관객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멜로드라마적 구조를 통해 확보되는 연극의 통속적 대중성은 비록

해방기만의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연 새로운 것이라

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에서 멜로드라마는 이미 1910년대 신파극을 통해 최초

로 연극사에 등재42)된 이래 1930년 동양극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극 부흥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대중에게 익숙한 극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방기

상업극단들은 해방기 현실과 무관하게 1930년대 인기를 끌었던 멜로드라마 레

퍼토리를 해방기 극장의 무대에 그대로 올려 지식인 연극인들에게 비난을 받

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해방기의 시대적 특수성과 독특한 관객 대중의 성격에

기인한 이 시기 연극의 정치적 대중성은 해방기 연극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근대연극의 도입과 정착이 모두

식민지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근현대연극사에서 민족의 미래

를 결정하기 위한 정치 문제가 직접적으로 전면에 본격 등장한 것은 비로소

해방기에 이르러서라고 봐야할 것이다.

해방 이전까지 연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적 대중성은 주로 주제 의식과

별개로 교묘하게 조선적 정서를 환기시켜 민족의 설움을 달래는 식의 소극적

40) 전지니, 앞의 글.

41) Peter Brooks, 이승희 외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45-46쪽.

42) 이승희,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1910년대 신파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

술연구』15, 한국극예술학회, 2002.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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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0년대 초반 이른바 국민연극 시기에도 관객들은

친일 목적이라는 주제와 별개로 유일하게 조선어와 조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인 극장에서 민족의식을 느끼고 정체성을 확인하였다.43) 앞서 언급한대로

당시 연극인들에게 국민연극은 연극 활동을 위한 하나의 명분이자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극작가들은 작품 속에 친일 요소를 내세우면

서도 그 외에 폭넓은 대중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연극적 장치 역시 배려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방을 맞아 공연활동에 전과 같은 제약이 사라지

자 정치적 대중성은 한국연극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또 이로써 연극이 폭발

하는 관객 대중의 정치적 요구에도 충실히 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에 소구하는 차원에서 해방기 연극의 정치적 요소는 기존 연

구들이 주목한 좌·우익 이데올로기 문제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방기 연극계의 판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방 직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좌익 연극계는 조선문학건설본부

의 결성에 발맞춰 송영(宋影)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연극건설본부(이하 연건)를

조직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동노선의 차이로 말미암아 연건에서 이탈한 멤버

들이 나웅(羅雄)을 위원장으로 1945년 9월 28일 조선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이

하 연맹)을 결성한다. 친일파로 지탄받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배우들을 주요

위치에서 제외시킨 연건과 달리 연맹은 배우들을 중요하게 대우하면서 연맹

측 주장에 따르면 “결성 후 한 달여 만에 전 연극인의 9할 이상을 전취하게”44)

된다. 다소간의 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방 직후 좌익연극세력의 위세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고 1945년 12월 20일 연건과 연맹이 조선연극동맹으로

통합되고 나서는 거의 모든 연극인들을 포섭하게 된다.45)

43) 제1회 국민연극 경연대회 참가자인 임선규의 <빙화>가 대표적인 예다. 1930년대 중

반 소련 연해주를 배경으로 조선인 이주민들의 삶을 그린 <빙화>는 ‘동양을 위해 일

본이 싸운다’는 친일 목적 메시지가 담겼다. 하지만 일본어 사용이 전면화된 시절 조

선어로 공연을 진행하고 곳곳에 조선 노래를 삽입하는 등 관객들에게 ‘비밀스런 저항

적 즐거움’을 준다. 양승국, 「일제 말기 국민연극에 담긴 순응과 저항의 이중성: 임

선규의 <빙화>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16,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참조.

44) 김욱, 「연극시감」, 『예술운동』1, 1945.12.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

료집』(개정증보판)18, 연극과 인간, 2006.)

45) 좌익 연극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양승국, 「해방직후의 진보적 민족연극운

동」, 『창작과 비평』17,4,66, 창비,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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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연극동맹의 세력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상업극계 인물들 역시

여기에 대거 포섭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해방 전 동양극장(東洋劇場)의 전

속으로 대표적인 상업극단이었던 청춘좌(靑春座)46)와 성군(星群)47)도 해방 후

에는 자유극장이란 이름으로 재조직48)되어 조선연극동맹 산하 소속 극단이 된

다. “동맹에 가담한 자들이 저마다 투철한 사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판할 여

지도 없이 유행병적인 소아병에 걸려서 공산주의자연하는 것을 진보적인 것처

럼 여겼었다”49)거나 “극단도 거의가 좌익적인 연극을 하지 않으면 극단 행세를

하지 못하였다”50)는 회고를 감안하면 당시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가 쉽지 않았

던 상업극단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좌익 연극단체 소속으로 이름을 올린 것

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우익 세력이 헤게모니를 획득한 시기에는 우익 연극단체가 상업극단

을 대거 포섭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해방 직후 좌익에 비해 열세를 보이던 우

익 세력은 1946년 3월 13일에야 우익 문인단체인 전조선문필가협회(회장 정인

보)를 결성51)하였고, 연극계에서는 대표적인 신극 단체인 극예술연구회가 같은

해 5월 23일 적선동 중앙문화회관에 재건 모임을 갖고 유치진(柳致眞,

1905-1974)을 대표로 하여 활동을 재개52)하기로 한다. 우익 세력은 1947년 10

월 다시 유치진을 중심으로 전국연극예술협회(한국무대예술원으로 개칭)를 결

성하며 비로소 연극계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런데 당시 전국연극예술협회의

이사진 구성을 보면 이사장에 유치진, 부이사장에 성광현(成光顯), 김춘광(金春

46) 동양극장의 첫 번째 전속극단으로 1935년 12월에 조직되었으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

다 해방과 동시에 자동 해산되었다. 소속 배우로는 서월영, 박제행, 심영, 황철, 김소

영, 김선영, 지경순, 남궁선, 차홍녀 등이 있었다.

47) 동양극장 전속으로 역사극 전문 극단인 동극좌(東劇座)와 희극 전문 극단인 희극좌

(喜劇座)가 1936년 9월 합병하여 만들어진 극단이다. 합병 다시 이름은 호화선(豪華

船)이었는데 1941년 11월에 성군으로 개명하였다.

48) 매원(梅園), 「해방후 조선극단 순례기」, 『예술신보』, 1946.1.

49) 박진, 『세세년년(歲歲年年)』, 세손출판회사, 1991. 100쪽.

50) 위의 글. 같은 쪽. 이진순(「한국연극사」, 『한국연극』, 1978.1. 35쪽)도 “신파연극

인들은 지식의 열등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혀 사상을 따르는 것이 사회의 참여요, 진보

적이라고 착각하여 좌익 연극인들의 선동에 현혹되어 허수아비 노릇과 앞장서는 열

성분자로 이용”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비슷하게 회고한다.

51) 「전국문필가협회 결성-추천회원 사백오십명」, 『대동신문』, 1946.3.13.

52) 「극예술연구회 부활」, 『동아일보』, 194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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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 이사에 이서구(李瑞求), 이화삼(李化三) 외 9명53)인 바, 여기에 해방기 대

표적인 상업극단인 청춘극장(靑春劇場)의 김춘광, 황금좌(黃金座)의 성광현이

부이사장으로, 인기 상업극 작가인 이서구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입

단체는 호화선, 전진극장(前進劇場), 고향(故鄕), 황금좌, 극우회(劇友會), 청춘극

장, 시민극장(市民劇場), 삼문극장(三文劇場), 신청년(新靑年), 신지극사(新地劇

社), 태평선(太平線), 극예술협회(劇藝術協會) 등54)인데, 여기에도 상업극단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흐름에서 보면 해방기 연극계는 보통 연극 단체의 이념 지향에 따라

크게 좌·우익으로 나눠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사실상 이런 구분은 순전히

이념 문제에 근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좌·우익 연극 단체들은

이념적 순수성과 무관하게 세력화 필요에 따라 극단이나 연극인들을 포섭55)했

고, 특히 상업극 단체의 경우는 연극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세에 따라 좌익 또는 우익 연극단체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56) 또

53) 「전국연극예술협회 결성」, 『경향신문』, 1947.11.9.

54) 위의 글.

55) 실례로 좌·우익 연극계가 대립할 시기에 상업극단을 포섭했던 우익 연극계는 1948

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는 좌익 연극계를 대립 항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

지자 다시 상업극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과 같이 비난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

진수, 「연극운동의 당면과제」, 『대조(大潮)』3권 3호, 1948.8. 참조.

56) 대표적으로 좌익 측 자유극장은 1945년 10월 21일 동양극장에서 진우촌(秦雨村) 작,

나웅 연출 <망향>으로 창단공연을 한 뒤 조선연극동맹 소속으로 여기서 주도한 ‘3·1

기념 연극대회’에 참가(「좌담회: 3·1기념공연과 연극의 긴급문제」, 『신세대』,

1945.5. 참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 공연 기록이 나타나는 1948년 7월까지 자

유극장은 1930년대 상업극단이 공연했던 임선규 작 <유랑3천리>를 수차례 반복 공

연하는 등 주로 상업성 짙은 활동을 했다. 특히 1947년 1월 이후에는 경찰당국이 ‘흥

행 취체에 관한 고시’를 통해 좌익 연극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착수하고 조선

연극동맹 산하 극단에 대한 극장 대관이 중지되는 등 남한의 정세가 좌익 측에 불리

하게 돌아가며 조선연극동맹이 침묵할 때에도 자유극장만은 동맹과 무관하게 자신들

의 레퍼토리로 꾸준히 공연을 펼친다.(『서울신문』, 1948.6.4.) 우익의 청춘극장과 황

금좌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선전에까지 동원(「문화단

체도 선거 선전에」, 『경향신문』, 1948.4.1., 「문화계몽대 출발 앞두고 환송회」,

『동아일보』, 1948.4.6.) 되는데 당시 레퍼토리를 보면 선거기간에도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상업극 공연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순수연극을 목표로 하고 상업주의 연

극을 지양한 전국연극인예술협회의 강령을 고려하면 이들의 단체 가입은 모순이자

자기 부정으로 볼 여지까지 있다.(유민영, 『한국연극운동사』, 태학사, 2001. 3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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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정국에서 좌우 대립이란 이념적 철저성을 담지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

대주의에 불과했다는 점57)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해방기

연극에서 표층에 드러나는 정치적 요소 역시 전적으로 이념적 철저성의 문제

로만 보기는 힘들다. 대신 국민연극 당시 사정과 마찬가지로, 해방을 맞은 조

선에서 연극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요구된 정치적 수사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관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족 현실의 반영 차원으

로 이에 해방기 대중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적

절하다.58) 앞서 언급한 해방기 대중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

낸 직접적 정치 구호의 인용은 작품의 대중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59)

결국 해방기 연극의 정치적 대중성은 좌우 이념을 넘어 공통의 관심사인 민

족 현안과 직결된 소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해방기는 식민지

시기에는 불가능했던 ‘조선인’이라는 ‘민족’에 대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던 시기

였으며, 이러한 상상은 곧 해방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재하는 ‘민족 국가’의

건설을 포함해 향후 조선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과제로

집중된다. 여기서 좌·우익 이데올로기 문제는 이성적인 구호로서 선명성을 드

러내기 보다는 감성의 옷을 입고 민족 현안을 마주한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무대 위에 제시된다.60)

이에 본고는 해방기 연극 텍스트에서 관객들의 이러한 정서를 자극하는 무

대 기호들에 주목한다. 연극에서 무대 기호는 관객 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공연 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의 두 축 위에 인물, 대사, 오브제(objet)61), 음악, 조

57) 양근애, 앞의 글. 216쪽.

58) 대중성 확보를 위해 이념이 아니라 민족성의 문제를 강조하는 방식은 이 시기 북한

연극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해방기 북한 연극의 대중성에 대해서는 유연주,

『해방기 북한 연극의 대중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참조.

59) 예외적으로 좌익 연극계에서 공연한 ‘슈프레히 콜’ 양식이나 소인극용 대본의 경우

는 정치적 호소가 직접적인 형태로 전면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작품

들이 해방기에 폭넓게 소비된 대중적 콘텐츠인지는 상론이 필요하다.

60) “우리는 군중이 추론에는 영향 받지 않으며 대충 행해진 관념연상만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따라서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줄 줄 아는 연설가가 호소하는

대상은 군중의 감정이지 결코 그들의 이성이 아니다. 논리학의 법칙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Gustave Le Bon, 이상률 역, 『군중심리』, 지도리, 2012.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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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행동 등 여러 요소 사이에 맺어질 수 있는 관계를 염두에 둔 기호들의 결

합체이다.62) 특히 공연 단계에서는 희곡에 중점적으로 담긴 언어적 요소들뿐

아니라, 이것이 무대화되었을 때 두드러지는 무대 장치나 조명, 음악, 배우의

신체 등의 시·청각 기호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까지 의미 창출에 관여하며,

관객들에게 더욱 강력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에 희곡의 분석에서는 텍스트

가 무대화되었을 때 각 작품 내 무대 기호가 어떤 극적 효과를 창출할지 살펴

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중요한 지점은 관객들은 단순히 희곡을 쓸 때의

작가 의도대로 작품을 수용하지만은 않으며 관극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과 재

현체, 공연과 공연, 공연과 자신의 삶, 공연 공간과 그 외부 등 사이에서 유동

하며 나름대로의 연극의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63) 즉 관객들은 무

대 위 사건을 자신의 욕망과 일상의 경험 등에 근거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다는 얘기다.

해방기 연극에서는 관객들이 민족을 상상하고 공동체 건설이란 과제를 정서

적 차원에서 환기시킬 수 있게 하는 감각적 요소들이 자주 등장한다. 공동체

감각을 형성하고 특히 3·1운동을 민족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쓰인 ‘태극

기’, ‘애국가’, ‘만세 소리’ 같은 시·청각 기호들64)은 3·1운동 외에 여타 독립항쟁

사와 해방기 현실의 정치적 문제를 다룬 작품에서도 폭넓게 활용된다. 태극기,

애국가, 만세 소리와 같은 기호들은 식민지 시기에 맘껏 보고 들을 수 없었던

대상인 바, 그 자체로 해방기 관객들에게 스스로가 해방된 나라의 민족이라는

환희의 감각을 상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무대 위에 이러한 기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관객들은 무대 위 사건이 민족공동체의 과거 또는 해방기

현실의 민족 현안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관객들이 극장 밖 해방기 현실의 거리에서 익숙하게 접

했던 대상들이 무대 위에 옮겨져 소비되는 양상에도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무

61) 연극 미학에서 오브제(objet)는 극의 의미를 산출하는 물질적·가시적 재료(matiére)

를 총칭한다. 여기에는 배우의 육체, 무대 장식(무대 장치와 대도구), 소도구 및 의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Anne Ubersfeld, 신현숙 역, 『연극기호학』, 문학과지성사,

1988. 179-182쪽. 참조.)

62)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990. 13쪽.

63) Paul Thom, 김문환 역, 『관객을 위하여』, 평민사, 1998. 262-263쪽.

64) 양근애, 앞의 글.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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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에 등장하는 ‘삐라’,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환호성’, ‘악대 소리’와 같은 ‘집

회 소음’은 해방기 거리 정치의 대표적인 표상들로서 이러한 기호들은 공연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이 역시 태극기, 애국가, 만세 소리 같

은 민족적 기호와 마찬가지로, 관객들의 공동체 감각을 일깨우고 이들이 무대

위 사건을 민족의 현안과 관련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관객들은

해방기 정치의 장(場)에서 숱하게 접한 정치적 상징물이나 정치 감각을 일깨우

는 장치들을 무대 위에서도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해방기 연극은 현실에 민감했던 이 시대 관객들이 민족과 직결

된 정치 문제를 예술적인 형태로 소비할 수 있게 해준 공공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 정서를 환기시키는 감각적 기호 외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

는 부분은 감상적 수준에서의 역사의식 제고 문제다. 해방기 연극은 작품의 플

롯이 역사적 또는 시사 교양65)에 대한 대중의 지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대중지성’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66) 근

대 이전에 엘리트들이 독점했던 지식은 학교제도와 매체의 형성 등을 통해 지

식 주체의 분화가 촉진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앎’이란 것도 가능해졌다. 그

러나 대중의 앎은 진짜 지식과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지식의

진위 여부를 넘어서서 지식이 성립되는 조건과 방법론에 대한 것이란 점이다.

즉 아카데믹한 지식인의 앎과 달리 “대중의 앎은 일상인의 윤리와 이데올로기

와 경험에 의해 획득되고 전수되는 것”67)이다.

해방기 연극 가운데 특히 독립운동 등 민족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사료나

작가의 취재 활동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을 나름대로 충실히 재현하려는 면

모를 보인다. 이런 부류의 텍스트들은 역사 속 장면을 무대화할 때 확인된 사

65) 교양은 박학(博學)과 문학적 취미 혹은 인성론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

닌 단어다. 본고에서는 기능성을 지닌 전문적 지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격 배양을

위한 일반적 지식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런 점에서 ‘대중지성’이란 단어와 의미가

상통한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교양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고미숙,

「근대적 앎의 배치와 국민교양의 탄생」, 『인문연구』4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 2005. 참조.

66) 이하 대중지성 개념에 대해 설명은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

미」, 『민족문학사연구』30, 민족문학사학회, 2006. 참조.

67) 위의 글.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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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전달하거나 이에 대한 비평 또는 해설을 가하는 식의 대화를 길게 이어

가면서 일면 작품의 연극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해방기 정치적

현안을 다룬 작품들도 비슷하다. 이 부류 역시 정치현안을 무대화하며 시사적

인 정보와 함께 그에 대한 나름의 비평 또는 해설을 가한다. 이 같은 구성 방

식은 연극이 관객들에게 민족사적 사건이나 동시대 정치 현안에 대한 나름의

교양과 해석의 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관객의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

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들이 놓인 해방이라는 환희의 찬 현실에 이르기까지의 독

립 투쟁 과정, 또는 그 이전에 조선이 일제 식민지라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

하게 된 원인, 앞으로 다시 이를 겪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원리 등에

대한 나름의 식견을 채워주는 식으로 극이 진행된다. 또 역사적 사건이나 해방

기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도 이와 같은 식으로 비평

의 시각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해방기 관객들은 스스로가 저급한 아비투스

(habitus)68)의 문화 소비층과는 취향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별짓기를 행

하며, 관객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연대를 통해 인정을 경험하는 식으로 정

치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해방기 연극에

자주 등장하는 토론 장면, 장광설, 정보 전달 위주의 비현실적 대화 등은 오히

려 해방기의 시대적 특수성과 맞물리며 연극의 대중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방기 대중의 연극을 통한 역사의식의 제고는 엘리트 차

원의 지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대중지성이란

결국 일상 차원의 윤리, 이데올로기, 경험을 통해 전수 및 획득되는 것이다. 때

문에 이 시기 연극에서도 민족사나 정치 현안에 대한 문제는 학술적 탐구 보

다는 통속적 윤리나 경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연극이 기본적으로

토론이나 정치 집회와는 다른 예술 활동이라는 본질적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

을 것이다. 이에 해방기 연극에 나타나는 역사의식의 문제 역시 멜로드라마와

혼재되어 감정을 자극하는 식으로 제시되고 결국 정서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

68)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기억이나 습관, 사회적 전통을 뜻한다. 부르디외

는 개인의 생활양식은 이 아비투스의 체계적 산물이라고 보았다.(Pierre Bourdieu, 앞

의 책. 2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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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인다.

이상과 같은 흐름에서 본고는 해방기 연극이 대중 공통의 관심사인 민족의

상상과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문제 등을 무대화하며 대중의 정치적

욕구를 채워주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해방기 연극이 민족사를 무대 위에 소환하고 여기에 감상적 해석

과 비평을 가함으로써 대중이 ‘조선 민족’에 대해 마음껏 상상하고 나름의 역사

의식을 통해 해방기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등 정치적 욕망이 해소되는

측면을 살핀다. 구체적으로는 식민지 이전 역사를 다루면서 선악 구분이 분명

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특히 과장된 악한 인물들의 행동을 무대화해 망국의 원

인을 설명해내거나, 태극기, 애국가, 만세 소리와 같은 민족적 기호로 독립운동

을 감각적으로 재현하고 비연극적으로 보이는 대화 구조를 통해 대중지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민족 국가를 포함해 향후 조선이라는 민

족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이를 일상적

경험 및 윤리 차원과 결부시켜 나름의 시각을 제시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여기

서는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여성 인물을 등장시켜 국가 건설이라는

해방기 민족 현안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 규정지으려는 시도, 가정을 둘러싼 사

건에 대해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제시하며 해방기 사회의 은유로서

가정의 재건을 다룬 경우 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해

방기 현실의 과제를 관객들이 극장공간에서 연극적 형태로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상에 대해 살핀다. 여기서는 민족공동체

건설의 전제 조건이었던 친일 잔재 청산을 무대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

행하거나, 해방기 거리의 정치를 옮겨둔 드라마공간과 무대공간의 대비를 통해

객석의 관객들이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양상을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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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사의 감상적 해석과 역사의식의 제고

2.1. 이분법적 인물 구성을 통한 망국의 원인 제시

조선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기 위한 민족사의 연극적 소환은 자연스럽

게 역사극69)의 문제와 연관된다. 해방기는 역사를 소재로 한 연극의 범람 시

대70)였다. 이 때는 상업극계뿐 아니라 좌·우익 이데올로기 연극 진영에서도 역

사 소재를 폭넓게 활용했다. 유민영은 이 같은 해방기 역사 소재 극의 유행을

독립에 대한 감격 표현, 혼란기에 역사물이 유행하는 현상, 소재의 빈곤, 상업

적 성공 등에 기인한 것71)으로 보았는데, 역사 소재 극은 이 시기 관객들의 정

치적 욕망과 맞닿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획득하기에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기 연극에서 민족사의 소환은 관객들이 감각적으로 민족을 상

상할 수 있게 하여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하는 지적 욕망까지 충족해주면서 대중적 양식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의 조선사는 이런 측면에서 해방기 연극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조선사의 무대화는 일제 말기에 부정되었던 조선을 다

69) 일반적으로 역사극이란 명칭은 역사를 소재로 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 연극에

대해 쓰이지만, 엄밀히 말해 역사극은 소재나 배경의 차원에서만 정의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다. 서연호(「역사극과 역사의식」, 『한국연극론』, 삼일각, 1983.)는 역사

극을 “연극을 통해서 역사에 참여하는 행위의 일종”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이용하여

작가의 역사 의지를 표현하는 극”이라고 규정하여 작가의 역사의식을 그 중심에 놓

았다. 또 김기봉(「역사극, 무대로 나온 역사: 역사극의 기원, 개념, 범주」, 『드라마

연구』32, 한국드라마학회, 2010.)은 이를 “‘꿈의 역사’를 무대에서 상연하는 연극”으

로 정의하며 현실역사의 결핍과 부재, 현재와 과거의 소통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승국(「한국 근대 역사극의 몇 가지 유형」, 『한국극예술연구』1, 한국극예술학회,

1991.)은 “역사극은 핵심적 갈등의 역사적 진실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이 사건들로부

터 수 백 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재적인 공감을 불어 넣

어줄 인간적 특징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G. 루카치의 견해를 원용해 “이에 부합되는

역사극은 우리의 근대문학사에서 거의 존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논

의에서 해방기 유행한 역사 소재 연극을 모두 역사극이라 부르기는 힘들다. 이에 이

석만(앞의 책)은 해방기 역사극을 리얼리즘에 입각한 ‘본격 역사극’과 통속적 ‘시대극’

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이 둘 사이 분명한 선을 긋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는 역사 소

재를 취택하였다는 범박한 의미에서 ‘역사 소재 극’이라는 표현을 쓴다.

70) 이태우, 「신파와 사극의 유행」, 『경향신문』, 1946.12.12.

71) 유민영, 『한국인물연극사』1, 태학사, 2006. 531-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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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환72)하여 민족적 감수성을 자극한다는 점뿐 아니라 대중의 특정한 지적

욕망을 채워준다는 면에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해방기 관객들에게 조

선사는 해방 이전의 식민지의 역사, 곧 망국사의 전사(前史)로서 이해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조선사의 무대화는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

에 대한 해석을 동반한다. 또 이를 통해 망국에 대한 분노를 기억하는 관객들

의 역사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나름대로 역사의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

을 한다.73) 특히 조선사는 독립운동사와 달리 해방기 관객 상당수가 개인의 경

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수 없는 역사라는 점에서 작가 및 공연주체의 자의적

인 사건 재구성과 해석에 근거한 무대화가 비교적 용이한 대상이었다고 하겠

다.

조선을 배경으로 한 해방기 연극은 망국의 원인을 주로 전형적 등장인물을

통해 설명한다. 극중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선악의 대립 구도를 통해 형상화되

고 여기서 악한 인물들은 망국의 전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인물 형상

화 방식은 역사적 사건에 얽힌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시킨 것인데, 관

객 지향의 측면에서 보면 사건에 대한 관객들의 용이한 이해와 즉각적인 감정

표출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의 정치적 대중성은 선악의

인물 구도라는 멜로드라마적 특성74)과 결부된 것이며 정치적 차원과 통속적

차원에서 함께 대중성 강화의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해방기 연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선사를 소환하는 방식을 김

춘광(1900-1949)75) 작 <대원군>(5막)과 박로아(朴露兒, ?-?) 작 <녹두장군>(3

72) 전지니, 앞의 글. 96쪽.

73) 이렇게 보면 해방기 무대 위에 소환되는 조선사는 망국사이면서 동시에 항쟁사의

성격 역시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4) 벤 싱어는 멜로드라마가 관객의 정서에 깊이 호소하는 양식으로서, ‘강렬한 파토스’

와 ‘과장된 감상성’, ‘도덕적 양극화’, ‘비고전적 내러티브 구조’, ‘선정주의’ 등 다섯 가

지 핵심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며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선악의 이

분법으로 인물 구도를 구성하는 방식은 ‘도덕적 양극화’의 원칙과 통한다. (Ben

Singer,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19쪽. 참조.)

75) 본명 김조성(金肇盛). 1900년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다 1915년

경성으로 와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 증언 외에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1928년 귀국 후 변사

활동을 시작, 1930년에는 우미관 주임변사를 맡는 등 명성을 누리다 1935년 예원좌를

결성하여 연극계 활동을 시작한다. 예원좌는 막간극 전문 극단으로 짤막한 레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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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4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원군>76)은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이 외척(外戚) 안동 김씨 세력

의 멸시를 견뎌내고 결국 섭정(攝政)의 자리의 오르는 과정을 그린 이 시기 대

표적인 역사 소재 상업극이다.

내가 이와가튼 사극의 상연을 꾀한 그 의도는 수만은 정당의 난립함을 보왓을

때 흘너간 이조 말엽의 혼란시대를 또 한 번 상기함에 잇는 것이다. 나는 이런 류

에 속한 수편의 극본을 무대 우에 상연하랴는 것은 그 시대의 모습을 일반대중이

추구하여 혼란 상태에 빠저잇는 현하(現下) 조선 사람들의 취할 바 똑바른 정신과

그 노선이 어느 쪽인가? 하는 그것을 명시하려고 함이다.77)

김춘광은 극작 의도에서 <대원군>을 해방기 관객들이 ‘취할 바 똑바른 정신과

그 노선’을 제시하고자 썼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애초 작품 구상 단계에서

부터 관객들에게 해방기 현안에 대한 일정한 해석과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창작했다는 말이다. 김춘광은 이러한 해석과 인식의 틀이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대 위에 재현되는 조선사를 해방기 현실과 비슷한 ‘이조 말

엽의 혼란시대’로 그려내고자 한다. <대원군>은 흥선대원군과 외척 ‘김문(金門)

세력’ 간 대결에서 대원군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긴 하지만, 위와 같은 극

작 의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망국사의 전사로서 조선 말기의

혼란상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이런 혼란의 주체로 형상화되는 ‘외척’

을 망국의 원인으로 설명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review)나 스케치 등을 주로 공연 하였는데 대다수 극본을 김춘광이 썼다. 국민연극

시기에는 어용단체인 조선연극협회에 몸담았으며, 해방 후에는 예원좌를 청춘극장으

로 개편하여 활발한 상업극 활동을 벌인다. 김춘광은 연극 공연에서 희곡의 주제나

배우들의 연기 수준보다는 무대장치나 화려한 의상 등 스펙터클에 신경을 쓰고 투자

도 많이 했다고 한다. 우파 연극 단체인 전국연극예술협회 부이사장, 한국무대예술원

이사를 역임하였다. 1949년 뇌염으로 사망했다. (이경희, 「신파연극인 김춘광」,

『태릉어문연구』2,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및 유민영(2006), 앞의 책.

참조.)

76) 이 작품은 1946년 10월 안종화 연출로 청춘극장이 공연한 기록이 확인된다. 1948년

8월 김춘광 작·연출로 청춘극장이 <운현궁의 봄>(4막)이라는 작품을 공연한 기록도

확인되는데, 아마 <대원군>을 일부 개작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77) 김춘광, 극단 청춘극장의 그 성격과 대원군 희곡화 , 영화시대, 1946.6.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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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은 극중 사건과 인물 간 대화를 통해 흥선대원군을 선한 ‘민중 영

웅’으로 외척 김문 세력은 반민중적이며 무자비하고 ‘철저한 악인’으로 그려낸

다. 극 초반의 대원군은 이들 세도가(家)들에 비해 미미한 위치에 있다.

夫人 (대감 압으로 앉으며) 약주가 좀 취하섯군요

李夏應 부인 오늘 좀취하오

夫人 어디서 잘 잡수섰구료

李夏應 오늘은 참 대접을 잘밧엇소

夫人 나가섯든 일은 마음데로 되섰음니까

李夏應 되고 안되는겄을 여편네가 참견해 무엇하오- 金某, 閔모, 洪모, 趙

모 지금 세도가 한창이요 아무한테도가서 참아 입을버릴수가 업구

려 부인 이대로안저 굶어 죽을수밖에

夫人 대감 대감께서도 어련하실배 아니오나 항상 대감께선 신변을 조심

하십쇼 지금이 어느 때임니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틈에끼이서 돈

업고 세력없는 대감께서야 기침한번 크게 하실 수 잇음니가

李夏應 부인 나는 종친도아니요 공자도아니요 상갓집개요 상갓집개야

夫人 대감 고정허십쇼 과도이 상심마시옵고 때를 기다리십시요

李夏應 흥 世上이 뒤집혀두 분수가있지 조상잘둔 우리집안은 상갓집개가되

구 딸을잘둔 金門에세력은 天下를 마음대로 휘여 꺽그니 조상이 莫

如딸이라 딸잘둔 金門勢力은 하날에 뻐칫는데 조상잘둔 우리집안은

조석이 간곳없다 하々々々78)

이 같은 전사(前事)는 1막에서 위에 인용한 이하응과 부인의 대화 외에도 두

종복(從僕) 등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제시된다. 1막에서 인물 간 대화는 역사적

배경 지식이 얕은 관객들에게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충

실히 설명하고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 수준을 끌어 올리는 기능도 한다.

1막에서부터 제시된 대원군과 김씨 세력의 대립 구도는 2막에 이르러 심화

된다. 2막에서 김씨 세력은 선한 인물인 대원군에 맞서는 악한 인물로서 정체

성을 분명히 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다른 고려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수준의 평

78) 김동권 편, 『현대희곡작품집: 해방기』2, 서광학술자료사, 1994. 117-119쪽. 이하 작

품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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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고 전형적 악인으로 형상화된다.

梁氏 그러구 대감 참 설은일이 한두가지아니에요 대감가치 세도조흔 어

른이 엇쩌면 우리 양씨가문의 벼슬이라군 아전하나 아니식혀주시니

金左根 아- 벼슬을 자그만치 식혀주워서

梁氏 이제 겨우 남원부사니 전주감사니 담양군수니 라주아전이니 한스무

아문명박에 더식혀주섯서요

金左根 글세 그것이 부족허다면 얼마던지 더-식혀줄텐데 외이리 뽀루퉁허

구 성을낼가

梁氏 우리아버지는 참판이나 하나식혀주시구 작은아버지는 허다못해 참

봉이라두 하나 식혀주시구려

金左根 염려마러 이나라정사를 다스리는데 누가감이 말한다미헐녀석이있어

내말한마디면 잠든호랑이두 고게를 드는판인데

梁氏 대감 그럼 꼭 식혀주서요

金左根 글세 염려말나닛가 그래 호々々々

梁氏 아주 무식한어른이애요 천자한권도 다뵈우지 못하였담니다

金左根 내가 벼슬을 식혀주는데 유식무식이 당햇나 내 명령한번이면 고만

이지 응々々(153-154쪽)

이상 김좌근 내외의 대화는 이들이 외척 세력으로서 부당한 권력을 쥐고 흔들

며 국정을 혼란케 하는 데에 일말의 양심도 지니고 있지 않음을 폭로한다. 더

구나 왕가(王家)와 혼인 관계로 형성된 외척 세력인 김좌근에게 역시 혼인관계

로 맺어진 부인 양씨가 ‘외척의 외척’인 친정 양씨 가문 인물들의 벼슬을 청탁

하는 장면은 세도정치가 가져온 당시 혼란상을 풍자성 짙게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서 양씨 부인은 자기 아버지는 당상관인 ‘참판’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작은

아버지는 미관말직인 종9품 ‘참봉(參奉)’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본 상식

조차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여기서 김좌근 내외의 대화는 관객들이 이들

을 해방기 비국민의 한 부류인 ‘모리배’의 은유로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망국의 원흉으로서 김씨 세력의 정체성은 꾸준히 강화되고, 결국 4막에

이르러 이들과의 대결에서 대원군이 승리하는 순간 관객의 통쾌감은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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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

김씨 세력들이 관객들의 공분의 대상으로 형상화되는 데 반해 대원군을 비

롯한 조선 왕실/황실에 속하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긍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극

중 사건 진행과 무관하게 등장하는 어린 재황(고종황제)과 민소녀(명성황후)는

모두 기민하고 총명한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둘 사이의 소꿉장난 같은 로맨스

는 관객들이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대원군과 명성황후 간의 대립 및 그 사

이에서 선 고종의 내적 갈등을 떠올리는 대신에 이들을 왕족/황족이라는 이름

의 균질한 집단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에 극중 재황이나 민소녀는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쉽사리 대원군과 같은 입장에 선 인물들

로 관객들에게 수용되는 것이다. 이런 인물 구도에서 결국 조선의 망국은 최고

지도자인 고종황제 일가의 무능이나 갈등이 아닌 다른 인물들의 문제로 여겨

지게 되는데 <대원군>은 그 원인으로 김씨 외척 세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79)

이다. 이는 조선의 식민지로의 전락 과정을 ‘외척의 발호→정치의 혼란→국력

쇠락→식민지로의 전락’으로 단순화 시켜 설명한 것이다. 이런 설명은 다른 매

체를 통해 역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엘리트들을 제외하고 지식 수준이 낮

은 관객 대중들의 용이한 이해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망국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곧 망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

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현실의 전망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작품에서 대원군은 ‘절대적 권리를 손애 잡고 이 팔도삼백여주를 호령하며

밖으로 불란서 미국 청국들을 나려누르고, 안으로는 작기의 백성의 복지를 위

하야 그의 일생을 밧친’(105쪽)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국가 건설을 앞두고 있

던 해방기 관객들이 요구하는 민족지도자의 상이 투사된 설정으로 봐야한다.

<대원군>은 이 같은 관객들의 요구를 수용한 성격의 민족지도자를 등장시키고

그가 영웅담의 서사 구조에 따라 악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과정을 그림으

79) 이런 시각은 극중 대원군의 입을 빌려 직접적 제시되기도 한다. 이때 대원군은 작가

의 사상을 반영하는 서사적 화자인 ‘레조네어(raisonneur)’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이하응: 태조 근국하신이래 근오백년간 오날가치 정치적으로 타락해 본적이 없소

이다. 당신네의 권도를 잡은 김씨일문는 기탄업시 숨김업시 말하자면 악덕이 만었다

고 나는 똑바로 말하오.”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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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대원군>은 이같이 강력한 민족지도자의 전형으로 등장한 대원군이

작품 말미에 이르러 공동체 전망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통합’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원로대신 일X(해독 불가-인용자)부터 보위에오르시는 지존을모실터이오니 근

엄한마음으로 삼가새상감을 받드러 모십시다

△뒤에서 취태소리 雅樂소리 굉징이 울려나온다

△앞에 취태부는 一行

△다음 臣下 다섯명씩 쌍줄 열명

△다음 宮女네명식 두줄 八名

△다음 파초선든동자 左右 두명

△다음 상감님 龍顔이 보인다

△다음 국태공 大院君 興宣이하응

△뒤에 宮女네명식 두줄 八名

△뒤에 臣下다섯명식 두줄 十名

△뒤에 雅樂一行 따러나온다

착은착은 順序와 調理있게 整列 上政 中政 下政으롸 좌-ㄱ 선다 (226-227쪽)

5막은 대원군의 즉위식 장면으로 50여명에 달하는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무

대 위에 등장하는 대형 스펙터클을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용상(龍床)을 설치하

여 궁궐 내부로 꾸민 무대 위에 의상을 갖춰 입은 백관(百官)이 차례로 현신

(現身)하는 절차는 국가 건설의 완성을 알리는 의례로서 기능하며 이를 바라보

는 관객들 역시 새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일시를 경험하도록 한다.

연극에서 의례 장면의 활용은 관객들의 시선과 의식을 집중시키는 스펙터클

효과를 창출한다. 스펙터클은 연극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80)로 관객들

80)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로 플롯(mythos), 성격

(ethos), 사상(dianoia), 조사(lexis), 노래(melos), 장경(opsis)을 들었다. 이 중 장경의

영어 번역어가 스펙터클(spectacle)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장경을 “관객들을 매혹하

기는 하나 예술성이 가장 적으며 작시술과는 가장 인연이 먼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연극의 언어적 요소를 주로 강조한 시각에 따른 것일 뿐이다. 비극의 여섯 가지 요소

와 각 요소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시학』 6장(1449b 21-1450b 20) 참조. (천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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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미를 유발하는 볼거리라는 측면에서 극의 대중성을 담보하며, 더불어 일

체의 시선과 의식을 집중시켜 관객들의 동일성을 구축하고 일체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81) 대원군 5막의 즉위식 역시 이 같은 극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여기서 시선과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관객에게 대원군은 아무 조건 없는 통합

을 주장82)하며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식으로 갈등을 봉합한

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하는 조정에서 외척 김병학이 우익정과 이조판서를 겸

임하게 한다. 이는 플롯의 흐름으로 볼 때 개연성이 떨어지는 급작스러운 결말

이며 김병학의 성격 역시 애매하게 만들어 극의 통일성을 해친다.

더불어 해방기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갈등의 통합이라는 측면

에서는 관객들에게 일정한 이해의 지평을 열어줄 수는 있으나 구체성을 결여

하고 있으며 또 여타 다른 문제들까지 대통합이라는 주장으로 덮어버리는 단

순함을 보였다고 하겠다. 결국 <대원군>의 이같이 단순화된 제언은 친일 잔재

와 같은 과거 청산을 부정하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민족 현안에 대한 관객들

의 이해 지평의 폭을 좁힐 가능성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박로아83)의 <녹두장군> 역시 전형적인 악인을 등장시켜 이들을 조선 망국

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양상은 <대원군>과 비슷하다. 다만 망국을 전적으로 한

세력의 문제에 따른 결과물로 설명하는 단순성에서는 벗어나 있으며 그 원인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49-55쪽.)

81) 기 드보르, 유재홍 역,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2014. 15쪽.

82) “이하응: 쇠퇴한 국운 피폐한 국정 실락된 국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일

꾼이 되십시다. 오늘부터 노론소론 싸홈도 없고 남인북인 싸홈도 없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굿세고 든든이 세워나갑시다.”(236쪽)

83) 생몰 연대 미상. 본명 박영진(朴榮鎭). 조천석(朝天石)이란 필명도 사용하였다. 어린

시절 러시아에서 생활한 적이 있으며 대구고보, 경성법학전문학교, 모스크바 동양대

학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1-1933년 개벽사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며

『별건곤(別乾坤)』, 『신여성』, 『혜성』 등에 시와 수필을 발표했다. 1941년 결성

된 현대극장 총무로 일하며 <무장선 셔먼호>(1944)를 무대에 올렸고 <개화촌>으로

제3회 연극경연대회에 참가했다. 해방 후 좌익계 조선연극동맹에 가담, 활발한 연극

활동을 하며 <선구자>(1945), <무지개>(1946), <3·1운동과 만주영감>(1946), <사명

당>(1946)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했으나 좌익 작가로 지목

돼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월북하지 않고 남한에 남아 있다가 전향자 조직인 국민보

도연맹에 가입하고 연극 활동을 이어갔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정영진, 「극작가 박로아의 무상(無常)한 변신」, 『현대문

학』, 199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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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를 한다. 또 대원군 같은 강력한 민족지도자보

다는 이름 없는 민중들의 자각을 강조하는 면이 더욱 두드러진다.

<녹두장군>은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의거하는

과정에서부터 관군에 붙잡히는 때까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

다. 이서향 연출로 예술극장이 1946년 12월과 1947년 6월에 각각 국도극장과

제일극장에서 공연한 기록이 확인된다. 당시 극작가 함세덕(咸世德, 1915-1950)

은 이 작품을 두고 “충신전(忠臣傳), 의사담(義士談)을 역사극으로 착각하는 작

금(昨今)의 사이비 극작가와 이들에게 현혹된 대중에게 올바른 역사극의 방향

을 지시해주었다”84)라는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녹두장군>에는 전형적 악인으로 ‘탐관오리’가 등장한다. 탐관오리의 학정은

극의 주동인물인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며, 나아가 국력의 쇠퇴를 유발하여 망국에 이르도록 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된다. 탐관오리들의 학정이 낳은 백성들의 피폐하고 고단한 삶은 1막에서 집중

적으로 제시된다.

정익서 읍내에서는 꽤들 들성거리는 모양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고부(古阜)

서도 민란이 나고는 말껄요.

노인 알 수 없지, 대체 군수 조병갑(曺秉甲)이란 자가 토색이 너무 심하

거던…… 만석보(洑) 물세만 하도래도 그렇지, 작년같이 물이 언제

고 논귀에 철철 넘치게 비가 잘은 해에 누가 봇물을 한 방울이나

당겨다 썼어야지 물세고 그 빌어먹는거고 갖다 바치지…… 그런 걸

글쎄, 숫제 상답 한마지기에 두말, 하답 한마지기에 한 말씩 물라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소?

정익서 그러께 홍수에 만석보가 터졌을 때도 백성들이 제밥 싸가지고 다니

면서 부역을 했으니, 정작 따지고 보면 그 보는 백성들의 보(洑)지,

관가의 소유물은 아니지요.

노인 암 그렇다 뿐이겠소.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원이라면 일군의 어른

인데 백성들을 보호하고 호유해서 잘살게 할 방침을 세워 주어야

84) 함세덕, 「녹두장군」, 『독립신보』, 1946.12.22.(노제운 편, 『함세덕 전집』2, 지식

산업사, 1996. 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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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정사지, 이렇게 백성들 등짝을 베껴서 제배만 채려 들어서야

관속 이외에는 제대로 배겨날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정익서 노인장 말씀이 꼭 옳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민란이 일어나는 게지

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는 매일반이니, 원수나 갚고 죽자는 게

아닙니까.

노인 허기야 그렇지만, 그러니 또 뭘 하오. 애매한 백성들만 죽을 곡경을

당했지 별 수가 있소. 소문에 들으니, 나주, 정읍, 강진, 상주, 안동

등지에서도 민란이 일어났다는데, 동학군으로 치죄를 하고 가산을

몰수한다니, 백성들 베껴 먹는데 이거 좋은 핑계꺼리 생기지 않았

소.85)

극 초반에 제시되는 동네 노인 최시건과 동학군 정익서 간의 대화는 부패한

국가 권력에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관객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의 대화는 민란이 발발한 지명을 구체적

으로 나열하며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나름 인과관계를 들어 설명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대 위 사건은 구체성과 현실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관객들은 무대 위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의 재현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

또 민란의 역사적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란 측면에서 이 작품에서는 서브 플

롯(sub plot)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봉준의 어린 제자 조성국과 옥분 간의 로맨

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반가 자제인 조성국과 관노의 딸 옥분은 미래를

약속한 사이지만, 옥분은 고분 군수가 자기 영달을 위해 전라감사에게 바치는

노리개로 끌려가게 된다.

조성국과 옥분 간 로맨스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작품을 멜로드라마로 만드

는 것 외에 별로 큰 구실을 하지 못한다86)거나 극적 흥미를 유발하는 차원87)

으로 주로 이해됐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 서브플

롯은 탐관오리의 학정을 구체화시켜 관객들이 이들을 철저한 악인으로 인식하

85) 이재명 편, 『해방기 남북한 극문학 선집』2, 평민사, 2012. 311-312쪽. 이하 본문 인

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86) 유민영(1982), 앞의 책. 344쪽.

87) 이석만, 앞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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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농민 봉기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적 차원에서 수긍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즉 관객들은 1막에서 인물 간 대화로 제시되는 전사

나 관가에 돈을 빼앗기고 곤장까지 맞고 돌아온 늙은 농부의 전언 등이 상기

시킨 수탈에 대한 불편한 감각을 무대 위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관객들은 <춘향전> 등으로 익숙한 관탈민녀(官

奪民女) 모티프나 식민지 시기 연극의 ‘딸 팔기 모티프’88) 차원에서 해방 전의

고난까지 손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다.

2막 1장에서는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평

하게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는 전라감사 김교현과 사마 최영년 등 고관

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무능과 부패를 더욱 강조한다. 여기

서도 감사에게 술시중을 강요당하는 옥분과 관군에게 잡혀 끌려온 조성국의

모습은 극의 멜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리들의 부패상을 선명하게 하는 효

과를 낸다. 특히 여기서 조성국이 관리들을 향해 던지는 “정말 역적은 높은 벼

슬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드리고, 제 한몸과 일족 일당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외국세력을 국내에 불러들여 사직을 위태롭게하는 민씨 일

족”(339쪽)이라는 매서운 비판은 조선이 망한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의 기

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발화는 망국의 원인을 부패한 관리뿐 아니라 그 우두

머리이자 원흉으로 설정된 ‘민씨 일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취지의 대사는 2막 2장에서 전봉준의 입을 통해서도 반복된다.

전봉준 일본과 청국은 흡사히 고기 한덩이를 사이에 놓고 어르렁대는 개와

같이, 우리 조선을 사이에 두고 호시탐탐 서로 경계하면서 권모술

수를 다하여 암투 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이니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금번 청병문제만 하드래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일

본을 누르고 조선을 제 손아귀에 넣자는 원세개의 농간에 민씨일족

의 사대당이 넘어간 것이 분명하오. 그러나 청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송하고 보면, 일본은 천진조약을 방패삼아 그보다 몇배나 우세한

군대를 진주시킬 것은 명약관화요. 그래서 나는 비록 조정에서 우

88) 식민지 연극의 ‘딸 팔기 모티프’에 대해서는 양승국, 「1930년대 농민극의 딸 팔기

모티프의 구조와 의미」, 『한국 연극학의 위상』, 태학사,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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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국에 청병을 했다해도, 청조에서

그것을 응낙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소. 그러나 청국은 조선을 제나라

속국을 만들겠다는 영토야심에 눈이 어두어서 일본을 얕보고 판단

을 그르친 것이요.

손병희 옳은 말씀이요.

전봉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시오. 제 나라 한지방에서 일어난 민란 하나

를 진압할 만한 무력도 없어서 외국에 청병하는 조선이어늘, 부강

한 일청양국의 우세한 군대가 제각각 야심을 가지고 마조칠 때 우

리 조선 하나를 요리하는 것은 여반장이 아니겠소. 절반씩 가르던

지 아주 송두리째 집어삼키던지…… 그러자면 자연 일청양국간에

전쟁이 벌어지고야 말 것이요.(360쪽)

손병희의 짧은 추임새를 빼고 나면 이 장면에서는 사실상 전봉준의 장광설만

이어진다. 여기서 전봉준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물론 이후 청일전쟁의 발발까지 예고하며 역사적 흐름을 정확히 설명해 내고

있다. 이는 역사 속 인물인 전봉준의 시각과 발언을 충실하게 재현했다기보다

는 극작가 박로아 자신의 역사의식을 인물에 투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는 해방기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일정한 해석의 지평을 원하는 관객들의 요구

역시 반영되었을 것이다. 부패한 관리, 무능력한 민씨 일족은 당시 조선을 둘

러싸고 있던 국제 정세에 대처할 힘이 없었으며 이것이 곧 망국의 원인이 되

었다는 해석은 해방기 현실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에게

관객들에게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 수용될 수 있다. 전봉준이 언급한 일본

과 청국을 해방기 조선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으로 대체한다면 <녹두장군>은

범박하게나마 관객들에게 3년여 뒤에 일어날 한국전쟁의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었다고 할 것이다.

망국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해방기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

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녹두장군>의 주동인물은 농민혁명가 전봉준이지

만 이 작품은 해방기 공동체에 관한 전망을 지도자의 과제로만 귀결시키지 않

는데, 여기에 이 작품에 우수성이 있다. 지도자가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대

통합을 주장하는 <대원군>과 달리 <녹두장군>의 전봉준은 혁명을 완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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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결국 무력하기 그지없었던 관군에게 체포당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이승우 저년을 쏘아라. (호령소리와 함께 관병들이 그곳에 쓰러져 있는 향

월을 향해 총을 쏜다)

전봉준 이놈들아. 이미 자결한 사람에게 총을 쏘느냐, 빨리 나를 쏘아라.

이승우 (황당해서) 빨리 저놈을 묶어라.

그제야 관병들이 대어들어 전을 뒷짐결박한다.

전봉준 이놈들아! 왜병이 궐내에 침범했을 때 네놈들은 뭣을 하고 있었더

냐?……이제와서 나를 잡겠다구?…… 너희들이 백사람 천사람의 전

봉준은 잡아 죽일 수 있어도 이미 백성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

은 그 정신을 없애진 못할 것이다. 민심은 곧 천심인 줄 알어

라…… (일어서서 북을 향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막- (378쪽)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관군들은 포위당한 전봉준의 호령에 기가 눌려 우왕좌왕

하며 무력한 오합지졸로 표현돼 있다. 그런 관군에게 결박당한 전봉준이 막이

내리기 직전 마지막 대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백성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

은 ‘정신’의 문제다. 이 정신을 권력의 억압으로는 없애지 못한다는 전봉준의

대사는 곧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존재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녹두장군>이 당대에 남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하여 좌익

문단의 찬사를 받았다89)는 사실 역시 민중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높이 산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녹두장군>이 보여주는 민중에 대한 인식은 좌익의 기본적인 시각

과는 다소 결이 다른 점이 있다.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존재를 강

조하며 마무리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민중들은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혁

명의 의미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 또 이런 측면에서 <녹두장군>이 재현한

동학농민운동 역시 민중 자각의 결과물로 충실히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89) 정영진, 앞의 글. 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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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 농민군 병정들은 혁명이 한창인 상황에 벼슬자리 다툼을 하고 극의

종반에 이르러서까지 전봉준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총알에 맞지 않는 ‘요술’을

요구하는 무지몽매한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은

‘정신’을 바탕으로 역사적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군 병정들을 무지몽매

하고, 그 때문에 때로는 민중지도자인 전봉준과 대립하는 인물로 형상화한 것

은 아직 정신이 깨어있지 못한 민중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다. 이런 비판은

곧 지도자가 아니라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할 가능성이 큰 해방기 관객들에게

역사의식의 자각과 그에 근거한 공적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되며, 관객 입

장에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 이 같은 고민은 공동

체 건설에서 민중의 의식과 행동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 관객들이 이해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대원군>과 <녹두장군>은 해방기 범람했던 역사극들 가운데서도 망국의 역

사로 이어지는 조선말기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

를 점한다. 해방기 역사극 상당수가 3·1운동과 같은 항쟁사나 식민지 시기 고

통을 형상화하여 해방을 맞은 관객들의 격렬한 감정에 손쉽게 부합하여 했던

것과 달리, 이들 작품은 망국의 전사를 다루면서 망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

름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 같은 역사적

해석은 이분법적 인물 구도에 따라 악한 인물들을 망국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

하는 등 단순화된 인과관계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중들

의 손쉬운 이해를 추구하는 한편 관객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공동체 문제

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대원

군>은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을 주장한 반면 <녹두장군>은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의 자각을 강조하는 등 각 작품이 제시하는 정치적 전언

은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작품을 통해 정치적 전언을 재생산하던 작가들이

당시 관객 대중의 다종다양했던 취향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읽어내고 특히 어

떤 집단의 정치적 욕망을 반영하려 했는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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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립운동의 감각적 재현과 비연극적 대화 구조

독립운동사는 해방기 연극이 소환하는 대표적인 민족사다. 3·1운동이나 독립

운동가의 활약상을 담은 독립운동사는 해방 이전까지는 말할 수 없는 역사였

다. 해방기 연극은 독립운동사를 다룸으로써 해방기 관객들이 해방의 기쁨을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한편, 해방을 민족사적 흐름 속에서 당위적으로

나타난 성취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식민지 이전의 조선과

해방 이후 현실의 조선 사이 존재하는 민족사의 틈을 독립운동사로써 채워 민

족을 단절되지 않은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상90)하려는 시도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독립에 대한 요구를

극장에 앉아 연극적인 형태로나마 마음껏 반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독립운동사, 곧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해방기 연극은 이 같

은 관객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무대 기호와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 감각적 측면에서는 태극기, 애국가, 만세 소리와 같은 민족을 상상하게

하는 시·청각적 기호를 적극 활용하여 관객들이 해방의 환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무대 위에 재현하여 관객들의 지적 욕망을 해소하고 대중지성을 획득할 수 있

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는 과도한 설명이나 길게 이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대화 등 일면 연극성을 해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해방기

연극 중 이 같은 특성을 잘 들어내 보여주는 작품으로 김춘광 작 <안중근 사

기>와 함세덕 작 <기미년 3월 1일>(5막)을 들 수 있다.

<안중근 사기>는 도마 안중근(1879-1910) 의사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전편, 4막), 그 결과 재판을 받아 끝내 사형에

처해지는 과정(후편, 3막)을 그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이다. 1946년 1월 안종

화 연출로 청춘극장이 수도극장에서 전편을 초연한 이래 1948년까지 전·후편을

합해 총 6회나 공연된 기록이 확인되는 해방기의 대표 인기 레퍼토리 중 하나

다. 안중근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가정비극의 주인공으로

90)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Benedict

Anderson,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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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하는 등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강해 당시에는 “의열사(義烈士)를 모독하

며까지하야 매물(賣物)로”91)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는 “민족문화재에 다소 기여가 될 수 있었”92)던 작품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기도 한 해방기 연극사의 문제작이다.

전편 1막에서는 경운궁에서 학부대신 이완용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林

權助), 공작 이토 히로부미 등이 고종황제를 겁박한 끝에 대신들의 묵인 하에

을사조약을 강제 조인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편 1막은 안중근의 생애나

의거를 다룬 것이 아니며 안중근이 등장조차 하지 않아 전·후편을 통틀어 봤을

때도 이질적인 부분이다. 대신 안중근의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의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사를 직접 무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청춘극장이 지닌 화려한 무대장치술 등 연극적 자원이 적극 활용

된 점93)이 눈에 띤다. 망국의 순간을 인물 간 대화나 전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직접 무대 위에 재현하는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

91) “그리고 역사극의 유행에 있어서는 이것이 문화적 유산의 정당한 계승을 위하랴는

양심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상업주의적 영합에 끌이는 경향이 있음을 통환(痛歡)(歡

은 歎의 오식으로 보임-인용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비교적 기술적으로 우

수하였고 양심적인 안영일 연출의 「논개」를 비롯하야 김태진 연출의 「이순신」

안종화 연출의 「미륵 왕자」 등이 모다 그러한 범주(範疇)에 속한다. 특히 한심한

것은 우리의 의열사(義烈士)를 모독하며 까지하야 매물(賣物)로 한 「안중근 사기(史

記)」 「김상옥」 사건 등의 상연이다.” (이태우, 앞의 글.)

92) “한해 무대예술 중 억지로나마 민족문화재에 다소 기여가 될 수 있었다고 규정한다

면 겨우 청춘극장의 김춘광씨 작 겸 연출로 된 안중근 일기와 극예술협회의 유치진

씨 작 겸 연출로 된 은하수가 가작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김상화, 「무대예술의

회고와 전망」, 『경향신문』, 1948.1.25.)

93) <안중근 사기> 전편 1막의 무대 설명은 “무대면 중앙으로 대궐이 웅장하게 있고

좌우로 기둥이 큼직하게 섰다. 중앙에는 이태왕(李太王)이 앉으실 용상이 놓이고 궁

궐 같은 기풍이 농후하여 전부가 그 당시 경운궁을 연상하게 된다. 모탄자 전요가 쭉

깔리고 용상이 놓인 앞에는 향로가 놓여 연기가 돈다.”(김춘광, 『희곡 안중근』, 범

우사, 2010. 21쪽. 이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표수만 표시함)고 되어 있다. 이 무대

설명은 청춘극장이 같은 해 공연하는 <대원군>의 5막의 무대 설명과 비슷하다. 곧

김춘광은 청춘극장이 가진 화려한 의상이나 대소도구, 무대 제작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 작품 저 작품에 궁궐 장면을 반복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작품 외

에 김춘광의 <단종애사>, <미륵왕자>에도 비슷한 배경이 활용되며, 대본이 남아 있

지 않으나 <이차돈>(1947), <제11대군왕>(1947), <평강공주와 버들애기>(1947) 등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기술 및 극단 경영 기법 차

원에서 추후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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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출하게 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점에서 전편 1막에서 철저한 친

일파이자 악인으로 형상화된 이완용은 관객들이 조선 망국의 원인을 단편적으

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이자 그들이 지닌 오랜 망국의 분노를 분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반면 고종황제는 망국의 책임에서 한발짝 비켜난 것으로 그려져 있다. 고종

황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 가사를

상호텍스트로 동원해 감상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예컨대 조약의 조인을 촉

구하는 일본 공사를 곁에 두고 고종황제가 신하 박제순에게 건네는 “아직도 달

빛이 황성 옛터를 비추이는가?”(51쪽)라는 대사는 전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다. 하지만 이 대사는, 이미 1928년 이애리수가 불러 식민지 시기에 공전의 히

트를 친 노래 ‘황성 옛터’의 가사인 “황성 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와

그 노래가 주는 정서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고종황제의 서글픈 심사를 전달하

기에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편 1막의 무대에서 대한제국 말기에 체결된 한·일 간 조약문들이 고스란히

낭독된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여기서는 망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광무 9년

(1905년) 한일협상조약(을사조약)뿐 아니라 그에 앞서 광무 8년(1904년)에 체결

된 한일의정서의 전문까지 모두 등장인물을 입을 통해 공표된다. 이 같은 사료

의 충실한 복원은 관객들이 무대 위 사건을 공적인 역사의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망국의 참상과 고난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그 상황에

이르게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관객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역사적 지식과 경험의 확장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관객들에게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의 확장을 이뤄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장면들은 <안중근 사기> 전·후편을 아울러 꾸준히 연출된다. 전편 3막

에서 대동공보 사원 유진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한촌(新寒村)

비밀결사를 찾아온다. 유진율이 여기서 만난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 독립운

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명씩 취조하듯 인적 사항을 캐묻는 부분은 부자연스럽고

사실성이 떨어져 극적 환영을 깨뜨릴 여지가 크다. 후편 1막과 2막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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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부치 거짓말 말고 진정한 대답만 하시오.

안중근 네…….

미조부치 에! 그대는 안응칠이라고 부른다지?

안중근 고향에서는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는 안응칠이라고 불렀

소.

미조부치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이유는?

안중근 이유는 아무 것도 없소.

미조부치 언제쯤 브라디보스토크로 들어왔는가?

안중근 3년 전이오.

미조부치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안중근 오직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소.

미조부치 군사를 거느리고 함경도로 간 일이 있는가?

안중근 있소.

(중략)

미조부치 종교는?

안중근 신천 살 때 천주교를 믿었소.

미조부치 집안이 다 믿었소?

안중근 그렇소.

미조부치 어떻게 천주교를 믿게 되었소?

안중근 불란서 사람 홍신부님을 모신 다음부터요.

미조부치 세례는 받았소?

안중근 네……. 받았소.

미조부치 몇 살때요?

안중근 열일곱 살때요.

미조부치 고향에서는 의병대장 노릇을 했다지요?

안중근 네…….

미조부치 왜 그만두었소?

안중근 일본놈 등살에 그만두었소.

미조부치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해보시오.

안중근 내 나라 신청년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키고 병법을 잘 가르칠

까 하는 생각과, 하나는 하루바삐 독립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왜놈

을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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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부치 국가사상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가?

안중근 5년 전부터요. (193-195쪽)

인용문은 후편 1막에서 미조부치(溝淵) 검찰관이 안중근을 취조하는 장면이다.

후편 1막에서는 먼저 중국 기자들이 등장해 검찰국 서기와의 대화를 통해 안

중근 등 독립운동가들의 검거 과정을 전사로 설명한 뒤 중국 기자들의 입을

빌려 안중근의 의거를 개인 자격의 살인 범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

기한다. 이어 미조부치 검찰관은 차례대로 조도선, 우덕순, 안중근에 대한 신문

을 진행하는데, 대화가 인용문처럼 짧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한참동안 이어진다.

각 인물들의 나이와 직업, 고향, 가족 사항, 교육 경력, 해외 생활, 독립운동에

나선 계기, 국가관, 대(對)일본관 등 정보를 짤막하고 반복적인 문답을 통해 제

시하는 것이다. 이같이 메마른 문답 형식의 대화는 2막 재판 장면으로까지 그

대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정보 전달 위주의 대화 방식은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을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로 형상화하는 데에 일정 부분 효

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별다른 지시문도 없이 단조롭게 이어지는

대화가 관객들의 격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데에는 그다지 유용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 같은 장면은 단지 관객들에게 자신들은 사실이 충실하게 재현된 역

사극을 소비하고 있으며 고증을 거치지 않은 저급한 통속적 시대물을 소비하

는 행위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착각’을 바탕으로 구별짓기를 행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안중근 사기>는 나름대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고 작가

역시 의식적으로 이런 자세를 견지하려 했지만94) 사실은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94) “*주의* 이곳에 변호인의 변론 및 본론과 선결문제 총론이 있지만, 연극에는 별로

필요치 않으므로 생략함! 검찰관 논고에도 사실론과 각 피고의 성격이라든지 범죄의

동기라든지 범죄의 기회 및 행위 상태가 분명히 있고, 또 법률론이라든가 소법(訴法)

상 문제 같은 것을 일일이 쓰고 싶지만, 이것은 연극에 별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한

요소만을 추려서쓰니 제현(諸賢)은 양해하소서.”(244쪽) 및 “안의사 선생 사기에는 결

코 감옥에서 가족을 만난 일도 없고 가족이 찾아간 일도 없습니다. (중략)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으로 안의사가 생겨났고 안의사의 자취가 거룩하다면 그 아들을 낳아주

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찾아오셔서 만나보는 것이 결코 논리와 도덕에 허물

이 없을 것을 작자는 생각하고, 여기에 창의의 정열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너그러

이 살피시고 읽으십시오.”(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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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극중 안중근은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노모와

아내,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온 가정비극의 주인공으로 형상화된다. 김춘광은

작품의 전·후편에서 모두 사료의 왜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실제

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안중근과 가족들의 만남을 이야기 곳곳에 의도적으로

삽입하기도 한다. 특히 이 같은 장면에서 안중근은 민족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

해 부성애나 부부/모자의 정까지 매몰차게 끊어내는 비범한 인물로 그려지며

관객의 누선(淚腺)을 자극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사실 이미 대중에게 익숙

한 멜로드라마인 가정비극의 서사를 손쉽게 소비하면서도 스스로가 지적인 독

립운동 서사를 소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95)

<안중근 사기>는 정보 전달 중심의 대화로 충족할 수 없는 민족에 대한 감

각적 인지의 문제는 주요 시·청각적 기호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다룬

다.

개막.

비밀결사.

무대는 암흑! 라이트가 반사되면 맨 앞 교의에 우덕순과 조도선 두 사람이 커

다란 태극에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쓴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태극만 보이고, 그

다음 우덕순이, 그 다음 조도선이 보인다. 불이 밝아진다.

우덕순 선생님, 걸어온 자취가 얼마나 큼직한가, 우리는 생각해봅시다.

조도선 과연 장하십니다. 범인이 아니오.

우덕순 (태극을 들고) 이것이 그때 열두 동지가 모여 앉아 손가락을 잘라

쓴 것이오. 대한독립, 대한독립.

조도선 네, 나도 말만 들었더니 지금 태극을 보니 어떻다고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이 흐릅니다. (태극을 어루만져본다.)

우덕순 만이면 만 사람이 다 이러한 길을 걷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100-101쪽)

95) 같은 해방기 작품 중 비슷한 양상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김영수 작 <상해야화>, 박

로아 작 <선구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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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촌 비밀결사를 무대배경으로 하는 전편의 3막은 ‘커다란 태극에 혈서로 대

한독립이라고 쓴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며 막을 올린다. 여기에 곧장 이어지

는 조도선과 우덕순의 대사는 관객들이 민족을 상상하며 느끼는 감상적 정서

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자 이를 유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발화

라고 볼 수 있다. 무대 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혈서를 쓴 태극은 관객들이

꾸준히 해방 이전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실천 의지를

상상하도록 한다. 여기다 민족의 시간적 지표로서의 ‘반만년’, 공간적 지표로서

의 ‘삼천리 강토’라는 발언은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는데 이 역시 관

객들이 민족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상상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표현이다.

특히 <안중근 사기>는 전편과 후편의 각 마지막 장면을 격한 감정을 동반

한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마무리 짓는다. 전편에서는 저격에 성공한 안중근이

“민족의 원수를 잡았다”며 감격에 겨운 통쾌한 웃음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마디 소리로 크게’(144쪽) 부른다. 이는 관객들의 민족 정서를 최고조로 고무

시키는 부분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금지되었던 만세 소리를 마음껏 부를 수 있

는 장을 연극적으로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후편 역시 마지막 장면에서

‘회심곡’이 길게 이어진 직후 안중근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오

면 등장인물들은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만세를 부를 것을 요청96)한다. 이 지

점에서 관객의 적극적인 만세의 수행은 정치 퍼포먼스의 장으로서의 공연의

의미를 강화시켜 연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방기 연극에서 안중근 의사 자체를 우익의 전유물로 보기는 어렵다. 안중

근의 의거가 조선독립에 공헌한 바에 대해서는 우익뿐 아니라 해방기 좌익 역

시 일정 수준 인정97)하고 있었으며, 해방기 연극계에서는 좌·우익, 상업극을 가

96) “우덕순: 아이구, 이제는 우리 선생이 죽었구나.(세 동지 운다.) 우리는 선생의 유지

를 받들어 모시며 만세를 불러드립시다. 대한독립 만세!(가장 슬프게 들린다.) / 조도

선: (비장하게) 만세! / 유동하: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만세! / 막이 내린다.” (271

쪽)

97) 정부 수립 이후 북학 역사학계는 안중근 의거의 가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애국테

러’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이 아

니라 인민이라는 사회주의적 의식이 기본적으로 작용한 때문인데, 이후 김일성과 당

의 주도 하에 재평가 작업이 진행된다. 안중근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대해서는 윤경

섭, 「북한의 안중근 인식 변화와 재평가 과정」, 『동북아연구』29권 1호, 조선대학

교 동북아연구소,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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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고 안중근의 의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무대화한다. 당시 신문광고를 보

면 좌익계 조선연극동맹 산하 혁명극장에서도 안중근을 소재로 한 연극을 준

비한다98)는 문구가 확인되며 심지어 악극단에서도 안중근의 의거를 악극으로

만들어 연일 만원사례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99) 이런 양상으로 볼 때 해

방기에 안중근은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인물이라기 보단 대중적 역사 소재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족을 상상하려는 해방기 관객들에게 안중근은 애국

과 독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발견되어 정치 및 예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소비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중근 사기>는 안중근을 멜로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이 감상

적으로 형상화 하면서도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또 만

세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장까지 만들어냄으로써 통속적 대중성과 정치적

대중성을 함께 확보한 연극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함세덕100) 작 <기미년 3월 1일>은 1919년 3·1만세운동의 조직과 진행 과정

을 충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함세덕은 이 작품을 쓰기 위해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당시 살아있던 권동진, 오세창, 함태영, 이갑성 등과

관련 남녀학생 주모자, 형사 등 20여명을 인터뷰하고 법원 판결문과 경찰 보고

서까지 참고하였다.101) 본래 조선연극동맹이 주최한 1946년 3·1절 기념 공연으

98) “혁명극장에서는 박영호 작 번지 업는 부락을 상연하야 만흔 환영을 밧엇는데 이번

에는 「인민위원회」와 '안중근' 두 각본을 상연하리라 하야 단연 극단의 이채(異彩)

를 띄우고 잇다.”(『자유신문』, 1945.11.6.) 하지만 실제 공연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다.

99) 라미라(羅美羅)가극단은 1945년 11월에 ‘순국의열사봉건회(殉國義烈祠奉建會) 후원

작품’이라며 박명숙 작, 이부풍 연출, 김정환 장치로 <의사 안중근>(12경)을 무대에

올리는데(『자유신문』, 1945.11.29.) 개막 바로 다음 날부터 신문광고에는 꾸준히 ‘만

원사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자유신문』, 1945.11.30. 및 『대동신문』,

1945.12.2-3.)

100) 1915년 인천 출생. 인천 공립보통학교, 인천 상업학교 졸업. 1935년 『동아일보』에

시 <내 고향의 황혼>, <저 남국의 이야기를>, <저녁> 게재, 이듬해 『조선문학』(2

권 9호)에 희곡 <산허구리>를 발표하며 극작가로 데뷔하였다. 이후 극예술연구회의

후신인 극연좌에서 활동하다 1940년대 초에는 국민연극에 참여한다. 해방 후에는 좌

익 계열의 조선연극동맹에 가입, 진보적 민족주의 확산을 위한 연극 활동을 해나가다

1947년 즈음 월북한다. 이후 북한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희곡집 《동승》을 남겼으며, 35년 짧은 생애동안 번안극을

포함, 20여 편의 장·단막극을 남겼다. (노제운 편, 앞의 책. 참조)

101) 『신천지』1권 2호, 1946.3.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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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획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2일부터 낙랑극회가

함세덕 연출로 국제극장 무대에 올렸다.102)

<기미년 3월 1일>은 3·1운동이 촉발되는 과정에서의 각종 논쟁을 세밀하게

재구성해 무대화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작품에서 성화여학교 학생 정향현을

포함한 3·1운동의 주도 세력인 학생들 내부, 또 학생들과 민족대표 33인, 성화

여학교 교사 최순천과 일본인 교사 나카니시 하마(中西濱), 향현과 일본 헌병

대 장교 등 인물 간 논쟁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일련의 논쟁들은 종내에

는 그 결과물인 3·1운동의 촉발로 시선이 모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등과장 무단정치라니?

향현 문화를 수립하고 경제를 부흥시키어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행

복되게 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헌병 순사 군대의 삼중도로 조선 사

람을 탄압하야 그들의 의사를 억제하고 인권을 유린하야 1,600만

민족을 영원이 이 지상에서 박멸할려는 당신들 정치의 대명사 말이

요.

고등과장 그럼 우리는 조선인의 안녕질서의 유지자가 아니고 조선인의 자유

와 재산의 보호자가 아니란 말이냐?

향현 뿐만 아니라 표 없는 개를 잡으려는 쇄올개미와 몽둥이를 든 백정

에 가깝다고 봐요.

나카니시 마아 데이고－갱. 쇼－이도노 오에다 닷데. [소위님더러 백정이라

고?]

고등과장 총독부의 정치가 무단정치라면 어째서 학교를 설립하고 앨써 너희

들을 가르칠려고 하겠냐? 아니 나온다는 여자를 가마를 태우다시피

하여 연필을 주고 공책을 주고 월사금도 안 받고 너희들을 가르칠

려고 막대한 비용을 예산에 계산하는 이유는?

나카니시 그리게 말이요. 내무국의 작년도 교육비 예산은 30만 원이요.

향현 그건 당신들이 우리들의 문맹을 깨춰줄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일

본 신민을 만들려는 수단이요, 당신들의 충실한 개로, 머슴으로, 노

예로 만들려고 하는 방편이에요. 당신들은 연필을 주고 공책을 주

102) 『서울신문』, 194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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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월사금을 면해줬다고 하지만 그 대신 우리말을 빼앗어가고 우리

의 역사를 빼앗어가지 않았어요? 조선말을 못 하게 하고 당신들 일

본말을 상용케 하고, 단군 대신 아마데라스 오-미까미(天照大神)를

머리에 집어넣어줬으며, 고유한 우리 민족의 역사·전통·사상·도덕·

풍속 등 가운데서 온갖 미풍을 제거하고 괴상망칙한 당신들의 문화

를 강제적으로 의식시킬려고 하고 있지 않어요? 조선의 4천년 역사

와 일천육백만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킬려는데 그까짓 교육비 30만

원이 많단 말이에요?

나카니시 마아, 고노고와……. [어쩌면 얘가……] (하고 얼골이 푸르락 누르락

한다)

고등과장 (폭발하려는 감정을 억제하며) 그럼 교육비 30만원이 적어서 하는

말이냐?

향현 작년도 경찰비가 150만 원이고 재판소와 감옥비가 137만 원인데 교

육비 30만 원이 기형적 비례가 아니고 뭐예요? 30만 원 중에두 7만

5천 원은 당신들 일본애들 교육비 아닙니까?

고등과장 넌 뭐든지 이로메가네(色眼鏡)로 보는 악질 습성을 가졌구나.

나카니시 죠센징 각세이와 젠부 히네꾸래데이마스. [조선 학생들은 전부 외져

있어요] 우리 일본 아해들의 심상소학굔 현재 324교예요. 그런데 조

선 아해들의 보통학굔 426교로 약 100개가 더합니다. 그런데도 우

릴 무단정치라고 하고 배격하니 이런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향현 통계를 늘어놓실려거든 비례까지 늘어놓세요. 1,630만 9천 명 조선

사람에게 426이면 3만 8,200명에 한 학교예요. 당신들 이수자 32만

1천 명에 324이면 987명에 한 학교 아니예요? 그것뿐이예요? 당신

들은 소학이 6년제, 중학이 5년제인데 조선 사람은 보통학교가 4년

제, 고등보통이 4년제예요. 수료연한에도 차를 두고 월사금에도 차

를 두고 허다 못 해 영어시간 수효에도 차를 두고 있지 않아요? 여

기에선 최선생님하고 나카니시 선생은 사립학교지만 월급에까지 차

가 있어요.103)

1막은 미국인 선교사 사이폴이 교장으로 있는 성화여학교 학생들이 민족자결

103) 노제운 편, 앞의 책. 82-84쪽. 이후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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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자극을 받아 3학년 향현의 주도로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던 독일 황제

에게 보낸 독립 탄원서가 발각되자 결국 학교에 들이닥친 헌병대에게 향현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줄거리다. 여기서 향현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시총감부 고

등과장이자 헌병대 소위인 다와라(俵河)와 일본의 ‘무단정치’를 놓고 긴 논쟁을

벌인다. 향현은 일제가 ‘헌병 순사 군대’를 동원해 조선인을 탄압하고 있음을

근거로 당시 일제의 통치는 무단정치라고 강조한다. 고등과장과 일본인 선생

나카니시는 일제가 학교를 설립하고 예산을 들어 조선인을 교육한다는 점을

들어 향현의 주장을 반박한다. 여기에 향현은 다시 일제의 교육은 조선인을

‘일본 신민’으로 만들려는 방편일 뿐이라고 맞선다. 이러한 일제 통치의 성격과

교육의 목적성에 관한 논쟁은 이후 1차 대전에서의 일본의 유불리와 같은 국

제정세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향현의 주장에 대해 고등과장과 나카니시 선생 등 일본인들

도 일일이 이를 반박하며 논리적으로 향현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

다. <기미년 3월 1일>은 해방기 대중들에게 가득했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일본인을 일체의 지적 대화가 불가능하고 일방적이며 무자비

한 인물로만 그리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작가

의 인식이 당대 대중과 달랐다기보다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라

고 봐야할 것이다. 곧 3·1운동의 정치적 배경을 대화를 통해 간접 제시하고, 논

쟁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설정인 것이다. 사실 향현과 나카니시, 고

등과장 간의 이 같은 대화는 학교에 들이닥친 헌병대에게 학생이 조사를 받는

다는 극적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다. 또 그 자리에서 복잡한 숫자를 줄줄 외워

내는 향현의 모습 역시 작위성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장면은

당대 대중의 지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역사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논쟁은 3·1운동 세력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진다. 2막에서는 독

립선언에 어떤 세력을 포함하고 각계 대표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윌슨의 14개

조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3막에서는 민족대표 구성 문제, 기

독교와 천도교의 운동 합작 문제 등 논쟁이 길게 이어진다. 이 같은 일련의 무

대화된 논쟁은 관객들이 3·1운동을 단순히 격한 감정과 만세 소리뿐 아니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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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쟁과 투쟁의 결과물임을 인지하도록 만든다. 논쟁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지적 활동에 속한다. 이에 3·1운동을 둘러싼 일제 정책과 국제 정세, 민족 투쟁

등에 관한 잇단 논쟁의 무대화는 관객 대중의 교양에 대한 욕망과 역사의식을

다방면에서 자극하고 또 충족시켜 주게 된다.

더불어 이 같은 논쟁들은 해방기 대중의 현안인 공동체 구성에 관한 시각과

겹쳐 이해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민족의 염원인 독립을 위한 논쟁

은 곧 독립을 이룬 해방기 현재의 조선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극중 3·1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독립만세운동을

역사적 당위 차원의 독립으로 나아가는 전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기반으로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곧 새 독립국가 건설 기획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어떤 세력을 포함하고 누구를 대표로 세울지의 문제

는 곧 해방기 현실에서 국민/비국민을 가르고 새 공동체에 누구를 수용하고 배

제할지의 논리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위건 한일합방을 누가 했기에? 물론 리완용·송병준·리용구 놈들이 팔아

먹었지만 최후의 어전회의를 마춘 왕께서 황족대표자 리재면(李載

冕), 원로 대표자 김윤식을 부르셔서 최후의 자문을 하셨을 때 김윤

식 씨가 절대루 합방해선 안 된다구 했으면 오늘날 우리 조선이 이

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

김원벽 그건 억설일세. 김윤식 씨가 우겼다구, 합방이 안 됐겠나? 총리대신

리완용, 내무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 탁

지부대신 고영희(高永喜) 눔들이 사내(寺內) 총독놈, 대동일진회 송

병준·리용구 등 하구 꽉 짜가지구 그냥 강제적으로 왕께 도장을 찍

으시라구 했는데, 그 내막을 아는 그이가, 해두 이미 소용 없는 반

댈 해서 뭘 하겠나?

김문진 당시 원로대신들 중에 그래두 나라를 애낀 사람의 한 사람이지.

강기덕 삼대일루 김윤식 씬 추대하기로 합니다. 각계에 두명씩이니까 또

한 분……?

김원벽 전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 씨 어때?

한창환 이의 없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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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벽 이등박문(伊藤博文)이 놈이 한일합방의 기초공작으로 우리나라에

외교권을 저희놈들한테 무조건하구 위양하라구 강제적으로 공갈한

을사년 조약에 법무대신 리하영(李夏榮),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

綺)하구 셋이서 ‘부’(否)자를 쓰구서 절대 반대한 분이니까.

강기덕 그럼 만장일치로 한규설 씨를 추거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은 귀족

계에서…….

한위건 귀족이란 게 대체 뭐야? 나라 팔아먹구 현금 몇 만원씩하구 작위

받아먹은 놈들 아닌가? 그자들은 모조리 빼버릴 뿐 아니라 아주 죽

여버려야 하네.

김원벽 귀족두 귀족 나름이지. 을사조약에 반대하고 목을 찌르고 자살한

전 보국(輔國) 민영환(閔泳煥) 씨두 매국노란 말이야? 후작의 영전

날 독을 먹구 자살한 신남작 김석진(金奭鎭)과, 역시 목을 찌르구

자살타 미수한 신남작 조정구(趙鼎九) 같은 사람두 있지 않나?

한위건 허지만 현재 살아 있는 사람으루 지졸 지킨 사람이 있어야지?

김원벽 웨 없어. 윤용구(尹用求) 씨가 있지 않나?

한위건 윤용구 씨?

한창환 자네가 졌네. 그분은 작위 주는 것 싫다구 퇴한 양반이야…….

한위건 그런 이가 있었든가?

강기덕 그럼 윤용구 씨를 추거하기로 함. 다음 또 한 분은?

김원벽 박영효(朴泳孝) 씨루 하지.

한위건 그인 백작을 받구 은사금이란 나미다낑까지 받은 치 아닌가? 철두

철미 처음부터 친일파구.

김원벽 친일파라두 그건 어디까지든지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취한 방법으

로서의 외교수단이였다구 나는 보네. 그 증거루 그가 양위(讓位) 문

제에 취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네. (105-107쪽)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는 학생 세력은 민족대표 명단을 작성하면서 거명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들을 소상하게 따지고 서로 의견을 물은 뒤 민족대표로서

의 적부(適否)를 따진다. 여기서 학생들의 인물평은 관객들에게 실존했던 역사

적 인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켜주는 측면도 있는데, 더 나아가 주목할

지점은 이 인물들을 포섭/배제하는 기준의 문제다. 학생들은 을사조약을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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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대한 한규설 외에 한일합방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애낀’ 김윤식, 일본이 주는 작위를 거부한 윤용구 등을 민족대표로 추대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귀족두 귀족 나름’이라는 논리로 일본이 작위를 주었더라도

이후 애국적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이 같은 평

가 과정은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의 논리가 거꾸로 1919년 상황에 적용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 대표적인 친일 자본가인 한상룡(1880-1947)을 전

략적으로 포함시키는 장면104)은 새 민족공동체에서 친일파는 ‘포복절도’할 풍자

의 대상으로만 수용되고 존재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기미년 3월 1일>은 이러한 역사적 지식의 전달과 해석의 시각을 관객들이

해방의 감격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들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은 여타 계몽성 짙은 토론 위주의 해방기 연극 작품

들과의 차별성을 획득한다. 일련의 논쟁을 충실히 재현하며 그 결과물로서 3·1

운동을 관객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전략은 극의 5막에서 독립선언문 낭독 장면

이 주는 감격을 배가시킨다. 여기서 관객들은 민족공동체로 호명되어 3·1운동

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또 선열들에 대한 추도 의식에 참여105)하게 되는데,

이때 관객들은 단순히 태극기와 만세 소리에 정서적으로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 독립만세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물로서

해방을 인지하는 역사의식을 갖춘 조선인으로서의 존재성을 갖는 것이다. 곧

<기미년 3월 1일>은 해방기 대중들이 요구한 민족에 대한 상상을 감각적으로

또 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기 현안에 대한 일정

한 시각까지 제공한 작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4) “최순천: 강선생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사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구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그사람이 아까 김선생 말씀대루 극도의

친일파구 총독부의 충실한 머슴이기 때문이에요. 그인 사내(寺內) 총독의 쉬영아들이

란 말까지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람을 리승훈 씨하고 어깨를 나란히 적어놓면 재미있

는 대조일 꺼예요. 한 사람은 총독을 암살하려든 사람으로, 한 사람은 그의 쉬영아들

로. 이 선언서를 받아보는 외국공사, 영사들이나 국제연맹의 전권 대사와 윌슨은 혼

자서 속으로 중얼거릴 꺼예요. ‘한상룡이 같은 친일적인 사람이 다 이 독립운동의 선

두에 나섰을 때야 일본놈들이 얼마나 악착하게 해먹었을까…….’ 그뿐 아니라 이 선

언서를 받는 사내(寺內)는 ‘우리 쉬영아들까지가 독립을 갈망할 때야 내 무단정치가

확실히 지나친 게 분명해……’ 하구 반성할 거예요. / 일동: (포복절도[抱腹絶倒]한

다)” (110-111쪽)

105) 양근애, 앞의 글.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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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역사’였던 독립운동의 재현은 해방기 관객들에게 관극 경험

그 자체만으로 해방의 기쁨을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안중근 사기>와 <기미년 3월 1일>은 이 시기 쓰인 다른 독립운동 소재 작품

들과 마찬가지로 태극기, 만세소리 같이 민족을 상상하게 하는 시·청각적 기호

를 적극 활용하여 관객들이 해방의 환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

면서도 해방을 민족사적 흐름 속에서 당위적으로 나타난 성취의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무대

위에 재현하여 관객들의 역사의식을 자극한다.

<안중근 사기>는 부자연스러운 짧은 질의응답을 길게 이어가는 방식으로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같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관객들이 충실히 섭

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미년 3월 1일>은 독립운동을 기획하는 학생 세력 내

부, 학생들과 민족대표 33인, 학생과 일본인 교사 등 인물 간 다양한 논쟁을

무대 위에 재현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촉발 과정에 대한 관객들의 대

중지성을 형성시켜 준다. 두 작품은 공히 과도한 설명이나 길게 이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대화 등 일면 연극성을 해치는 듯한 대화 구조를 보인다. 제한된

무대공간과 공연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서스펜스를 유지해야

하는 연극의 특성상 이 같은 대화는 필히 연극성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이

다.106) 하지만 이러한 비연극적 대화 구조는 독립운동사를 교양 차원에서 이해

하고 이를 통해 역사의식을 드높이고자 한 해방기 관객들의 욕망을 충족시키

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품은 이러한 역사 지

식의 전달과 해방된 감각의 환기를 적절하게 조화시킨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106) 당대 비평 수준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특히 역사 소재 극에 나타나는 일부 비

사실적 장면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하는 시각이 발견된다. 김광주는 김구의 『도왜실

기』를 극화한 토월회의 <아느냐! 우리들의 피를>(박승희 작, 안종화 연출) 공연에

대해 “이 극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연극 구성의 허다한 허구와 무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하면 개막 즉후의 해설적 낭독이라던지 더욱이 2막 상해 생활의 사

실에 부합치 않는 점 마지막 장면의 무리한 수법 등 얼마던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

나 이 역시 이 극을 살려보고 십은 작자의 정열에서 나온 허구라고 생각해야 할 것

이다.”라고 평가한다. (김광주, 「<아느냐! 우리들의 피를> 보고」, 『조선일보』,

1946.4.10.) 여기에는 토월회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겠으나, 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 소재 극에서도 일부 허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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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소양 차원의 역사의식을 갖춘 조선인으로서 무대화된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참여하도록 만들며, 이 지점에서 정치적 대중성 역시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 논의와 같이 민족사를 소재 차원에서 무대 위에 소환해낸 해방기 연극

은 민족을 상상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방기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야를 확보하고자 했던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켜 주며

대중성을 획득한다. 여기에는 민족사의 질곡을 주로 정서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감상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의 감각을 강화하는 방식이 동원된

다. 이 과정에서 좌익 및 우익의 직접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담지한 주장은

전경화 되기보다는 민족담론의 뒤편에 위치하며 역사적 사건과 해방기 현안에

대한 시야의 확보 차원에서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런 양상은 기존 연구

에서 좌익극으로 분류했던 <녹두장군>, <기미년 3월 1일>이나 우익극 또는

상업극으로 분류된 <대원군>, <안중근 사기> 등에서 공히 드러난다. 곧 이 같

은 무대화 방식은 폭넓은 관객 확보를 위해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수용하려

했던 해방기 연극의 일반적 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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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담론의 일상화와 전통적 윤리의 변용

3.1. 정치 주체로서 여성 인물과 가부장적 윤리의 균열

해방을 맞아 민족공동체를 상상하는 조선인 앞에 놓인 최대의 과제는 상상

된 민족을 근간으로 한 민족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느

냐였다. 이는 곧 식민지 시기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국가와 민족공동체를

만들고 이 국가 및 공동체가 또다시 망국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방

을 맞은 현하의 조선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해방

을 맞아 건국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

는 대중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해방기 연극은 특히 이 문제를 일상적

경험 및 윤리 차원과 결부시켜 설명해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민족국가 건설

의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된 형태로 국가 건설을 직접적으로 논하기 보

다는 가정과 같이 관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고민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

는 단위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유행한 가정비극이나 인정

극의 윤리107)에 익숙한 관객들은 해방기의 거대 정치 담론을 이러한 익숙한 양

식의 서사를 통해 일상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나름의 시야를 확보했던 것이다.

이 같은 연극 소비 방식은 대중지성의 성립 조건 및 전달방법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본절에서는 우선 공동체 건설을 소재로 한 해방기 연극 작품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여성 인물을 등장시켜 해방기 현실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해방기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며 좌·우익 각각의 성향을 반영한 여성잡지, 여성신문 등이 발간되

고, 더불어 ‘여자국민당’이라는 여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등 여성의 정치적 활동

이 활발하게 진행된다.108) 해방 정국에서 여성들은 이처럼 어엿한 정치 주체의

107) ‘사람된 도리’를 주제로 한 인정극은 1910년 신파극에서부터 등장하였고, 인정적 윤

리의 문제는 1930년대에는 대중들로부터 가장 폭넓은 사랑을 받은 소재로 자리 잡는

다. 1938년 한 해 동안 상영된 영화 편수를 주제별로 분석한 통계(『매일신보』,

1939.5.13.)에 따르면 총 1558편의 영화 중 인정을 주제로 작품은 970편으로 그 비율

이 61%나 된다. (양승국, 「1930년대 대중극의 구조와 특성」, 『울산어문논집』1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179-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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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부각된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가 공동체 건설이라는 해방기 현안과 결

부되어 여성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자연스

럽게 귀결된다.

이 시기 작품들은 개성적인 여성 등장인물을 주동 인물로 기능하게 하여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을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다만 국가 공동체 건설에서 여

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시각은 작품마다 다르게 드러난다. 이는 여성을 바라보

는 극작가 개인의식이나 진영 논리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춘광 작 <미륵왕자>와 박로아 작 <무지개>(1막)는 공히 여성 등장인물이

극중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동인물로 기능한다. 하지만 이 인물들이 공동체 건

설이라는 정치적 의제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비평의 시각은 작품마다 차이가

드러난다.

<미륵왕자>는 후고구려의 왕 궁예(弓裔, 857?-918)의 일생을 전편, 출세(出

世)편, 후편에 걸쳐 그린 역사 소재 극이다. 궁예라는 역사적 인물과 태봉의 건

국 및 몰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고증을

통해 만든 역사극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은 배경으로만 제시되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남녀 간 삼각관계 등이 더 부각된다는 면에서 멜로드라마로서의 성

격이 더 짙은 작품이다. 해방기 5년 동안 1946년 9월 5일 양산백 연출로 국도

극장에서 청춘극장이 초연한 이래, 김춘광, 안종화 등 연출로 성남극장, 수도극

장, 중앙극장 등에서 총 8회나 공연된 해방기 최대 인기 레퍼토리 중 하나다.

현재 확인되는 공연 기록만 가지고 따져볼 때 <미륵왕자>는 해방기에 창작되

어 공연된 작품으로는 공연 횟수가 가장 많다.109)

108) 해방기 여성의 정치·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박용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

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19,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 및 이승희, 「한국여성운동

사 연구: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09) 해방기에 자주 공연된 작품들을 횟수별로 정리해 보면, 김춘광 작 <미륵왕자>, 임

선규 작 <유랑3천리>가 8회로, 가장 많은 공연 기록이 확인된다. <유랑3천리>는

1938년 작품으로 식민지 시기에도 수차례 공연된 사실을 감안하면, 해방기에 새로 창

작된 작품 중 8회 공연 기록이 확인되는 것은 <미륵왕자>가 유일하다. 다만 이 역시

전편, 출세편, 후편으로 이뤄진 시리즈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공연 기

록은 임선규 작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7회, 김춘광 작 <안중근 사기>가 전·후

편을 합해 총 6회, 김영수 작 <혈맥>, 김춘광 작 <단종애사>, <3·1운동과 김상옥 사

건>, <촌색시>, 청초생 작 <낙랑공주와 마의태자>, <숙영낭자전>이 5회, 김춘광 작

<이차돈>, 임선규 작 <정열의 대지>, 조우 작 <뇌우>, 청초생 작 <은혜냐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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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미륵왕자>는 기존 연구에서 전혀 주목

받지 못했다.110) 상업극 계열 작품으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전경화되지 않았

다는 점, 태봉이란 후삼국시대 국가의 건국사를 다뤄 망국의 식민지 시기나 해

방기로의 역사적 연결 지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 더불어 텍스트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륵왕자>는

1930년대 유명 레퍼토리가 여전히 인기를 끌던 해방기 상업극계의 현실에서

대중들로부터 가장 폭넓은 선택을 받은 신규 창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다.

사실 <미륵왕자>가 조선사나 식민지 시기 역사와는 거리가 뭔 태봉이라는

국가의 흥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기 대중들에게는 소재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작품이 해방기 대중 그

누구도 개인의 경험으로 기억할 수 없는 시기, 즉 구체성을 결여한 태봉이라는

국가의 건설과 망국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대중들은 작품이 다루는 주

제의식을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 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특정한 역

사적 시기의 특정 국가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해방기 현실의 공동

체 의제와 관련시키고 더불어 일정한 비평적 시각을 정립하는 데도 유용했을

것이다.

<미륵왕자> 시리즈 3편 중 현재 대본은 출세편(4막 7장)만 남아 있다. 다만

출세편 서문에 전편, 후편의 줄거리가 정리돼 있어 대략의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편은 어머니의 원수인 일관(日官)을 죽이고 태백산 세

달사(世達寺)로 도망쳐 온 미륵왕자 궁예가 허담스님을 만나 17년 간 도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렸다. 출세편에서는 태봉의 건국 과정이 그려지는데, 후편

에서는 궁예가 여자에 빠져 이렇게 일으킨 나라를 왕건에게 빼앗기고 비참하

게 죽는 모습을 담았다111)고 한다. 연작으로 기획됐다는 점에서만 봐도 <미륵

냐>가 4회로 확인된다. 3회 이상 공연된 작품으로는 김영수 작 <상해야화>, 박로아

작 <선구자>, 유치진 작 <대춘향전>, 진우촌 작 <망향>, 함세덕 작 <태백산맥> 등

18작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0) 전윤경, 앞의 글과 전지니, 앞의 글에서 ‘흥행 본위의 작품’이라고 짤막하게 성격을

설명했을 따름이며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111) 김동권 편, 앞의 책. 366쪽. 참조. 이하 작품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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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는 거대한 스케일을 강점으로 당시 대중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당대 비평112)에 근거하면 무대장치의 수준 역시 제법 높았을 것

으로 보인다.

대본이 현전하는 <미륵왕자-출세편>은 세달사를 나온 미륵왕자 궁예가 연

인 난영과 그녀의 몸종 운영, 자신의 유모 모란 등의 도움을 받아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태봉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 작품은 철저히 대중

적인 야담의 성향을 수용하여, 태봉의 건국 과정을 궁예의 정치적 군사적 투쟁

보다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궁중 비화(秘話) 형식으로 그려낸다. 극중 난영

과 운영, 모란 등 여성 인물들은 국가 건설의 중심에 있는 미륵왕자로부터 계

속해서 외면을 당하지만 결국 미륵왕자가 반동인물들을 물리치고 태봉을 건설

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허담 고생만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특하신 어머님이심니다.

유모 여보시우 대사님, 세상에 어미 마음 다른 데야 어디 있음니까. 죽고

십허두 그 자식 하나가 걸여서 죽지도 못함니다 그려. (운다)

허담 그러슴니다. 세상에 부모님은 다-그럿슴니다. 자손이 아모리 孝子라

도 그 어머니에 마음은 十分의 一을 못 다른담니다.

유모 여보시우 대사님 이년은 죄만은 년입니다. 오죽이나 죄가 만으면

자식하나 있는 것을 이저버렸겠소. 인제는 더 바랄게 없읍니다. 죽

는 날까지 그 자식을 위하야 부처님께 발원이나 해주겠음니다.

허담 참 고마우신 마음이심니다. 어머니로서 훌륭하신 어머님이심니다.

유모 그 자식이 떠난 다음 관가에서는 나를 잡어다 주리때학춤을 취었답

니다.

허담 관가에서요, 무슨죄로요.

유모 네- 제말슴을 착은々々이 드릅십쇼.

(중략)

유모 얼마를 지난다음 그만 설부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구 청년각 우에서

칼을 물구 도라 가실 때 王子님을 련못 속에 던지시는 것을 바더다

길는 것이 즉 룡덕왕자님이랍니다.

112) 이태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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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담 룡덕왕자님이요.

유모 네- 그래서 별별 고생을 다하며 활터라는 洞里로 피신을 해서 열세

해 동안이나 길으며 일흠을 미륵이라구 지어주웠습지요.

(378-380쪽)

1막의 배경은 세달사다. 여기서는 이 절의 주지인 늙고 병든 허담스님과 절에

치성을 드리기 위해 와 있는 큰 태후, 작은 태후, 또 ‘미륵이’를 찾아 헤매는 유

모 간 대화를 통해 미륵이를 둘러싼 전사가 제시된다. 모란은 미륵이가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곧 연못 속으로 집어던져졌는데 유모였던 자신이 이를

받아 기른 것이라고 직접 미륵이의 출생에 얽힌 사연을 설명한다. 이 같은 설

정은 미륵왕자가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버려져 고난을 겪다가 최종적으

로 승리한다는 전형적인 영웅의 일생담 구조를 취한 것113)이다. 이런 서사 구

조는 이미 민담과 고전소설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인만큼 해방기 대중

들에게도 익숙한 설정이었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륵왕자>에서 미륵이가 영웅담 구조에 따라

최종적인 승리로 나아가는 데 조력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미륵이의 스승으로서 그에게 도술을 가르쳤다는 허담스님은 1막에서

운명하며 이후 미륵이가 운명을 개척하는 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유모 모란은 극의 초반에서부터 미륵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는 어머니상으로

나타난다. 극중 미륵이의 행방을 찾아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물인 그녀는 4막 1

장에서 미륵과 연인 난영 사이의 오해가 커져 미륵이 자객에게 죽을 위기에

놓인 순간 이들 사이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고 결국 미륵을 대신해 죽는다. 다

른 여성인물인 난영과 운영 역시 마찬가지로 미륵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

한다.

雲英 무슨 꿈을 꾸섯는데-

蘭英 액꾸將軍 궁예가 철퇴에 마저 XXX(독해불가-인용자)는 것을 보았

는데

113) 궁예에 관한 이야기가 영웅의 일생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은 조동일, 「영웅의 일

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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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英 오라 그러닛까 아가씨께서 이 소식을 드르시라구 그런 꿈을 꾸섯군

요

蘭英 글세 내 꿈이 정말 이상허단 말이야

雲英 그럼 꿈X을 허섯군입쇼

蘭英 그리고 좀있다 백의선관이 나타나시드니 분명이 이런 말음을 하시

겠지

雲英 무슨 말슴을 하시와요

蘭英 내일은 네앞에 손님 두분이 차저오실거다 분명이 이러시겠지

雲英 꿈에요

蘭英 그럼 입때까지 꿈이야길 하지않엇니

雲英 그래 아가씨께선 뭐라구 말씀을 하섯서요

蘭英 나는 아모 말도 안허구 있는데 백의선관께서 똑똑이 가르켜주시겠

지

雲英 뭣이라구요

蘭英 나이 만으신 노파 손님은 장차 네- 목숨을 구해줄 은인이 되실 분

이구 또 눈 하나를 다친 미륵장군 궁예는 네의 一生의 배필이 될

사람이다 반드시 네 몸이 귀이 될 것이니 정성스럽게 모셔라 이러

시드니 그 노인이 슬며시 없어지시겠지

雲英 아이구 원 이상한 꿈도 다- 만슴니다 아가씨- 엇째X 꿈의 백의선

관이 나타나 그러케 현몽을 하서슬가요

蘭英 그래서 나는 어제밤 그 꿈을 꾸고 나서 도모지 잠을 한잠도 자지

못허구 전전반측을 했지 (404-405쪽)

2막 1장에서 난영이 몸종 운영에게 지난 밤 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난영

은 미륵이 자신이 배필이 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몽중 예언을 맹목적

으로 따르면서 궁예를 그리워한다. 마침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힌 궁예가 끌려

오자 난영은 막무가내로 군사들에게 그를 풀어줄 것을 종용한다. 2막 2장에서

난영은 미륵을 죽이려 하는 진헌을 은장도로 죽이고 4막에서는 미륵에게 자객

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전장 한가운데인 아즐라성으로 달라가는 등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로 형상화된다. 결국 마지막 4막 2장에서 미륵이 태봉의 왕으로 등

극할 때 난영은 꿈 속 ‘백의선관’의 예언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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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륵왕자>는 미륵을 중심으로 한 영웅담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만 사실 무대 위에 보이는 사건은 여성 인물들이 모두 주동인물이 되어 이끌

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인물의 기능으로 따지자면 미륵은 주동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주변의 여성 등장인물들의 활약으로 왕의 자

리에 오른다는 면에서 수동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미륵왕자>의 이 같은 여

성 인물 형상화 방식은 남성 중심으로 서술된 이른바 정사(正史)가 아니라 여

성들의 비화가 중심에 놓인 야사(野史)의 서술방식과 맥이 닿아 있다. 이 부분

에서 <미륵왕자>는 기본적으로 통속적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이 작품은 야사의 상상력을 빌리면서도 해방기 현실의 과제인 국가 건설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중성 측면에서도 이해가 필요하다. 작

품에서 미륵을 태봉이라는 국가 건설의 주체로 남겨두지만 국가 건설로 향하

는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 등장인물들이 주도하도록 한 점은, 관객들이 해방기

의 현실에서 여성들 역시 정치적 주체의 하나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유용했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륵왕자>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끝내 여성을

타자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출세편에서 미륵은 모란, 난영

등 여성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태봉을 세우지만 후편에 가서는 여자에 빠져

나라를 망치고 목숨마저 빼앗기게 된다. 즉 전편, 출세편, 후편으로 이어지는

큰 틀에서 <미륵왕자>를 이해할 경우 여성 인물은 종내에 이르러서는 ‘망국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셈이다. 또한 이 작품에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성적 지배

의 논리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륵왕자>에서 여성 인물들은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 행위의 근거

는 철저히 남성의 성적 지배의 논리를 내재화한 데에서 도출된다. 성적 지배의

일반적 구조에서 남자는 여자로부터의 인정에 크게 의존하며 여자의 우상이고

자 하는 욕망이 있는 바, 이때 남성은 경기자이고 여성은 응원자가 된다.114) 부

부는 ‘사랑’으로 묶인 관계라고 믿어지지만 실은 그 관계 속에서 남성은 자신의

의사를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115)이다. <미륵왕자>에

114) 이종영,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24-37쪽 참조.

115) 위의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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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륵과 여성 조력자들 간의 관계는 ‘운명적 사랑’이라는 환상에 근거한 맹목

적 내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절대적 모성’ 등 통속적 윤리 차원

에서 묶여져 있다. 극중 모란, 난영, 운영은 비록 주도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더

라도 그들의 행위는 철저히 미륵에게 예속된다. 이에 여성 등장인물들은 남성

인물을 능가하는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치 주체라기보다는 남성을 보

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미륵왕자>는 국가 건설이라는 해방기 현안에서 여성의 주도적 역할

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의 역할을 남성을 보조하는 데에 그치게 하거나,

나아가 타자화하는 경향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통속적 윤리 수준

에서 관객 대중들이 해방기 현안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만들며, 또

공동체 건설이라는 문제를 대중들에게 익숙한 전 시대의 가부장적 윤리의 틀

에서 설명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통속적 윤리에 따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의 욕망이 드러나는 <미

륵왕자>와 달리 <무지개>116)는 좀 더 다양한 성격의 여성 인물을 동원하여

해방기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친일 혐의를 받고 근신 중인 교

수 박인철에게 십여 년 전 인연이 있었던 기생 홍도화가 둘 사이의 아들이 있

다며 양자로 보내겠다고 밝혀오고, 갈등하던 백인철 부부가 결국 이 아들을 받

아들이며 홍도화도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작품의 줄거리다.

晶善 (卓子 우에 노힌 여러가지 신문을 들처보고) 아유 만키두해라…….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민보, 해방, 중앙신문……. 이건 

뭐야. 난 왼종일 봐도 못다보겟네.

仁哲 (신문을 노코 안해를 도라다보면서) 아-니 이건머 시골기 면장님

처럼 매…일…신…보라 하고 신문 첫대가리부터 문이 광고판지

한자 안노코 내리 읽는줄 아남.

晶善 (눈을 애교잇게 며) 그럼 (그럼 하는걸 이 女子는 구럼가치 발음

한다) 당신 시골기 안이요? 서울사람인가머…….

仁哲 (웃으며) 시방가치 각당각파가 대립해서 사상적 혼란과 분열을 일

116) 《신천지》16, 1947.6.1.에 발표됐다. 이 작품은 지면 발표 전에 나웅 연출로 자유극

장이 1946년 1월과 2월에 두 차례 공연한 기록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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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고 잇는 는 각파의 주의주장을 엄정히 비판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대중의 머리에 올흔 정치리념을 너허줄 필요가 잇단

말야…….

◇이 順姬가 쟁반에 커피 茶를 담어들고 드러와서 卓子 우에 노코 드러간다.

仁哲 (다시 말을 니어서) 응 알엇서!…… 즉…….

晶善 (微笑를 우고) 어서 차나 잡수시오……. (나직한 음성으로) 그런

골치아픈 푸념은 그 흔하고 만흔 정치가들한테 맥겨두시구요…….

당신 조하하시는 커피차도 사탕이 조곰 드러가서 싱거울거에요. (하

고 茶잔을 들고 한목음 마신다)

仁哲 (안헤의 表情을 살피면서 茶를 한목음  마시고) 응…… 날보고

이러케 집에서 친복해 잇지 말구 군정청이나 유력한 선배들을 차저

가서 취직운동을 하는게 어냐는 말이지?……

晶善 아닌게아니라 그러치 뭡닛가……. 당신이 글세 무슨 죄를 지엇다구

두달 석달 집에서 근신을 해야 한단말이요……. 학생들 보고 병정

나가라고 격려연설한 사람이 어데 당신입닛가. 한 총독부로 도

청으로 발바닥이 달도록 드나들면서 별아별 아양을 다 고 학생들

을 못살게 들복든 학자님들도 시방와서는 언제 그런 바람이 부럿

냐는듯이 시침일  고 놉흔 지위에 올러안즌 사람이 만타는데요

뭘……. 그리고 당신은 학생들을 집에 불러다노코는 형사들이 드르

면 대번에 잡아갈 얘기들만 노혀들리지 안으섯세요 왜.

仁哲 결국 양심문제요, 이욕문제겟지……. 올흔 지도자가 적고 민도는 나

즌 조선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잇는 우리가 그 신망을 일

흘 그들의 전도에 얼마나 큰 암영을 던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 내

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점이요. 알겟소?……

晶善 당신의 불갓튼 정의감을 내가 왜 모르겟서요. 그러치만 집안에 드

러안저서 아모리 그런 걱정을 하고 게시면 무슨 용수가 잇서요. 그

럴수록 강당에 나서서 학생들 압페서 정의를 부르지저야 할게 안예

요…….

仁哲 (모호하게) 응…….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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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해방 후 2-3개월이 지난 때, 대학교수인 인철의 집 사랑채다. 법학사인

인철은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깔아둔 신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인철에게 부인 백정선은 은근히 ‘취직운동’을 하라고 압박하고 인철은 ‘양심문

제’를 들어 완곡한 거부의 뜻을 전한다. 작품 초반 둘 사이 대화에서는 인철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학생들에게 “병정나가라고 격려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전

사로 제시된다. 더불어 인철은 “학생들을 집에 불러다노코는 형사들이 드르면

대번에 잡아갈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그려진다. 공개적인 친일행적을 했

음에도 뒤로는 반식민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인철의 성격은 해방기 다른 연

극 작품들이 다룬 전형적인 친일파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인철은 일제의 논

리에 동조하거나 자기 영달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친일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그저 시류에 떠밀려 친일발언을 하는 식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형

상화된 것이다.

인철의 이 같은 성격은 무대 위에서 시각 기호로 제시되는 신문을 통해서도

설명된다. <무지개>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둘러싼 사건을 다룬 가정비극의 형

식을 띠면서도 극 초반에 신문 더미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해방기의 특수

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해방기에는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민족적 열

망에 비례하여 수많은 신문들이 발간되었다.118) 신문은 해방기에 등장한 다양

한 정치적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공 기제였으며 동시에 독자 대중에게

해방기 현실과 민족 공동체 건설이라는 의제에 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매체였다. 그 만큼 활발히 소비된 것은 물론이다.

정선과 인철이 언급하는 신문들은 실제 해방기에 발행되던 것들이다. 이들

신문 제호가 인물의 대사를 통해 하나하나 거론되는 장면은 작품의 사실성을

높여주고 또 관객들이 무대 위 사건을 현실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손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치성향을 따져볼 때 이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

보』는 우익지에, 『서울신문』, 『중앙신문』, 『매일신보』는 중도지에, 『인

117) 김동권 편, 『현대희곡작품집: 해방기』3, 서광학술자료사, 1994. 35-36쪽. 이하 작

품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118) 미군정이 1947년 9월 파악한 통계자료(『조사월보』24호)에 따르면 1947년 9월 현

재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이 57종, 주간신문 49종, 통신 13종, 월간·격월간 잡지 154

종 등 총 273종에 달했다. 해방기에 발행된 신문의 특성에 대해서는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현실』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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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 『해방』(해방일보?)은 좌익지에 해당한다.119) 이렇게 종류별로 깔아놓

은 신문은 인철이 시류에 민감한 인물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 좌·우·중도를

넘나드는 신문을 고루 붙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해방 후 2-3개월이 지난 시

점까지 여전히 정치적 노선을 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집안에 드러안저서 아무리 그런 걱정을 하고 게시면 무슨 용수가

잇”느냐는 정선의 비난은 인철의 이 같은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부분이

다.120)

인철이 수동적이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이

후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이 정선과 홍도화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전개라 할 수 있다. 정선과 홍도화는 인철과 달리, 극중 인물과 사건

또 나아가 해방기 현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평하고 행동하면서 플롯 진

행의 추진력을 제공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명의 여성인물이 비슷하

면서도 또 전혀 다른 성격과 배경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기본적으

로 백정선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생활에 행복을 느끼”(35쪽)는 세

련된 부인으로, 홍도화는 “지조가 무섭고 생각이 어간만 기픈”(41쪽) 기생으로

설정돼 있다. 양가의 세련된 부인과 기생은 가부장적 윤리의 잣대에서는 극단

에 선 여성 인물들이다. 한쪽이 철저히 가부장적 윤리에 예속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여성상이라면 다른 한쪽은 그러한 윤리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

으며 때로는 그 틀 안으로 포섭되려고 하다 물의를 일으킨다.

그러나 <무지개>에서 정선은 양가 부인이지만 철저하게 가부정적 윤리를

내재화한 여성인물로만 그려지지는 않는다. 그녀는 남편의 외입을 묵묵히 견뎌

내기만 하는 전근대적 여성이 아니며, 남편의 건전치 못한 과거를 놓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또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기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晶善 흥 조선사람이 그러케 걱정할 일이 업서서 당신 기생 외도해서 난

119) 위의 글. 347쪽. 참조.

120) 인물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는 인물들이 자신에 대해서보다도 제3자에 관하

여 언급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양승국, 『희곡의 이해』개정판, 연극과인간,

2001.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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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 걱정지 해준답듸가. 나온 참…….

仁哲 우리 부부의 애정과 가정 생활에 털긋만한 흠도 업다는 확신을 가

진다면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넉넉히 중대한 인륜문제와 사회문제

가 이 가운데 복재해 잇다는 것을 닭고, 되려 듯한 원호와 동

정을 가지고 그런 질투와 홰의와 억칙가튼 저열한 감정 대신 고결

한 모성애의 본능이 움직엿슬넌지 몰르오. 즉…….

晶善 그런 강의는 대학강당에 나가서 하시구료.

仁哲 (열심이) 그애 어머니는 이 편지를 쓰지 안엇소. (편지를 읽는다)

당신갓치 훌륭한 아버지가 잇스면서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우리

경수를 인생의 뒷길로 걸러가게할 수는 업습니다. 그러고 더구나

윤참판의 간절한 요구가 잇지만 그와갓튼 민족반역자의 아들을 만

들 생각은 에도 업습니다. 그아니라 저도 이제부터 첩이라는

자본주의사회의 폐습과 여성의 치욕인 굴레를 벗어버리고 여성해방

운동에 몸을 바칠 합니다…….

晶善 흥! 조선이 독입햇다고 개도 만세, 닭도 만세한다드니 어데서 그런

문자는 어더드럿구만……. 그래 당신한테 오면 민족반역자의 아들

이 안된단말이죠?

仁哲 어케 하는 말이요?

晶善 당신도 정말 다지고 보면 민족반역자나 친일파가 안이고 뭐예요.

仁哲 (악의에 놀나) 아-니 내가?

晶善 그럼은요 안예요……. 광성전문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당신 연설

을 듯고 학병지원을 햇지 멉닛가……. 조선의 유수한 청년들을 사

지로 몰아너코 왜놈들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해서 그런…….

仁哲 (소리를 버럭 질른다) 듯기 실소!…… (겨우 감정을 自制하고) 당신

도 유행병에 걸렷구료.

晶善 유행병이라니요?

仁哲 조선안에는 시방 정당이나 개인은 물론하고 내 주장이나 정견에 반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덥퍼노코 언필칭 민족반역자나 친일파라

해서 서로 배격하고 죽이고 하는 나 병이 유행하고 잇스니 말이

요. 이 병이 만연하고 보면 우리 조선은 오래잔어 친일파와 민족반

역자로 차고말 것이요……. 정말 어 일을 한 사람이 민족반역자요,

누가 친일파란 것은 임이 다 판정된 것이고 장차 우리 정부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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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인민재판이 그들을 기두리고 잇는 것이요……. 그러나 당신

입에서 내가 그런 말을 들을줄은 정말 몰랏섯소. 그럼 헐수 업소. 당

신도 민족반역자의 안해되긴 실을 것이오. 당신 생각대로 하시요.

(하고 벽에 걸린 모자와 코-트를 집어들고 댓ㅅ돌 우에 노인 구두를

신으려 한다) (39-40쪽)

위 인용문은 정선이 인철에게 온 홍도화의 편지를 읽은 뒤 인철을 몰아세우며

둘 사이 다툼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편지를 읽고 인철과 홍도화 사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선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격정적인 분노를 고스란

히 표출한다. 인철에 대한 정선의 비난은 부부 사이 신뢰의 문제를 넘어 과거

인철의 행적에 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기에 이른다. 특히 정선은 남편을 비난

하며 “민족반역자”, “친일파”라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는데,

여기서 관객들은 정선이 전혀 남편에게 종속된 인물이 아니며 가부장적 윤리

의 경계선까지 가 있는 인물로 이해하게 된다. 더구나 인철을 향한 정선의 비

난은 친일 청산이라는 민족의 현안과 관계되는 바 이를 통해 정선은 민족 문

제에도 일정한 의식을 지닌 깨어있는 여성 주체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선은 결국에는 친정아버지 백가철과 남편의 설득 끝에 홍도화의 아들을 받

아들이고 위기 상황에 처했던 가정을 다시 재결합시키는 데 동의하면서 최종

적으로 가부장적 윤리에 포섭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홍도화는 기생이지만 가부장적 윤리의 가치 조건인 ‘지조’를 지닌 인물

이며 “돈만 아는 흐극극한 향내기 기생으로 아럿다간 큰코 당”(41쪽)하는 인물

로 그려져 있다. 기생이면서도 양가 부인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설

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철을 사이에 둔 백정선과 홍도화의 대립은 구조상

남녀 간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개 양상은 여타 멜로드라마와는 다

른 모습을 띠게 된다. 홍도화는 남녀 간 애정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근거로 인

철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아들을 ‘민족 반역자’의 자식으로 만들기 싫

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철에게 아들을 맡기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인

물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강렬한 파토스를 유발하는 식으

로 사건이 진행되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무지개>는 1930년대부터 대중에게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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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비련 서사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화류비련 서사가 결국 가부장적 윤리를

근거로 하여 이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현모양처와 그 틀에 포섭되지 않는 기

생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 하면, <무지개>는 좀 더 정치적인 요소가 강화된

방식으로 현모양처와 기생의 모습을 그려낸다. 즉 부인은 남편의 윤리적 흠결

에 대해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정치적 신념에 따라 남편

의 민족반역 행위까지 들추어 비난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또 기생은 당

당히 친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양육비까지 내놓으면서도 자신은 가정의 틀 속

으로 비집고 들어가기보다 ‘여성해방운동’ 같은 사회운동에 몸 바칠 것을 다

짐121)하는 깨어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무지개>의 이 같은 여성 인물의 형상화는 식민지 시기 화류비련담에 익숙

한 관객 대중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앞둔 해방기의 여성은 더 이상 과거 화류비

련담의 현모양처나 기생과 같은 몰정치적 인물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관객

들은 눈앞에 재현되는 정선과 홍도화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양가 부인과 기생

같은 여성들이 더 이상 가부장적 윤리의 틀에 완전히 억압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여성들 역시 해방기 현실의 당당한 정치적 주체로서

민족의식을 지니고 가능한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로 관객의 의식이 확장

될 수 있게 된다.

해방기에 이르러 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주체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본절에서 다룬 <미륵왕자>와 <무지개>는 특히

이 시기에 정치적 주체로 자리매김한 여성을 주도적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에서 해방기 연극의 한 특성을 드러내준다. 두 작품은 공히 남성 등장인물들은

수동적이고 부수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대신 여성 인물들에게는 극중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동인물의 기능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가 공동체 건설을 앞둔

시기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면서 정치적 대중

121) “仁哲: (열심이) 그애 어머니는 이 편지를 쓰지 안엇소. (편지를 읽는다) 당신갓치

훌륭한 아버지가 잇스면서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우리 경수를 인생의 뒷길로 걸러

가게할 수는 업습니다. 그러고 더구나 윤참판의 간절한 요구가 잇지만 그와갓튼 민족

반역자의 아들을 만들 생각은 에도 업습니다. 그아니라 저도 이제부터 첩이라는

자본주의사회의 폐습과 여성의 치욕인 굴레를 벗어버리고 여성해방운동에 몸을 바칠

 합니다…….”(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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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작품에 따라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미륵왕자>는 모란, 난영, 운영 등 여성 인물

들이 국가 건설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행위들은 철저히 남성의 성적 지

배 논리를 내재화한 결과로 그려진다. 이는 결국 대중들에게 익숙한 전대의 가

부장적 윤리의 틀에서 여성의 역할을 설명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무

지개>는 역시 대중들에게 익숙한 화류비련담을 다루면서도 현모양처 정선, 기

생 홍도화를 전형에서 탈피한 인물로 그리면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

할을 분명히 강조한다.

3.2. 환상·괴이의 무대화를 통한 위기 가정의 재건

가정은 국가와 같은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제

유적이다. 가정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에 가정을 소재로 한 서

사는 국가나 민족공동체와 같은 거대 담론이 동원되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룬

것보다 이해가 쉽다. 더구나 식민지 시기부터 유행한 가정비극의 논리에 익숙

한 관객들에게 가정의 위기와 재건을 공동체 문제의 제유로 다룬 작품들은, 국

가 건설이란 정치적 문제를 관객들이 일상적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가정의 위기와 재건을 다루는 다양한 해방기 작품 중 특

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문제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또는 괴이한 소재와

결합시켜 그려내는 일련의 작품들이다.122)

흔히 대중문학은 현실도피나 오락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는데, J. G. 카웰

티는 현실도피나 오락이라는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적극적인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123) 그는 대중문학의 도식성이 가진 역동성에 초점을 맞

122) 몽상의 환상성은 대중예술이 지닌 통속성의 범주 중 하나이다.(박성봉, 앞의 책.)

또 괴이함, 즉 그로테스크는 ‘근대적 자극’의 하나로 해방 이전 식민지 시기부터 대중

문화의 중요한 코드로 자리잡았다.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근대적 자극의 탄

생』, 살림, 2005. 참조.)

123) 대중문학이 가진 현실도피의 이중적 성격과 도식성의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J. G.

Cawelti, 「도식성과 현실도피와 문화」, 박성봉 편역, 『대중 예술의 이론들』, 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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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이를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문화산물로 규정했다. 그

러면서 “대중문학의 문학적 가능성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현실도피의 가상적 체험을 제공하는 도식성의 역동적 가능성에 근거하

고 있다.”124)고 주장했다.

해방기 연극에서 환상적이고 괴이한 소재를 통해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작

품들 역시 현실도피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현실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

지는 않는다. 이들 작품은 가정의 위기나 재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

으며 환상적이고 괴이한 것들을 통해 흥미를 부각시키고 정서적 차원에서 이

를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때 위기의 가정이 다시 재건돼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는 명제로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

며, 관객들은 이를 제대로 된 국가가 없는, 그래서 국가를 재건해야만 하는 해

방기 현실과 손쉽게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무대 위에 재현되

는 위기 가정의 재건 과정은 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대중의

비평적 시각의 확장과 연결된다.

본절에서는 진우촌125) 작 <두뇌수술>(3막), <신념>(1막)과 김래성 작 <그림

자>(3막 6장)를 통해 환상적이고 괴이한 소재를 동원해 가정의 재건을 다룬

작품들이 국가 건설의 과제와 전망을 어떻게 일상적 차원에서 그려내는지 살

펴본다.

<두뇌수술>은 가난한 집의 똑똑한 자식 ‘무길’과 부잣집의 모자란 자식 ‘상

1994. 참조.

124) 위의 글. 105쪽.

125) 본명 진종혁(秦宗爀). 1904년 출생. 출생지는 불분명하나 어린 시절부터 인천에서

자랐다.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인천 지역에서 경인기차통학생회, 인배회, 제물포청년

회, 인천소성노동회 등 학생, 노동 단체에 소속돼 소인극 활동을 펼쳤다. 1923년 5월

『동아일보』 작품 공모에 희곡 <개혁>과 동화 <의조흔 삼남매>가 동시에 당선되

며 등단했다. 같은 해 9월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작품 공모

에서는 또 <시드러가는 무궁화>가 당선됐다. 1925년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KAPF)의 노선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인천유성회를 조직했다. 이후 한동안 활동이

뜸했다가 1938년 극단 낭만좌에서 활동하며 낭만좌 해산 이후에는 동양극장, 현대극

장에서 작품을 공연한다. 해방 후에는 자유극장에 가담해 활동하는데 1950년대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가정의 날>, <두뇌수술>, <보검>, <신념>, <왕소

군>, <파도> 등 수 편의 희곡, 시나리오 외에 시, 동화도 남겼다. (윤진현, 「진우촌

희곡 연구」, 『인천학연구』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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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두뇌를 외과 수술을 서로 바꿔 넣는다는 환상적 소재를 다룬 작품이다.

1945년 10월 <망향(望鄕)>(나웅 연출)이란 제목으로 자유극장이 초연한 이래

해방기 동안 총 3회 공연한 기록이 확인된다. 1945년 12월 『신문예』에 <두

뇌수술>로 제목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공연 당시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은 최근 연구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신극 계열에서의

진우촌에 대한 박한 평가가 이후 연극(희곡)사 연구에서 반복된 점126), 작품이

지닌 이데올로기 성향이 분명치 않은 점127),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다른 작품

들과 같은 틀에서 묶어 논의하기가 용의치 않은 점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두뇌수술>은 해방기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외과 수술로 두뇌를 바꾸며 서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설정은 현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몸 바꾸기’ 모티프의 의학적 형태이다. 병원을 배경

으로 온 얼굴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탄 환자와 더불어 ‘배불룩이’, ‘절름발이’,

‘혹부리’와 같은 각종 신체 기형 및 장애를 가진 인물들을 무대화하는 것은 당

시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낭만성’으

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작품이 독특한 분위기에서 은유적으로 그려내는 해방

기 현실에 대한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두뇌수술>은 서로의 뇌를 바꾸어 넣어 사람이 바뀐다는 환상적이고 그로

테스크한 설정을 관객들이 통속적 흥미의 수준에서 소비하도록 하지만은 않는

다. 환상적인 설정과 그로테스크한 시각 기호들로 관객의 시선을 끌지만 이 작

품은 등장인물의 설정과 플롯 구성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해방기 귀환 청년의

서사128)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두뇌수술>은 통속적 대중성을 넘어 정치

126) “괴이와 환상이 이 분의 작품의 전부”라는 이해랑의 평가( 조선극작가론 , 『예술

조선』, 1947. 10.)는 유민영의 『한국현대희곡사』로 이어지며 이후 연구에서도 반복

됐다.

127) 백승숙(앞의 글)은 이 작품을 식민지적 근대성을 비판한 우익희곡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창단 공연으로 올린 자유극장은 좌익계 조선연극동맹 산하 극단이

며, 그 멤버 구성만 따지면 상업극단의 성격이 짙다.

128) 해방을 맞아 건국의 주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하는 시기 조선인들

에게 시급한 과제는 제국의 신민(臣民)이 아닌 말그대로 ‘조선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다양한 이유에서 일본, 만주 등 세계 곳곳에 이산(離山)된 민족을 한

반도에 다시 모으려는 지리적·심리적 귀환의 서사로 나타난다. (오태영, 「민족적 제

의로서의 귀환(歸還)-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학교 한국

문학연구소,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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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중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安先達 여보슈 한서방 우리 무길이가 죽지 안켓소?

韓書房 (정돈된 기구와 倚子들을 공연이 다시 바로 노면서) 염라대왕하고

무슨 척 젓슴듸까.

安先達 자꾸만 반편같은 헛소릴 하는구려 정말 안죽겟소?

韓書房 헛소리 한다구 죽으문 잠고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겟구려. 염여말어

요 염라사자가 수만명 들끄러온대두 우리 원장선생님 앞에선 꿈적

못할테니. 공연이 걱정하다가 몸축가면 염라사자들이 골낌에 아들

대신 아버지 잡어갈지 뉘 아우.

安先達 제발 그자식 대신에 늙은 걸 잡어가문 얼마나 조켓소. 여보 영감

참말 우리 무길인 죽지 않으리까?

韓書房 (倚子에 버틔고 앉으며) 또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믿겟소? 글세 염

녀말어요. 만석군이 운양영감의 자제 귀중한 목숨두 마트신 우리원

장선생님에게 매껴노코 무슨걱정이란말요 죽으문 안선달 아들만 죽

겟소 문양영감 자제도 마찬가지 안요.

安先達 그놈은 우리 마누라하구 나한테 둘두 없는 놈요. 그놈이 죽구나면

우리 두내외는 따라 죽는 몸요 그러니 제발 죽지 안토록 선생님한

테 말슴 좀 잘해주슈 그저 그놈을 우리 내외가 만득으루 어더가지

구설랑 남의 열자식 안부럽게 애지중지 길느고 나니 그놈이 또 애

비에미 공을 알구서 동리서도 효자라구 칭찬이 놀랍구료 그리구 그

놈이 어려서부터 슬기와 재주가 잇드니 소학교만 시켯는데도 남들

이 중학교 졸업생보다 공부가 낫다구 일르는 놈요 그래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두 밤에는 아이놈들을 모아노코 야학교를 가르키는데

읍내교장님두 나를 보구서 공부시키는 법을 칭찬한 일두 잇섯다우

게다가 그놈이 성질이 조아서 어른애들이 다아 조아하구 동리처녀

들까지 죄다 좋아한다구 놀리는 것두 들엇소 그런 놈이 그런 우리

무길이놈이 죽으문 어쩐단 말슴요 그래 그놈이 죽으문 우리 내외가

그냥 살겟소 한서방도 내심정을 생각해보시우. 게다가 우리 내외뿐

아니라 우리게서 달덩이라구들하는 인순이까지두 그냥 안잇슬께요.

아직 시집은 안왓서두 그것두 내자식 다된 것이니 그놈 한 목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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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숨이 달녓소구려. 여보 한서방 우리 무길인 안죽겠소? 꼭 안

죽겟죠?129)

1막에서 무길의 아버지 안선달과 병원 소사 한서방, 또 간호부 순자와 옥자 등

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전사에서 무길은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두 밤에는 아

이놈들을 모아노코 야학교를 가르키는” 가난하지만 건실한 농촌 청년으로 나타

난다. 무길은 그저 “신경통이 심해서 뇌를 수술”(146쪽)하러 오영호 박사의 병

원에 온 것인데 여기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몸을 빼앗기고 대신 상도의 몸을

얻게 된다.

무길의 뇌가 상도의 몸으로 가고 ‘반편이’ 상도의 뇌가 무길의 몸으로 옮겨

오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무길 본인의 정체성 혼란130)이다. 무길은 또렷이

자신은 무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몸은 상도의 것으로 바뀐 상태이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여기서 무길의 고

통은 개인의 정체성 혼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길이 자신의 육체를 잃어버

림에 따라 그의 약혼녀 인순, 아버지 안선달 역시 큰 고통을 겪는다. 무길의

두뇌수술이 곧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무길이 자신의 의

지와 무관하게 두뇌수술을 받고 육체를 잃는 과정은 식민지 시기를 겪은 청년

들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 식민지 시기에는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몰아 생명

을 빼앗고 가정의 붕괴를 유발했던 요인이 일제의 강압과 친일파의 책동이었

다면 무길의 경우는 자본 또는 권력과 결탁한 현대과학이 그와 같은 악역을

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두뇌수술>은 가정의 위기뿐 아니라 이 위기가 봉합되고 가정이 재건되는

과정 역시 독특한 방식으로 그려낸다.

129) 김동권 편, 『현대희곡작품집: 해방기』5, 서광학술자료사, 1994. 130-131쪽. 이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130) “上道: 누군것을 알어야겟소. 난 미칠 것 같소. 마취제에서 수면제에서 깨고나면 나

는 미치는 것 같소. 나는 알아야겟소 누구요? 내가 누구요? / 記者: 두개골 속에 정

신보고 물어보오. / 上道: 정신이 대답해주지를 않소. 미치는 것만 같고 알이켜 주지

를 않소. 이 얼골이 누구의 것이오? 이 눈, 이 코, 입, 이 목소리, 이 손 발, 이 몸둥

이가 입은 옷이 (한거름 나서며) 거름은 누구의 것이오?”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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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士와 雲養과 淑鄕이 硏究室에서 나오다가 門밖게서 病室便을 보고 우뚝 선다.

假面을 쓰고 미명고이적삼으로 바꾸어입은 上道가 천천이 이편으로 온다.

上道 (놀래는 安先達에게) 아버지.

安先達 (부들부들 몸을 떨며) 네가 네가.

上道 무길131)입니다. (말없이 웃고 잇는 失性한 仁順을 보고) 인순이 왼

일이요 왜 저러케 됏소. (한거름 나간다)

仁順 호호호호호 글세 당신을 죽엇다는구려.

上道 실성 햇구려.

記者 염녀마시오. 배곱파서 실진한 것은 배만 부르면 나을 것이고 사랑

을 잃어바려 실진한 병은 사랑을 차지면 도로 새정신이 들 것이니

어서 고요이 안어주시오.

上道 (仁順의 어깨를 끄러서 고요이 안는다) 나를 이럿토록 사랑하야 실

성까지한 인순이 나는 죽지 안엇소 염녀마오 정신차리오. 그리고

내가 얼골에 쓴 탈을 벗드라도 놀래지마오. 난 분명이 누가 머래도

난 분명한 무길이오. (安先達에게) 아버지 놀래지 마서요. 내 몸둥

이는 변햇서도 확실이 무길이의 정신은 변하지 안엇슴니다.

記者 十년이나 二십년 三십 四십년 후에 모습이 변해 가지고 도라온 아

들로만 생각하시오.

淑鄕 (참지 못하야서 얼골을 싸고 운다) 상도야.

上道 (仁情을 노코서 淑鄕에게 同情하는 말씨로) 미안함니다.

記者 삼가 부인는 동정을 금하지 못하겟소이다. 그러고 원장선생는

치하를 올리지 안을 수 없나이다. 선생은 위대한 연구를 훌융이 성

공하셧슴니다. 정신과 혼은 과학자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무길이의 혼이 상도에게 갓든 상도의 혼이 무길이한테로

갓든 그것은 선생이 관계하실 바가 아님니다. 선생은 과학자십니다.

갑과 을의 뇌를 서로 바 넛코서 신경을 이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

게하신 그것만으로 선생의 연구는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찬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131) 책에는 ‘상도’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극의 흐름상 ‘무길’이 되어야 할 것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기에 여기서는 무길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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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順 (저윽이 새정신이 든 낫빗으로 변하야 가지고 상도의 품에 쓸어진

다) 아! (울면서) 탈을 벗어도 좋하요. 난 알엇서요.

安先達 오냐 나도 새자식을 어덧다.

上道 (탈을 천천이 벗는다)

安先達 (上道의 얼골을 보고도 泰然이) 무길아.

淑鄕 상도야. (窓틀에 쓸어져 운다)

雲養 (博士에게) 선생 이대로 자식을 잃어야겟소?

記者 남의 것을 뺏는다는 것은 내것을 잃어버리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깐

오늘부터 선생은 위대한 연구의 그 재주로써 새환자를 취급하시오.

그러고 두분 간호부아가씨는 선생의 팔과 눈이 되고 한서방도 병원

사무에 충실해서 물밀듯 들어올 외래환자들을 신발신칙을 분명이

하시오. 신문기자인 나는 유쾌한 기분으로 대뇌교환수술 결말을 백

만 독자에게 보도하러 가야겟소. 아니 세계에 알리라 가야겟소. (빨

리 나간다)

淑鄕 상도야.

安先達 (기에 넘치는 소리로) 무길아.

-幕- (174-175쪽)

마지막 막이 내리기까지의 장면이다. 여기서 상도의 육체를 한 무길은 본래 자

신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환자복 대신 전에 입던 고이적삼을 입고 아

버지 안선달과 약혼녀 인순 앞에 나타난다. 이 ‘가면놀이’를 통해 안선달과 인

순은 상도의 몸을 한 무길을 자신의 아들, 약혼자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운

양과 숙향은 무길을 포기하면서 위기에 놓였던 무길의 가족 공동체도 다시 복

원되게 된다.132) 즉 자본 또는 권력과 결탁한 현대과학으로 인해 가정 밖으로

내몰렸던 청년의 귀환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무길의 정체성이 재확립되고 가족 공동체가 복원되는 데에 주

132) 연극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통과의례와 같은 제의를 사회극(social drama)이란 연극

학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극은 위반-위기-교정-재통합의 네 단계를

거친다. (Victor Turner, 이기우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113쪽.

참조.) 여기서 기자가 주도하는 가면놀이는 위기 상황을 교정하여 공동체를 재통합하

는 일종의 사회극 기능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77 -

도적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 ‘기자’라는 점도 흥미롭다. 극중 오영호의 외과

수술을 취재하는 기자는 사실상 해설자의 역할을 겸하며 사건의 해결에도 절

대적인 기여를 한다. 특히 그는 무길과 상도를 대상으로 한 두뇌수술과, 오영

호 박사로 대표되는 현대과학의 비인간성에 대한 일련의 해석을 가하며 결말

에서는 오 박사에게 “오늘부터 선생은 위대한 연구의 그 재주로써 새환자를 취

급하시”라며 현대과학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도 한다. 기자라는 직업의 본질

은 정보 전달과 더불어 공동체의 규범과 어긋나는 ‘위반행위’를 교정하도록 하

는 데 있다. 이 점에서 관객들은 기자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무길과 그 가족

의 재결합 과정을 자신이 속한 해방기 민족공동체 사회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뇌수술>이 다루고 있는

가정의 위기와 재건은 민족공동체의 위기와 재건의 은유로 이해되며, 관객들은

이를 통해 공동체 건설이라는 의제에 대한 일정한 비평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뇌수술>의 이 같은 특성은 작가의 다른 작품인 <신념>(1막)133)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신념>은 죽음이 임박한 며느리 대신에 늙은 시어머니

가 염라사자(閻羅使者)에게 잡혀간다는 비현실적이고 괴이한 소재를 다루고 있

다. 막이 열리면 무대는 ‘개량식으로 지은 시골집’으로, 병실 역할을 하는 오른

쪽 방에는 깊은 병에 걸린 박씨가 촌각을 다투며 누워있다. 무대는 “붉은 옷

입은 그놈이 꼭 온댔서요”라며 스스로 죽음을 암시하는 병든 박씨의 신음소리

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로 채워지며, 시종 으스름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室內는 어두어지고 푸른 光線이 새여들면서 障支가 열리고 붉은옷 입고 창든

閻羅使者가 들어선다.

부유스름한 빛이 겨우 朴氏와 金氏를 보이게 할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어린애 우름이 가늘고 强하게 들린다.

朴氏가 한거름 위으로 물너서고 閻羅使者는 한거름 朴氏에게로 나선다. 金氏는

한거름 使者 앞으로 나선다.

使者 계축(癸丑)년 자시(子時)생 한양박씨 이생의 인연은 이날로 다하였

133) 《현역작가24인집》, 1947.3. 해방기에 공연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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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라왕의 분부를 거역말고 즉시 길 떠날 차비를 차리라.

朴氏 (날카롭게) 않듸오.

使者 인간들끼리 제정한 법도의 명영도 거역치를 못하거늘 저승의 법도

를 인간에서 어찌 거역하라.

朴氏 그러치만!

使者 안다. 네 심정!

朴氏 저 저 어린것 우룸을 들어줘요. 어린것을 업고선 난이의 애달버하

는 어린 심정을 생각해보서요.

蘭伊 (적은 목소리) 엄마 엄마 왜이래요.

一善 (적은 목소리) 누님 왜이러슈 누님 누님.

張俊 여보 여보 이게 당치않은 웬 헛소리요. 어머니 정신 차리시요.

朴氏 저승에서도 날 세상에 보낼 때 어린걸 나커들낭 그것들을 잘길느고

오라고 한게않이오. 그런데 그런데.

使者 그렇지만 몸에는 병마가 덥첫다. 짓구진 병마가 오장육부를 못살게

구러 얼굴은 여위고 피골은 상접하였다. 이생에서는 싸울 기력을

잃었다.134)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박씨는 결국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박씨를 데려가기 위해 무대 위에는 ‘염라사자’가 등장한

다. 극중 염라사자는 어두운 실내에 푸른 광선을 배경으로 ‘붉은 옷 입고 창든’

괴이한 모습으로 꾸며진다. 이 장면은 조명과 의상, 음향 효과 등 연극의 비언

어적 표현 수단이 총동원해 염라사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무대화하여 관객들

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염라사자의 등장에서부터 염라사자와 박씨의

대화에 이어 이윽고 시어머니 김씨가 며느리 박씨를 대신해 죽음에 이르는 과

정이 마치 한편의 꿈과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로 처리돼 있다.

<신념>에서 염라사자의 등장 장면과,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환상

적이고 괴이한 설정 등이 갖는 의미는 <두뇌수술>과 마찬가지로 통속적 흥미

차원으로만 국한할 수 없다. 여기에도 가정의 위기와 재건의 과정이 결부된다.

<신념>은 극의 초반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 공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134) 김동권 편, 앞의 책. 182쪽. 이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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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한다. 아이 울음소리라는 청각

기호를 통해 관객들이 꾸준히 어린 아이의 존재에 대해 상상하도록 극을 구성

한 것이다. 며느리 박씨가 자신을 찾아온 염라사자에게 죽음을 미뤄달라며 애

달픈 요청을 하는 것도 ‘어린것’ 때문이다. 이처럼 모성에 근거한 며느리 박씨

의 감정적 호소는 시어미니 김씨의 대사에서도 반복되는데, 시대를 막론하고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동조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어린것’이 곧 ‘집안을 이을 국민’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모성이 시대적 특수성을 띠게 된다. 며느리 박씨가 죽음을 거부하고 시어머니

김씨가 며느리 대신 죽으면서까지 길러내려고 하는 ‘어린것’들은 가정, 나아가

조선민족의 연속성을 담보할 존재로 설정된다. 여기서 어머니의 임박한 죽음이

만들어내는 가정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 차원으로 격상된다. 특히

박씨의 남편으로 야학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장준은 이 같은 생각을 신념의 차

원에서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張俊 염여말게. 어머니 염여마셔요. (一善에게) 누이는 않죽네. 결코 죽을

리가 없네. 내게는 굳은 신조가 있네. 나는 아히들에게 국어를 가리

키면서 자신을 얻었네. 잃어바릴뻔하든, 우리말과 얼을 찾인 우리민

족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란 신렴을 찾게 되였네. 조선이 죽으문

우리민족은 三천만 국민은 유리하는 고아가 될 것이니 하눌의 뜻은

그럴리가 없을 것이란 믿음이 생겻네. 딸아서 자네 누이의 병에도

죽지 않으리란 신렴을 얻었네. 조선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집에

도 집안을 이을 국민인 어린것들이 있지않나. 저 어린것들을 어찌

라고 자네 누이가 죽겠나. 죽고싶어도 못죽을 것일세. 그래서 나는

염여치 않네. 자네 누이는 않죽네. 결단코 죽을 리가 없네. 헛소리

그 소리는 살겠다는 맹세일세. 죽지 않네.” (181쪽)

장준의 신념 체계에서 어머니는 민족의 연속성을 보장할 국민을 길러내야 하

기에 쉽게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이 같은 장준의 신념은 곧 해방기 현실에서

모성은 민족국가의 국민을 길러내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당위명제에 다름 아

니다. 결국 장준의 신념대로 며느리 박씨는 죽지 않고 ‘어린것’을 국민으로 길



- 80 -

러낼 수 있게 되지만, 대신 이미 이 같은 의무를 다한 시어머니 김씨는 죽음을

맞는다.

<신념>은 국가 건설, 민족공동체 재건이라는 해방기 의제에 관련하여 환상

적이고 괴이한 소재를 통해 모성의 역할을 부여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강인한 모성의 논리는 1940년대 전반기에 일제에

의해 강조되었던 ‘총후(銃後) 모성’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의식을 퇴보시

킬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자>135)는 유일하게 희곡이 현전하는 해방기 탐정극이다. 한국근현대연

극사에서 탐정극은 초기부터 폭넓은 대중의 인기를 끌던 장르136)였다. 당대 비

평이나 회고137)를 참고하면 해방기에도 탐정극의 인기는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

되는데 현전하는 희곡이 드물어 공연양상을 자세히 알기는 힘든 실정이다.138)

135) 격월간 『실업조선』1권4호(1947.6.)부터 3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공연 기록은 확

인되지 않는다. 발표지면에는 3막 7장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3막 6장으로 구성

돼 있다. 단편 추리소설 <비밀의 문>의 각색이며 방송극으로도 만들어졌다. 1949년

발표된 김래성의 작품집 《비밀의 문》 서문에는 이 작품이 “<그림자>라는 제목으

로 10년 전에 방송을 한 후 「농업조선」에 실렸고, 해방 후 다시 이것을 방송극으로

개작하여 방송하였고, 이것을 다시 무대극으로 개편하여 「실업조선」에 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연극 <그림자>를 식민지 시기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전하는 단편소설 <비밀의 문>과 희곡 <그림자>가 줄거리는 공유하면서도 각 장

르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극

<그림자> 역시 연극 <그림자>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

극 <그림자>를 해방기 작품으로 보고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136) 연극사 초기에 군사극 다음으로 인기를 모은 것이 탐정극이었다. 대표적으로 신파

극단 혁신단(革新團)이 2회 공연으로 올린 탐정극 <육혈포(六穴砲)강도>는 인기 신

파극 레퍼토리 중 하나로 여러 번 재공연되었다. 이외에도 <단총여도(短銃女盜)>,

<형사고심(刑事苦心)>, <인신사기(人身詐欺)>, <여강도(女强盜)>, <우정독신탐정(友

情獨身探偵)> 등 탐정극 레퍼토리가 확인된다.

137) “언제나 그 다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호언장담하는 흥행사는 가을이 되었건만

스푸링코-트 한번 걸치지 못한 초라한 극작가를 부뜰고 「육혈포(六穴砲)를 가진 악

한이 그 여자의 애인을 쏘았는데 그 여자가 복수를 한다는 그런 따위의 모험탐정극

을 하나 써주시오」라고 희롱하고 있다.” (김진수, 「晩秋隨筆: 演劇과 가을」, 『경

향신문』, 1948.11.6.) 또는 “울리는 것 아니면 탐정극을 써달라”(유민영(2001), 앞의

책. 311쪽.)는 회고 등을 참조.

138) 희곡은 현전하지 않지만 공연 기록은 다수 확인된다. 김래성 작 <쌍동아의 복수>

는 서항석 연출로 1946년 11월 단성사 무대에 올랐는데 신극계 거물인 서항석이 탐

정극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쌍동아의 복수>는 제목으로 짐작컨대 김래

성의 장편추리소설 『마인(魔人)』(1939)의 각색으로 보인다. 당시 신문광고(『동아일

보』, 1950.2.2.)에는 <마인의 비밀>이란 작품명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같은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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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그림자>는 해방기 연극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한 작품이다.

<그림자>는 ‘살인 광선’을 개발해 세간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 강세훈의 딸

영채를 괴도(怪盜) 그림자가 납치하자 구혼자 중 하나인 소설가 백일평이 나서

영채를 구하러 간다는 줄거리다. 허나 납치극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구

혼자들 중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감을 골라내려는 딸 영채의 자작극

이었다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유모탐정극’이란 수식어가 붙은 만큼 작품의 마

무리 부분이 주는 느낌은 다소 가볍다. 하지만 이 같은 반전이 알려지기 전까

지는 모든 연극적 요소가 고도의 극적 서스펜스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구성

되어 있어 관객들이 긴장감을 지니고 극중 사건에 빠져들게 된다.

1막은 강 박사의 집 응접실을 배경으로 연구밖에 모르는 강 박사의 성격과

영채를 둘러싼 세 명의 구혼자 간의 신경전 등이 제시된다. 그림자는 1막에서

말 그대로 ‘검은 그림자’로 표현되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막에서는

강 박사와 구혼자들 간의 격론 끝에 가진 것 없는 소설가 백일평이 자신의 목

숨을 걸고 영채를 구하려 가겠다고 나서고, 결국 3막에서 백일평은 그림자로

분장한 영채와의 대결 끝에 사건의 실체를 알아차린 뒤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139) 이 작품은 그림자와 벽에 걸린 괘종시계 같은 오브제, 긴박한 배

경 음악, 독특한 인물들의 등·퇴장 방식140) 등을 통해 공포스런 분위기와 긴장

감을 유지하며 활극의 요소까지 갖추는 등 대중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사건을 유머라는 명목 하에 가볍고 밝은 분위기에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도 통속성이 강한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림자>에서 해방기 현실의 국가 건설이라는 의제가 가정의 재

각색으로 짐작된다. 이외에도 조건 작 <살인마>(1948), <어느 날밤 살인사건>(1949),

<비밀지하실>(1950), <12시 20분>(1950) 등도 탐정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탐정극은 악극 형태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자유신문』, 1945.12.28. 광고 참

조.)

139) 단편소설 <비밀의 문>에서는 백일평과 영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담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무대로 돌아온 영채가 직접 전후 사정

을 설명하고 눈물을 흘리는 희곡 <그림자>의 결말 처리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

재한다.

140) 1막에서 영채가 납치된 이후 모든 인물들은 무대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가 또 무대

밖으로 뛰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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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문제와 결합돼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英彩 ……남만 못지않게 길러주시고, 남만 못지않게 교육을 시켜주신 아

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울며) 저는……저는…

夫人 얘 영채야! 너 무슨 말을 갑작이……

英彩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소녀는 무엇 한가지 남 부럽

지 않게 자랐읍니다. 지필묵이 없어서 고학을 하는 동무를 볼때마

다…… 방탕한 아버지와 정숙치못한 어머니를 가진 동무를 볼때마

다 소녀는 분에 넘치게 행복하였읍니다! 더구나 세상이 모다 우르

러보는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소녀의 행복은 더한칭 컸었읍니다.

아니 더한칭 커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姜博士 아니 영채야! 갑작이 너 무슨 말을……

英彩 그러나 아버지! 그와 같은 행복이 넘쳐흘려야할 소녀의 가슴 속 한

편 구석에는 항상 무슨 구멍이 하나 뚫러진 것처럼 허뭉하였고 비

길데없이 쓸쓸하였읍니다!…… 그렇읍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과학자

이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히생하시고 오로지 과학을! 과학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과학에 소녀는 항상 그 어떤 질투

를 느꼈읍니다. 소녀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빼서간 그 차디찬 과

학을…… 그 번쩍거리는 기계를…… 살인광선을 한없이 저주하였습

니다! 아버지에게는 단란한 가정도 없고 사랑하는 안해도 없고 귀

여운 딸도 없었읍니다! 아버지의 혈관에는 새밝안 핏줄기가 도는

대신 언제던지 차디찬 어름덩어리가 돌고 있을 뿐이었어요!

一同 黙黙히 英彩를 바라본다. 모다 疑訝스럽다는 表情.

(중략)

姜博士 오냐, 우지마라! 지나간 일은 서루 생각 않기루 하자! 그리고 네가

그처럼 바라는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 ......자아, 얼굴을 들

구......(두손으로 딸의 얼굴을 든다)...... 눈물을 씻구...... (손수건으로

딸의 눈물을 씻어주며) 자아, 인제부터 따뜻한 가정을 일우러보자.

네가 바래는 아기자기한 살림사리! 일요일에는 널 디리고 동물원엘

가구, 밤이면 네게 옛말을 해주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가 나두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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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 졌다. 영채야, 그렇지? (딸의 얼굴을 갓낸애처럼 드러다본다)

夫人 (눈물을 씻으면서 갑자기 明朗한 表情으로) 아이 영채가 갑자기 어

린애가 됐군 그래!141)

인용문은 3막에서 백일평과 함께 돌아온 영채가 울면서 자신의 자작극의 전말

을 실토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영채는 “과학만을 사랑”하며 “단란한 가정도 없

고 사랑하는 안해도 없고 귀여운 딸도 없었”던 아버지 강 박사를 원망해 왔으

며 “아버지의 사랑을 빼서간 그 차디찬 과학”의 대상인 ‘살인광선’을 저주해 왔

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자작 납치극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극단

적 조치였음을 밝힌다. 이에 강 박사 역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부성애를 되

찾게 된다.

이 같은 결말로 볼 때 <그림자>의 플롯 구성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위기와

재건의 문제를 다룬 것에 다름 아니다. 표면적인 가정의 위기는 그림자의 이름

을 도용한 영채의 ‘자작극’에서 발생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영채

가 이 같은 자작극을 꾸미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있을 것이다. 극중 영채의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듯 그러한 위기의 원인은 광적으로 ‘살인 광선’ 개

발에만 몰두하는 강 박사의 성격에 있다. 강 박사는 살인 광선의 연구개발을

통해 명성을 얻고 세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대신에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영채가 자작극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아버지 강 박사의 ‘부

성애’이며 이를 근간으로 한 ‘단란한 가정’인 셈이다.

여기서 단란한 가정은 관객들에게는 해방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구할 수

있게 된 가치의 하나였을 것이다. 민족의 해방은 식민지 시기에 불가능했던 것

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지만 그 상상을 현실화하

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 속했다. <그림자>에서 영채가 요구하는 단란한 가정

역시 그 같은 일종의 환상에 속한다. 해방기의 단란한 가정은 식민지 시기에

‘딸 팔기’나 ‘출병’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결여가 없어야 하고 이들 사이가

가족애로 뭉쳐져 있으며 일정 수준의 경제적 능력까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단란한 가정의 형성과 붕괴는 전쟁이나 가난 같은

141) 김래성, <그림자>, 『실업조선』1권6호, 1947.10.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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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회적 현실의 문제로 귀결된다.142)

이런 흐름에서 극중 강 박사가 가정에 소홀하면서까지 연구에 매진한 대상

이 ‘살인 광선’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강 박사는 살인 광선을 개발

하며 세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정돼 있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집단

살상 무기인 살인 광선의 개발이 해방기라는 현실에서는 그다지 긴박할 이유

도, 세인의 존경을 받을 이유도 없다. 이 살인 광선은 단지 해방 전 대동아전

쟁과 그에 따른 총동원의 망령이 이어진 것일 뿐이다.143) 이에 강 박사가 살인

광선 대신 딸을 선택하고 단란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실현하는 모습은 전쟁이

라는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일상의 문제로 회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강 박사

의 회귀와 가정의 재건은 또 영채와 백일평의 결혼까지 동반하는데 이를 통해

단란의 가정이라는 환상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해방 이전 가정은 국가의 기본 구성단위로서 국가의 영속을 뒷받침하는 공

동체로 주로 존재했다. 이 같은 인식은 앞서 분석한 <신념>과 같이 가정을 다

룬 해방기 작품에도 일부 반복된다. 하지만 <그림자>는 위기 가정의 재건과

국가를 둘러싼 거대담론을 대립적으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작

품에서 가정의 위기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인생을 바친 아버지의 부재에서

온 것이며, 이에 아버지가 이를 포기하고 대신 부성을 회복하자 단란한 가정

역시 복구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립 양상은 국가 건설을 제1과제로 두고 이

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해방기 대중들에게 전혀 다른 방향의

의식의 확장을 이뤄줄 수 있다. 이는 국가 건설이란 거대 담론은 가정과 같은

다른 단위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 거대

담론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은 반(反) 인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

고와 같다.

요컨대 <그림자>는 탐정극의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살려 관객들이 긴장감

을 갖고 무대 위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사 차원에

서 가정의 위기와 재건 과정을 그려내는 바, 그 가정의 위기의 근원으로 전쟁

142) 해방기 가정의 몰락과 해체라는 현실을 핍진하게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영

수 작 <혈맥>(1947)을 들 수 있다.

143) 단편소설 <비밀의 문>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식으로

배경을 설정하지만 희곡 <그림자>에는 그마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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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거대 담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림자>는 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

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해방기 관객들이 가족 공동체의 유지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대립적 시각은 해방기

연극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독특하다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는 시대를 불문하고 관객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인정극적 윤리를 반복한 것이

라 대중 취향에 쉽게 부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정을 둘러싼 사건은 시대를 불문하고 흔히 다뤄지는 멜로드라마의 대표적

소재다. 그럼에도 <두뇌수술>, <신념>, <그림자>는 가정의 위기와 재건 과정

을 해방기 민족공동체의 구성 과정을 설명하는 제유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민족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거대 담론은 이들 작품에서

관객들에게 이미 익숙하여 수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가정의 문제로 치환되어

제시된다. 이 같은 전개 방식은 해방기 현실의 의제에 대한 관객들의 대중지성

을 손쉽게 강화해주며 거대 담론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같은 관객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들 작품은 가정의 위기와 재건 과정

을 환상과 괴이의 코드를 통해 비논리적으로 방식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이 정

서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재건, 나아가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유도

한다.

<두뇌수술>은 해방기 귀환 청년의 서사를 대뇌 교환이라는 환상적 소재와

결합하여 뇌가 바뀐 무길이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관객

들이 이 서사를 청년의 귀환을 통한 가정의 재결합이라는 사회 문제로 일반화

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신념>은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가 염라사자에게

끌려가는 괴이한 이야기를 무대화하면서 민족공동체 재건에서의 적극적인 모

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일하게 희곡이 현전하는 해방기 탐정극인 <그림자>

는 가정의 위기의 근원으로 전쟁이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하면서 국가 건설을

고민하는 관객들이 가족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민족공동체를 상상하는 해방기 대중들의 정치적 욕망은 국가 및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대로 해방기 연극 작품들은 이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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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식으로 제시하며 정치적 대중성을 획득한다. 특히 해방기 연극은 이를

직접적인 거대 담론의 형식으로 다루기보다는 가정과 같은 일상적 경험 및 윤

리 차원에서 설명해 내는데 이를 위해 해방기 대중들에게 익숙한 가정비극이

나 인정극의 윤리를 빌려오고 또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적절히 변용한

다. 이 같은 무대화 방식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감각적 경험을 유도하고 또 대

중지성의 성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당대 대중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욕

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해방기

대중의 욕망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해방기 연극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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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 건설의 연극적 수행과 전망의 분열

4.1. 삐라와 장례식, 무대공간의 친일 청산 의식

정부 수립 이전의 해방 전반기는 ‘국가’도 ‘국민’도 부재하였으나 ‘조선인’이라

는 ‘민족’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시기144)였다. 이윽고 해방을 맞은 조선인들에

게 실체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 ‘조선민족’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억압받지 않는

공동체였으며 ‘민족국가’는 조선인의 힘으로 세워나갈 조선의 새로운 존재방식

이었다. 앞서 다룬 민족사의 소환이나 일상의 차원으로 설명된 정치 담론을 통

한 대중의 의식 확대는 결국 민족공동체 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전 준

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중들이 목도한 해방기의 현실은 해방 직후 조선

인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속도대로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실망스런

결과를 낳기도 했다. 연극은 이 지점에서 이 시기 대중들이 욕망한 민족공동체

형성과 그 전제로서의 친일 잔채 청산 등을 극장공간에서 연극적 형태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성을 확보해 나간다.

해방 직후 조선에서 친일파의 청산은 역사적 당위 차원에서 제기된 사회적

요구였다. 식민지 시기 “일제의 앞잡이로 일신의 안일에만 급급하여 호가호위

(狐假虎威)하던 무리”145)였던 친일파는 해방된 조선에서 조선인으로서 설 자리

가 없는 비국민의 부류였기에 식민지 잔재로서의 친일파 청산은 곧 올바른 민

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방기 연극이 친

일 청산을 무대화한 것은 친일파가 식민지 시기에 활동했었다는 점에서 역사

의 소환이며, 이들이 해방기 현실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정치 담론

의 문제이기도 했다.

해방기 연극에서 친일 청산을 다룬 작품들은 무대를 친일파 청산의 의식(儀

式, ceremony)이 진행되는 퍼포먼스의 장으로 구성한다. 무대는 친일 청산을

요구하거나 또는 실현되지 못한 친일 청산을 연극적 형태로 경험할 수 있게

144) 이승희, 「해방기 우파 연극의 헤게모니 획득과정 연구」, 『한국극예술연구』21,

한국극예술학회, 2005. 184쪽.

145)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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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호들로 채워지며, 플롯은 주로 친일파가 스스로 허위성을 드러내고 차

츰 몰락의 길을 걷는 과정을 그린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극장공간에서 친일파

청산을 위한 민족적 제의를 수행하고 나아가 민족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할 수 없는 역사로서의 친일에 대한 비판 의

식을 강화하며,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해방기 현실 정치의 문제였던 친일파의

재기에 관한 일정한 시각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송영(宋影, 1903-1977)146) 작

<황혼>(1막)과 오영진 작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3막 4장)는 친일 청산 문제

를 다룬 해방기 연극의 대표작들이다. <황혼>이 해방 직후의 친일 청산에 대

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이러한 열기가

한 단계 식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

<황혼>은 송영이 월북 이전 해방기 남한에서 남긴 유일한 희곡으로 1945년

12월 『예술운동』 창간호에 발표되었다. 친일 잔재 청산을 풍자의 방식을 가

미해 그린 수작으로, 해방 전 프로극과 대중극계 활동으로 축적된 송영의 뛰어

난 극작술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같은 주제를 다룬 해방기 작품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지면에 실렸지만 공연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선행 연구에

서는 이 작품이 남한의 “새로운 국가건설 주도권을 ‘인민공화국’ 지지 세력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친일 세력들이 도모하는 재기의 몸부림도 시

대와 더불어 사라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147)이라고 평가했다. 설명처럼

이 작품은 친일 청산을 당위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낙관했다

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친일 세력의 재기 몸부림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146) 본명 무현(武鉉). 서울 서대문 출생. 배재고보 중퇴. 1922년 프롤레타리아 문예 단

체인 염군사(焰群社)를 조직하고 잡지 『염군(焰群)』에 소설 <남남대전(男男對戰)>,

희곡 <백양화(白洋靴)> 등을 발표하며 문학사에 등장한다.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며 경험의 폭을 넓히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25년 『개벽(開闢)』지 현상 공

모에 <느러가는 무리>가 입선하며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조선프롤레

타리아예술가동맹(KAPF)에 소속, 활발한 프로연극 활동을 하다 카프 해소 후에는

동양극장에 소속되어 중앙무대, 청춘좌, 호화선 등 상업극단에 수많은 대중극 극본을

제공한다. 해방 후에는 조선연극건설본부 조직 등 좌익연극 활동에 관여하다 1946년

월북,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국립연극극장 총장 등 요직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 희곡 등 60여 편 작품을 남겼다. 송영의 생애와 연극 활동에 대해서

는 양승국, 「계급의식의 무대화,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현대극작가론4-송영』,

태학사, 1996. 21-22쪽 및 『북한문학사전』(국학자료원, 1995) ‘송영’ 항목 참조.

147) 김재석, 앞의 글.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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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것으로 낙관했는지는 재론할 부분이 있다. 오히려 <황혼>은 친일 청산

이 민족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친일 세력들이 재기를 도모하고 또 결코

반성하지 않는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낸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친일 청산에 대

한 인식을 당위적 차원을 넘는 현실의 정치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황혼>은 해방 전 친일파이자 모 회사의 사장인 이진수가 해방이 되자 반

성은커녕 이번에는 미군정에 빌붙어 관직을 얻으려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는 줄거리다. 이 사장은 같은 민족반역자인 일제시대 도회의원 출신 강병호와

목사 구일순 등과 정당을 만들어 재기를 노리고, 이를 지켜보던 이 사장의 딸

이자 교사인 진주, 통역생(通譯生) 김영칠, 독립군의 아내 옥천 마님 등은 반대

편에 서서 이들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직접적인 비판을 던진다.

경성 근교,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어느 계곡, 양지 새에 우묵이 들어 앉은 부호

이사장의 별장 양관(洋館). 응접실, 화사한 장식 도구. 중앙 정면으로 아치형의 통

용문, 그 밖으로는 녹피(鹿皮) 놓인 노대(露臺). 좌우로는 통용문, 왼편은 뜰로 통

한 문, 바른편은 내실로 통한문. 테이블, 의자, 소파, 탁상전화 등등. 벽상(壁上)에

태극기. ‘조선 민족 대동단결’이란 서액.

때는 첫가을 지금은 저녁나절이다. 애국가의 합창소리(환희에 잠긴 남녀 군중의

소리)와 같이 막이 올라간다. 무대는 조금 동안 그대로 어둡다.

사이.

무대가 점점 밝아지며(溶明) 고민하고 앉아 있는 진주의 자태가 보인다. 애국가

소리 적어지며 멀어진다. 진주는 고등여학교 음악교원으로 있는 지성적인 처녀이

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었다. 감격 찬 눈초리로 태극기를 쳐다본다. 음악

소리 커진다. 다시 고민의 빛이 돈다. 일종의 애수로 변한다. 멍한 명상에 잠긴다.

오서방, 노대로 올라 서서 실내로 들어선다. 쉬흔 남직한 우직한 할아범이나 나이

에 비해서 머리와 수염이 솜같이 허옇다. 단순하고 의협심이 있으나 성격은 철두

철미 낙천적이다. 흰 저고리에 회색 바지에 검정 쌈지를 찼다. 곰방대를 허리춤에

끼었다. 전주의 모양을 쳐다보고 이상히 생각한다.

오 서방 (웃으며) 아가씨.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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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서방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엇 때문에 수심을 띄우시고 계십니까?

진주 (말없이 기를 또 쳐다본다)

오 서방 네, 인제 알겠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팔을 벌리며 큰 목소리로)

우리나라 만세, 조선독립 만세.

진주 …….

오 서방 정말이지 꿈 같습니다그려. 아가씨, 태극 그린 부채 가진 사람을 봐

도 독립패라고 항쇄족쇄 잡어가든 왜놈들 세상이 어느 틈에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까? 네, 아가씨! 만세 한번만 불러도 몇십 년씩 감옥

살이를 하든 때는 어느 때고 이렇게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놈

까지 만세를 막 불러도 누구 한 놈 참견을 아니하는 세상이 되었습

니다그려. 네, 아가씨! 만세, 만세, 만세.

진주 ……. 148)

위 인용문은 작품 도입부다. 무대는 경성 근교, 이 사장 별장의 응접실이다. 인

물들의 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응접실에는 테이블, 소파, 탁상전화를 비롯해 ‘화

사한 장식 도구’가 배치돼 있고 문 밖으로는 ‘녹피가 놓인 노대’가 설치되어 있

어 관객들이 이 사장의 경제적 지위와 취향 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응접실 벽에는 태극기와 ‘조선민족 대동단결’이라 쓰인 서액(書額)이 걸렸

다. 이는 막이 올라가는 동시에 무대 밖에서 들려오는 ‘애국가의 합창 소리(환

희에 잠긴 남녀 군중의 소리)’ 같은 청각 기호와 함께 관객들이 해방이라는 극

장 밖 현실과 민족 과제를 상기하도록 해주는 오브제이다. 또 이 극이 앞으로

민족 현실과 관계 깊은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극은

막이 열리고도 한참 동안 대사 없이 ‘흰 저고리의 검정 치마’를 입은 진주의

모습, 태극기 등 시각 기호와 함께 애국가 소리만 제시한다. 여기에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오 서방의 ‘조선 독립 만세’ 외침 등을 반복 제시하여 관객들이 해

방의 기쁨을 한껏 누리도록 도입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태극기라는 민족 기호를 게시해둔 응접실의 주인은 사실 친일 민족

반역자라는 사실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이 사장과 관객의 심리적 거리는 벌어

148) 송영, 『황금산(黃金山)/황혼』,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97-99쪽. 이하 본문 인용

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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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오 서방 오늘 밤에도 또 나라 꾸미는 회(會)가 있습니다그려.

이 듣기 싫어.

오 서방 네 황송합니다. (웃으며) 그러나 저도 하도 신통해서 그런답니다.

엊그저께까지 왜놈들을 청해다 놓고 회사 잘될 의논들을 하시든 영

감들께서 인제는 이렇게들 우리나라 독립 꾸미시는 회들을 매일 밤

하시게들 되신 것을 생각하오면……. (감격에 빠진다.)

강병호 (옥갓게 듣고서) 뭐야, 이 사람! (성을 낸다.)

오 서방 (둥절해지며) 아니올시다.

이 말조심 좀 해!

오 서방 네. (야단맞는 영문도 모르면서 안으로 들어간다.)

강병호 저런 사람들까지 영감이나 저희를…….

이 그런 게 아닐 겝니다. 그 사람은 그저 제깐에도 조선동포라고 해서

감격해서 하는 소릴 게죠.

강병호 하! 그럽습니까? 그런데 똑 제가 듣기에는 너희 같은 친일파가…….

이 천만에요! 그깐 것이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갈 리가, 허……. 정

말 강공께서도 아조 신경과민이 되겠군 그래.(104-105쪽)

이 사장은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복군의 아내이자 처 이종사촌인

‘옥천 마님’을 마중하러 정거장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고, 강병호, 구일순

등은 이날 저녁 연합군 관계자를 만나 찬탁(贊託)149)의 뜻을 전할 계획을 세우

기 위해 이 사장의 집으로 모여든다. 이들에게 오 서방은 직접적 비판이 아니

149) 일반적으로 해방기 신탁통치(信託統治) 논쟁에 대해 좌익은 찬탁(贊託), 우익은 반

탁(反託)의 구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정교한 논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

확히 말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 중 신탁통치 조항을 중시했던 우익은 반탁을 주

장한 것이지만, 좌익은 신탁통치가 아니라 임시 정부 수립에 주목하여 3상 회의 결정

을 지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탁통치 소식이 막 전해진 1945년 12월에 한국 정가에

서는 좌익과 우익을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반탁의 의지를 표출했다. 신탁 통치 소식이

막 전해질 즈음 발표된 <황혼>에서 친일파의 찬탁을 비판적으로 그린 것은 좌우 대

립의 문제보다는 민족/반민족의 구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해방기 신탁 통치 찬

반 논리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신복룡, 「해방 정국에서의 신탁 통치 파동:

1945-1947」, 『사회과학논총』23,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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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악의 없는 대사를 무심히 던지는데, 이를 통해 친일 행적을 반성하지 않는

이 사장 무리의 허위성이 폭로된다. 이런 풍자 방식은 송영이 식민지 시기

<황금산> 등에서 보여준 극작술이 해방기 연극에 적용된 것으로, 친일파 비판

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관객의 웃음 유발과 맞닿으면서 정치적 대중성을 획득

하는 부분이다.

<황혼>은 친일파 비판을 오 서방의 발화를 통한 풍자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전개한다. 여기에는 다른 인물들의 직접적 비판도 포함된다. 이 사장, 강병호,

구일순 등 친일파는 이 사장의 딸 진주에게서는 양심의 차원에서, 통역생 김영

칠에게서는 민족 자주성의 차원에서, 독립운동가의 처 옥천 마님에게서는 잘못

된 역사의 청산 차원에서 잇따라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다. 이같이 다양한 성격

을 지닌 등장인물들이 차례로 무대에 등장하여 친일파에 대한 비판을 쏟아 붓

는 장면은 선악의 대결 구도를 취하는 멜로드라마에서 궁극적으로 ‘선의 승리’

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150)과도 닮았다.

특히 <황혼>에서 무대 위에 등장하는 ‘삐라’는 역사적 필연으로서 친일 청산

에 대한 관객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기능을 한다. 무대 밖 드라마공간

에서 무대공간으로 전달되는 삐라에 이 사장을 비롯한 친일파 무리들은 ‘민족

반역자’, ‘북선에서 쫓겨온 친일파’,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119-120쪽)로 기술되

어 있다. 삐라는 거리의 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해방기 극장 밖의 현실을

반영한 오브제다. 이를 통해 <황혼>은 친일파에 대한 비난과 청산 요구는 극

중 등장인물 개인의 차원이 아니며 해방기 현실의 주요한 의제로서 사회적으

로 집단화, 조직화된 요구임을 강조한다. 결국 이 같은 사건의 흐름에서 이 사

장 등 친일파는 비국민으로 단죄 받고 재기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에 상황에

놓이며,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수행되는 친일 청산 퍼포먼스의

참석자가 된다.

그러나 <황혼>은 친일 청산 문제를 여기서 손쉽게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탁월함은 마지막 장면에 집약돼 있다.

150) 멜로드라마는 전통적인 도덕적 질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의 불안을 표현하

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악의 승리로 불안의 기운을 드러내고, 선의 궁극적인 승리로

불안의 기운을 제거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Peter Brooks, 앞의 책. 53-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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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소리 점점 더 커 온다. 석양 더 짙어 간다.)

이 아니 뭐? 음 나쁜 년…….

윤씨 뭐라고 썼소?

진주의 소리(마이크)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 조선 사람이실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고만두시고 피 섞인 감회의 눈물을 흘려 주십시요. 자, 들어

보십쇼. 건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젊은이들의 노래소리를. (합창소리

커진다.) 아버지, 아버님의 불순한 과거의 하로 동안 낮도 이제는

다 저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렬한 황혼의 사양(斜陽)]

이 좋다.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고 말겠다.

(합창 더 커진다.)

(막) (158-159쪽)

이 사장은 딸의 진심어린 호소에도 자책이나 반성 없이 “그래도 나는 한번 해

보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재기의 뜻을 꺾지 않는다. 이는 해방기 다른 작품들

처럼 민족반역자들이 자신의 행적을 후회하며 반성에 이르는 식의 낭만적 전

망을 사용하지 않고 해방직후의 엄연한 역사적 현실을 담은 것151)이라 하겠다.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룬 김송의 <그날은 오다>(3막4작,

1950년)의 경우 친일파를 형상화한 인물 홍상용은 극에 마지막에 이르러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의 지표로 자살을 결행한다. 이는 민족 과제로서의 친일

청산을 연극 차원에서 이행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인간 존재의 고통과

극단적인 형태의 죽음을 무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객이 이를 수용할 때

해석이 다양해질 여지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152)

151) 양승국(1989), 앞의 글. 211쪽.

152) 관객들은 공연 주체의 의도대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특히 관객은 자료가 결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해석할 수도 있고, 자료가 지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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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혼>은 친일파가 여전히 재기를 노리는 현실을 핍진하게 그리면

서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믿어왔던 관객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민족사의 흐름에서 식민지 시기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던 친

일파는 해방기에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존재이지만, 해방기 현실에서

친일파는 다시금 변모와 재기를 꾀하며 공동체 건설이란 정치적 의제와 결합

하는 존재라는 점을 관객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황혼>은 당시 사회적 요구를 담아 관객들이 극장공간에서 친일 청

산의 의식을 연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당위성과 무관하

게 실제 존재하는 친일파의 재기 문제를 민족의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의 확장을 유도한 것이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극작가 오영진(吳泳鎭, 1916-1974)153)의 대표작으

로 그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써서 1947년 월남할 당시 유일하게 간직하고 온

작품154)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6월 극예술협회가 이진순 연출로 중앙극장

무대에 올렸으며, 희곡은 1975년 《오영진 희곡집》에 수록되었다. 기존 연구

에서는 주로 이중생의 아들 ‘하식’이 작가의 이념을 대변하며 사위 ‘송달지’와

함께 이중생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귀환 청년

서사 및 세대 대립의 이야기155)로 읽거나, 기법상 풍자를 활용한 성격희극으로

서의 특징156)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연구들이 주목한대로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 나타나는 친일파와

도 있다. 관객의 실천적 해석 행위에 대해서는 Paul Thom, 앞의 책. 254쪽. 참조.

153) 평양 출신으로 평양고보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시

절 <영화예술론>을 『조선일보』에 발표하며 데뷔, 1942년 첫 시나리오 <배뱅이굿>

발표를 시작으로 연극·영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희곡과 시나리오 20여 편을

남겼다. 해방 후 평양에서 조만식의 비서로 활동하다 1947년 월남, 한국전쟁 당시에

는 월남 문인들과 문총북한지부(文總北韓支部) 설립하였다. 또 오리온영화사를 만들

고 『문학예술』지를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장면(張勉) 내각

에서 국무총리 문화담당 특별고문, 5·16쿠데타 직후 최고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조

민당(朝民黨) 당수를 역임하는 등 정치인으로도 활동하였다. (이근삼·서연호 편, 『오

영진 전집』1, 범한서적주식회사, 1989. 및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

교출판부, 2004. ‘오영진’ 항목 참조.)

154) 이진순, 『한국연극사(1945-1970년)』, 대한민국 예술원, 1977. 36쪽.

155) 이상우, 앞의 글이 대표적이다.

156) 김재석,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기 모순성」, 『한국 연극사와 민족극』, 태학

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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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청년, 즉 신구 세대의 대립이나 풍자 기법의 활용 등은 모두 친일 모리배

이중생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해방기 관객들에게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일정

한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께 묶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연극적 장치가 바로 이중생의 ‘가짜 장례식’이다. 이

작품에서 가짜 장례식은 이중생이 지닌 허위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관객들이

친일파 청산의 제의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정치적 대중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또 이 작품은 이를 바탕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민족국

가에 대한 일치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친일 행위로 부귀영화를 누려오던 사업가 이중생은 해방 후에도 아무런 반

성 없이 적산(敵産) 국유림을 맡아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미국 원조 자금을 빌

려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딸까지 만나게 하며 사업에 이용하려던 미

국 원조기관 관계자 란돌프가 사기꾼임이 드러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여

기에다 국유림을 관리하며 저지른 배임횡령, 공문서 위조, 탈세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이중생은 한 달가량 옥살이를 하고 가진 재산마저 몰수

될 위기에 처한다. 이에 이중생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고 재산은 모두 사위 송달지에게 상속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풀리지 않

는다. 여기에 마침 돌아온 아들 하식에게까지 호된 비판을 받자 이중생이 결국

진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줄거리다.

1막과 2막은 친일파 이중생의 전사를 제시하고 모리배로서 그가 가진 허위

성을 폭로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1막에서는 인물들에 관한 전사가 주로

제시되는데, 극 도입부에서 관객들은 이중생이 전쟁 전부터 권세를 누린 친일

파이며 해방 후에는 미군정을 뒷배로 대규모 국유림을 맡게 된 모리배라는 사

실을 인지하게 된다. 또 아들 하식이 이중생의 종용으로 지원병에 나가 소식이

끊어졌다는 사실도 제시되는데 이는 마지막 3막에서 하식의 귀환을 통해 사건

을 마무리하기 위한 복선에 해당한다. 2막에서는 이중생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속법의 권위자’이자 고문 변호사인 최영후와 모략을 짜고 자살을 위장하여

재산을 사위 송달지에게 거짓으로 상속하는 과정을 무대 위에 그대로 보여준

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이중생의 모리배적 행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친일

모리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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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일파 이중생이 가진 허위성의 폭로는 3막의 가짜 장례식에서 정점에

달한다. 가짜 장례식은 관객들의 통속적 흥미157)를 유발하는 동시에 의례의 집

단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前幕에서 三, 四일 후 저녁. 같은 장소. 다다미방에는 거꾸로 둘러친 병풍 한끝

이 보인다. 香煙이 피어오르고 북소리와 함께 봉사들의 독경 소리가 높으락 낮으

락 들려온다. 經은 우리들이 일상 레코오드로 들어오던 저 경쾌하고도 유우머스러

운 祝願經이다. 바깥 사랑과 後園 亭子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웃음 소리가 도무지

초상집답지 않다. 막이 열리면 굴건제복을 한 喪主 宋達之가 혼자 온돌방에서 꾸

벅꾸벅 졸고 있다. 동리 부인 朴氏, 禹氏와 함께 안에서 나온다. 朴氏는 무엇인지

가득 넣은 이남박을 들었다.

朴氏 그럼 형님, 집엣 걸들 저녁상이나 차려주군 곧 오리다. 집에서들은

명일날이나 온 줄 알겠군. 호호… (다다미방을 들여다보고) 그저,

세상 떠난 분 하나 불쌍하지. 조곰만 참으셨던들 아드님두 만나실

걸. 그래두 천도가 무심치 않지. 돌아가신 아버님이라두 한번 보라

구 장례 전으로 들어서게 되니 이게 하느님 인도가 아니구 뭐유.

에그 저 사위양반은 얼마나 고단하길래 저렇게 앉은 채 꾸벅꾸벅

조을구 있을까.

禹氏 그럼 곧 다녀와요. 난 아우님 없인 못살어. 내 이 은혜는 꼭 갚을테

니.

朴氏 에그 형님두, 그런 말 허실 테면 난 아주 발길 안하겠수. (下手로

퇴장. 禹氏 방으로 올라가서 宋을 깨운다)

宋達之 어? 어…… 경읽는 소리가 맹랑한데. 슬그머니 졸음이 오니.158)

인용문은 3막의 무대지시문이다. 3막 무대는 상가(喪家)로 꾸며진 이중생의 저

택인데 다다미방에 둘러친 병풍, 굴건제복이라는 의상 오브제 등 시각 기호와

157) 박성봉이 정리한 통속성 체험의 다섯 범주 중 특히 ‘웃음의 해학성’이 강조된다.

(박성봉, 앞의 책. 323-369쪽. 참조.)

158) 이근삼·서연호 편, 앞의 책. 89쪽. 이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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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원경을 읽는 독경 소리 같은 청각 기호, 피어오르는 향연의 후각 기호 등 감

각적 장치를 총동원하여 무대를 상가로 구성한다. 위의 시각, 청각, 후각 기호

들은 3막이 열림과 동시에 관객들에게 제시되어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해

서 무대 위에 존재하며 관객들이 장례에 대한 감각을 환기하도록 만든다.

비록 가짜로 꾸민 장례식이지만 형식상 장례 분위기를 연출하는 오브제나

행위들은 이처럼 충실히 제시되는데 이에 장례의 진위를 떠나 관객 입장에서

는 이것들이 일종의 즐길거리가 된다. 하지만 3막의 무대가 관객들이 익히 감

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상가의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풍자성

이 두드러진다. 장례식의 허위성은 ‘경쾌하고도 유우머스러운 축원경’, ‘후원 정

자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웃음 소리’ 등 상황에 걸맞지 않은 청각 기호와 “명일

날”, “오늘만 날입니까”(90쪽), “잔치집”(92쪽) 같은 격에 맞지 않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주로 드러난다.

특히 죽지도 않은 인물을 위한 가짜 장례식이라는 설정은 관객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수의에 행건 친 차림”으로 등

장하는 “초현실적”(91쪽)인 이중생의 모습은 작품의 풍자성을 높이고 관객들에

게는 죽은 자의 옷을 입은 채 조문객의 눈을 피해 돌아다니는 장례의 주인공

이라는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극중 이 같은 장면에 대해 이중건이 던지는

“수의 입은 놈과 상복한 놈을 마주 놓고 보기가 으째 으시시”(92쪽)하다는 대

사는 이 작품이 가짜 장례식의 스펙터클을 통해 얻고자하는 관객의 반응을 직

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장례식은 참석자들이 죽은 인물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 목적의

제의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장례식은 관객들도 익히 인지하

듯 거짓으로 꾸민 의례이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이 거짓 의례가 요구하는 장

례식의 주인공, 즉 친일 모리배 이중생에 대한 용서나 추모, 이를 통한 일체감

형성 등은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된다. 반대로 이중생을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

으로 인식하고 그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벌린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3막의 거짓 장례식을 통해 이중생이 ‘정치적 죽음’을 맞는다는 점이다. 이중생

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사망 진단을 받았으며 재산 처분에 관한 권

한까지 사위 송달지에게 상속했다. 이에 이중생은 국회특별조사위원회 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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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족 가운데 불만이 계시면 자기 죄과를 자인하고 입증하는 고인의 유설랑

은 없애 버리구 이중생을 다시 살려내가지구 상속자인 송달지씨를 걸어 고소

라두 하시”(97쪽)라는 발언에도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중생의 이 같은 정치적 죽음은 결국 그의 자살로 이어지고, 그 순간 가짜

장례식의 의미도 변하게 된다.

夏植 형님, 고정하십쇼. 잘 알겠어요. 아버지 시대는 이미 지났어. 형님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지구 번민할 게 뭐 있수. 형님, 우리 앞

엔 우리를 새로운 권력과 독재자에게 팔아먹으려는 원수가 있어요.

나는 골고루 보고 왔어요. 할빈, 장춘, 흥남, 그러군 화태! 어 몸서

리가 칩니다. 형님, 우리나라가 독립된 줄두 모르구 있는 친구

들…… 어서 들어 들어갑시다. 할 이얘기가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집안 일은, 아버지 일은 순리대루 돼 나갈테죠.

禹氏 (重生에게)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할테유? (禹氏와 夏珠도 망설이다

가 들어간다. 사이, 李重生 묵념)

李重生 하식아.

夏植 ……네?

李重生 나는 어쩌란 말이냐. 네 애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夏植 ……아버지, 어서 그 구차스러운 수의를 벗으십쇼, 창피하지 않아

요?

夏植 퇴장. 무대에서는 李重生 혼자 넋잃은 사람처럼 서있다. 독경 소리 커진다.

後園에서는 『아범, 아범! 아까부텀 술상 봐오라는데 뭣 하구 있어』하는 重建의

소리와 지껄이는 弔客의 소리. 朴氏, 혼자 중얼거리며 下手로부터 등장.

朴氏 내가 뭐라구 했수. 형님은 참 유복두 허시지, 자기 아버지 장사 전

에 생사조차 모르던 아드님이 돌아오셨다니 천우신조로 하느님이

인도하였지.

朴氏 귀, 귀신, 귀신이야! (온 길로 달아뺀다. 李重生, 다시 나와 사방을

살피고 방안에 떨어져 있는 면도칼을 무심코 들여다본다)

李重生 귀신? 헛헛! 그럼 내게는 집두 없구 돈도 없구 자식두 없구……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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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수의밖엔 아무것도 없는 귀신이란 말이냐. 하식아…… (이

윽고 後面으로 사라진다. 독경 소리와 달빛이 처량하다. 무대는 잠

시 비었다) (101-102쪽)

인용문은 막이 내리기 직전의 장면이다. 이미 자신의 정치적 죽음을 인식하고

현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던 이중생에게, 돌아온 아들 하식은 “아버지의 시

대는 이미 지났”다며 이중생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그러면서 아버

지 이중생의 일은 “순리대로 돼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귀환 청년 하식

은 선행 연구들이 주목한 대로 서사적 화자인 레조네어(raisonneur)에 가까운

인물로 그려지면서 그가 말하는 세대교체나 친일 청산 문제는 당위적 차원에

서 관객들에게 제시된다. 이미 “할빈, 장춘, 흥남, 그리고 화태”까지 골고루 보

고 돌아와서 “새로운 권력과 독재자”를 이야기하는 하식에게 그 이전 시기 민

족사의 문제인 친일 청산에 매어있는 이중생이나 송달지 등은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다. 귀환 청년이 새 시대의 문제를 꺼낸 상황에서 친일 청산은 의미

있는 논쟁을 유발할 만한 주제가 되기 힘든 것이다. 이에 하식의 세대교체 선

언 끝에 이중생이 자살을 결행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은,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전제로 한 플롯 구조로 볼 때는 자연스러운 결말이 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막이 내리기 직전 이중생이 자살을 단행하면서 장례식의

성격은 가짜에서 진짜로 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장례식은 죽은 친일 모리

배 이중생에 대한 용서와 추모의 의례가 아니라, 역사적 필연의 결과물인 친일

모리배의 정치적 죽음과 친일 잔재 청산의 순간을 공유하는 민족적인 기념의

제의가 된다. 연극에서 의례 장면의 삽입은 관객 수행성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159) 무대 위에서 의례 장면이 재현될 때 이는 그대로 의례 행위의

현존으로 이해되며 객석의 관객들은 손쉽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의례의 참여자

로서의 존재성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연극 무대에서의 의례의

159) 연극에서는 제의적인 것은 연기자의 희생제의, 어떤 지고한 의식상태로의 통과제

의, 반복과 음열성(音列性)의 후렴구들을 사용하기, 부동성 혹은 유일한 퍼포먼스에

대한 강박관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려는 갈망, 개인의 제의적 죽음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변화를 암시하기, 무대적 제의식에 관객을 참여시키려는 강한 집

념 등을 포함한다. (Patrice Pavis, 신현숙․윤학로 역, 『연극학 사전』, 현대미학사,

1999. 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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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은 실제 의례와 유사하게 관객의 존재성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친일파의 장례식을 무대 위에 재현하면서 관객

들이 민족적 기념 제의를 함께 수행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성을 확

립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이 때 관객들은 해방 직후에 당위성을 지닌 사회

적 요구로 떠올랐으나 실제로는 이 작품이 공연되던 당시까지도 성과를 거두

지 못했던160) 친일파 청산을 연극으로나마 수행하며 오랜 정치적 욕망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이같이 친일 모리배가 현실의 한계를 깨

닫고 절망 끝에 자살한다는 낭만적 결말을 제시하면서 관객들의 인식의 지평

을 제한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친일파의 청산과 재기

를 중심 플롯으로 서스펜스를 유지해오다 막이 내리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관

객들이 친일 청산을 현실이 아닌 과거사로만 인식하고 새로운 문제로 시선을

옮겨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친일파의 재기를 현실의 문제

로 제시한 <황혼>과 이 작품의 차이는 분명하게 들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황혼>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던 해방 직

후 발표되어 해방기 대중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한 반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은 이미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열기가 한 단계 가라앉고 남한의 정치

지형으로 볼 때 그 현실성이 급격히 떨어지던 시기에 등장했다는 태생적 배경

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방기 연극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민족사의 소환 문제이자 공동체 건설이

란 의제와 관련이 깊은 주제이기도 했다. <황혼>과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는 무대를 친일파 청산의 의식이 진행되는 퍼포먼스의 장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요구하는 친일 청산을 연극적 형식으로 수행하며 정치적 대중

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황혼>은 삐라라는 해방기 현실을 반영하는

오브제를 활용해 사회적 요구로서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살아있는

160)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가 초연된 1949년 6월이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반대세력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활동을 이어가다 특별경

찰대까지 강제로 해산 당하며 사실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4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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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생 각하>는 정치적 죽음 끝에 자살을 결행하는 친일 모리배 이중생의 장

례식을 관객들이 함께 친일 청산의 순간을 공유하는 민족적 기념 제의의 장으

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황혼>이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말하면서도 친일파의

재기를 다루며 관객들이 친일 청산을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의 확장을 유도한 반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친일 청산을

과거사로 치부해버리고 만다. 이 같은 차이는 두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정치

지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정치적 현실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대중의 정

치적 관심 역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4.2. 드라마공간의 집회 소음과 관객 공동체 형성 전략

연극에서 관객의 눈앞에 보이는 무대공간(espace scénique)의 사건은 그 자

체로서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무대 밖 어떤 세계, 즉 드라마공간(espace

dramaturgique)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된다. 드라마공간에서

는 관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객의 눈

앞에서 사라진 등장인물들은 그곳에서 사건을 겪고 그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해 다시 무대공간으로 가져오기도 한다. 좁은 무대에서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없는 연극의 특성상 이러한 드라마공간의 활용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 측

면에서 드라마공간의 활용이 해방기 연극만의 특수한 극작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 드라마공간의 성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주로 어떤 사건이 일어

나고 있는지를 따져볼 때 해방기 연극에서의 드라마공간 활용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

해방기 연극은 무대공간의 외부인 드라마공간을 관객들이 머문 극장 밖 공

간인 해방기 현실의 거리로 설정하고, 여기에 극장 밖 실제 거리에서 관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특징적 사건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는 드라마공간을 극장 밖으로 확장하여 현실 세계의 사건과 극중 사건

에 대한 관객의 인식이 교묘하게 이어지도록 극을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무대공간의 사건을 바라볼 때 높은 수준의 현실감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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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또 관극 행위 자체를 현실 세계의 시사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 행위로

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특정 성향을 공유하는 공동

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절에서는 드라마공간을 해방기 현실의 거리로 설정하며 민족적 의제에 관

한 해석과 전망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는 작품들을 다룬다. 유치진 작 <며느

리>와 함세덕 작 <고목>은 현실 문제를 은유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루

며 비교적 분명한 전망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각각 우익과 좌익의 연극계 작

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두 작품은 모두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드라마공간을

해방기 당대의 거리로 설정하고 여기에 이 시대 관객들이 극장 밖 현실의 거

리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사건들을 배치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관객들은

두 작품에서 모두 등장인물들에게 높은 수준의 감정이입을 수행하고 이들의

발화나 행위를 통해 민족공동체 구성과 과제에 대한 일정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극작가의 성향에 따라 두 작품이 제시하는 전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다.

<며느리>는 해방 이후 오랜 침묵을 지켜왔던 유치진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내놓은 작품이다. 1947년 1월 『국학』에 발표되었고 공연 기록은 현재 확인되

지 않는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해방기 문학의 특수한 형태인 ‘귀환 청년 서

사’161)와 대중들에게 익숙한 멜로드라마적 구조가 혼합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서은영은 이 작품이 만세 소리 등을 통해 해방의 환희를 감각적으로 공유하도

록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재건할 주체로 호명되는 관객의 사

명이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통해 극장 공간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작품이 만세 소리 같은 청각화된 민족적 표상을 활용해 해방의 감각을 일

깨우고 관객을 국가 건설의 주체로 호명하며 극장 공간에서 수행성을 강조한

다는 점은 타당한 분석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만세 소리가 재현되는 공간의

성격과, 관객의 수행성이 대중성 확보와 연관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

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상론을 할 필요가 있다.

<며느리>의 시간적 배경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 ‘해방 기념일’이

다. 남편이 학병을 나가서 죽은 후 홀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찬실에게 남

161) 오태영,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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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태성이 찾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찬실의 죽은 남편 도수와 자신 사이에는 찬실이 태성의

것이라는 무언(無言) 중의 언약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시부모 역시 찬실의 새

출발을 지지했지만 찬실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태성 혼자 탄광촌으로 떠난다

는 게 이 작품의 줄거리다.

찬실과 그의 죽은 남편 도수, 태성 간 삼각관계는 <며느리>에서 극의 사건

을 진행시키고 극적 재미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7년 만에 나타난

태성이 느닷없이 찬실에게 과거 남편 도수와의 언약을 들먹이며 새 출발을 제

안하는 부분은 다소 짜임새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삼각관계의

전사가 시부모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극적 긴장감 형성에

기여한다. 다만 이러한 멜로드라마 구조는 해방기 청년들의 귀환과 무너진 가

정의 재건 문제를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수준에서 현실 문제를 건들일 뿐,

통속적인 대중성 획득을 넘어 정치성 강화 차원에서는 그리 큰 기능을 하지

못한다.

대신 관객들이 해방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데에는 드라마공간이 주로

활용된다.

막이 열리면 무대에는 찬실의 시어머니와 할멈, 시어머니는 발판 위에 올라서서

응접실 정면 벽에다가 새 사진틀을 걸 준비를 한다. 할멈은 아래에서 도와주고 있

다.

바깥 한길에서는 악대와 만세소리, 해방을 경축하는 시민의 행렬인 듯, 떠들썩

하다.

시어머니 (헌 사진틀을 떼어서 할멈에게 주며) 이 헌 사진틀은 받아놓고 그

리고 할멈, 못하고 장도리.

할멈 옛습니다, 마님. (못과 장도리를 준다)

이때, 경축 행렬이 가까이 지나가는 듯.

할멈 (창께로 달려가서 바깥을 내다보고) 에그, 저 기운차게 외치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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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들어보세요. 마님, 저희 바깥사람은 기미년(己未年)에 꼭 만

세를 한 번밖에 안 부르고 잽혀 죽었죠. 그래 내가 이 꼴이 됐는데

저것 보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한놈 잡아가는 놈 없네.

시어머니 에그, 할멈도 무슨 구경야. 여기 와서 이거나 붙들어주지 않고.

할멈 그건 이따 하시고 이리 와서 저것 좀 보시래두.

시어머니 봐야 뭐 해방기념 하는 거지 (창께로 와서 보고) 에그, 굉장하군.

좋은 세상야. 우리 도수(道壽)가 살았으면 저걸 보고 얼마나 미칠

까? 그 애는 자나 깨나 독립! 독립! 했었는데…….

이때 독립만세 소리 터진다.

할멈 (열광하여 따라 부른다) 독립 만세! 만세!

시어머니 (황홀하여 아들 사진을 안고) 에그, 우리 도수야, 네게도 저 만세

소리가 들리느냐? 저승에서도 넌 오늘이 우리나라 해방의 첫 생일

인줄 알겠지?

할멈 온 세상이 다 안다는데 서방님 계신 저승엔들 왜 모르겠어요?162)

막이 오른 직후 장면이다. 막이 오르면 찬실의 시어머니와 할멈은 벽에 걸린

헌 사진틀을 떼어내고 있다. 이때 무대 안으로는 지속적으로 무대 밖 거리의

소음이 흘러 들어온다. <며느리>의 드라마공간은 해방 기념 1주년 행사가 열

리는 극장 밖 해방기 현실의 거리로 설정되어 있다. 관객들은 이 행사를 무대

공간으로 흘러들어오는 악대 소리와 만세 소리, 시민 행렬의 떠들썩한 소리 같

은 청각 기호와 창문 밖을 내다보는 할멈의 관찰자 보고를 통해 인지하게 된

다. 여기서 염두에 둘 점은 이 시기 관객들은 이미 해방을 맞이한 기쁨을 몸소

체험하여 감각적으로 이를 기억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극중 드라마공간

의 사건을 이미 극장 밖에서 경험한 관객들은 만세 소리 같은 익숙한 청각 기

호를 통해 해방의 기쁨을 상기시키게 되며 또한 스스로가 일제 강점을 벗어나

해방된 조선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지각하게 된다.163) 극중 “독립”이라는

162) 김동권 편, 『현대희곡작품집: 해방기』4, 서광학술자료사, 1994. 132쪽. 이하 작품

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163) 게르노트 뵈메는, 감성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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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반복과 이어 할멈이 열광하여 따라 부르는 “독립 만세!”라는 흥분의 찬

대사는 관객들의 이런 감성을 더욱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 주목할 지점은 극장 밖 현실 체험을 통해 드라마공간의 흥분을 감각적

으로 인지한 관객들이 무대공간에서 목도하는 것은 해방기 현실의 또 다른 단

면을 드러내주는 우울한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이 작품이 무대 공간에서 제시

하는 장면은 식민지 시기 학병을 끌려간 아들/남편의 죽음으로 붕괴된 한 가정

의 우울한 현실이다. 이러한 감각의 대비를 통해 <며느리>는 무대 위의 사건

이 리얼리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작품이 지닌 주제의식의 무게감

을 더한다.

해방의 감격과 대비되는 현실의 우울함은 귀환 청년 태성의 사연에서도 마

찬가지로 드러난다.

시아버지 오, 태성아, 해방이 좋구나. 이렇게 모두 놓여나왔으니……. 몇해 만

이지?

태성 7년 만이지요. 감옥에서 6년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작년 8월 16일에 전선(全鮮)에 있는 죄수가 별안간 놓여나올때 우

리두 너두 나왔을줄 알고 백방으로 연락했었지만 어디 있는지 알수

가 있어야지. 그래 그 후에 어떻게 했니?

태성 대전 감옥에 있다 되나와서 이리저리 헤맸지요.

시아버지 너희 아버지두 못 뵜겠지?

태성 예, 아직…….

시아버지 그럴거야, 너희 아버지는 네가 붙들려가자 얼마 안돼서 식솔다 거

느리고 만주로 간다고 여길 떠나버렸지.

태성 말씀 마세요. 그후 그대로 마음을 잡으시지 못하시고 만주로 돌아

다니다가 울화병이 나서 돌아가셨답니다.

(중략)

식이라며 기존 미학은 이를 배제하였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좋지 않

은 냄새를 맡는다고 할 경우, 그것은 그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의

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상력이 인식수행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표상의 산출뿐 아니

라 외부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의 신체를 조직화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준호,

「미학에서 지각학으로의 전환과 그 함의」, Patrice Pavis 외, 『수행성과 매체성:

21세기 인문학의 쟁점』, 푸른사상, 2012. 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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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충청도 어느 광산에 품팔이 해먹으러 가는 길에 여기 들른 거예요.

지금.

시아버지 품팔이를?

태성 예, 서울에 앉어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구 괜한 정치싸움에 끼이

는 것도 싫고요. 그러느니보다 광산에 가서 돌이나 캐는 게 건국에

협력하는 유일한 길인 것도 같고 해서…….

시아버지 그 좋은 생각이로구나.

시어머니 그럴 게 아니라 보아하니 너는 몸도 약한 모양이니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묵으며 조섭이나 실컷 한 뒤에 장가라도 들구서 그런 노동

이라도 하게 하려무나.

태성 에그, 아주머니두 장가는 왜 또…….

시어머니 장가 가는 건 뭐 건국에 협력하는 것 아닌줄 아니?

태성 전 결혼 않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독신으로 지낼 테예요.

(135-136쪽)

태성은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 해방을 맞아 돌아왔지만 그에 앞에는 해방

의 환희보다는 가정의 붕괴와 방황이라는 우울한 현실이 놓여있다. 그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채 회복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광산에서 ‘품팔이’를 해

먹는 것이다. 극중 태성은 임시정부 연락책과 만났다는 혐의를 받아 감옥에 간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태성이 조선의 해방을 성취하는 데 일정 부분 기

여했으며 새 민족국가의 국민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인물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태성은 관객들이 경험한 해방의 환희 대신 우울하고 고된 현실 속에

놓여 있다. 그런 그가 “건국에 협력하는 유일한 길”로 “광산에 가서 돌이나

캐”는 ‘노동’을 제시하는 장면은 ‘민족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관

객 대중의 물음에 대해 <며느리>가 내놓은 해답인 것이다.

이 같은 주제의식에서 이 작품이 지닌 교화, 계몽의 목적성은 두드러진다.

특히 태성이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구 괜한 정치싸움에 끼이는 것도 싫”다는

푸념은 작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후 우익 연극계가 정

당 정치를 떠난 ‘순수연극론’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정치 목적극을 공연한 사

실164)을 감안하면 이 장면에는 철저히 우익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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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작가는 노동을, 건국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하면서 공동체 건설

이라는 의제에서 대중들을 분리시키고 대중의 역할을 성실한 노동으로만 제한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재확인된다. 태성은 이 작품에서 유일

하게 드라마공간의 거리에서 무대로 들어와 다시 드라마공간의 거리로 빠져나

가는 인물이다. 그런 태성은 극의 마지막에 이르러 “도수의 몫까지” 일하겠다

며 “열심히 돌을 깨지요”라는 대사를 반복한 뒤 ‘해방 경축의 악대 소리’가 한

창인 드라마공간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 같은 태성의 동선은 <며느리>를 관람

하는 관객들의 이후 동선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공연이 끝난 후 극장 밖 거

리로 돌아가는 관객들은 극중 태성이 무대를 빠져나가며 강조한 민족공동체를

위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이때 관객들은 극

장 공간으로 입장하기 전과 똑같은 해방기 현실의 거리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극장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존재성의 변화165)를 겪으면서 현실

에 대한 인식 역시 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며느리>는 해방기 관객들이 해방의 기쁨을 정서적으로 인지

하게 함과 동시에 연극적 체험을 손쉽게 현실의 경험과 연결시키게 하며 독특

한 재미를 유발한다. 다만 이런 흥미로운 공간 구조를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제

164) 이해랑(「연극의 순수성」, 『예술조선』2, 1948.2.)은 1948년 “정당적인 정치적 진

실을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정치적 공리심은 순수한 예술적 정신과 연극생명

에 대항하여 (중략) 연극예술을 자꾸자꾸 잡다한 세계로 건조한 세계에로 박차를 강

요한다.”며 이른바 순수연극론을 주창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 연극의 정치적 목적성

을 숨기지 않았던 좌익 연극에 대한 비판일 따름이며,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우익

연극계 역시 “순수연극론의 이면을 활짝 벗어버리고 보무당당하게 정치운동의 전위

대적 임무를 거침없이 수행”한다는 비판(박로아, 「신파연극 범람시대」, 『신세대』

4권1호, 1949.1.)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석만, 앞의 책. 182-191쪽. 참조.

165) 연극과 의례 사이 관계에 주목했던 리처드 셰크너는 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기능

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다. 연극이 오락적 기능에 좀 더 치우쳐 있다면 의례는 제의

적 기능이 우선시되며, 참여자들의 존재성의 변화에 있어서도 의례 속에서 사람들은

지속적 변환(transformation)을 경험하는 반면, 대부분의 공연들 속에서는 일시적인

변환(transpotation)을 경험한다는 게 셰크너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그는 통과의례처

럼 공연들도 하나의 인간을 다른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며, 각기 분리된 공연은 그것

이 시작된 곳 근처에서 끝나는 하나의 ‘일시적 변환’인 반면 이런 일련의 일시적 변

환의 공연들은 하나의 ‘지속적 변환’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Richard

Schechner, 김익두 역, 『민족연극학: 연극과 인류학 사이』, 한국문화사, 2004. 서문

및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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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해방기 의제에 대한 전망은 ‘각자 일을 열심히 하자’는 식의 지극히 단

순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는 강력한 정치적 욕망을 지닌 해방기 대중의 수준

과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인데, 결국 이때까지도 해방기 현안에 대한

확신에 찬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던 유치진 본인의 의식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고목>166) 역시 드라마공간을 활용하여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

으로 동시대의 현안에 대한 나름의 전망을 제시한다. 해방기 함세덕의 대표작

으로 그가 1947년 월북 전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남긴 작품이기도 하다. 해방

후 우익세력에 붙어 재기를 노리던 봉건 지주 ‘박거복’이 결국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인민들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또 봉건 잔

재를 상징하는 ‘고목’을 둘러싼 짜임새 있는 플롯 구조를 보여주는 해방기 연극

사의 수작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고목>을 ‘정책선전극’이라고 일축167)하기도

했지만 이 작품은 좌익 식의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이데올로기 확산이나 진보

적 민족국가 실현 주장을 직접적으로 전면에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신 짜임새

있는 구조와 개성적인 등장인물, 그에 대한 풍자 등을 통해 대중의 흥미를 끌

며, 더불어 대립적인 연극 공간에서의 사건 활용을 통해 관객들의 정치적 욕망

을 충족시키는 정치적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무대공간과 대비되는 드

라마공간의 활용법은 동시대 작품들과 비교하여 탁월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목>은 1946년 여름 대폭우 직후 전국적인 수해구제운동이 일어났던 당

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168) 무대배경은 ‘남선(南鮮)의 어느 중읍(中邑) / 삼대

째 내려오는 지주 박거복(朴巨福)의 저택’169)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무대 좌측에

166) 1947년 4월,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인 『문학』3호에 발표되었다. 애초 1944년

11월 『국민문학』에 발표한 <거리는 쾌청한 가을날씨>(1막)를 해방 후 상황에 맞추

어 개작한 것으로, 함세덕은 <고목> 발표 4개월 뒤 미군정청의 대본검열을 받기 위

해 이 작품을 다시 <당대놀부전>으로 개작하였다. 그러나 해방기에 공연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목>의 개작 양상에 대해서는 김동권, 「함세덕 희곡의 개작과

그 의미」, 앞의 책. 참조.

167) 유민영(1982), 앞의 책.

168) 백승숙, 「함세덕 <고목>에 나타난 민족담론의 형상화 전략」,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656쪽.

169) 노제운 편, 앞의 책. 221쪽. 이하 본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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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피(樹皮)에 청태(靑苔)가 우거진 큰 행자(杏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바로 이 고목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갈등의 소재가 된다.

동정 정 그러시다면, 저 행자나무라두…….

거복 (펄쩍 뛰며 기성(奇聲)에 가까운 소래를 발한다) 해, 행자나무를요?

동정 (태연히) 네, 저 나무는 작년 이맘 때 수국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해

군에 공출하기루 하셨든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 해군 무관

부에서 소위가 내려왔구, 역장·군수·경찰서장을 위시해서 군관민이

전부 나와 이 나무의 장행(壯行)을 축하했든 것입니다. 막 빌려구

하든 참에 역사적인 일황의 정전방송이 있어, 군함 재료로의 공출

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출하신 셈 치구, 기부해주

십쇼. 새로운 시대에 온갖 장해물인 일제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버

리는 것두 될 겸,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거복 하선생, 저 나무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라를 위해서 유익

히 쓰두룩 하라고, 아버님께 유언하신 나무요.

동정 그 유언을 아버님께서 수국아버지한테 계승시키시고 돌아가신 건

아마 이 동네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겝니다. 허지만 수국아버지께

선 작년 공출을 자진 신청하실 때두 군수와 서장한테 나라를 위해

서 써달라구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복 그, 그땐 어떤 게 나란지 사실 분간을 못했었소. 허지만 이렇게 해

방이 돼서, 내선일체란 새빨간 거짓말이구, 우리는 결코 일본 놈의

황국신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소. 그러니 이번에야말루 우

리 대한 나라를 위해서 쓸 작정이요.

동정 영팔씨가 저 나무로 가구를 맹글어 갱생할 수 있고, 천여 명 수해

동포가 그 돈으로 구원될 수 있다면 그야말루 할아버님 유언 말씀

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복 하선생은 동포 동포 하시지만, 동포엔 전재민과 수재민만 있답디

까? 공장주인도 있구, 상인두 있고, 곽교장 같은 목사두 있구, 순사·

형사두 있구, 또 나 같은 지주도 있소. 나는 이 사람들, 즉 다시 말

하면, 조선 삼천만 동포들을 다 같이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 (점

점 흥분하여진다) 목전에서 잠깐 고생하는 전재민 수재민들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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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삼천리 우리 금수강산에 사는 삼천만 대한민족 전부를 위해

서 쓰구 싶단 말이요. (하고 마루를 친다)

동정 (얼떨떨하야) 삼천만 전부를요? (242-243쪽)

1막에서 거복의 처남인 전재민(戰災民) 영팔은 가구를 만들어 팔 재료로 쓰기

위해 거복에게 고목을 팔라고 요구하고, 청년단 위원장인 하동정은 수재 의연

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복에게 고목을 기부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거복은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유언을 근거로 나무를 벨 수 없다며 거부한다. 거복은

자신이 ‘공산당패’라고 지칭하는 동정의 요구에 “삼천만 대한민족 전부를 위해

서 쓰고 싶”다며 고목을 기부하기를 거부한다. 둘 사이의 대화에서 거복은 이

미 일 년 전, 즉 해방 전에 이 고목을 일본군에 군함 재료로 공출하기로 했다

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전사로 제

시된다.

더불어 거복이 동정의 주장에 반박하며 동포에는 “공장주인도 있구, 상인두

있고, 곽교장 같은 목사두 있구, 순사·형사두 있구, 또 나 같은 지주도 있”다고

맞서는 부분은 해방기 친일파의 자기 방어 및 합리화 방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에 극 도입부에 이미 거복은 친일 봉건 지주로서 해방기에 그 지위를 유지

하기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드러난다. 거복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

택한 해법은 우익 정당으로 형상화된 애국당 간부로 활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거복은 고목까지 베어 이를 애국당 당수인 오각하에게 바치려 한다.

(A)

처 청년단들이야 보기 싫지만, 오늘 오각하께서 오시거든.

영팔 오각하께서요?

처 응, 남선 큰 고을마다 댕기시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읍

에서 하시게 됐대.

영팔 그래서 정거장 앞에 학생들이 죽-들 늘어섰었군!

이때 역으로 환영가는 각 학교·동회·사회단체들이 행진하며 부르는 애국가의 노

래 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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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팔 모두들 정거장으루 가나 보군. 누님, 그럼 지금 매부 기분 좋으시겠

지?

처 그리게 하눌루 날를 것 같다구 안 그러니. 오늘은 일어나시든 맡으

루 애국가를 불르시구……. 느 매부 창가하시는 건 시집온 후 오늘

첨 들었다. (225쪽)

(B)

거복, 아무리 생각해두 괴이한 일이다. 작인놈 입에서 이런 태연하고 자신만만

한 대답이 나오다니. 이때, 부근의 레-루를 질주하는 남행열차가 시내 까-드를 지

나는 진동 소래. 이윽고 역에 돌입하는 요란한 기적 소래.

거복 차 들오나 봐. (안을 향하야) 어머니, 어머니, 기차 들왔어요. (대답

이 없으므로) 뭘 입때 꾸무럭거리셔. (하고 안으로 달려간다) (250

쪽)

(C)

노모와 막봉이 나간다. 비등하는 역전 군중의 환호성, 애국가, 악대 소래, 노복

맹첨지, 달려온다.

맹첨지 대감께서 지금 역 앞에 내리셨어요. 자동차루 이 앞을 지나실 꺼에

요.

거복 (가슴이 울렁한다. 눈시울은 자꾸만 뜨끔한다) 그럼, 바루 우리 문

앞을?

맹첨지 네, 정말이지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같은 행렬은 예전 한국시대 때,

신관 사또 도임하실 때 있었군 없었어요. 참말이지 어머어마한데요.

이때 안내 오드바이를 선두로, 호외(戶外)를 질주해가는 행렬, 자동차의 소래.

리레-식으로 전창(傳唱)되는 가로 양편의 병렬군중의 만세 소래. 거복, 기둥에 꽂

혔든 태극기를 들고 문전으로 달려가, 행렬을 향하야 목이 찢어져라고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른다. 처도 따라나가 같이 만세를 부른다. (25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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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A), (B), (C)는 오각하의 방문과 이에 환호하는 군중을 애국가, 악대

소리, 기적 소리 등을 활용해 제시하는 장면이다. <고목>에서 오각하의 존재는

작품이 가진 정치성을 드러내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극의 재미를 강화하는 요

소이기도 하다. 오각하는 거복은 물론 곽목사 등 애국당 관계자, 또 오각하의

강연회에 참석했다 실망하고 돌아오는 일군의 인물들을 통해 극이 진행되는

내내 꾸준히 언급되지만 무대공간에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처

럼 무대공간으로 넘어오는 군중의 환성과 노래 소리 같은 청각 기호, 등장인물

들의 관찰자 보고 방식을 통해 관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을 뿐

이다.

특히 <고목>에서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드라마공간은 극 도입부에서부

터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오롯이 오각하와 그의 지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

성된다. 드라마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우파 애국당 당수인 오각하의 순회

강연회로, 이 사건은 무대공간인 거복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며 진행된다. 드라마공간의 사건은 지적한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서도 청각 기호, 관찰자 보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무대공간으로 전달되는데,

이에 관객들은 무대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드라마

공간의 사건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상상하게 된다. 특히 <고목>은 등장인물

의 대사와 함께 다양한 효과음을 대거 동원하여 청각 기호만으로 관객에게 스

펙터클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대 기호의 활용 측면에서 수준 높은 극작술을 보

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막에서는 이 드라마공간과 무대공간의 사건 대립 구성이 두드러지며 주제

의식 또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3막 드라마공간에서는 여전히 오각하의 강

연과 이에 뒤이은 애국당의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무대공간에서는 여러 등

장인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고목이 벌목꾼 ‘초국’170)에 의해 베어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벌목 행위에는 오각하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갖가지 이유

170) 극중 초국은 ‘대개가 칠팔백 년이구 나이 많은 건 천 년 이천 년짜리’ 나무도 수두

룩한 ‘바람하구 눈하구 안개만 드나드는 그야말로 령검한 숲’에서 ‘태고적부터 산정기

먹구 자란 나무’(262쪽)들만 베어 온 벌목꾼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같은 전사는 초국

이 도끼를 잡은 벌목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 벌

목을 유구한 역사적 흐름에 포섭시키고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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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망한 막봉이, 맹첨지, 수국, 거복의 노모와 처 등 거복의 주변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각적으로 좌익 또는 우익의 이념을 가지지 않

은 중도에 선 인물들, 즉 민중들이 오각하를 중심으로 우파들의 일체감을 강화

하는 집회를 거부하고 대신 친일 봉건 잔재의 청산을 위한 벌목에 동조한다는

의미다. 이같이 중도적인 인물들이 점차 좌익에 가담하게 되는 발전과정과 방

향성은 극중에 자연스럽게 표현171)되어 있는데, 거복은 우파 집회가 열리는 광

장은 물론 벌목이 진행되는 저택 마당에서도 축출되어 결국 사랑방으로 유배

되는 ‘정치적 죽음’172)을 겪게 된다.

<고목>에서 관객들은 드라마공간의 우파 정치 집회를 청각적으로 분명 인

지하면서도 거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대신 자연스럽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벌목 행위에 참여자가 된다. 여기서 관객들은 우파 집회에서 이탈하여 벌목 행

위에 참여한 등장인물들과 같은 공동체로 묶어 정서적인 동일시를 경험하게

된다.173) 극중 오각하는 극장 밖 현실의 이승만으로 그려지며 드라마공간의 집

회는 관객들이 극장을 빠져 나가는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해방기 현실과 겹쳐

진다. 이 점에서 <고목>은 우파 헤게모니가 점차 강화되던 남한의 정치적 현

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174) 즉 관객들에게 민족공

동체 건설을 위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더불어 관객들이 당시 거리의 정치

171) 김만수, 『함세덕』, 건국대학교, 2003. 134쪽.

172) 해방기의 거리의 정치, 즉 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진공상태를 대신하는 정상의

정치였으며 정치의 전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거리의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과 다름없다. (천정환, 앞의 글. 59쪽. 참조.)

173) 이런 점에서 <고목>은 자크 랑시에르가 정의한 ‘정치적 예술’의 특성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정치와 미학의 공통영역에 주목했던 랑시에르는 예술이 정치적인 것은 그

메시지나 감정, 또는 사회적 구조 및 갈등을 재현하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 예술이 이

러한 기능에 두는 간격과 예술이 설립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목>은 드라마공간의 활용과 현실 거리와의 대립 구도를 통해 극장 안팎의 공간

을 감각적으로 분할하며 극장 공간과 거기 있는 관객들에게 정치성을 부여한다.

(Jacques Ranciére, 주형일 역,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8. 53쪽. 참조.)

174)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인 1946년 6월,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 발언’을 통

해 단독정부 수립의 방향성을 드러냈고, <고목>이 발표된 1947년 4월이면 이미 남한

정치 세력의 핵심에 서 있었다. 좌익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의

상당수는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비호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으며, 현실 정치에 하

나의 세력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기 정치 현실과 이승만의 단정

운동에 대해서는 서중석,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돌베개, 2010. 3-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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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립하는 정치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연극적 장을 만들어주면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기의 거리는 대표적인 정치의 공간이었다.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과제

를 앞에 둔 해방기 조선인들에게 거리는 이 과제를 둘러싼 고민과 열망이 교

차하며 민족의 표상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절에서 다룬 <며

느리>와 <고목>은 드라마공간에 이러한 해방기 거리의 풍경을 집회 소음과

같은 청각 기호를 활용해 담는 방식으로 해방기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또 관

객들을 민족공동체 건설의 주체로 호명해내고 극장 공간에서 민족공동체 건설

을 위한 나름의 수행성을 지니도록 유도하면서 관객들이 지닌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며느리>는 연극 공간의 대립을 통해 관객들이 해방의 기쁨을

정서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지만 전망의 차원에서는 노동의 가치만을 강조

하는 식의 단순함을 보이며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고목>은 적극적이고 감각

적인 드라마공간의 활용을 통해 관객들이 현실감을 획득하고 또 민족공동체

건설에 관한 분명한 전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당

시 거리의 정치에 맞서는 극장 공간에서의 정치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한 전망을 비교적 분명히 제

시한 해방기 연극 작품들은 이 시기 대중의 욕망을 직접 연극적 형태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적 대중성을 획득한다. 여기에는 해방 직후부터 민족

적 차원의 당위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친일

잔재 청산을 무대공간에서의 민족적 퍼포먼스를 통해 수행해 내거나, 해방기

대표적인 정치의 공간인 거리를 드라마공간에 옮겨놓고 관객들이 이와는 대립

적인 감각을 지닌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를 통

해 관객들은 친일 잔재 청산이나 민족공동체 형성 같은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직접 이를 극장공간에서 수행하며 감각적으로

정치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별 작품 차원에서는 작가의 이념

적 스펙트럼이나 문제의식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전망이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이 모두 민족공동체 건설에 발전적인 방향이라고만 보기는 힘

들다. 그럼에도 연극공간의 활용을 통해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해소시키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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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감각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된 점은 이 작품들이 연극 매체의

특성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바탕으로 쓰였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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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해방기 연극이 지닌 정치적 요소들이 당시 관객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켜 작품의 대중성 확보에 기여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기존에 수동적

관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간다 연극으로 주로 이해됐던 해방기 연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탐색하고자 했다.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몸소 겪은 이 시기 대중들에게 연극은 식민지 조

선에서 금지되었던 정치적 욕망을 집단적 형태로 자유롭게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일제의 패망에 기뻐하고 나름의 역사적 표상을 형성하는 일

을 가능케 했던 행위 형식이 정치의 장에서는 집회였다면 예술의 장에서는 바

로 연극이었던 것이다. 해방기 연극은 기존 연구에서 대중성의 핵심으로 여긴

통속성 못지않게 정치성 역시 대중성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거리의

정치에 버금가는 ‘극장의 정치’를 수행했다.

본고는 해방기 연극에 나타난 정치적 대중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방기 대중

이 지닌 문화 소비 주체로서의 능동성과 비균질적 정치성 등에 주목하여 이

시기 작품들이 이 같은 대중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양상을 공연

미학적 측면에서 살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좌·우익

이데올로기 연극에 더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던 상업극계 작품들까지 연구대

상으로 대거 포함시켰다

우선 2장에서는 민족사를 무대 위에 소환하고 여기에 감상적 해석과 비평을

가함으로써 관객들이 ‘조선 민족’을 마음껏 상상하고 또 나름의 역사의식을 정

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들을 다뤘다. 민족사를 소재 차원에서 무대화한 작품

들은 민족에 대한 관객의 감각을 일깨우고 관객들이 민족사에 대한 대중지성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시기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켜

주었다.

<대원군>과 <녹두장군>은 해방기 범람했던 역사극들 가운데서도 독특하게

망국의 역사로 이어지는 조선말기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 이 작품들은 3·1운

동 같은 항쟁사나 식민지 시기 고통을 형상화하여 관객들의 격렬한 감정에 손

쉽게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망국사의 전사(前史)를 다뤄 망국으로 다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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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흐름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 같은 역사적 해석은

이분법적 인물 구도에 따라, <대원군>에서는 외척 김문 세력, <녹두장군>에서

는 탐관오리와 민씨 세력으로 대표되는 무능한 조정 등, 악한 인물들을 망국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한다. 이는 망국의 과정을 단순화된 인과관계로 설명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대원군>은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통

합’을 주장한 반면 <녹두장군>은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의 자각을 강조

하는 등 각 작품이 제시하는 정치적 전언은 달라진다.

<안중근 사기>와 <기미년 3월 1일>은 ‘말할 수 없는 역사’였던 독립운동을

재현해 관객들이 해방의 기쁨을 감각적으로 누리도록 한다. 이 작품들은 관객

들이 해방의 환희를 누릴 수 있도록 태극기, 만세소리 같이 민족을 상상하게

하는 시·청각적 기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해방을 민족사적 흐름 속에서 당

위적으로 나타난 성취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무대 위에 재현하여 관객들의 역사의식을 자극

한다. <안중근 사기>는 부자연스러운 짧은 질의응답을 길게 이어가는 방식으

로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같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관객들이 충실히

섭렵할 수 있도록 하고, <기미년 3월 1일>은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을 재현하

면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촉발 과정에 대한 관객들의 대중지성을 형성시

켜 준다. 이 같은 대화 방식은 연극의 서스펜스를 해치는 면도 있지만 독립운

동사를 교양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역사의식을 드높이고자 한 해방기

관객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3장에서는 조선이라는 민족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정치 담

론의 문제를 가정과 같은 일상적 경험 및 윤리의 차원과 결부시킨 작품들을

분석했다. 이들 작품은 당시 대중들에게 익숙한 가정비극이나 인정극의 윤리를

빌려와 적절히 변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같은 무대화 방식은 대중들에게 익

숙한 감각적 경험을 유도하고 또 대중지성의 성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당대 대중들의 정치적 욕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미륵왕자>와 <무지개>는 해방기에 정치적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된

여성을 주도적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연극의 한 특성을 드러

내준다. 두 작품은 공히 남성 등장인물들은 수동적이고 부수적인 인물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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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대신 여성 인물들에게는 극중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동인물의 기능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가 공동체 건설을 앞둔 시기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

객들의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면서 정치적 대중성 역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미륵왕자>는 모란, 난영, 운영 등 여성 인물들이 국가 건설에 주요한 역

할을 하지만 그 행위들은 철저히 남성의 성적 지배 논리를 내재화한 결과로

그려진다. 이는 결국 대중들에게 익숙한 전대의 가부장적 윤리의 틀에서 여성

의 역할을 설명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무지개>는 역시 대중들에게 익

숙한 화류비련담을 다루면서도 현모양처 정선, 기생 홍도화를 전형에서 탈피한

인물로 그리면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한다.

<두뇌수술>, <신념>, <그림자>는 가정의 위기와 재건 과정을, 해방기 민족

공동체의 구성 과정을 설명하는 제유로 활용한다는 데서 특징적이다. 특히 이

들 작품은 가정의 위기와 재건 과정을 환상과 괴이의 코드를 통해 비논리적으

로 방식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이 정서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재건, 나아가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두뇌수술>은 해방기 귀환 청년의 서

사를 대뇌 교환이라는 환상적 소재와 결합하여 뇌가 바뀐 무길이 자기 정체성

을 되찾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관객들이 이 서사를 청년의 귀환을 통한 가정

의 재결합이라는 사회 문제로 일반화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신념>은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가 염라사자에게 끌려가는 괴이한 이야기를 무대화하면

서 민족공동체 재건에서의 적극적인 모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일하게 희곡이

현전하는 해방기 탐정극인 <그림자>는 가정의 위기의 근원으로 전쟁이라는 거

대 담론을 제시하면서 국가 건설을 고민하는 관객들이 가족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장에서는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해방기 현실의 과제를 관객들이 극장공간

에서 연극적 형태로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양상에 대해 살폈다. 해방기 연극은, 해방 직후 민족적 차원의 당위적 요구

로 떠올랐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친일 잔재 청산을 무대공간

에서의 퍼포먼스로 수행해내거나, 당시 대표적인 정치의 공간인 거리를 드라마

공간에 옮겨놓고 극장 안의 관객들이 이와는 대립적인 감각을 지닌 공동체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곧 관객들은 극장공간에서 친일 청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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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 등 민족적 과제를 감각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치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혼>과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무대를 친일파 청산의 의식이 진행되

는 퍼포먼스의 장으로 구성한다. <황혼>은 삐라라는 해방기 현실을 반영하는

오브제를 활용해 사회적 요구로서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정치적 죽음 끝에 자살을 결행하는 친일 모리배 이중생의 장

례식을 관객들이 함께 친일 청산의 순간을 공유하는 민족적 기념 제의의 장으

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황혼>이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말하면서도 친일파가

재기를 꿈꾸는 현실을 다루면서 관객들이 친일 청산을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의 확장을 유도한 반면, <살아있는 이중생 각

하>는 친일 청산을 과거사로 치부해버리고 만다. 이 같은 차이는 두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정치적 지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정치적 현실이 변화하면

서 그에 따라 대중의 정치적 관심 역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

다.

<며느리>와 <고목>은 드라마공간에 해방기 거리의 풍경을 집회 소음과 같

은 청각 기호를 활용해 담는 방식으로 해방기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해방기의

거리는 대표적인 정치의 공간이었다.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앞에 둔

해방기 조선인들에게 거리는 이 과제를 둘러싼 고민과 열망이 교차하며 민족

의 표상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특히 관객들을 민

족공동체 건설의 주체로 호명해내고 거리와 대비되는 극장 공간에서 민족공동

체 건설을 위한 나름의 수행성을 지니도록 유도하면서 관객들이 지닌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며느리>는 연극 공간의 대립을 통해 관객들이 해방의

기쁨을 정서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지만 전망의 차원에서는 노동의 가치만

을 강조하는 식의 단순함을 보이며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고목>은 적극적이

고 감각적인 드라마공간의 활용을 통해 관객들이 현실감을 획득하고 또 민족

공동체 건설에 관한 분명한 전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이를 바탕

으로 당시 거리의 정치에 맞서는 극장 공간에서의 정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해방기 연극은 단순히 이데올로기 과잉의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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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해방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대 관객 대중의 정치적 욕

망을 충실히 충족시켜 주려한 대중적 연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능동적으

로 자신들의 기호를 무대 위에 반영하는 문화 소비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이 시기 관객 대중들에게, 해방기 연극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한 것

처럼 좌우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프로파간다만으로는 매력을 갖기 힘들었을 것

이다. 이에 이 시기 연극은 관객들의 해방과 민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또

민족사와 민족의 현실 문제에 대한 대중지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관객들이 민

족공동체의 각종 과제를 연극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통속

성을 뛰어넘는 정치적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관한 체제의 선택 문제와 그에 따른 정

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던 시대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나아가 국민으로 인

정받기 위한 대중의 욕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민족사에 대한 이해를 통

한 역사의식의 정립이나 정치 담론에 대한 일정한 시각의 확보, 또 민족적 과

제 수행에 대한 열망 등은 모두, 상호주관적으로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

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해방기 연극의 정

치적 대중성은 근원적으로는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사회적 욕

구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해방기 연극의 특성은 연극이 이 시기

다른 문학 또는 예술 장르와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국

영화를 위시한 영화의 부상에도 여전히 대중적 예술로서 장르의 위상을 유지

할 수 있게 한 비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이후 반공주의가 득세하면서 연극은 대중의 다양한 정치적 욕망 대신 국가의

욕망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에 한국 현대 연

극의 정치적 대중성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극장 공

간에 재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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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Popularity

of Theatre

in Liberation Period(1945-1950)

Kang Byeongcheol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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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le new interpretation of the

Liberation Period(1945-1950) theatre which was understood as propaganda

drama that targets passive spectators mainly.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e aspect that Liberation Period theatre’s political elements meet

the political desires of the audience, and contribute to obtain the popularity

as a result.

To the people who experienced independence, the historical event, theatre

was a field where they could express political desires banned under the

colonial period. The action form which was possible for people to celebrate

the defeat of Japanese Empire and to make their historical representations

was the theatre in artistic field similar to a rally in political field.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iveness and heterogeneou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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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of the people as a cultural consumption entity in this period, and

considers patterns that Liberation Period’s theatre works satisfying the

political desires of the people, in view of performance aesthetics. Especially

the commercial drama ignored in other studies, was included as an object

in this study.

In the chapter 2, the study analyzed works that make the audience image

the ‘Korean ethnicity’ to the full and establish their own historical

consciousness by playing of national history and giving an emotional

interpretation or criticism about it. These works meet the political desires of

the people adequately by awakening the senses of the audience for the

nation and making them get mass intelligence for national history.

<Daewongun> and <mung bean General> simplify the cause and effect of

national ruin story’s pre-history, so meet the desires of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flow to national ruin. <Ahn’s biography> and

<Gimi term March1> represent independence movement it was the ‘cannot

to be spoken history’ by using visual and hearing sign, and stimulate the

audience’s historical consciousness with unnaturally short Q&A or playing

various debates.

In chapter 3 analyzed works that play common events and show ethics

like home as a metaphor to explain a political agenda how to make the

ethnic communities. These works accommodate the political desires of the

people effectively in a way that stimulate the mass intelligence by

transforming melodrama’s ethics familiar to the people. <Maitreya prince>

and <Rainbow> deal with women, who gained a status as a political

subject in the Liberation Period, as a leading figures. And expand the

audience’s cognition about role of women in nation-building phase. <Brain

surgery>, <Faith>, <Shadow> show the crisis and rebuilding process of a

family illogically with fantasy and grotesqueness. So the audience can make

senses about necessity of nation-building in emotion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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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4 analyzed works that meet the political desires of people in

Liberation Period by making the audience perform realistic tasks directly,

such as liquidating pro-Japanese or formating ethnic community, in theater

space through theatrical way. <Twiligh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liquidating pro-Japanese as social desires by showing a ‘bill’ the object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Liberation Period. <Living Sir. Lee Jungsaeng>

transfer a funeral, of a pro-Japanese cheater Lee Jungsaeng who commit

suicide as a result of political death, to field of the national memorial that

the audience can share the moment liquidating a pro-Japanese together.

<Daughter-in-law> and <Old tree> reflect a comtemporary street’s reality

at dramaturgical space by hearing sign like rally noise. Then called out the

audience as a subject of national community construction, and make them

have some performativity for the ethnic communities construction in the

theater space opposed to the comtemporary street.

According to above discussion, The theatre of Liberation Period is valued

as a popular drama that was trying to fulfill political desires of the people

faithfully in view of the contemporary particularities, not a simple excessive

ideological drama. It seemed very difficult thing to appeal Liberation Period

people who was active subject of cultural consumption and politics by

propaganda just based on ideology. So the theatre of Liberation Period

awakened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audience, extended the mass

intelligence for comtemporary political agenda, and offered the audience a

field of performance for the tasks of the national community theatrically. As

a result, the theatre of Liberation Period was able to get a political

popularity.

After all, It has something to people’s desires for recognition as one

member of the nation and ethnic communities in the period they had to

select regime or confront politically. The characters of Liberation Period

theatre like these were reasons that theatre could keep the positio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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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art at this period. However after outbreak of the Korean War at

1950 and rising of anti-communism, theatre got seemed to reflect the

desires of government faithfully rather than the political desires of the

people. So the political popularity of korean modern theatre could appear till

1960’s again at theater space with a various form.

keywords : Liberation Period, political popularity, vulgarity, popular

drama, historical consciousness, performativity, performance, mass

intelligence, recognition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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