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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유랑예인집단인 사당패의 연희 양상을 

불교 의례용 회화 감로탱에 묘사된 도상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

해보았다.

   사당패는 각각 가무, 악사, 기예를 담당하는 군상으로 구성되

며, 이들은 가무를 단독으로 연행하거나 기예와 혼합되어 연행하

였다. 사당패의 악사는 현악기 3종, 관악기 3종, 타악기 2종을 지

니며, 6종의 무구를 지닌 사당패는 무구를 동반하고 가무를 단독

으로 행한다. 사당패 연희에 동반되는 기예는 가무를 중심으로 1

종, 2종, 3종, 6종이 각각 추가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녀혼성 연희집단이었던 사당패의 규모는 최소 2인 최대 14

인이며, 집단 내 남녀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많다. 남성은 주로 

기예, 관악기, 타악기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무와 현악기를 담당했

다. 성별에 따라 지니는 무구의 종류도 다른데, 남성은 소고, 광쇠, 

경쇠 등의 무구를 담당했으며, 여성은 미선과 영견 등을 담당했다. 

   사당패 장면을 종적으로 살펴본 결과 비파는 19세기 초부터 사

라지고 해금으로 교체되었다. 대신하였다. 무구의 사용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소고가 18세기중엽부터 등장하여 

20세기 초까지 점차 그 출현 빈도수가 증가하였으며, 염주는 18세

기 중기와 18세기 말기에, 미선은 18세기 말기와 19세기 초중기

에 등장하였으나 사라졌고,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기의 사당패

는 영견이 확인된다. 

주요어 : 사당패, 감로탱, 가무, 기예, 음악도상학  

학  번 : 2009-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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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당패(社黨牌)1)의 집단성격과 연희양상을 불교 의

례용 회화 감로탱(甘露幀)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드러내려한다. 

사당패는 불사(佛事)를 명분으로 각종 가무희(歌舞戱)를 연행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조선시대 유랑예인집단으로, 여성인 사당이 주축이 

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남성인 거사(居士)와 모갑(某甲)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동안 사당패의 성격과 연행양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당패의 실체와 연희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은 아

직 미완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사당패가 기층사회(基層社會)를 기반으

로 유랑하며 활동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유랑연희집단 연구 시에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이 같은 자료의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그간의 연구에서 원사

료(原史料)로 사용한 실록과 문집류에 보이는 사당패 관련 기록2)들은 

당시의 통치계층이 유교 예속(禮俗)을 근거로 사당패를 혁파의 대상

으로 삼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기술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감로탱은 불교 의례용 회화3)이지만 일반불화와는 달

1) ‘社堂牌’, ‘舍堂牌’, ‘寺黨牌’, ‘社黨牌’, ‘寺堂牌’, ‘社長牌’, ‘捨堂牌’ 등을 

혼용한다.

2) 조선왕조실록에 사당패관련 기록이 다수 등장하나 이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 예속에 근거한 부정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며, 이외 문집 류에 보이는 사당패 관

련 기록은 양반층이 잡희의 폐해를 염려하는 맥락에서 거론한 문헌기록들이다. 

3) 불화(佛畫)는 종교회화이다. 종교회화는 상징주의적 성격을 지니며, 이상의 세계를 묘

사하기 때문에 불화 역시 현세가 아닌 피안(彼岸)을 표현한다. 또한 불교 신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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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선시대 각 시기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당시 기

층사회 음악문화의 양상을 추론하기에 적합한 시각자료이자 기초사료

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한 화사(畫師)들이 사당패와 동

일한 사회계급이었다는 점 역시 감로탱을 통한 사당패 연구의 타당성

을 뒷받침한다. 조선에서 불교가 이단으로 배척당하면서 승려의 사회

적 지위가 천인계층으로 귀속되었다는 점과 화기(畵記)에 적혀있듯이 

당시의 불화가 불사(佛事)를 목적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인 승려 화사

들에 의해 조성되었다4)는 점을 고려할 때, 유랑예인집단에 대한 화사

들의 묘사와 그들에 대해 짧게나마 기술한 제방(題榜)은 사당패를 근

거리에서 목격한 이들의 인식과 증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통치계층이 유교적 논리에 근거하여 기술한 문헌과는 이질적인 관점

을 제시할 것이며, 기층사회 예술계 속에서 사당패의 역할을 보다 구

체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당패 연구 시 감로탱이 지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미덕에

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18세기 중엽에 조성된 감로탱에 나타

난 사당패 장면을 기준으로 18세기 중엽 이후 사당패 연희양상을 파

악하는 것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18세기 중엽 이전 사당패의 연희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18세기 중엽 이전의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

패를 다룬 연구가 있으나, 사당패의 등장 유· 무만을 표로 소략하고 

있어, 사당패를 식별하는 근거가 모호하고, 사당패가 등장하고 있음에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정토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하기 위해 장식적 성격이 강하

다. 이런 점에서 현실을 표현하는 감로탱은 종교적 상징주의와 사실주의 성격이 함께 

결합된 독특한 형식의 불화라 할 수 있다. 姜友邦, 金承熙, 甘露幀(서울: 예경, 2010), 

12쪽.

4) 승려 화사들은 출신 사찰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 사찰의 불화 제작에도 참여하였

으며 수화사(首畫師)를 중심으로 일정한 유파(流派)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들의 명칭

은 화공(畫工), 화수(畫手), 양공(良工), 화원(畫員), 금어(金魚), 화사(畫師 畫士), 화선

(畫仙), 경화(敬畵), 도화사(都畫師), 도화원(都畫員), 편수(片手), 용면(龍眠), 존숙(尊

宿) 등 다양하게 쓰인다. 장희정, 조선후기 불화와 화사연구, (서울: 일지사, 2003), 

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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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대상에 제외된 감로탱도 있어 혼란을 더한다. 이러한 기존 연

구의 문제점들로 인해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의 연희에 대한 종적 

변천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당패의 연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 관련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수정 및 보

완하여 그들의 연희와 그 변천양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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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사당패의 발생과 집단성격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민속학 분야

에서 이루어졌다. 석남(石南) 송석하(宋錫夏, 1904~1948)는 ｢사당고

(社堂考)｣5)에서 사당패의 구성과 발생에 대해서 논한 후, 조선왕조실

록(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사를 통해 그 집단의 성격을 밝혔다. 또한 

전신재는 ｢거사고(居士考)｣6)에서 사당패의 구성원인 ‘거사’의 명칭이 

유래한 기원을 고찰하고, 조선왕조실록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조선 

초부터 후기에 이르는 사당패 집단의 성격과 연희양상을 설명했다. 

사당패에 대한 초기연구 성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사당패의 기원에 

대해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과도한 부역까지 떠맡게 된 승려들이 이

를 피해 숨어 다니던 중, 일반 백성들이 가진 불사(佛事)에 대한 수요

와 소속 사찰에서 도피한 승려들의 생계유지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지

면서 민간에서 사적으로 불사를 행하는 특수한 집단을 형성했다고 보

았다. 또한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혼성의 유랑연희집단으로 초기에

는 승려 출신이 주축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조직에서 이탈한 관리, 노

비, 군인 등 다양한 기층사회 구성원들이 이 집단에 흡수되었다는 설

이 일반적이다. 

사당패의 연희 종목에 대한 학자 간 견해는 사뭇 다르다. 송석하는 

이들의 연행 종목이 사당춤, 가면극, 곡예, 속요7) 등이었다고 하였으

나, 전신재는 사당패가 연행한 종목은 춤과 노래뿐이었고, 이러한 레

퍼토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풍물놀이,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 다양한 연희를 펼치는 남사당패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당패가 인형극(덜미)을 독점적으로 공연했다는 견해,8) 

5) , 社堂考｣,韓國民俗考(서울: 日新社, 1960), 101~110쪽.

6) 전신재, ｢居士考: 流浪藝人集團 硏究 序說｣, 역사속의 민중과 민속(서울: 이론과 실

천, 1990), 231~267쪽.

7) 송석하, ｢전승음악과 광대｣, 한국민속고, (서울: 일지사, 1960), 63쪽.

8) 심우성, 한국전통예술개론(서울: 동문선, 2001), 177~188쪽; 전경욱, ｢감로탱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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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와 더불어 비파를 연주했다는 견해9) 등이 대두되었다. 

사당패의 집단성격에 대해서는 초기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사당패

가 재승(才僧) 계통의 연희집단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선시

대 유랑민들로 조직된 비전문적 예인집단이라는 견해10)와 관기 출신

들로 구성된 전문적인 기예집단이라는 견해11)가 혼재되어있다.

감로탱에 묘사된 예인집단에 관한 연구는 ｢감로탱에 묘사된 전통

연희와 유랑예인집단｣12)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현존하는 모든 

감로탱의 하단에 묘사된 다양한 유랑예인집단과 그들의 연희종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사라진 솟대타기, 쌍줄백이, 쌍줄타기, 

방울 쳐올리기, 검무 등의 연행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사당패, 솟대

쟁이패, 초라니패, 풍각쟁이패, 굿중패 등 근대 이후 사라진 연희집단

의 활동상도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논문은 16세기말부

터 18세기초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그 등장 유·무만을 표로 나타내고, 18세기 중엽 이후의 사당패는 자

수박물관장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 한가지만을 예로 들어 그 연희 양

상을 서술했기 때문에, 18세기 초까지 조성된 감로탱에서 사당패의 

등장 유·무를 판단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18세기 감로탱 연희패 등장의 다면적 의미 연구｣13)에서는 18세

기에 조성된 감로탱 하단에 나타난 다양한 군상을 화면상의 제방(題

榜)에 따라 나누고 그 경전적 근거를 밝히고, 감로탱에 등장한 연희

전통연희와 유랑예인집단 , 공연문화연구 제 20집(서울: 한국공연문화학회, 

2010), 163~211쪽.

9) 노동은, ｢19세기 藝人集團의 近代性｣, 제 5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자

료, 2002. 

10) 변주승, ｢朝鮮侯期 流民 生存方式의 一面: 僧侶· 居士, 明火賊 집단을 中心으로｣, 
전주사학 제 9집(전주: 전주대 역사문화연구소, 2004), 197~216쪽.

11) 최혜진, ｢판소리문학에 나타난 流浪藝人集團의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 제 5집

(서울: 古典文學漢文學硏究會, 2008), 7~44쪽.

12) 전경욱, ｢감로탱에 묘사된 전통연희와 유랑예인집단｣, 공연문화연구제20집(서울: 

한국공연문화학회, 2010), 163~211쪽.

13) 김효정, ｢18세기 감로탱 연희패 등장의 다면적 의미 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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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논문은 18세기 감로

탱 중 1791년 관룡사 감로탱 이전에 조성된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18세기 말 감로탱에 나타난 사

당패의 연희양상만을 단편적으로 서술한 점이 아쉽다.

감로탱에 나타난 악기도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교도상에 

나타난 악기 연구｣14)에서는 불교경전에 등장한 악기의 명칭을 정리

하고 감로탱 상단에 보이는 천인주악상의 악기도상과 중단 재의식(齋

儀式)에 나타난 악기도상과 비교하였다. ｢조선시대 탱화에 나타난 악

기｣15)에서는 신중탱, 감로탱 등 탱화에 등장한 악기를 창우부분, 천

인주악상 부분 등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고, 감로탱에 등장한 비파

의 형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조선후기 불화에 나타난 해금연구: 

감로탱화를 중심으로｣16)에서는 조선후기에 해금이 대중적으로 널리 

연주된 근거로 1790년 조성된 용주사(龍珠寺) 감로탱, 1801년 조성

된 백천사(白泉寺) 감로탱 등에 묘사된 천인주악상의 지물(持物)인 해

금과 조선후기에 조성된 감로탱의 하단에 해금을 들었다.  

｢도상학적 방법에 의한 한국 가무백희 연구｣17)에서는 조선시대 연

희집단을 다루면서 감로탱 3점과 풍속화 2점에 등장한 사당패의 모

습을 사당패 관련 문헌과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나타난 악기연구: 18세기 감로탱화를 중심

으로｣18)는 1589년 약선사(藥仙寺) 감로탱부터 17세기 작품의 작법

(作法)장면에 등장한 악기출현 횟수를 분석하였으며, 감로탱에 등장하

는 경자, 나각, 나발, 광쇠, 바라, 태북, 법고, 장구, 태평소 등의 악기

14) , 佛敎圖像에 나타난 樂器 硏究｣(서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15) 백일형, ｢朝鮮侯期 幀畫에 나타난 樂器｣, 韓國音樂史學報제21집(서울: 韓國音樂史

學會, 1998), 71쪽~113쪽.

16) 차영수, 朝鮮侯期 佛畫에 나타난 奚琴硏究: 甘露幀畫를 中心으로(서울: 동국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1999).

17) 조경자, 도상학적 방법에 의한 가무백희 연구(안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8) 정외순, 朝鮮時代 甘露幀畫에 나타난 樂器硏究: 18世紀 甘露幀畫를 中心으로(서
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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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이 오늘날과 흡사하며, 반주악기로 비파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악기라는 점을 밝혔다. 

｢사당패의 집단성격과 공연내용에 대한 사적 고찰｣19)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에 나타난 사당 및 거사관련 기사를 검토하여 사당패의 집단

성격과 공연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당패가 14세기부터 17

세기 초 무렵까지 2차 불교의식 집단으로 범패와 염불을 연행했으나,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에는 시주를 목적으로 한 

예능집단으로 변모하여 염불소리와 속요를 연행했으며, 19세기에는 

매창매기(賣娼賣技)하는 유랑집단으로 변화하여 속요만을 연행했음을 

밝혔다. 

｢사당패 관련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20)에서는 사당패 관련 용어

의 시대적 개념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말기 사찰 밖의 불교음악 개관｣21)에서는 사당패의 판염불, 걸

립패의 고사염불, 탁발승의 탁발염불 등이 조선 말기까지 전승되었음

을 밝혔으며, 특히 사당패 판염불의 극히 일부가 잡가, 선소리, 산타

령 및 민요에 수용되었음을 밝혔다.

｢판소리의 사당패 소리 수용양상: 흥보가의 놀보 박타령 대목을 중

심으로｣22)에서는 판소리 창본과 오늘날 실제 공연되는 다양한 바디

와 창자의 놀보 박타령 대목 총 12가지에 나타난 사당패 관련 대목

을 검토하여, 사당패의 공연종목, 사당패 소리의 레퍼토리와 음악적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경기 선소리 산타령의 음악문화사적 의의와 현대적 의미｣23)에서

19) , 사당패의 집단성격과 공연내용에 대한 史的 考察｣, 韓國音樂硏究 第35

集(서울: 민속원, 2004), 225~239쪽.

20) 장휘주, ｢사당패 관련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공연문화연구제13집(한국공연문화

학회, 2006), 363~387쪽.

21) 이보형, ｢조선 말기 寺刹 밖의 불교음악 개관｣, 韓國傳統音樂學第6號(서울: 韓國

傳統音樂學會, 2005), 491~513쪽.

22) 김혜정, ｢판소리의 사당패 소리 수용양상: 흥보가의 놀보 박타령 대목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제12집(전남: 남도민속학회, 2006), 7~40쪽.

23) 이용식, ｢경기 선소리 산타령의 음악문화사적 의의와 현대적 의미｣, 예술논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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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세기에는 사당패가 소고를 치며 ‘판염불’을 연행하던 종교색채

가 강한 유랑예인 집단이었으나, 19세기 후반에는 그들의 주요 레퍼

토리인 ‘산타령’이 전문 소리꾼에게 수용되어 산타령패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산타령패의 성격은 매우 세속적이었으나, 일면 종교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이후 산타령패가 점차 도태되고 세속화되면서 

종교성을 지닌 ‘판염불’이나 ‘판소고’는 연행하지 않고 놀량, 앞산타

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 등 유희적 성격의 노래만을 연행하는 집단

으로 변화했음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연희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사례는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 전남예술연구소, 2012), 29~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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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현전하는 감로탱 65여점24) 중 조선시대에 조성된 작품  

만으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25)하며, 감로탱의 상단·중단·하단 중 조성

시기의 풍속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하단(下段)만을 살

펴보겠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도상학적 연구 방법이다. 제 Ⅱ장에

서는 먼저 조선시대 조성된 감로탱 중 연희집단이 묘사된 46점을 살

펴 사당패 군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다. 

제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각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의 연희 양

상을 살펴볼 것이며, 특히 사당패 장면을 임모(臨摹)26)를 통해 구체

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모사(模寫)는 도상 연구 시 보존상태가 양호하

지 못해 형태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불화의 특징인 화려한 채

색으로 인해 오히려 도상의 세부를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도판 이미지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과 달리 해당 

장면에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오독(誤

讀)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논의에서 제외되었

던 감로탱까지 보충하여 연구 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24) 현존하는 감로탱은 대략 65여 점이며, 이중 조선시대에 조성된 감로탱은 

1589년 약선사 감로탱부터 1910년 통도사 감로탱까지 총 52점이다. 이 중 32점의 

감로탱에 사당패 연희장면이 등장한다.

25) 연대적 상한선은 현존하는 최고(最古) 감로탱이 조성된 1589년이고, 하한선은 조선

이 멸망한 1910년이다. 

26) 서화 모사(模寫)의 한 방법을 말한다. 서(書)의 경우, 임서(臨書)라고 한다. ‘임’은 

원작을 대조하는 것을 가리키고, ‘모’는 투명한 종이를 사용하여 윤곽을 본뜨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원작을 보면서 그 필법에 따라 충실히 베끼는 것을 의미한다. 남제南

齊의 사혁謝赫(시에 허)이 주장한 ‘육법’중 ‘전이모사(傳移模寫)’가 이에 해당된다. 임

모의 목적은 앞시대 사람들의 창작규율, 필묵기교 등 경험을 배우는 고전연구에 있

다. 형체만이 아닌 화의(畵意)를 베끼는 것이 요체(要體)가 된다. 한편 투명한 종이를 

위에 대고 베끼는 것을 ‘탑화(搨畵)’라고도 한다. 탑화는 당대(唐代)에 성행하여 궁중

에도 수장(守藏)되었다고 하며 그 후에도 그림을 익히는 제1단계로 중요시되었다. 월

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서울: 월간미술, 2007),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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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당패 연희 양상을 살피면서,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각 장면에 나타난 가무, 기예, 관·현·타악기와 무구를 사당

패 내에서의 ‘역할’로 설정하고, 남성과 여성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

여, 성별에 따라 각 역할의 남녀비중이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제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당패 장면을 중심으로 감로탱에서 

사당패를 식별할 수 있는 도상적 속성을 도출해볼 것이다. 미술사 연

구시 불교미술에 나타나는 다양한 군상에 대하여 그 착의(着衣)와 지

물(持物)을 해석하여, 도상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당패 군상 

또한 보편적인 도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또

한 사당패의 주요 지물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악기에 대하여 관, 현 

악기와 무구로 분류하고, 종적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16세

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당패 지물의 변천 양상도 조명해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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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社黨牌의 群像

본 장에서는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 연희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선 기존연구에서 감로탱의 연희집단 중 사당패로 식별된 집

단27)의 군상을 살펴보겠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감로탱 총 46점28) 중 

35점에 사당패가 등장하며(<부록 1>참조), 이를 편의상 18세기 이전, 

18세기 초기, 18세기 중기, 18세기 말기, 19세기 초중기, 19세기 말

기, 그리고 20세기 초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18世紀 以前

18세기 이전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묘사된 그림은 1589년

(宣祖22) 일본 약선사 감로탱, 1649년(仁祖27) 보석사 감로탱, 1681

년(肅宗7) 우학문화재단 감로탱이다. 

1589년 약선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식대(施食臺) 하단 시아귀상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여성을 바닥에 

앉은 두 여성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649년 보석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 끝부분에 묘사되

어 있다. 역시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여성이 보이며, 이를 2

명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또한 무희의 좌측에는 기예(技藝)를 행하

는 모습도 보인다. 

1681년 우학문화재단 감로탱의 사당패는 중앙 제단 향좌측에 묘사

되어 있으며, 흰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3인과 노래하는 1인, 

27) , 

28) 현전하는 조선시대(太祖1392年1~純宗1910年) 감로탱은 1589년 약선사 감로탱부

터 1907년 원통암까지 총 46점이다. 



- 12 -

그리고 이를 반주하는 3인 악사의 모습이 보인다. 

18세기 이전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의 군상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감로탱명
군상

분류
가무 악사 기예 노래

약선사

1589
1인 2인

가무단독

악기동반

보석사

1649
1인 3인 1인 1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우학문화재단

1681
3인 3인 2인29)

가무단독 

악기동반

<표 1> 18세기 이전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2. 18世紀 初期

18세기 초기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묘사된 작품은 1701(肅

宗28) 남장사 감로탱, 1723(景宗3)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 1724년

(景宗4) 직지사 감로탱, 1726년(英祖2) 안국암 감로탱, 1727년(英祖

3) 구룡사 감로탱, 1728년(英祖4) 쌍계사 감로탱, 1729년(英祖5) 성

주사 감로탱에 사당패, 1730년(英祖6) 운흥사 감로탱, 1736년(英祖

12) 선암사 감로탱Ⅰ, 1738년(英祖14) 표충사 감로탱이다. 

1701년 남장사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는 시아귀상 우측에 묘사되

었다. 흰 장삼을 끼고 가무를 행하는 이와 이를 반주하는 2인 악사가 

보이며, 이들의 우측에는 1종목의 기예도 보인다. 그 아래에는 역시 

흰 장삼을 끼고 가무를 행하는 2인과 이를 반주하는 악사 3인이 묘

사되어 있는데, 사당패가 가무 뿐 아니라 기예(技藝)를 함께 연행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29) 이를 반주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무리 가운데 배치되어 있어, 노래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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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년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는 시아귀상 하단에 

묘사되었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

고 가무(歌舞)를 행하는 이가 보이며, 1종목의 기예와 이를 반주하는 

2명의 악사가 보인다. 

1724년 직지사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는 하단 소나무 숲 좌측에 

묘사되었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와 부채들고 가무를 행

하는 이가 보이며, 이를 3인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726년 안국암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 하단에 묘사되었

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와 기예를 펼치는 2인이 보이며, 

이를 3인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727년 구룡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제단의 하단 우측에 묘사되었

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와 3종목의 기예를 각각 행하는 

4인이 보이며, 이를 4인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728년 쌍계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 최하단에 묘사되

었으며,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를 4인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729년 성주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하단에 묘사되었

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와 부채 들고 가무를 행하는 이

가 보이며, 이를 3인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730년 운흥사 감로탱과 1736년 선암사 감로탱Ⅰ의 사당패30)는 

각각 시아귀상 하단과 우측에 묘사되었다. 2인은 장삼을 걸치고 가무

를 행하고 있으며, 6종목의 기예를 각각 행하는 6인과 기예를 보조하

는 2인, 그리고 이 모든 연희를 반주하는 4인의 악사로 나눌 수 있

다. 

1738년 표충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하단에 묘사되었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와 1종목의 기예를 펼치는 이, 그리

30) 감로탱과 선암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매우 흡사하여 동일한 초본을 사

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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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명의 악사가 보인다. 

18세기 초기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의 군상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감로탱명
군상

분류
가무 악사 기예 기타

남장사

1701
3인 4인 1인 1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영취산

흥국사

1723

1인 2인 2인 2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직지사

1724
1인 3인 2인 2종목

장구

반주 

가창

1인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안국암

1726
1인 3인 2인 1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구룡사

1727
1인/1인31) 4인 4인 3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쌍계사

1728
1인 4인 3인 2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성주사

1729
1인 3인 1인 1종목

장구

반주

가창

1인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운흥사

1730

선암사Ⅰ

1736

2인/1인 4인 6인 6종목

솟대

잡이 

2인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표충사

1738
1인/1인 2인 1인 1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표 2> 18세기 초기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31)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 1인과 4인 악사는 한 구역에 묘사되었으나, 이와 

조금 떨어진 좌측 하단에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1인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가무를 1인씩 나누어 각각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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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世紀 中期

18세기 중기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묘사된 작품은 1750년 

원광대박물관 감로탱Ⅰ<부록18>, 자수박물관장 감로탱<부록20>, 

1758년 안국사 감로탱, 1759년 봉서암 감로탱<부록22>, 1768년 신

흥사 감로탱이다. 

1750년 원광대 박물관 감로탱Ⅰ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 하단에 

묘사되었다.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  2인이 1종목의 기예

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3인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수박물관장 감로탱의 사

당패 장면은 시아귀상 좌측 하단에 묘사되었다. 이들은 가무를 행하

는 5인으로 구성되었다. 

1758년 안국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우측에 묘사되었으며,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 2인을 5인의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759년 봉서암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우측 하단과 최하단 2

구역에 각기 묘사되었다. 먼저 우측 하단에는 가무를 행하는 5인 구

성의 사당패가 보인다. 또한 시아귀상 우측 최하단에는 장삼을 걸치

고 가무를 행하는 2인, 6종목의 기예를 펼치는 6인, 이를 보조하는 2

인, 4인 악사가 보인다. 

1768년 신흥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에 묘사되었으며,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를 1인 악사가 반주하고 있다.  

18세기 중기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군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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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탱명
군상

분류
가무 악사 기예 기타

원광대박물관Ⅰ 

1750
2인 3인 1인 1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자수박물관장 

18C중기
5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안국사 1758 2인 5인
가무단독

악기동반

봉서암 

1759

2인  4인 6인 6종목
솟대잡이 

2인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5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신흥사 1768 1인 1인
가무단독

악기동반

<표 3> 18세기 중기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4. 18世紀 末期

18세기 말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묘사된 작품은 1791년(正

祖15) 관용사 감로탱<부록26>, 호암미술관장 감로탱<부록29>, 홍익

대박물관장 감로탱<부록30>이다. 

1791년 관용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하단에 가무를 행

하는 4인으로 묘사되었다. 

18세기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암미술관장 감로탱의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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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는 시아귀상 좌측 끝에 묘사되었으며, 이들은 6인 구성이다. 

18세기말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감

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과 화면 좌측에 그려진 장송사이에 묘사되

었으며,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이를 3인 악사가 반주하고 있

다. 

18세기 말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의 군상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감로탱명
군상

분류
가무 악사 기예

관용사 1791 4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호암미술관장 

18C말
6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홍익대박물관장 

18C말
1인 3인 2인 1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표 4>  18세기 말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5. 19世紀 初中期

19세기 초중기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묘사된 작품은 1801

년(純祖1)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 1832년(純祖32) 수국사 감로탱이

다. 

1801년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우측 하단에 

묘사되었으며, 가무를 행하는 4인으로 구성되었다. 

1832년 수국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과 우측 하단 2구

역에 묘사되었다. 먼저 시아귀상 좌측에는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

하는 이, 3종목의 기예를 각각 펼치는 3인이 보인다. 또한 우측 하단

에는 가무를 행하는 3인 구성의 사당패가 묘사되어 있다. 

19세기 초중기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의 군상을 정리하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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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 같다. 

감로탱명
군상

분류
가무 악사 기예

백천사 1801 4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수국사 1832

1인 2인 3인 3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3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표 5> 19세기 초중기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6. 19世紀 末期

19세기 말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묘사된 작품은 1868년(高

宗5)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1887년(高宗24) 경국사 감로탱, 1890년

(高宗27) 불암사 감로탱, 1892년(高宗29) 봉은사 감로탱, 1893년(高

宗30) 지장사 감로탱, 1898년(光武2) 보광사 감로탱, 1898년(光武2)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1899년(光武3) 백련사 감로탱, 개인장 감로탱

이다. 

1868년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1887년 경국사 감로탱, 1890년 불

암사 감로탱, 1898년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

측과 우측 하단 2구역에 묘사되었다. 먼저 시아귀상 좌측에는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는 2인, 3종목의 기예를 펼치는 3인, 이를 반주하

는 4인 악사가 보인다. 또한 시아귀상 우측하단에는 가무를 행하는 6

인 구성의 사당패가 보인다. 

1892년 봉은사 감로탱, 1898년 보광사 감로탱, 1899년 백련사 감

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의 우측 상단에 가무를 행하는 5인으로 묘

사되었다. 

1893년 지장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좌측과 우측 2구역에 



- 19 -

묘사되었다. 먼저 시아귀상 좌측 하단에 장삼을 걸치고 가무를 행하

는 1인, 1종목의 기예를 동시에 펼치는 2인, 그리고 이를 반주하는 3

인 악사가 묘사되어 있다. 또한 시아귀상 우측 하단에는 가무를 행하

는 5인 구성의 사당패도 보인다. 

19세기 말기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의 군상을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감로탱명
군상

분류
가무 악사 기예

수락산 흥국사 
1868

경국사 1887
불암사 1890
개인장 19C말
삼각산 청룡사 

1898

2인 4인 3인 3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6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봉은사 1892

보광사 1898

백련사 1899

5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지장사 1893

1인 3인 2인 1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5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표 6> 19세기 말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7. 20世紀 初期

20세기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묘사된 작품은 1900년(光武

4) 신륵사 감로탱, 1901년(光武5) 대흥사 감로탱, 1907년(隆熙 元年) 

원통암 감로탱이다. 

1900년 신륵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 개인장 감로탱,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과 정확

하게 일치하고, 1901년 대흥사 감로탱의 사당패는 봉은사 감로탱, 보

광사 감로탱, 백련사 감로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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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고려산 원통암의 사당패는 시아귀상 우측 상단에 묘사되었

으며, 가무를 행하는 5인 구성의 사당패이다. 

20세기 초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의 군상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감로탱명 군상 분류가무 악사 기예

신륵사1900

2인 4인 3인 3종목
가무와 기예

악기동반

6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대흥사 1901 5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고려산 원통암 

1907
5인

가무단독

무구동반

<표 7> 20세기 초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등장한 35점을 

살펴 그 군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당패 군상은 가무를 단독으로 

행하는 군상과 가무와 기예가 혼합된 양상으로 양분할 수 있다. 

가무를 단독으로 연행하는 군상은 악기를 동반하는 군상과 무구를 

동반하는 군상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전자의 경우, 가무를 연행하는 

군상의 규모는 1인에서 3인, 악사 군상의 규모는 1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무 단독 연행 시 연행자가 무구를 직접 들고 연행

하는 군상은 최소 3인에서 최대 6인으로 구성된다. 

가무와 기예가 혼합되고 악기가 이를 반주하는 군상은 가무 연행

자, 악사, 기예 연행자 등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가무 연

행자의 규모는 1인에서 3인, 악사의 규모는 2인에서 4인, 기예 연행

자의 규모는 1인 1종목, 2인 1종목, 2인 2종목, 3인 2종목, 3인 3종

목, 4인 3종목, 6인 6종목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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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社黨牌 演戱 樣相

Ⅲ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사당패 군상을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연

희양상을 살펴보겠다.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 군상은 가무(歌舞)32)

를 단독으로 연행하는 장면과 다양한 종류의 기예를 함께 연행하는 

장면으로 양분된다. 이중 가무를 단독으로 연행하는 장면은 가무를 

행하는 이가 악사 군상이 연주하는 관·현악기와 함께 묘사된 장면과 

가무를 행하는 이가 직접 무구를 지니고 연행하는 장면으로 세분할 

수 있다. 또한 가무와 기예가 혼합된 장면은 기예의 종목의 수에 따

라 세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분한 각 장면을 다시 규모, 성별구성, 

그리고 역할 등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2) 사당패가 춤을 추는 장면을 ‘춤(舞)’뿐만 아니라 ‘노래(歌)’도 함께 연행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사당패의 연희 종목으로 노래(歌)가 연행했

음은 기존연구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바 있다. 하지만 음악사 연구에 있어 시각자료를 

통한 접근은 가사(歌詞)를 확인할 수 있는 고문헌, 선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고악보와

는 달리 자료 속에 나타난 연행자가 가창음악을 연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감로탱 역시 이미지만을 두고 논의를 한다면 사당패가 

춤을 추는 모습은 확인가능 하지만 가창(歌唱)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각자료를 통해 음악에 접근할 때 맹점을 간과한다면 사당패가 악기반주를 동반하

여 춤만을 연행했다는 결론지을 수도 있으나 이는 사당패에 대한 잘못된 이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래 도상학(圖像學)이라는 접근 방법은 특정 이미지(또는 아

이콘)의 상징성, 우의성(寓意性), 속성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연구방법(Erwin 
Panofsky, Meaning in the Visual Arts, London: Penguin Books, 2010,pp.218)임
을 고려할 때 음악사 연구 시에 발생하는 시각자료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와 같

이 논의를 진행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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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무단독(歌舞單獨)

가. 악기(樂器)

사당패가 가무를 단독으로 연행하는 장면 중 악사가 연주하는 악

기와 함께 묘사된 모습은 약선사 감로탱, 우학문화재단 감로탱, 성주

사 감로탱, 안국사 감로탱, 신흥사 감로탱 등 5점에 등장한다. 

약선사 감로탱의 경우 3인 규모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고, 가무 

연행자를 2기(器)의 현악기가 반주하고 있다. 

우학문화재단 감로탱의 경우 7인 규모이며, 남성이 5인, 여성이 2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여성 2인이 가무를 담당하며, 남성 3인

은 각각 2대의 관악기와 1대의 현악기를 담당하고, 나머지 2인은 노

래를 담당한다. 

안국사 감로탱은 7인 규모로 남성 2인, 여성 5인으로 구성된다. 남

성 2인은 각각 관악기와 타악기를 담당하며, 여성 5인 중 2인은 가무

를, 2인 현악기를, 1인은 관악기를 담당한다. 

신흥사 감로탱은 2인 규모로 여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가무

와 현악기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사당패가 단독으로 가무를 연행할 때 악기가 함께 묘사

된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때 사당패의 규모는 최소 2인, 최대 7인으

로 이루어진다. 이중 2인 규모의 사당패(1768년 신흥사 감로탱)와 3

인 규모의 사당패(1589년 약선사 감로탱)는 여성만으로 구성되며, 현

악기(비파와 가야금)가 반주를 담당한다. 7인 규모의 사당패는 남성 

5인, 여성 2인으로 구성(1681년 우학문화재단 감로탱)되거나, 남성 2

인, 여성 5인으로 구성(1758년 안국사 감로탱)된다. 남성 5인, 여성 

2인 구성에서 남성은 관악기(대금과 피리)와 현악기(비파)를 연주하

며, 여성 2인은 가무만을 담당한다. 또한 남성 2인, 여성 5인 구성에

서는 남성 2인이 타악기(장구)와 관악기(대금)를, 여성 5인은 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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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기(비파와 가야금), 관악기(대금)를 각기 나누어 담당한다. 

또한,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각 성별이 맡은 역할을 가무, 관·현·타악기, 기타(其他)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무를 행하는 5명은 모두 여성이며, 관악기는 

총 4번 등장하는데 이 중 남성이 3개, 여성이 1개 연주하고 있다. 또

한 총 6번 등장한 현악기 중 남성은 단 1개만을 연주하며, 한번 등장

한 타악기는 남성이 연주하고 있다. 즉, 사당패 집단 내에서 가무와 

현악기는 여성이, 관악기와 타악기는 남성이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당패의 가무장면이 악사가 연주하는 악기와 함께 등장한 장면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감로탱명 규모
성별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약선사 1589 3인

남 0 -

여 3
무희 1
비파 1

가야금 1 

우학문화재단 
1681 7인

남 5 악사 3
노래 2

여 2 무희

안국사 1758 7인

남 2 대금 1
장구 1

여 5

무희 2
가야금 1
비파 1
대금 1

신흥사 1768 2인
남 0 -

여 2 무희 1
비파 1

<표 8> 악기를 동반한 가무단독 장면의 규모, 성별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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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歌舞 ★/★★/★★/★

絃
비파 ★ ★/★/★

가야금 ★/★

管
대금 ★/★ ★

피리 ★

打 장구 ★

其他 가창단독 ★★

<표 9> 성별에 따른 역할 비중

<그림 1> 가무, 약선사 감로탱,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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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무, 우학문화재단,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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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무, 안국사 감로탱,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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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무, 신흥사 감로탱, 1768

나. 무구(舞具)

사당패가 가무를 단독으로 연행하는 장면 중 가무의 연행자가 직

접 무구를 들고 연행하는 장면은 봉서암 감로탱, 자수박물관 감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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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사 감로탱, 호암미술관장 감로탱,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 수국사 

감로탱,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 봉은

사 감로탱, 보광사 감로탱,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백련사 감로탱, 개

인소장 감로탱, 신륵사 감로탱, 대흥사 감로탱, 고려산 원통암 감로탱 

등 16점에 나타난다. 

봉서암 감로탱의 경우 5인 규모이며, 남성 4인, 여성 1인의 비율로 

구성되고, 남성 4인은 모두 무구를 지니지만, 여성 1인은 무구 없이 

가무만을 담당한다.  

자수박물관장 감로탱의 경우 5인 규모이며, 남성 4인, 여성 1인 모

두 무구를 들고 가무를 행한다. 

관용사 감로탱은 4인 규모이며, 남성 2인, 여성 2인 모두 무구를 

들고 가무를 행한다. 

호암미술관장 감로탱은 6인 규모이며, 남성 3인, 여성 2인 모두 무

구를 들고 가무를 행한다.33)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은 4인 규모이며, 남성 2인, 여성 2인 모두 

무구를 들고 가무를 행한다. 

수국사 감로탱은 3인 규모로 남성 2인은 무구를 들고, 여성 1인은 

무구 없이 가무만을 행한다.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 개인소장 감

로탱,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신륵사 감로탱은 6인 규모이며, 남성 4

인, 여성 2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남성 4인, 여성 2인 모두 무구를 

들고 가무를 행한다. 

봉은사 감로탱, 보광사 감로탱, 백련사 감로탱, 대흥사 감로탱의 경

우 5인 규모로 남성 3인, 여성 2인 모두 무구를 들고 가무를 행한다. 

고려산 원통암 감로탱의 경우 5인 구성으로 남성 3인, 여성 2인 

모두 무구를 들고 가무를 행한다.

33) 감로탱의 여성 3인 중 1인이 지닌 무구는 전, 후의 인물들에 가려져

있어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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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당패가 단독으로 가무를 연행할 때, 연행자가 직접 무

구를 지니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규모는 최소 3인 최

대 6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3인 규모의 경우 남녀의 비율은 2대 1, 

4인 규모의 경우 2대 2, 5인 규모의 경우 4대 1 또는 3대 2, 6인 규

모의 경우 3대 3 또는 4대 2로 구성된다. 

또한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무구의 종류에 따라 각 성별이 맡은 역할을  살펴보았

다. 남성은 대체로 광쇠, 경쇠, 소고 등을 담당하고, 여성은 무구를 

아예 지니지 않거나, 무구를 지닌 경우는 남성과는 달리 염주, 미선 

또는 영견을 지니고 있다.34)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연희 시 에 

남성은 주로 두드려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무구로 박자를 치고, 여성

은 춤의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무구를 가지고 남성이 치는 박자

에 맞추어 가무를 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34) 소고와 경쇠를 지닌 모습이 18세기말 호암미술관장 감로탱 단 한점에 보이

기는 하나, 이는 기타 감로탱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소고와 경쇠를 여성의 무

구로 일반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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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무, 봉서암 감로탱, 17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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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구동반 가무, 18세기 중엽, 자수박물관장 감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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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무구동반 가무, 18세기말, 호암미술관장 감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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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무, 관용사 감로탱,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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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무,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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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무, 수국사 감로탱,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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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무,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외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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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가무, 봉은사 감로탱 외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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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무구동반 가무, 고려산 원통암,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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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탱명 규모
성별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봉서암 1759 5인 

남 4 염주 1, 광쇠 1, 소고 1, 경쇠 1

여 1 가무

자수박물관장 18C중 5인
남 4 소고2, 광쇠2

여 1 염주

관용사 1791 4인 
남 2 소고 2

여 2 미선 2

호암미술관장 18C말 6인 

남 3 염주 1, 광쇠 1, 소고 1

여 3 미상(未詳) 1, 경쇠 1, 소고 1

백천사 운대암 1801 4인
남 2 소고 2

여 2 미선 2

수국사 1832 3인
남 2 소고 2

여 1 가무

수락산 흥국사 1868

경국사 1887

불암사 1890

개인소장 19C말

삼각산 청룡사 1898

신륵사 1900

6인

남 4 소고 4

여 2 가무

봉은사 1892

보광사 1898

백련사 1899

대흥사 1901

5인

남 3 소고 3

여 2 가무

고려산 원통암 1907 5인 
남 3 소고 3

여 2 가무

<표 10> 무구(舞具) 동반한 가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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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舞具

소고

★/★★/★★/★/★★/

★★/★★★★/★★★

/★★★

광쇠 ★/★★/★

경쇠 ★/★

염주 ★/★★★/★ ★

미선 ★★/★★

영견 ★★/★★/★★

무구없음 ★/★

<표 11> 성별에 따른 역할 비중 

2. 가무(歌舞)와 기예(技藝)

가. 歌舞와 技藝 1種

사당패가 가무와 기예 1종을 연행하는 장면은 보석사 감로탱, 남장

사 감로탱, 안국암 감로탱, 원광대박물관장 감로탱Ⅰ, 홍익대박물관장 

감로탱, 지장사 감로탱 등 6점에 나타난다.

보석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5인 규모로, 남성 3인, 여성 2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은 각각 기예(근두), 관악기(대금), 타악기(장구)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무와 노래를 담당한다. 

남장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8인 규모로, 남성 5인, 여성 3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은 각각 기예(솟대놀이), 관악기(대금), 타악기(북), 

그리고 기예를 보조하는 역할(솟대잡이)을 나누어 담당하며, 여성 3

인은 모두 가무를 담당한다. 

안국암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6인 규모로, 남성 4인, 여성 2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은 각각 기예(근두), 관악기(대금), 타악기(장구)를 

나누어 담당하며, 여성 2인은 가무와 현악기(비파)를 담당한다.

성주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6인 규모로, 남성 3인, 여성 3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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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남성 3인은 각각 기예(근두), 악사의 일원으로 타악기

(장구)를 연주하거나, 타악기(장구)를 반주하며 단독 가창을 담당하며, 

여성 3인은 각각 가무, 현악기(비파), 관악기(대금)를 담당한다.

원광대박물관장 감로탱Ⅰ의 사당패 장면은 7인 규모로, 남성 4인, 

여성 3인으로 구성된다. 남성 4인은 기예(근두), 관악기(대금), 타악기

(장구)를, 여성 3인은 가무와 현악기(비파)를 나누어 담당한다.

홍익대박물관장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6인 규모로, 남성 4인, 여

성 2인으로 구성된다. 남성 4인은 기예(근두), 관악기(대금), 타악기

(장구)를, 여성 2인은 가무와 현악기(비파)를 나누어 담당한다. 

지장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6인 규모로, 남성 4인, 여성 2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 4인은 기예(근두), 관악기(대금), 타악기(장구)를, 

여성 2인은 가무와 현악기(비파)를 나누어 담당한다.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가무, 기예, 관·현·타악기, 기타(其他) 등

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예를 담당하는 10명, 타악기를 담당

하는 6명, 관악기를 담당하는 6명은 모두 남성인 반면, 가무를 담당

하는 10명, 현악기를 담당하는 4명은 모두 여성이다. 따라서 사당패 

집단 내에서 가무와 기예 1종이 결합하여 연행될 때, 남성이 기예, 

관악기, 타악기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무와 현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무와 기예 1종이 결합된 연희 양상이 나타난 보석사 감로탱, 남

장사 감로탱, 안국암 감로탱, 성주사 감로탱, 원광대박물관장 감로탱

Ⅰ, 홍익대박물관장 감로탱, 지장사 감로탱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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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감로탱명 규모
성별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농환
보석사 

1649
5인

남 3 기예 1, 장구 1, 대금 1

여 2 무희 1, 노래 1

솟대놀이
남장사 

1701
8인

남 5
기예 1, 대금 2, 북 1

솟대잡이 1

여 3 무희 3

<표 12> 감로탱에 나타난 가무와 기예 1종 장면, 농환과 솟대놀이

근두

안국암 

1728
6인

남 4 근두 2, 대금 1, 장구 1

여 2 무희 1, 비파 1

성주사 
1729

6인
남 3 장구 2, 기예 1

여 3 무희 1, 비파 1, 대금 1

원광대 

1750 
7인

남 4 근두 2, 대금 1, 비파 1

여 3 무희 2, 비파 1

홍익대 

18C말  
6인

남 4 근두 2, 대금 1, 장구 1

여 2 무희 1, 비파 1

지장사 

1893 
6인

남 4 근두 2, 대금 1, 장구 1

여 2 무희 1, 비파 1

<표 13> 감로탱에 나타난 가무와 기예 1종 장면, 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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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歌舞 ★/★★★/★/★★/★/★

絃 비파 ★/★/★/★

管 대금 ★/★★/★/★/★/★

打
장구 ★/★/★/★/★

북 ★

技藝

1種 

근두 ★★/★★/★★/★★

농환 ★

솟대놀이 ★

其他
솟대잡이 ★

가창단독 ★

<표 14> 가무와 기예 1종 장면

<그림 15> 가무와 기예 1종, 

농환, 보석사 감로탱,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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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무와 기예 1종, 솟대놀이, 남장사 감로탱,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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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가무와 기예 1종 (근두), 안국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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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무와 기예 1종(재담), 성주사,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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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가무와 기예 1종 (근두), 원광대박물관장,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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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가무와 기예 1종, 홍익대박물관장, 18C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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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무와 기예 1종(근두), 지장사 감로탱, 18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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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歌舞와 技藝 2種

사당패가 가무와 기예 2종을 연행하는 장면은 영취산 흥국사 감로

탱, 직지사 감로탱, 표충사 감로탱, 쌍계사 감로탱등 총 4점에 등장한

다. 

<그림 22>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 가무와 기예 2종 (근두, 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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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취산 흥국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5인 규모로, 남성 3인, 여

성 2인으로 구성된다. 남성 3인은 기예 2종(근두와 재담), 관악기(대

금)를 담당하며, 여성 2인은 각각 가무와 현악기(비파)를 담당한다. 

직지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7인 규모로, 남성 5인, 여성 2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 5인은 기예 2종(근두와 재담), 관악기(대금), 타악

기(장구), 타악기를 치며 노래를 연행하는 모습이며, 여성 2인은 각각 

가무와 현악기(비파)를 담당한다. 

표충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5인 규모로, 남성 3인, 여성 2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 3인은 기예 2종(근두와 재담), 관악기(대금)를 담

당하며, 여성 2인은 각각 가무와 현악기(비파)를 담당한다.

<그림 23> 가무와 기예 2종(근두, 재담), 직지사 감로탱,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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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가무와 기예 2종, 표충사 감로탱, 1738년



- 53 -

<그림 25> 가무와 기예 2종, 쌍계사, 17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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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8인 규모로, 남성 5인, 여성 3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 5인은 기예 2종(근두와 솟대놀이), 관악기(대금), 

타악기(장구)를 담당하며, 여성 3인은 각각 가무, 현악기(비파와 정체

불명의 현악기)를 나누어 담당한다.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가무, 기예, 관·현·타악기, 기타(其他) 등

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예를 담당하는 9명, 타악기를 담당

하는 3명, 타악기를 치며 노래를 연행하는 1명, 관악기를 담당하는 4

명은 모두 남성인 반면, 가무를 담당하는 4명, 현악기를 담당하는 5

명은 모두 여성이다. 따라서 사당패 집단 내에서 가무와 기예 2종이 

결합하여 연행될 때, 남성이 기예, 관악기, 타악기, 타악기를 동반한 

가창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무와 현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무와 기예 2종이 결합된 연희 양상이 나타난 영취산 흥국사 감

로탱, 직지사 감로탱, 표충사 감로탱, 쌍계사 감로탱의 내용을 정리하

면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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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종목 감로탱명 규모
성별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근두 

재담

영취산 흥국사  

1723
5인

남 3

근두 1

재담 1

대금 1

여 2
무희 1

비파 1

직지사 1724 7인

남 5

근두 1

재담 1

대금 1

장구 2

여 2
무희 1

비파 1

표충사 1738 5인

남 3

근두 1

재담 1

대금 1

여 2
무희 1

비파 1

근두

솟대놀이
쌍계사 1728 8인

남 5

근두 2

솟대놀이 1

대금 1

장구 1

여 3

무희 1

비파 1

아쟁 1

<표 15> 감로탱에 나타난 가무와 기예 2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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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가무 ★★★★

絃
비파 ★★★★

未詳 ★

管 대금 ★★★

打 장구 ★★

技藝 

2種 

근두

재담
★★★

근두

솟대놀이
★

<표 16> 성별에 따른 남녀 역할 비중 

다. 歌舞와 技藝 3種

사당패가 가무와 기예 3종을 연행하는 장면은 구룡사 감로탱, 수국

사 감로탱,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외 5점35)등 총 8점에 나타난다. 

구룡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10인 규모로, 남성 7인, 여성 3인

으로 구성된다. 남성 7인은 기예 3종, 가무, 관악기(대금)을 담당하

며, 여성 3인은 각각 가무, 현악기(비파), 관악기(해금)를 담당한다. 

수국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8인 규모로, 남성 6인, 여성 2인으

로 구성된다. 남성 6인 중 5인은 각각 기예 3종(농환, 솟대놀이, 쌍줄

백이), 관악기(대금), 타악기(장구)를 담당하며36), 여성 2인 중 1인은 

가무를 담당한다.37)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외 5점38)에 나타난 사당패 장면은 9인 규모

로, 남성 7인, 여성 2인으로 구성된다. 남성 7인은 기예 3종(쌍줄백

35) 흥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도해34-1>, 불암사 감로탱<도해35-1>, 삼각

산 청룡사 감로탱<도해40-1>, 개인장 감로탱<도해42->, 신륵사 감로탱<도해43-1>

36) 수국사 감로탱의 남성 6인 중 1인은 등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무엇을 담당하

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37) 수국사 감로탱에 묘사된 여성 2인 중 1인이 지닌 악기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38)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개인

장 감로탱, 신륵사 감로탱 등 총 6점은 동일초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사당패 장면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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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39), 재담, 농환), 관악기(피리와 해금), 타악기(장구와 북)를 담당하

며, 여성 2인은 가무를 담당한다. 

<그림 26> 가무와 기예 3종, 구룡사, 1727 

39) 긴 장대에서 줄을 늘어뜨린 후, 그 위에서 연희를 벌이는 종목으로, 운

흥사 감로탱에 처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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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가무와 기예 3종, 수국사,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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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수락산 흥국사 외 5점에 나타난 사당패 장면, 가무와 기

예 3종 (쌍줄백이, 죽방울 던지기, 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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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가무, 기예, 관·현·타악기, 기타(其他) 등

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예 3종을 나누어 담당하는 10명, 타

악기(장구와 북)를 담당하는 3명이 모두 남성이며, 관악기(해금, 대금, 

피리)를 담당하는 6명 중 5명이 모두 남성이다.40) 이와 대조적으로 

가무를 담당하는 5명 중 4명이 여성이며41), 현악기(비파)를 담당하는 

유일한 이는 여성이다. 따라서 사당패 집단 내에서 가무와 기예 3종

이 결합하여 연행될 때, 남성이 기예 3종, 관악기, 타악기를 담당하

고, 여성은 가무와 현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무와 기예 3종이 결합된 연희 양상이 나타난 구룡사 감로탱, 수

국사 감로탱, 수락산 감로탱 외 5점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40) 담당하는 6명 중 1명은 해금을 연주하는 여성이다. 

41) 가무를 담당하는 5명 중 1명은 장삼을 걸치고 춤을 추는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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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감로탱명 규모
성별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근두

솟대놀이

농환

구룡사 1727 10인

남 7

근두 2

솟대 1

농환 1

대금 2

무인 1

여 3

무희 1

비파 1

해금 1

솟대놀이

쌍줄백이

농환

수국사 1832 8인 

남 6

솟대 1

쌍줄백이 1

농환 1

대금 1

장구 1

미상(未詳) 1

여 2
무희 1

미상(未詳) 1

쌍줄백이 

재담

농환

수락산 흥국사 

1868

경국사 1887

불암사 1890

삼각산 청룡사 

1898

개인장 19C말

신륵사 1900

9인

남 7

쌍줄백이 1

재담 1

농환 1

피리 1

 해금 1

장구 1

북 1 

여 2 가무 2

<표 17> 감로탱에 나타난 가무와 기예 3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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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歌舞 ★ ★★★★

絃 비파 ★

管

대금 ★★★

피리 ★

해금 ★ ★

打
장구 ★★

북 ★

樂器未詳 ★ ★

技藝 

3種 

근두

농환

솟대놀이

★

농환

솟대놀이

쌍줄백이

★

농환

쌍줄백이

재담

★

<표 18> 성별에 따른 남녀역할 비중 

라. 歌舞와 技藝 6種

사당패가 가무와 기예 6종을 연행하는 장면은 운흥사 감로탱, 선암

사 감로탱, 봉서암 감로탱 등 총 3점에 동일하게 나타난다.42) 

운흥사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은 14인 규모로, 남성 10인, 여성 4

인으로 구성된다. 남성 10인은 기예 6종(근두, 농환, 재담, 쌍줄백이, 

솟대놀이, 장구춤), 관악기(대금), 타악기(장구), 기예 연행의 보조(솟

대잡이)를 담당하며, 여성 4인은 가무, 현악기(비파), 타악기(북)을 담

당한다.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가무, 기예, 관·현·타악기, 기타(其他) 등

42) 살폈을 때, 도상의 위치와 종류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운흥사 감

로탱, 선암사 감로탱, 봉서암 감로탱의 사당패 장면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들 역시 동일한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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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예 6종을 담당하는 6명, 기예를  보

조하는 2명(솟대잡이), 관악기(대금)를 담당하는 이는 모두 남성인 반

면 가무를 담당하는 2명과 현악기(비파)를 담당하는 유일한 이는 여

성이다. 따라서 사당패 집단 내에서 가무와 기예 6종이 결합하여 연

행할 때, 남성이 기예 6종과 관악기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무와 현악

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 가무와 기예 6종, 1730년 운흥사 감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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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가무와 기예 6종, 1736년 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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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무장면 세부, 1759 봉서암 감로탱 

<그림 33> 가무와 기예 6종, 1759 봉서암 감로탱

가무와 기예 6종이 결합된 연희 양상이 나타난 운흥사 감로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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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와 같다.

기예 감로탱명 규모
성별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근두

농환

재담

쌍줄백이

장구춤

솟대놀이

운흥사 1730

선암사 1736

봉서암 1759

14인

남 10

근두 1

농환 1

재담 1

쌍줄백이 1

장구춤 1

솟대놀이 1

솟대잡이 2

대금 1

장구 1

여 4

무희 2

비파 1

북 1

<표 19> 감로탱에 나타난 가무와 기예 6종 장면



- 67 -

           남성 여성

歌舞 ★★/★★/★★

絃 비파 ★/★/★

管 대금 ★/★/★

打
장구 ★/★/★

북 ★/★/★

技藝 

6種 

근두

농환

재담

쌍줄백이

장구춤

솟대놀이

★/★/★

其他 솟대잡이 ★★/★★/★★

<표 20> 성별에 따른 남녀 역할 비중 

지금까지 사당패의 연희 양상을 악기 또는 무구가 동반되는 ‘가무

단독’과 ‘가무와 기예 혼합’ 양상으로 양분하여 살펴보았다. 

‘가무단독’양상에 동반되는 악기의 종류는 현악기 3종, 관악기 3종, 

타악기 2종이며, 무구의 종류는 총 6종이다. 

‘가무와 기예 혼합’의 경우, 최소 1종부터 최대 6종에 이르는 기예

가 추가된다. 세부종목을 살펴보면, 농환, 솟대놀이, 근두 각 1종이 

추가되는 것을 시작으로, 기예 2종이 혼합될 때는 근두·재담, 또는 근

두·솟대놀이가, 기예 3종이 혼합될 때는 근두·농환·솟대놀이 또는 농

환·솟대놀이·쌍줄백이 또는 농환·쌍줄백이·재담이 추가된다. 마지막으

로 기예 6종이 혼합될 때는 근두·농환·솟대놀이·쌍줄백이·장구춤·재담

이 추가된다. 

또한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었

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에서 분류된 각 사당패 장면을 가무, 기예, 

관·현·타악기, 기타(其他) 등의 범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무가 단독으로 연행 될 때는, 남성은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를 담당

하고, 여성은 주로 가무와 현악기를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무 연

행자가 무구를 직접 들고 연행할 때는, 남성은 주로 두드려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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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무구로 박자를 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박자보다는 

춤의 시각효과를 위한 무구를 담당한다. 

‘가무와 기예’의 복합양상이 나타나는 장면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추가된 기예 1종, 2종, 3종, 6종은 모두 남

성이 담당하며, 더불어 관악기와 타악기를 주로 남성이 맡아 연주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거의 모든 가무를 담당하며, 더불어 현

악기를 주로 맡아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

성과 여성의 역할은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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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당패의 도상적 속성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Ⅱ장과 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로탱 

속에서 사당패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도상적 속성을 밝혀보겠다. 

사당패의 정체성은 제방(題榜), 착의(着衣), 지물(持物)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중 제방은 18세기 자수박물관장 감로탱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묘사된 사당패의 착의를 통해 이 집단을 대표하는 복식을 유

추할 수 있다. 또한 사당패의 중요한 지물로 각종 악기와 무구가 있

으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 그 변천과정을 밝혀보겠다. 

1. 제방(題榜)

제방(題榜)이란 불화에 묘사된 여러 인간군상(人間群像)의 좌측 상

단 혹은 우측 상단에 나타나며, 불교경전에서 인용한 2~4자의 단문

을 통해 해당 군상을 해설하는 일종의 방서(榜書)43)이다. 예를 들면 

무당이 굿을 하는 장면에는 사무신녀(師巫神女), 맹인이 점을 보는 장

면에는 매괘산인(賣卦山人)이라 적는다. 감로탱의 제방은 18세기부터 

등장44)하며, 내용은 군상에 대한 단순 해설 뿐 아니라, 신분이나 사

인(死因) 등도 나타내기 때문에 군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다. 

43)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글을 말한다. 편

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제4권(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267쪽. 

44) 현전하는 64여점의 감로탱 중 남장사 감로탱(1701), 여천 흥국사 감로탱(1741), 국

청사 감로탱(1755), 봉정사 감로탱(1765), 수도사 감로탱(1786), 용주사 감로탱

(1790), 은해사 감로탱 (1792), 고려대 박물관장 감로탱(18세기말), 통도사 감로탱Ⅰ

(1786), 자수박물관장 감로탱(18세기중엽), 호암미술관장 감로탱(18세기말), 홍익대 

박물관장 감로탱(18세기말) 등 총 12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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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段의 場面 무당굿, 솟대놀이, 줄타기, 인형극

題榜 師巫神女, 散樂伶官, 解愁樂士(死)45)

《釋門儀軌》
尊施食 (道士女官) (師巫神女散樂伶官孤魂)

《妙法蓮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若三千大千國土滿中夜叉羅刹, 浴來惱人聞其稱 
觀世音菩薩名者, 是諸惡鬼, 尙不能以惡眼視之況復加害

其他 經典 人面獸心,或鼓樂絃歌, 鳴桴響鐸, 如斯之流《法苑》

<표 21> 감로탱 하단의 연희장면의 제방과 전거(典據)

45) 석사논문 18세기 감로탱 연희패 등장의 다면적 의미 연구｣에서 해수악사

(解愁樂士) 제방이 붙은 군상을 솟대쟁이패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18세기 감로탱에서 해수악사 제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3점이며, 각각의 군상

을 살펴보면 자수박물관장 감로탱과 통도사 감로탱Ⅰ에는 솟대놀이와 탈광대 놀음, 

호암미술관장 감로탱에는 솟대놀이, 농환, 탈광대 놀음, 인형극이 묘사되어 솟대쟁이

패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에 조성된 백천사 감로탱(1801년)에는 해수악사

라고 명명된 연희집단이 솟대놀이가 아닌 줄타기와 탈광대 놀음을 연행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해수악사 제방은 솟대쟁이패, 줄광대패에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솟대쟁이패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감로탱 중 남장사 감로탱 단 한 점에 

나타난 산악영관(散樂伶官) 제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김효정은 남장사 감로탱에 나타

난 산악영관 제방과 사무신녀 제방이 모두 무속계통의 연희집단이라 해석했다. 하지

만 장삼을 끼고 춤을 추는 이를 악기가 반주하는 도상적 속성으로 보아 이는 불교계 

연희집단인 사당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16세기말 감로탱부터 사당패의 

도상적 속성으로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18세기 남장사 감로탱 단 한 작품

에 보이는 산악영관이라는 제방 때문에, 그리고 그 제방이 사무신녀 제방과 함께 쓰

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속계통의 연희집단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다. 정리하자면, 해수악사, 산악영관, 사무신녀 등의 제방은 솟대쟁이패, 줄광대패, 

사당패, 무녀까지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연희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감로탱이 조선시

대 기층사회의 픙속상을 반영한다고 전제할 때, 연희집단에 대한 제방은 불교적 의미

를 가진 어구 중에서 현실의 인간군상을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가져

온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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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우바새(優婆塞) 제방과 사당패, 자수박물관장 감로탱, 18세기 중엽

감로탱의 제방이 우바새(優婆塞)46) 또는 우바이(優婆夷)라 지칭한 

연희집단을 사당패로 식별할 수 있다.47) 이긍익(李肯翊, 1736~1806)

의 연려실기술(練藜室記述)에 의하면, “비구승(比丘僧)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를 사중(四衆)이라하며, 우리나라 풍속

에 따르면 우바새를 거사(居士)라고 부르고, 우바이를 사당(捨堂)이라

고 부른다.”도 기록되어 있으며48),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목

46) (優婆塞)와 우바이(優婆夷)는 불교의 출가하지 않은 신자들, 즉 남녀 재가신

자(在家信者)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바새는 산스크리트어 우파사카(upāsaka)의 음역

으로 출가하지 않은 남자 재가신자를 말하며, 한국 불교에서는 흔히 우바새를 거사

(居士) · 처사(處士)라고도 한다. 우바이는 산스크리트어 우파시카(upāsika)의 음역으

로 출가하지 않은 여자 재가신자를 말하며, 한국 불교에서는 흔히 우바이를 보살 또

는 보살님이라고도 하곤 하는데, 이는 대승불교의 보살의 본래 뜻과는 거리가 있다.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387~388쪽. 

47) 감로탱의 사당패를 식별할 때 착의와 지물 그리고 제방 등의 다양한 단서를 활용해

야 하는 이유는 기존연구(장휘주, 사당패의 집단성격과 공연내용에 대한 史的 考察, 

한국음악연구 제35집, 한국국악학회, 2004, 225~240쪽)에서 밝혀졌듯이, 사당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헌자료에서 묘사한 사당패 연희양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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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조창(漕倉)을 열 때 창촌(倉村)에 방을 붙여 

여덟 종류의 잡류(雜流)를 엄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잡류의 하나

로 사당을 ‘우바(優婆)’라고 지칭했다. 그러므로 감로탱에 묘사된 특

정 군상에 대하여 제방이 우바새(優婆塞) 혹은 우바이(優婆夷)라 표현

하고 있다면 그 집단은 사당패라 할 수 있다.49) 

<그림 35> 사계풍속도 中 사당패,

김홍도, 18세기, 프랑스 기메박물관,

비단채색, 100.0×49.0㎝

48)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是爲四衆 東俗稱 優婆塞曰居士 優婆夷曰捨堂.

49) 소고를 연주하는 사당패의 모습은 18세기에 제작된 김홍도의 사계풍속도의 사당패 

장면에도 묘사되어 있는데, 김홍도 풍속화 속의 사당패는 가두매점을 설치하여 길거

리에서 무언가를 팔기 위해 가무를 추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이를 구경

하고자 몰려든 구경꾼들로 인해 하나의 연희 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중엽의 사당패는 행상(行商)을 벌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가무를 연행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무를 연행하는 도상은 이후 1801년 조

성된 백천사 감로탱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미루어 사당패가 가무를 연행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18세기 중엽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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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의(着衣)50) 

앞서 언급한 우바새(優婆塞) 제방으로 18세기중엽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를 식별할 수 있다. 이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두루마기처럼 소

매가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삼이다. 

< 1> 조선 중기 고승 사명대사(四溟大師, 1544~1610)

의 장삼

장삼(長衫)이란 두루마기처럼 생긴 겉옷으로 불교에서 가사 아래에 

착용하는 법의의 일종51)으로, 여기복식(女妓服飾)52)이기도 하다. 옛

날 고승이 착용하던 장삼의 실례를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유물53)로 

확인할 수 있는데,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따

라서 감로탱 하단에 장삼을 걸친 무희(舞姬)는 사당패로 볼 수 있으

50) 불교미술에 묘사된 도상 역시 일반적으로 도상이 그려진 위치, 착의(着衣)와 지물

(持物) 등을 통해 식별한다. 예를 들자면, 관세음보살은 정병(淨甁), 지장보살은 석장

(錫杖), 인로왕보살은 상단에 당번(幢番)이 지물이다. 

51)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한국문화사대계(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3). 김동욱, 이조전기복식사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52) 송방송, 악학궤범용어총람(서울: 보고사, 2010), 284쪽. 

53) 중요민속문화재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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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록 사당과 거사가 도첩54)없는 비승려 신분이지만 자체적인 불

사를 행하면서 불교의 법복인 장삼을 착용했으리라 짐작된다.55) 

이는 감로탱 하단에 묘사된 다양한 군상(群像)의 착의를 비교해보

면,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은 1589년 약선사 감로탱

에 보이는 각기 다른 군상의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 모은 것이다. 먼

저 A군상을 살펴보면, 이들이 면복(冕服)56)을 착용하고, 면류관(冕旒

冠)57)을 관모(官帽)로 착용하고 있어 제왕(諸王)의 군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또한 B군상은 이들이 갑옷을 착용하고 검을 들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여한 장수(將帥)들로 식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당패도 이

와 마찬가지이다. C군상에 보이는 장삼은, 앞서 문헌을 통해 살펴보

았듯이, 사당패가 착용한 복식이며, 이들의 지물은 악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54) 관청에서 출가한 승려에게 발행해주던 공인장(公認狀). 예조(禮曹)에서 

발급한 중의 신분증명서로서, 중이 죽거나 환속(還俗)하게 되면 국가에 반납했다. 조

선시대에 抑佛策으로 더욱 강화되었던 이 제도는 납세의무(納稅義務)를 버리는 일과 

장정(壯丁)이 함부로 승려가 되는 것을 막아 군정(軍丁)을 비롯한 인적 자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도패(度牌)’라고도 한다. 

55) 서사무가<바리공주>에 대한 이용식의 연구에서도 무당들이 바리공주를 노래할 때 

무녀의 치레는 큰머리(大頭)와 화려한 무복이고, 외장구와 방울만으로 외장구란 장구

를 세워 놓고 한쪽만을 두드려 연주하는 것이며, 방울은 신과 소통하는 의물로 해석

했다. 여기서 무녀의 큰머리와 무복(기표)이 상징하는 대상은 바리공주(神, 기의)이고, 

서사무가 역시 신이라는 기의를 개념화하는 기표로 해석하였다. 악기 반주를 최소화

한 무가는 신과 인간의 소통(communication)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무녀의 복식을 통해 신의 존재를 관념적으로 개념화 혹은 이미지화 한 것이다. 외장

구의 리듬(기표)는 악구의 종지(기의)를 알려주는 신호(signal) 기능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음악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리공주를 존재론과 인식론적 측면을 그림으로 설명하

였다. 이용식,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음악기호학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8집(서

울: 한국국악학회, 2005), 197~202쪽.

56) 제왕(帝王)의 대례복(大禮服)·제복(祭服)을 말함. 한국에서는 이를 국왕의 ‘조근(朝

覲) 및 봉사의 복[奉祀之服]’이라 하여 종묘(宗廟)·사직(社稷) 등에 참예(參詣)하여 제

사하고, 정조(正朝)·동지(冬至)·조회(朝會)·수책(受册) ·납비(納妃) 등에 착용하여 제복

과 대례복으로 삼았다.

57) 조선시대까지 국가 대제(大祭) 때나 왕의 즉위때 왕, 왕세자 등이 면복(冕服)을 입

고 쓰던 관으로 겉은 검은색이며 안은 붉은색이다. 면류관의 앞에 늘어뜨린 이유는 

왕이 너무 눈이 밝음을 경계하는 뜻이 담겨 있다. 좌우에 단 광과 진을 귀 옆까지 늘

어뜨려 놓은 것은 귀가 너무 밝은 것과 외청(外聽)을 경계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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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선사 감로탱의 제왕(諸王) 

B 

약선사 감로탱의 장수(將帥)

C 

약선사 감로탱의 사당패 

<표 22> 감로탱 하단 군상(群像)의 착의(着衣)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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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물(持物)

 사당패의 지물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그들의 지물이 다른 

연희집단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비교해보겠다. 아래 <표 23>에 보이

는 A군상은 무녀의 의식장면이다. 이를 잘 살펴보면, 무녀는 무복을 

입고 지전을 든 채 의식을 거행 중이다. B군상은 솟대쟁이 패이다. 

이들은 솟대와 쌍줄 등의 연희 도구와 탈을 지물로 지닌다. C군상은 

바로 사당패이다. 이 장면에서 사당패는 무구(舞具)로서 염주, 광쇠, 

소고 등을 지니고 가무를 연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감로탱에 

묘사된 연희집단일 지라도 어떤 도구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그림 

속의 군상을 판단해 낼 수 있다.  

사당패의 ‘기구’ 중에 악기(樂器)가 포함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종교의식에는 반드시 음악이 함께하며, 이를 반주하기 

위한 악기 역시 필수적인 기구(器具)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체적으로 불사를 거행하던 사당패의 경우라면, 불교적 의미를 지니

는 악기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당

패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가 동반되었는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무구(舞具)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현악기(絃樂器)

사당패가 지물로 지닌 현악기는 비파, 가야금, 未詳 등 총 3점이다. 

이 중 비파는 조선시대에 널리 연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

도 함께 가지는 악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사를 행하던 사당패가 

불교와의 연관성을 노현(露見)하기 위해 연희 시에 휴대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비파를 지물로 하는 사당패의 모습은 약선사 감로탱, 우학문화재단 

감로탱,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 직지사 감로탱, 안국암 감로탱, 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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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로탱, 쌍계사 감로탱, 성주사 감로탱, 운흥사 감로탱, 선암사 감

로탱Ⅰ, 표충사 감로탱, 원광대 박물관 감로탱Ⅰ, 안국사 감로탱, 봉

서암 감로탱, 신흥사 감로탱, 홍익대 박물관장 감로탱, 수국사 감로

탱, 지장사 감로탱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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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수박물관장 감로탱의 무녀

B

자수박물관장 감로탱의 솟대쟁이패

C

자수박물관장 감로탱의 사당패

<표 23> 감로탱 하단에 묘사된 연희집단의 지물(持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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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사당패의 비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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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당패의 비파Ⅱ

사당패의 지물로 현악기 중에서는 비파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외

에도 가야금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가야금은 약선사 감로탱, 안국

사 감로탱에 나타난다. 또한 쌍계사 감로탱에는 정체미상의 현악기58)

가 1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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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선사 감로탱, 1589 1758, 안국사 감로탱 

<표 26> 사당패의 비파Ⅲ 

<그림 36>

미상(未詳)의 현악기

쌍계사 감로탱, 1728

58) 은 1728년 쌍계사 감로탱에 처음 등장한 악기이다. 이에 대해 백일형의 논문 

朝鮮侯期 幀畫에 나타난 樂器｣(1998)과 정외순의 논문 ｢朝鮮時代 甘露幀畫에 나타난 

樂器硏究: 18世紀 甘露幀畫를 中心으로｣(2005)에서는 이 악기에 대하여 가야금(가야

금)이라고 하였으나, 화면 상 실제 묘사된 악기는 하단부가 구부러져 있는 것으로 보

아 未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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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악기(管樂器)

사당패가 지물로 지닌 관악기는 대금, 피리, 해금 등 총 3점이다. 

사당패가 대금(大笒, 長笛)을 연주하는 모습은 보석사 감로탱, 우학문

화재단 감로탱, 남장사 감로탱,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 직지사 감로

탱, 안국암 감로탱, 구룡사 감로탱, 쌍계사 감로탱, 성주사 감로탱, 운

흥사 감로탱, 선암사 감로탱Ⅰ, 표충사 감로탱, 원광대 박물관장 감로

탱Ⅰ, 안국사 감로탱, 봉서암 감로탱, 홍익대박물관장 감로탱, 수국사 

감로탱, 지장사 감로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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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사 감로탱, 1649
우학문화재단 감로탱, 1681 

남장사 감로탱, 1701 남장사 감로탱, 1701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 1723 직지사 감로탱, 1724

<표 27> 사당패의 대금Ⅰ



- 84 -

안국암 감로탱, 1726 구룡사 감로탱, 1727 

쌍계사 감로탱, 1728 성주사 감로탱,  1729

표충사 감로탱, 1738

<표 28> 사당패의 대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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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박물관장, 1750

안국사 감로탱, 1758

홍익대 감로탱, 18C말

지장사 감로탱, 19C말
수국사 감로탱, 1832 

<표 29> 사당패의 대금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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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패가 피리를 연주하는 모습은 우학문화재단 감로탱, 수락산 흥

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개인장 감로탱, 신륵사 감로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학문화재단 감로탱, 1681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1868

경국사 감로탱, 1887

불암사 감로탱, 1890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1898

개인장 감로탱, 19세기 말

신륵사 감로탱, 1900 

<표 30> 사당패의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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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패가 해금을 연주하는 모습은 구룡사 감로탱,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개인

장 감로탱, 신륵사 감로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7> 구룡사 감로탱, 1727 

<그림 38>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1868

경국사 감로탱, 1887

불암사 감로탱, 1890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1898

개인장 감로탱, 19세기말

신륵사 감로탱, 1900

<표 31> 사당패의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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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구(舞具)

(1) 소고(小鼓)

불교계 유랑연희집단인 사당패는 불교적 의미를 지니면서, 사찰 밖

에서 벌어지는 의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할 수 있는 악기를 연주

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무구로는 소고59)를 꼽을 수 있다. 소고는 

부처님의 법음(法音)이 북소리와 같이 널리 퍼지는 염원을 상징60)할 

뿐 아니라, 사당패와 관련된 여러 문집과 실록, 판소리 사설 등에서 

소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신재효의 <박타령> 중 셋

째 통 타는 대목에 등장하는 사당패에 대한 묘사이다.

<사료 1> …“너희들 장기대로 염불이나 잘하여라.” 사당의 거사 좋아

라고, 거사들은 소고치고, 사당의 절차대로 연계사당이 먼저 나서 발림을 

곱게 하고,…61)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당패가 염불을 부를 때 소고를 쳤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소고를 연주하는 사당패에 대한 기록은 문집에도 

보인다. 다음은 성균관 상재생 이옥(李鈺, 1760~1815)의 문집에 등

장하는 사당패 관련 기록이다. 

<사료 2> …손에 부채 하나 들고 마당놀이를 하다가는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노래를 불러주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해결한다. 사투리로 이들을 

사당(社黨)이라 한다. 우두머리를 거사라 하는데, 거사는 소고나 치고 염

59) 사당패는 소고를 들고 다양한 노래, 즉 사당패 소리를 연행하였다고 

밝혀졌다. 김혜정, 판소리의 사당패 소리 수용양상: 흥보가의 놀보 박타령 대목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 12집(남도민속학회, 2006), 7~40쪽. 이용식, ｢경기 선

소리 산타령의 음악문화사적 의의와 현대적 의미｣, 藝術論集 제12집(전남: 전남대

학교 예술연구소, 2012), 29~47쪽.

60) 손태도, ｢근대초창기 공연집단의 계통들과 선소리 산타령｣, 2008 전국 국악학 학

술대회 선소리 산타령의 예술적 가치(서울: 한국전통음악학회·선소리산타령 보존회, 

2008), 37~38쪽. 

61)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서울: 민중서관, 1971), 212~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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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도 하지만 사당은 노래나 춤만 잘 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62)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당패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며, 남성인 

거사가 소고를 치고, 여성인 사당은 부채들고 염불을 부른다고 했다. 

사당패가 소고를 든 모습은 봉서암 감로탱, 자수박물관장 감로탱, 관

용사 감로탱, 호암미술관장 감로탱,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 수국사 감

로탱,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경국사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 개인장 

감로탱,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신륵사 감로탱, 봉은사 감로탱, 보광

사 감로탱, 백련사 감로탱, 대흥사 감로탱, 고려산 원통암 감로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62) …  逢場作戱 沿門唱曲 以謀人衣食 方言稱之曰社黨 稱其雄曰居士 居士只鳴

小鼓念佛 社黨不專歌舞… 정용수 역주, 18·19세기 성균관 상재생 이옥의 글 봉성에

서｣(서울: 국학자료원, 2001), 50~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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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당패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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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를 연주하는 사당패의 모습은 18세기에 제작된 김홍도의 사계

풍속도의 사당패 장면63)에도 묘사되어 있다. 김홍도 풍속화 속의 사

당패는 가두매점을 설치하여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팔기 위해 소고무

를 추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이를 구경하고자 몰려든 구

경꾼들로 인해 하나의 연희 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중엽의 사당패는 행상(行商)을 벌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한 방편으로 소고무를 연행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고무를 

연행하는 도상은 이후 1801년 조성된 백천사 감로탱에 다시 나타나

는데 이를 통해 미루어 사당패가 소고무를 연행하기 시작한 것은 늦

어도 18세기 중엽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 범음구(梵音具)

소고 이외에도 사당패가 지니고 다녔던 무구에 대해 짐작 할 수 

있는 기록이 실록에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사헌부 대사헌

(司憲府大司憲) 한치형(韓致亨) 등이 사당패의 폐해에 대해 상소(上

疏)한 기록이다.  

<사료 3> 사장(社長)이 무리를 모아, 뭇사람[衆]을 미혹(迷惑)하는 것

은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정(市井)의 무식한 무리인

데, 망령되게 인연(因緣)과 화복(禍福)의 설(說)을 사모하나, 장사하는 것

이 그들의 업(業)이고 속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도 한결같이 아미타승

(阿彌陁僧)만 하면 불도(佛道)를 이루고 죄악(罪惡)을 없앤다고 생각하여, 

바로 사(社)를 서울의 여염(閭閻) 가운데에 창건하고 염불소(念佛所)라고 

칭하면서 … 그 형상을 보면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그 거처(居處)하

는 것을 보면 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아침이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저녁이면 부처에 귀의(歸依)하여, 기이한 형태와 괴이한 

형상으로 분주히 돌아다니며, 징[錚]을 울리고 북[鼓]을 치며, 너울너울 

뛰며 춤을 추므로, 가동(街童)과 거리의 부녀자가 돌아보며 흠모하니, 이

63) 16쪽 <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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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耳目)으로 익숙하게 익혀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투어 서로 추창하여 

붙습니다. 이미 국가의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뜻을 거슬렸고, 또 

석씨(釋氏)의 이세(離世)·절속(絶俗)하는 도(道)도 아니니, 또한 어떠한 풍

속입니까?64) 

<사료 3>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당(社長)이 연희 시에 징(錚)과 북

을 치며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 문헌에 등장하는 용어인 

‘쟁(錚)’은 <사료 1>와 같이 ‘징’으로 해석될 수 도 있겠지만, 꽹과리

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고(鼓)’라는 용어 역시 소고를 비롯한 광의

(廣義)의 타악기를 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헌상에 기록된 금부

(金部)악기와 혁부(革部)악기를 함께 지닌 사당패의 모습은 봉서암 감

로탱, 자수박물관장 감로탱, 호암미술관장 감로탱에서 그 구체적인 도

상을 확인 할 수 있다. 

64) , 不可不除也。 類皆市井無識之徒, 妄慕因緣、禍福之說, 商賈其業, 欺

詐其心, 以爲一念阿彌 僧, 可以成佛道, 可以消除罪惡。 乃創社於大都閭閻之中, 稱爲

念佛所, 視其形, 非僧、非俗; 視其處, 非寺、非家。 朝則罔市利, 暮則歸依佛, 奇形、怪

狀, 雜沓周旋, 鳴錚、擊鼓, 婆娑踴躍, 而街童、巷婦, 環視欣慕, 耳目習熟, 以爲當然, 爭

相趨附。 旣戾國家化民成俗之意, 又非釋氏離世、絶俗之道, 亦何等風俗也? (成宗 10卷, 

2年 6월 己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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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박물관장 감로탱, 

18세기 중기  
봉서암 감로탱, 1759 

 호암미술관장 감로탱, 

18세기 말기 

<표 33> 사당패의 광쇠 

봉서암 감로탱, 1759
호암미술관 감로탱,18세기 말기

<표 34> 사당패의 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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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주(念珠)

염주는 불보살에게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는 불구

(佛具)의 하나이다. 염주를 든 사당패의 모습은 봉서암 감로탱, 자수

박물관장 감로탱, 호암미술관장 감로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진 1> 염주(念珠)

자수박물관 감로탱 봉서암 감로탱
호암미술관 감로탱 

<표 35> 사당패의 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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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선(尾扇)

미선은 대오리의 한끝을 가늘게 쪼개어 둥글게 펴고 실로 엮은 뒤, 

종이로 앞뒤를 바른 둥그스름한 모양의 부채를 말한다.65) 미선을 든 

사당패의 모습은 관용사 감로탱과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 미선(尾扇)

65) , 한국부채의 연구(서울: 대성문화사, 1972),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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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박물관 감로탱 관용사 감로탱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

<표 36> 사당패의 미선  

(5) 영견(領絹)

사당패는 가무를 행할 때, 무구의 하나로 영견을 들기도 했다. 영

견은 한국 민속춤에 사용되는 흰색의 천을 말하는데, 이를 지니고 가

무를 행하는 사당패의 모습은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외 5점66)과 봉

은사 감로탱 외 4점67)에 묘사되어있다. 

<그림 39> 영견(領絹) 

 

66) 1868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1887년 경국사 감로탱, 1890년 불암사 감로탱, 

1898년 삼각산 청룡사 감로탱, 19세기 말 개인소장 감로탱, 1900년 신륵사 감로탱

이다.  

67) 1892년 봉은사 감로탱, 1898년 보광사 감로탱, 1899년 백련사 감로탱, 1901년 대

흥사 감로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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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외 5점 봉은사 감로탱 외 4점

<표 37> 사당패의 영견 

라. 사당패 지물의 시대적 변천

사당패의 지물을 <표 14>와 같이 통시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시대

적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당패 연희를 반주하던 악기의 변천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4>을 살펴보면, 16세기말 약선사 감로탱부터 19세기초 수국사 

감로탱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비파와 대금이 19세기 초에 조성된 

수국사 감로탱부터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68) 실제로 19세

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감로탱을 살펴보면, 비파와 대금이 사라지

고 해금과 피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 

14>와 같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 사당패 악기가 일정한 편성유형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파와 대금을 기준으로 편의상 1기(期)와 

2기(期)로 양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당패 악기가 16

세기 말에서 19세기 중기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비파, 대금, 장구의 

68) 1896 지장사 감로탱에 1차례 재등장 하고 있기는 하나, 지장사 감로탱은 동시대 

감로탱과는 달리 18세기에 조성되었던 감로탱들에 나타난 고식(古式)도상을 보여주

고 있기 때문에, 재등장한 비파가 당시 실제 연주되던 악기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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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주를 이루다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해금, 피리, 장구, 북의 삼현육각 유형으로 변화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5>, <표 16>참고) 즉, 1868년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 이

전에 나타나는 악기편성은 현악기 비파 1대, 관악기 대금 1대, 타악

기 장구 1대가 중심이었으나, 현악기인 비파가 관악기와 현악기의 장

점을 모두 지닌 해금으로 교체되고, 관악기는 비록 종류는 다르나 피

리로 변하였으며, 타악기는 기존 장구 1대에 북 1대가 추가되어 삼현

육각 편성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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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樂器)
무구(舞具)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비

파

가

야

금

未

詳

대

금

피

리

해

금

장

구
북

소

고

광

쇠

경

쇠

염

주

미

선

영

견

18C

이전
○ ○ ○ ○ ○

18C 

초기
○ ○ ○ ○ ○ ○

18C

중기
○ ○ ○ ○ ○ ○ ○ ○

18C 

말기
○ ○ ○ ○ ○ ○ ○ ○

19C

초중

기

○ ○ ○ ○ ○

19C

말기
○ ○ ○ ○ ○ ○

20C

초기
○ ○ ○ ○ ○ ○

<표 38> 사당패 지물(持物)의 시대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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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탱명 비파 대금 장구
가야

금
북 피리 해금

약선사 1589 ○ ○

보석사 1649 ○ ○

우학문화재단

1681 
○ ○ ○

남장사 1701 ○

영취산 흥국사1723 ○ ○ ○

직지사 1724 ○ ○ ○

안국암 1726 ○ ○ ○

구룡사 1727 ○ ○ ○

쌍계사 1728 ○ ○ ○

성주사 1729 ○ ○ ○

운흥사 1730 ○ ○ ○ ○

선암사 Ⅰ1736 ○ ○ ○ ○

표충사 1738 ○ ○ ○

원광대 박물관Ⅰ 1750 ○ ○ ○

자수박물관장 18C중 

안국사 1758 ○ ○ ○ ○

봉서암 1759 ○ ○ ○ ○

신흥사 1768 ○

관용사 1791 

호암미술관장 18C말

홍익대박물관장 18C말 ○ ○ ○

백천사 운대암 1801 

수국사 1832 ○ ○ ○

<표 39> 1기(期): 16세기 말기~19세기 중기, 비파·대금·장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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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탱명 비파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장구 북

수락산 

흥국사 

1868 

○ ○ ○ ○

경국사 

1887 

○ ○ ○ ○

불암사 

1890 

○ ○ ○ ○

봉은사 

1892

지장사 

1896
○ ○ ○

보광사 

1898

삼각산 

청룡사 

1898

○ ○ ○ ○

백련사 

1899

개인장 

19C말

○ ○ ○ ○

신륵사 

1900
○ ○ ○ ○

<표 40> 2기(期): 19세기 말기~20세기 초기, 삼현육각 유형 

둘째, 사당패의 무구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소고는 에서 보듯이 18세기 중기 등장했음을 알 수 있

다. (<표 40>참고) 사당패가 소고만 지니고 가무를 연행하는 장면은 

18세기 중엽에 조성된 자수박물관 사당패 장면에 처음 등장한다. 이

후 그 출현 빈도가 20세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907년 고려산 원통암 감로탱까지 총 16회나 출연하고 있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시기 사당패의 주요 공연 종목이 소고를 

동반한 가무였다는 것을 확인69)할 수 있다. 즉, 사당패가 소고만 지

69) 소고를 동반하고 가무를 추는 사당패의 모습은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서 조성된 감로탱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지역에서 조성된 총 13점 중 11점에 소고

를 동반한 가무 장면이 보이는데, 동일 초본에 의하여 제작되었다고는 하나 동시대 

문헌자료에도 소고와 관련된 사당패 기록이 발견된다는 점(졸고 22~24쪽 참고)에서 

소고가 당시 사당패의 주요 지물이었으리라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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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시작한 시점은 늦어도 18세기 중엽부터이며, 19세기 중반과 20

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사당패 연희의 주종목으로 부상했으리라 

짐작된다.

지금까지 감로탱에 묘사된 사당패의 도상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장면의 제방, 착의, 지물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사당패는 감로탱에서 우바새(優婆塞)라 명명된 집

단이며, 이들의 착의는 장삼임을 알 수 있다. 

사당패의 지물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무구로 구분된다. 

이를 좀 더 세분해보면, 사당패 악사들은 현악기로 비파, 가야금, 그

리고 정체미상의 현악기 1기와 관악기로 대금, 피리, 해금 등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사당패는 지물로 무구도 지니는데, 그 종

류로는 소고, 광쇠, 경쇠, 염주, 미선, 영견 등이 있다. 

또한 사당패 지물의 시대적 변천 또한 밝혀보았다. 사당패의 악기 

구성은 16세기 말기부터 19세기 초까지는 비파, 대금, 장구의 편성이 

주로 보이지만,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비파가 

자취를 감추고 대신 해금, 피리, 대금, 북의 삼현육각 편성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악기 뿐 아니라 무구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소고의 경우 18세

기 중엽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20세기 초까지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

다. 광쇠와 염주는 18세기 중기와 18세기 말기 감로탱에만 등장하며, 

경쇠도 18세기 말기 감로탱에 등장한다. 또한 미선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하다가 이 후 자취를 감추었으며, 미선의 뒤를 이어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에는 영견이 사당패 연희의 주요한 무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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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論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46점의 감로탱 중 35점에 나타

난 사당패 장면을 대상으로, 사당패의 군상과 연희 양상을 살핀 후, 

감로탱에서 사당패를 식별할 수 있는 도상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감로탱 중 사당패가 등장한 35점

을 살펴 그 군상을 살펴보았으며, 사당패 군상은 가무를 단독으로 행

하는 양상과 가무와 기예가 혼합된 양상으로 양분됨을 밝혔다. 

가무를 단독으로 연행하는 군상은 악기를 동반하는 군상과 무구를 

동반하는 군상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가무를 연행하는 군상의 규모는 

1인에서 3인, 악사 군상의 규모는 1인에서 5인으로 구성되며, 가무 

단독 연행 시 연행자가 무구를 직접 들고 연행하는 군상은 최소 3인

에서 최대 6인으로 구성된다. 

가무와 기예가 혼합되고 악기가 이를 반주하는 군상은 가무 연행

자, 악사, 기예 연행자 등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가무 연

행자의 규모는 1인에서 3인, 악사의 규모는 2인에서 4인, 기예 연행

자의 규모는 1인 1종목, 2인 1종목, 2인 2종목, 3인 2종목, 3인 3종

목, 4인 3종목, 6인 6종목 등 다양하다. 

제 3장에서는 사당패의 연희 양상을 악기 또는 무구가 동반되는 

‘가무단독’과 ‘가무와 기예 혼합’ 양상으로 양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무단독’양상에 동반되는 악기의 종류는 현악기 3종, 관악기 3종, 타악

기 2종이며, 무구의 종류는 총 6종이다. ‘가무와 기예 혼합’의 경우, 

최소 1종부터 최대 6종에 이르는 기예가 추가된다. 세부종목을 살펴

보면, 농환, 솟대놀이, 근두 각 1종이 추가되는 것을 시작으로, 기예 

2종이 혼합될 때는 근두·재담, 또는 근두·솟대놀이가, 기예 3종이 혼

합될 때는 근두·농환·솟대놀이 또는 농환·솟대놀이·쌍줄백이 또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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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쌍줄백이·재담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기예 6종이 혼합될 때는 근

두·농환·솟대놀이·쌍줄백이·장구춤·재담이 추가된다. 

또한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었

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에서 분류된 각 사당패 장면을 가무, 기예, 

관·현·타악기, 기타(其他) 등의 범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무가 단독으로 연행 될 때, 남성은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를 담당하

고, 여성은 주로 가무와 현악기를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무 연행

자가 무구를 직접 들고 연행할 때는, 남성은 주로 두드려 소리를 낼 

수 있는 무구로 박자를 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박자보다는 춤

의 시각효과를 위한 무구를 담당한다. 

‘가무와 기예’의 복합양상이 나타나는 장면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추가된 기예 1종, 2종, 3종, 6종은 모두 남

성이 담당하며, 더불어 관악기와 타악기를 주로 남성이 맡아 연주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거의 모든 가무를 담당하며, 더불어 현

악기를 주로 맡아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사당패 남녀의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수였다. 35점 단 3점

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다수였다. 

즉, 사당패 집단 내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그 수가 많으며, 사당패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그 역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사당패의 도상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 감로탱에 나타

난 사당패 장면의 제방, 착의, 지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당패는 감로탱에서 우바새(優婆塞)라 명명된 집단이며, 이들의 

착의는 장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당패의 지물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무구로 구분된다. 이를 좀 더 세분해보면, 사당패 악사

들은 현악기로 비파, 가야금, 그리고 정체미상의 현악기 1기와 관악

기로 대금, 피리, 해금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사당패

는 지물로 무구도 지니는데, 그 종류로는 소고, 광쇠, 경쇠, 염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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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영견 등이 있다. 또한 사당패 지물의 시대적 변천 또한 밝혀보았

다. 사당패의 악기 구성은 16세기 말기부터 19세기 초까지는 비파, 

대금, 장구의 편성이 주로 보이지만,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

는 시기에는 비파가 자취를 감추고 대신 해금, 피리, 대금, 북의 삼현

육각 편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악기 뿐 아니라 무구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소고의 경우 18세기 중엽부터 등장하기 시작

해, 20세기 초까지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다. 광쇠와 염주는 18세기 

중기와 18세기 말기 감로탱에만 등장하며, 경쇠도 18세기 말기 감로

탱에 등장한다. 또한 미선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하다가 

이 후 자취를 감추었으며, 미선의 뒤를 이어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에는 영견이 사당패 연희의 주요한 무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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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entertaining aspects of Sadangpae in the 

Joseon Dynasty analyzed through iconography depicted in 

conversation Korean Nectar Ritual Painting for Buddhist rituals. 

Sadangpae research is difficult to develop a specific discussions 

related to scarce resources, a small amount of literature 

describing the basis of Confucianism and negative aspects just 

hard to describe the Sadangpae researchers have an objective 

point.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have dealt with Sadangpae through 

Korean Nectar Ritual Painting did not provide enough Sadangpae 

iconography, criteria that identify it is also ambiguous.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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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comprehensively grasp the entertaining aspect of Sadangpae 

because researchers have done just as well as research on the 

selection of a particular time. In this study, I present all of the 

thirty five scenes which is described Sadangpae's performance 

among the 46 paintings of Korean Nectar Ritual Painting 

Sadangpae of the Joseon Dynasty. Also, through the way to show 

Sadangpae's performance by the outline sketchy to minimize the 

confusion comes from the iconic misreading. Specific aspects of 

entertaining Sadangpae identified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First, each Sadangpae singing and dancing, musicians, consists 

of a hung under the eaves in charge of arts, they were arrested 

is arrested for singing and dancing alone or mixed with the arts. 

Musician Sadangpae are three kinds of stringed instruments, wind 

instruments three types of percussion two species, with a solid 

Sadangpae of six are accompanied by their dancing props and 

carrying out singing and dancing alone. Accompanied by 

entertaining arts Sadangpae 1 species around the singing and 

dancing of two or three species, which appears in the guise of 

paper each added six.

   Second, the size of the co-ed group was entertaining 

Sadangpae is a minimum of 2 persons up to 14, male to female 

ratio in this group of men were significantly more women. In 

addition, men are mainly arts, wind instruments, percussion and 

responsible for, women were responsible for the singing and 

dancing and strings. I kind of dancing props having also differed 

according to sex, men were in charge of the dancing props, such 

as Sogo, Gwangsoe, Gyeongsoe, women were responsible for, 

such as Mi-sun and towel. This men's roles are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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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rcated in a relatively Sadangpae it can be seen that there 

was a group through.

   Third, the Sadangpae scene seen in longitudinal results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found that the 

changes have been using musical instruments and dancing props. 

Pipa is a price, but with the emergence gear and steadily in 

Sadangpae scen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seat of 

the early 19th century lute was gone from the place of the ban. 

Third, the Sadangpae scene Sadangpae seen in longitudinal results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found that 

the changes have been using musical instruments and dancing 

props. Pipa is a price, but with the emergence gear and steadily 

in Sadangpae scen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seat of 

the early 19th century lute was gone from the place of the ban. 

In addition, you can also check the pattern that price is replaced 

by the flute at the same time. The use of dancing props was also 

changed with the times. A typical example Sogo emerged from 

the mid-18th century, was gradually increased until the frequency 

of its appearance in the early 20th century, beads are in the mid 

18th century and the end of the 18th century, Mi-sun 

disappeared, but appeared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early 19th 

century, mid 19th centur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Sadangpae is youngg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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