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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기 무형문화재 정책과 민속 문화의 정치학:

가산오광대의 ‘복원’과 창출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적 접근*

1)

이훈상
**

1. 머리말

이 연구는 필자 자신의 탈춤 ‘복원’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무형문화

재의 정책과 그 근간이 되어 왔던 민속학을 성찰한다는 전제 아래 출발

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민속 문화에 대한 선험성이 한국

의 민속학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초가 되어 왔다

는 사실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것이 민속학에서 처음 문제

로서 제기된 것은 몇 해 전에 불과하다.1) 특정 형태의 문화 예술이나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2008년도의 전국

민속학자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유익한 토론을 하여 준 한양명 

교수에게 먼저 감사드린다. 그리고 논문 심사를 맡아 준 세 위원의 꼼꼼한 지적과 

조언에도 감사드린다.

**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내셔널리즘과 근대성, 그리고 민속학과의 관계를 민속학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처음 

다룬 것은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주최의 2004년 5월 심포지엄이다. 그 성과는 다

음으로 출간되어 나왔다. 이상현 외, 동아시아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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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존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민족 문화의 정수로 간주하고, 이

것을 무형 문화재라는 범주 안에 포섭하여 지원하고 통제하는 이 프로

젝트는 제도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족 국가

의 중요한 책무로서 널리 각인되어 왔던 것이다.2) 그리고 이렇게 성립

한 무형문화재 정책은 체제 민속3)을 창출하면서 민속학과 무형문화재 

정책, 그리고 체제 민속 사이에는 상호 접한 연동 관계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일제시대 이후 식민지 근대화와 

식민 지배에 대응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전근대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전승시켜야 한다는 구도 아래 출현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메

타 서사를 통하여 민족 공동체의 상상력을 촉발시켜 식민 지배나 이념

의 대립에 따른 분열과 긴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

대하였던 것이다(이훈상 1998: 330~335).   

그렇지만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그 상상력에 

토대가 되어 온  민속학도 재현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적 곤경에 빠져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최근 민속학과 내셔날리즘, 무형문화

재 정책과 제도와의 상관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정수진 

2008a), 민속 문화의 객체화와 전유(appropriation)를 강조하는 포클로

리즘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한 시도 등은(남근우 2008a, 2009b) 바로 

이러한 지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에 촉발되어 민속학 내부에서 이제는 새로운 지평을 모

색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으나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민속 연구와 국가 프로젝트와의 연동 관계는 좀처럼 바뀐 것 같지 

 2) 이와 관련하여 정수진(2004: 475~508, 2008a, 2008b: 135~166, 2009: 99~128)의 일

련의 성과는 각별히 주목할 만하며 남근우(2009c)와 이장렬(2005)의 글도 그렇다고 

믿는다. 

 3) 체제 민속은 국가의 기대 내지는 지향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서 연행되는 민속을 지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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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러한 기제에 익숙한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지적 토대를 전면적

으로 전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각종 문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종의 문

화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체성을 지키는 한편 효용성도 

높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설명된다. 그런 만큼 각종 국가 프로젝트의 

문제에 대하여도 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뿐 이것을 뒷받침하

여 온 민속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둘러싼 문제들과 그 해결책

은 여전히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1960

년대 이후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에서 지자체의 문화 기획과 역할

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과 전승,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의 당위성을 둘러싼 이들 논의는 크게 보아 종래 입장의 연장선상

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무형문화재 제도와 정책 그리고 담론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적인 논의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민속학이 초기 형성 단계부

터 지식의 창출 및 실천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 

대한 민족지 기술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제도나 담론의 분석만으로

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층위와 역동성을 생생하게 전

달할 수 있다. 그 중요성에 착안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高正子 2004), 

문화적 실천자들의 개인 경험에 기초한 자전적 민족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74년에 필자는, 경남 사천군에서 연행되어 오다가 단절된 가산오

광대를 ‘복원’하고 그 후 이것이 전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960년대 이후 탈춤의 전승에서 당시 필자와 같이 문화 운동의 차원에

서 참여한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세대가 넘은 시점에서 이들도 자신들의 

문화적 실천을 자전적 민족지의 형태로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일은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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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무일 것이다. 자전적 민족지의 형식을 빌린 이 연구는 바로 그 같

은 구도 아래 출발한다. 

자전적 민족지는 개인의 서사를 쓰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도는 일관된 원칙 아래 하나의 형상을 

가진 공식적인 활동이 실제로는 다층적이면서 모순과 타협하여 때로는 

공적 영역에서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매우 중요했음을 드러내는데 통상

적인 민족지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당시의 문화 활동에서 순전히 개인

의 자발적인 선택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실제로는 역사적 산물일 수 

있으며 반면 보잘 것 없는 것과 같은 한 개인의 행위가 기존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남는다. 우선 타인들과 함께 경험한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

어서 개인 경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역할 분담이나 견해 차이 등이 선명

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타인들이 무시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함께 ‘복

원’ 작업을 했던 많은 이들이 분담한 역할이나 견해를 정리하는 일은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개인의 기억과 회

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이다(Chang 2008). 더욱이 자전적 민족지

는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삼으므로 일반 논문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낯선 어조를 구사하게 마련이며 더욱이 자기 자신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들 모두 비판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전적 민족지에 대한 한계 자체를 직시하고 이것

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함께 자전적 민족지와 이야기체 글쓰기를 질적으로 결합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는 사실도 거론할 만하다. 

이것은 글쓰기의 방식이 인류학적 설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관

심의 증대를 반영하는 데 이러한 동향은 사실상 현재 모든 지적 영역에 

걸쳐 찾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전적 민족적 저술을 포스

트모더니스트적 구성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Reed-Danah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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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 ‘복원’을 둘러싼 이 자전적 민족지는 단순히 민속학과 민속 문

화에 대한 해체론적 접근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내부 시점에서의 성찰

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가산오광대의 조사-연구와 ‘복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일종의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

한 사실은 자기 성찰을 수반하는 자전적 민족지가 아니라면 좀처럼 포

착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요컨대 자전적 민족지는 구조 및 체제와 각 

개인의 선택 및 결단과의 복잡한 층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오히려 더 

적합한 형식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가산오광대의 ‘복원’ 경험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는 일면 선행 민속

학의 논리 구조와 담론의 가능성과 한계와 대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첫 장에서 가산오광대의 ‘복원’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 기술에서 ‘원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어 이 같은 실천 행위의 지

적 지평을 1960년대 이후 체제 민속의 형성 및 민속학의 정치학으로 

확대하여 접근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가산오광대의 ‘복원’이 

이루어졌던 1970년대의 시점으로 돌아와 운동 이념의 표상으로서 탈춤

이 상정된 것을 주목하였다. 

1970년대 문화 운동은 소수 연구자의 관심에 머물렀던 탈춤 등 민

속 문화를 엘리트 집단으로 그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이어 서구와 한국

이라는 이분 구도를 창출함으로써 대중 내셔널리즘의 중요 코드로까지 

정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탈춤 운동은 

당시 역사학계의 주류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내재적 발전론과도 연동 관

계에 놓여 있었다. 탈춤의 발전과 민중의 성장이라는 탈춤의 역사적 발

전에 대한 담론은 이 과정에서 배태되는데 이것은 탈춤의 연행을 둘러

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초래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탈춤 등 연행의 역사적 발전과 확산이 권력과 

접하게 연관되고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문화적 권력의 연망에 

기초한 기획력이 그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했다는 것을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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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찾을 수 있다. 탈춤이 의례의 한 부분으로 포섭되는 조선후기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

히고 있다(이훈상 1995, 2001). 이제 이러한 역사적 논의에 이어 탈춤을 

‘복원’했던 개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이 자전적 민족지적 접근은 민속학

에 대한 필자의 곤경에 대한 추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 가산오광대의 ‘복원 ’과 상상된 ‘원형 ’

가산오광대의 ‘복원’ 작업은 1973년 가을부터 시작하였다. 강용권 

교수가 학계에 처음 가산오광대를 소개한 것을(강용권 1972: 23~32) 

통하여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어 현지 조사를 통하여 연행은 오래 

전에 단절되었으나 일부 연희자들은 생존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연희

자들 대부분은 농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일부 중요한 연희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였다. 가산은 원래 조세미의 수납 ·보관 ·운송을 

담당했던 조창(漕倉)을 배경으로 번성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한때 

200여 호에 이르렀다가 조창의 폐지 이후 계속 줄어들어 처음 조사한 

1972년 당시 70호 남짓했다. 

가산오광대는 동제를 치를 때 연행하였으나4) 196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연행하지 않았고 동제도 그 후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중지한 상

태였다. 처음에는 마을 스스로 연행을 재개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렇지

만 마을민들은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복원’ 자체에 이렇다 할 관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첫 조사에 이어 ‘복

 4) 동제와 관련하여 조창이 폐지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당시의 문헌 기록(한사여 

1937)이 현존한다. 이 기록을 남긴 이는 조창에서 근무하던 관속인 동시에 연희자이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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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려고 두 번째로 찾아 갔을 때 필자를 

비롯한 세 사람은 계속 무관심과 냉대를 맛보아야 했다. 비는 계속 왔는

데 마을 회관에서 잠자리도 마련하지 못한 채 냉바닥에서 며칠을 견뎌

야 했던 것이다. 어떻든 그 후 한 차례 더 조사를 한 후 필자 등이 직접 

‘복원’을 주도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 봄부터 시작한 ‘복원’ 사업은 필자 등이 대사 채록에서부터 

복식의 재구성 그리고 탈과 소품 일체를 다시 장만하고 연희자들로 하

여금 연습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모든 일을 망라하는 것이었다. 

탈은 놀 때 마다 새로 만들고 놀이가 끝나면 폐기하였으므로 남은 것이 

없었다. 당시 어떤 연희자도 탈을 만든 경험이 없었으므로 민화장 김만

희 선생을 서울에서 모시고 와서 마을민의 이야기를 듣고 재현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기대와 달리 마을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연희자 중 중심 인물인 한윤영 선생께서 기억을 더듬어 재현하였는데 

마을민의 평판이 괜찮아서 그 후 이것이 표준이 되었다. 

의상 등도 한윤영 선생과 함께 진주 시장에 가서 옷감을 직접 구입

하여 마을의 부녀자들이 만들었으며 이 모든 것을 과거 연행에 참여했

던 마을민들에게 거듭 검증받았다. 물품들은 만약을 대비하여 두 개씩 

장만한 후 하나는 후일 참고하도록 서강대 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옷이

나 탈 등의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간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한다. 

불과 30년이 지난 현재 의상과 탈 등은 낯선 느낌을 줄 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복원’에 참여했던 이들도 공감한다.  

연희자들이 1960년대 이전에 연행한 것에 대한 기억은 복잡하며 차

이도 컸다. 이에 따라 대본을 새로 채록하여 각 연희자들에게 일일이 

검토 받았다. 이 대본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고쳤는데,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었다. 보름 이상

을 매일 밤마다 마을 연희자들과 실제와 같이 연행하면서 연희를 전수

받았다. 낮에도 전수받았는데, 이렇듯 전수와 연행을 병행하여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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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려 하였다. 특히 부산 등 외지에 거주하는 한재준 등 중요 연희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여 마을로 모시고 왔는데 덕분에 ‘복원’ 

작업이 이상 없이 완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던 것으로 기억한

다.

‘복원'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한 후 사천 군청을 찾아가

서 군수를 만나 가산오광대의 가치와 그 ‘복원’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사천 군민회관에서 첫 ‘복원’ 무대를 마련하였다. 이어 서울로 돌아온 

후 1974년 11월에 일부 연희자들을 초청하여 전수받았던 민속문화연구

회 회원들과 함께 가산오광대를 공연했다. 그 후 다른 곳의 연극단체에

도 전수하여 연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가산오광대를 보다 널리 알려

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승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일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복원’만도 벅찬 일이었다. 

그렇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같은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일단 정부가 민속문화 등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먼저 작용했다. 정부에 대한 1970년대 대학생들의 입장은 당시 정치에 

대한 시선과 분리될 수 없었으며 이것은 필자 외에 함께 ‘복원’에 참여

한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복원’ 이후 이러한 이상과는 달리 

일단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리

하여 일단 가산오광대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

을 계속 펼쳐야 했다. 

연구 조사에서부터 ‘복원’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 소요

되는 모든 경비는 필자를 비롯한 민속문화연구회 회원 개인들이 마련하

여야 했다. ‘복원’ 당시 저자는 대학교 2학년으로서 민속문화연구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있었다.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1974년 당시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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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일종의 지식인으로

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중앙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서울에

서 먼 ‘지방’에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도 일종의 아우라로서 작용하였

다. 서슴없이 군수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고 주저하는 마을민들을 ‘복

원’ 프로젝트에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그 후 무형문

화재로의 지정을 위하여 텔레비전 등 각종 매체도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복원’에 참여한 필자 등은 마을에 잃어버린 놀이를 돌려준다

고 하는 열의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근면과 일만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당시 국가의 근대화 슬로건과 어긋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가 없다. 이렇듯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내려가’ 장기간에 걸쳐 ‘복원’ 

작업에 헌신하도록 만든 것이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낭만적 이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복원’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교

육받고 성장한 이른바 아스팔트 킨트(Asphalt Kint)였다. 필자의 경우 

농촌 경험은 고등학교 때 농촌 문제를 생각하는 서클에 들어가서 농촌 

봉사(당시는 향토봉사라고 했다)를 갔던 것에 불과했다. 회원 들은 입회 

당시부터 일종의 지사적인 정신 자세를 갖고 있었고 입회 이후 선배들

로부터는 농촌의 피폐에 따른 문제를 끊임없이 교육받았다. 이 과정에

서 근대화 프로젝트에 따른 산업화로 농촌이 희생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원’ 당시 농촌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종의 지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복원’ 작업에는 ‘지방’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앙의 

시점과 농촌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공동체의 ‘원형’을 발견하여 이를 되

돌려야 한다는 도시 지식인의 지사적 태도가 깔려 있었다. 이들은 상호 

분리되면서도 통합적인 두 층위로서 ‘복원’ 작업은 이들의 연장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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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복원’의 전망에 확신을 갖고 마을민들에게 

‘복원’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복원’에 뛰어든 실천력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원’을 확신하여 서슴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또 

다른 개인 경험도 언급하여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탈춤이나 판소리 등을 처음 접하고 여기에 빠져들었는데, 이에 앞서 연

극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 

한국의 연극 상황을 기억하는 이라면 누구나 텅 빈 공연장과 한국에는 

더 이상 연극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망감을 떠올릴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연극 단체를 조직

하여 소극장 운동에 열을 올렸다. 이 때 사실주의 연극을 여러 차례 무

대에 올렸는데 바로 이 경험이 탈춤의 ‘원형'을 찾아서 ‘복원’하는 프로

젝트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것이다.  

연극의 기획과 제작, 연출 등의 경험은 분명히 탈춤 연행의 역사성

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복

원’, ‘재현’, 그리고 구성의 차이와 역사적 발전 등 많은 이들이 간과하

고 넘어간 측면들을 점차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연극 경험 

덕분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탈춤 등의 집단 연행에서 출중한 연희자 

외에도 모든 참여자들과 이들의 다양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상식이 그것

이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탈춤의 연행은 모든 연희자의 공동 노력이 전

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탈춤 등 집단 연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도화 

과정에서 특정 연희자만을 인간문화재로 인정함으로써 연희자 내부에 

인위적인 위계질서를 만들고 외부에서 이들을 통제하는 권력 관계를 만

들었다. 이러한 전략의 오류는 탈춤과 같은 집단 연희의 속성과는 근본

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모든 연희자의 참여라는 명제와는 상반된 것 같지만, 탈춤과 

같은 집단 연희일수록 기획력이나 교섭력이 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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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을 가진 개인과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도 언급하여야 한

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필자는 조선후기 포퓰러

(popular) 문화5)의 발전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집단 연희의 역

사적 발전은 바로 이러한 기획력을 가진 부류들이나 이를 뒷받침한 권

력 체계 덕분에 가능했음을 밝힌 바 있다(이훈상 2003: 142~147). 그런

데 무형문화재 정책과 제도는 이 같은 속성을 무시한 채, 연행에 탁월한 

연희자만을 우대하는데, 이러한 연희자가 반드시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연희자들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요컨대 개인의 리더십과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사

이의 형평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전승에서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는 것이 아니고 본질과 관련되는 중요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산오광대의 ‘복원’ 프로젝트에서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원’ 이후 전승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복원’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전승할 수 있다고 

믿어 ‘복원’에만 책무를 한정하였다. 마을 공동체를 문화적으로 회복한

다는 이상 아래 그 중심이 되는 가산오광대 등 놀이 문화를 일단 되살리

면 그 후 마을민들이 전승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 ‘복원’ 자체도 

어려운 것이어서 여기에  열중하느라 그 후의 전승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  

 5) 필자는 탈춤 등에 대하여 민속 문화라는 용어보다는 포퓰러(popular) 문화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은 판소리와 더불어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포퓰러(popular) 문화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포퓰러 문화는 산업화 이후 대중(mass) 문화와 구분되며 향유자의 

자발성이 강조된다. 그렇지만 이것을 민중문화라고 번역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민

중은 한국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판소리나 탈춤 등은 단순히 특정 계급의 문화가 아니다. 예를 들면 판소리의 경우 

국왕에서 천인까지 계급을 가로질러 모두가 즐긴 양식인 것이다. 또한 엘리트 문화

와 포퓰러 문화 사이의 괴리가 뚜렷하여 진 서양과는 달리 한국은 시대가 내려올수

록 양자가 수렴되고 있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 용어를 앞으로 어떻게 번역하여

야 하는지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한글 용어는 

아직 비정하거나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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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낯선 외부인으로서 필자 등을 대하던 마을 주민들도 일단 

밤마다 벌어지는 연행에 고무되었다. 마을 주민들과의 친분은 돈독하여 

졌고, 조사 당시 무관심 속에서 방관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 되

었다. 낮에는 농사일을 도우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갔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의 자유스런 옷차림 등은 크고 작은 잡음을 불러 일으켰다. 마

을 주민들의 규범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요즘 대학의 농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규율과 체계는 그 당시에 기대하기 어려웠다. 

‘복원’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일단 ‘복원’이 마무리

되면서 외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을 경우 마을민들은 더 이상 연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점차 분명하여 졌다. 일단 ‘복원’ 작업에 들어 

간 후 호의를 갖고 대해 주었으나 원래부터 마을 주민들이 ‘복원’에 관

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 당시 텔레비전 등의 대중 매체의 매력은 

매우 컸는데, 마을민들은 가산오광대가 크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고 보지 않았다. 

일상 현실에 있어서도 마을 여성들은 남성들이 오광대를 ‘복원’한다

고 모여서 계속 술을 마시므로 가정과 마을의 평화를 깬다고 보았다. 

거의 모두가 연희자라 할 수 있는 마을 남성들도 생업을 제쳐놓고 아무

런 대가 없는 연행을 지속하여야 하는 지 회의적이었다. 이 중에서도 

연희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한윤영 선생은 열정이 지나쳐 마을 사람들

과 자주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마을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을 어렵

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면서도 가시적인 보상을 보장받지 않는 

한 가산오광대의 연행은 다시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인들이 자신들이 갖지 못한 타자의 문화를 향유하려면 당연히 

타자에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실도 깨닫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잘 알다시피 경주에 대한 문화재 정책은 대표

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경주에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유적

의 보존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우리는 현재 경주 시민들의 각종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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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종 직면한다. 국가 기관은 물론 경주에 살지 않으면서 정책을 입안

한 학자들은 자신의 꿈을 향유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결과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이훈상 2008).   

되돌아보면 필자 등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여 준다

는 이상 아래 출발하였지만, 마을민들에게 그 당시 정말로 이것이 필요

한지에 대한 고민은 우선순위에서 려나 있었다. 놀이의 ‘복원’이 과연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놀이의 근간이 되는 맥락이 해체된 

마당에 외부의 주도와 설득 아래 놀이를 ‘복원’했다고 이것이 다시 작동

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착

수할 당시에는 진지하게 이것을 믿었다. 필자 등은 당시 민속 문화가 

급격한 근대화로 인하여 희생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필자 등에게 이들

은 보존하여야 할 과거의 기호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갖지 못한 채 희구

하는 타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 타자를 향유하려면 응당 그 대가를 

계속 치러야 했는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결국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타협한 후 이를 위해서도 다

각도로 노력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축적된 자료들과 정보 등을 거의 

모두 관련자들에게 양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당시 탈춤 등이 이렇듯 ‘복

원’-연행되고, 연행 경험이 있는 연희자가 다수 생존한 사례가 많지 않

았기 때문에 가산오광대는 주위의 관심을 크게 모을 수 있었는데 이것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비례하여 딜레마도 

커졌다. ‘복원’을 위하여 기울인 만큼 노력을 기울였지만, ‘복원’ 할 때

와 같은 신명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갔지만, 무엇보다 마을의 공동체 문화에 정부가 개

입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컸다. 한 마디로 ‘복원’ 

당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마을 공동체의 생명력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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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가산오광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에 과연 이것 밖에 전승하는 길이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그저 담담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복원’ 과정에서 이미 직면하였지만, 문제가 선명하지 않았고 적당

히 넘어갔는데 이렇듯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점차 중요

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무엇보다 가산오광대의 ‘원형’ 문제가 그것

이다. 이것을 민속 문화의 근본적인 논제로서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

한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이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라

고 느끼기 시작했다. ‘원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무엇을 ‘원형’이라

고 하여야 하는 지 의문이 들면서 오히려 ‘복원’ 이후 더욱 지적 곤경에 

빠져 들었다.  

돌이켜 보면 대사를 채록하여 대본을 새로 만드는 일부터가 원칙과 

어긋나는 것들과의 계속적인 타협과 절충이었다. 서울 출신인 필자는 

처음에는 사천의 ‘사투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억지로라도 ‘사

투리’ 그대로 채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 원칙은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외부인들과의 소통을 의식하여 연

희자들에게 가능한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한자어의 경우 더

욱 그랬다. 나아가 단지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을민들에게 정확

한 표준어 발음이 담긴 대본을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연습하도록 했다. 

일면 소통이 원활하여 진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중앙 중심의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깨닫고 여기에 비판

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은 이른바 ‘지방’의 타자화와 중앙의 헤게모

니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로서 지금부터 불과 10여 년 

남짓하다.6) 그렇지만 ‘원형’에 대한 기준을 둘러싸고 처음부터 혼란을 

겪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후 다른 무형문화재 등의 조사와 전승에서 

 6) 이와 관련하여 한국학에 있어서 중앙의 헤게모니와 지방의 타자화에 대한 필자의 연

구가 도움이 될 것 같다(이훈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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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섰는지 궁금했지만 원형의 기록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7)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찾지 못했다.

한편 모든 탈춤들이 그렇듯 연행 시간도 곤혹스런 문제였는데 이것

도 ‘원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연희자는 가산오광

대를 ‘거의’ 밤새워 놀았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놀았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중간 중간에 외지에서 온 판소

리 창자 등의 가창이 들어 간 사실은 확인된다. 일제시대 이전에 외지를 

순회 공연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데 이때는 일정 시간 내에 마쳐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연행할 때는 통상 밤새워 놀았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할 때 결국 ‘복원’에서 필자

가 상정한 ‘원형’은 연극적 구성 등을 우선적으로 적출하여 극화한 것이

라고 해야 하며 대본도 여기에 맞추어 만들고 이 대본대로 연행하는 

일종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했던 셈이다. 

그 당시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주의적인 접근을 확신하였으나 돌이켜 

보면 ‘복원’ 당시의 판단이나 상상력이란 당시의 사회적 지적 준거틀에 

충실하려 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어떻든 필자는 당시 만든 

대본에 정전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여 보존과 전승의 지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반면 청중 등의 개입이나 연행 상황이 큰 역할을 하는 민속 

문화의 속성은 그저 배경 정도로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형’에 대한 이러한 상상력은 무형문화재 정

책의 기조이기도 했다.8) 실제로 무형문화재 등을 지정할 때 지정 당시

의 형태를 보존한다고 하지만 당시의 형태란 조사 당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먼 시기의 모습을 ‘원형’으로 상정하여 창출한 것이다(정수진 

 7) 한편 ‘원형’의 기록화 문제를 지적한 정수진의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돋보인다(정수

진 2008a: 232~248). 여기에서 정수진은 살풀이춤의 사례를 들어서 기록화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8) 원형성 또는 원형론의 지적 계보와 문제점에 대한 정수진의 최근의 정치한 논의는 

이 문제를 재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정수진 2008a: 이 저서의 곳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각별히 207~22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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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8a, 2008b; 이승수 2007). 그리고 이 때 ‘원형’이란 단지 하나

의 형상만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복원 이전에, 앞서 언급한 

연극 경험 외에도 당시 한국학계에서 크게 호소력을 갖고 있던 융이나 

멀치아 엘리아데의 종교론 등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음을 고백하여야 

하겠다. 탈춤 등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고 이것이 곧 

‘원형’이며 바로 이것을 찾아서 새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 

이유도 이러한 독서와 연관된다. 엘리아데의 ‘원형’(archtype) 등에 대

한 논리를 ‘복원’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전유하였던 것이다.9)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복원’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상정한 ‘원

형’론은 결국 무형문화재의 지정 당시 기억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상상

된 지식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속학의 선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원형’론은 이렇듯 지식의 본질화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복원’ 당시 

‘원형’에 대한 필자의 믿음은 확고하였다. 요컨대 ‘복원’은 일종의 정전

을 만들려는 작업이었던 셈이다. 

그 후 점차 회의가 생겨나기는 했으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에도 

이렇게 상상된 ‘원형’에 연희자들이 순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정합성이 가산오광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

가 없다. 일단 ‘원형’이 정전이 되면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요구나 

구속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계속 모습을 바꾸어 온 민속 문화

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10) 그럼에도 ‘원형’론은 지금까지도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지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국가의 보호와 지원 체계에 편입되

면 ‘원형’ 그대로 전승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원형’도 전승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국가의 시선이나 우위에 

 9) 이 점은 정수진도 지적하고 있다(정수진 2008a: 52).

10) 이경엽은 전승의 다양한 층위를 지적하면서도 무형문화재 제도가 이들 중 하나만을 

선정하여 표준화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경엽 2004: 29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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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 타자의 요구를 우선시하면서 변용되기 때문이다. 가산오광대에서 

포졸을 순사로 바꾼 에피소드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가산오광대에는 

일본의 순사가 등장한다. 탈춤 중 이렇듯 일제시대의 특정 직업의 인물

이 등장하는 것은 가산오광대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사정이 이랬

으므로 ‘복원’ 당시 과거의 연행을 기억하는 모두에게 계속 물었으나 

순사가 맞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내셔널리즘의 담론에 계속 노출되면

서 마을의 연희자들은 순사를 조선시대의 포졸로 바꾸어 버렸다. 그 후 

계속되는 평가 작업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일제시

대 순사를 희화화했던 것은 당시 마을민들의 문화적 대응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보다 먼 조선시대의 포졸을 내세워 민족적이면서도 

더 오래된 연원을 가진 것으로 극화한 것이다(이훈상 2004: 78). 일종의 

새로운 문화적 대응이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다. 이 같은 양상은 양의 백중놀이의 발전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승수 2007: 306~336).  

그 외에도 문화적 접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민

족 문화’내지는 ‘문화’라는 표현은 필자와 같은 외부인이 ‘복원’ 과정에

서 마을의 연희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쓴 것으로 기억한다. 

‘복원’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들도 그 후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접

하면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어 이것은 가산오광대에 대한 

연희자의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어법이 되었다. 그리고 ‘매구(埋鬼)논다’

는 마을민들의 일상 어휘는 ‘복원’ 이후 어느 덧 ‘가산오광대를 공연한

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공연한다’는 ‘매구논다’는 어휘보다 가산오광

대를 보다 예술적인 장르로서 인상을 심어주는 한편 자신들도 예술인으

로서 위격을 갖도록 하는 표현으로서 전유되었다고 생각된다. 

탈춤의 ‘복원’은 가산 마을의 역사뿐 아니라 마을민의 생애사에서 

보더라도 조창의 폐지 이후 매우 큰 사건의 하나였을 것이다.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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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무려 5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한꺼번에 찾아 왔고 장기간에 

걸쳐 기거하면서 조사에서 연습까지, 이어 지속적으로 서울에서의 연행

을 주선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행과 기억의 표

준화가 이루어진 셈인데 그 후 마을 연희자들은 가산 마을을 찾아 온 

다른 연구자들에게 ‘복원’과 더불어 정리된 지식을 반복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이미 만들어졌던 표준화는 더욱 굳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연희자들에게는 과거의 ‘원형’을 보

존하고 그대로 전승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연희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연습하여야 했는데 특히 가산오광대의 경우 춤보다 

대사가 우세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모습이 지역사회의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새로운 예술의 

원천으로 전유될 수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사회와 유리된 봉산탈춤 등 북한 지역의 탈춤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더

라도, 현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부산이나 경남 지역의 야유나 오광대 등

이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현실에 문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생력은 

갖지 못한 채 사실상 중앙과 연구자들의 구도에 맞추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춤은 일제시대 이후 서구의 연극에 대한 상상력을 전유하면서 극

적 형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용되어 중요 민속 예능으로 부흥하였다. 

그 외에도 총독부 등 다양한 시선에 맞추어 재해석되고 재단된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요컨대 일제시대 탈춤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전

유된 것이다. 이러한 다의성은 바로 탈춤 등이 갖는 중요 속성으로서 

필자는 이것을 역사적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조선후기 이후 촌락

이나 읍치(邑治) 등의 제의(祭儀)와 긴 하게 결합되는 형태로 발전하였

다는 논의가 그것이다(이훈상 1995: 84~91). 

읍치의 제의는 통상 해당 지역의 권력 체계 및 현실의 일부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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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의 발전과 연행도 그 같은 맥락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19세

기 이후 유희의 현저한 발전을 나례(儺禮)의 일부로 편입시켜 의례와 

유희라는 상호 구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상반된 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 무형 문화재 정책과 이것을 뒷받침한 

민속학은 이렇듯 다의적이면서도 상반된 속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에 지역 문화가 포섭되는 방향을 걷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산오광대도 다른 중요무형문화재가 그러하

듯이 소수의 연희자들만이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 동안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정 지원 체계도 이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소수 연희자 중심의 지원 체계는 다수

의 연희자들이 참여하여야 연행이 가능한 탈춤 등의 속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가산오광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가 인간문화재라는 각별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가산 마을의 

일상 생활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새로운 위계 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이 

일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했던 이 지역 탈춤의 역사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연희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고조되었고 연희자가 마을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산 마을의 특

성상 마을 문제로 비화하기까지 했다. 가산오광대는 한씨 종족이 주도

하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각별히 중

요한 인물은 바로 한윤영 선생인데 한윤영 선생이 없는 ‘복원’은 상상조

차 할 수 없다. 다만, 자기주장이 너무도 강한 탓에 마을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어려웠으며 문화재 지정은 이 같은 상황을 심화시

켰던 것이다. 

이와 함께 소수의 연희자를 인간문화재로 선정하고 이들 중심의 지

원 체계를 뒷받침하는 심사와 평가 기제도 또 다른 문제였다. 가산오광

대는 물론 다른 탈춤들의 경우, 연희자들은 심사와 평가라는 새로운 권

력의 장에 종속되어 연희 집단의 질서가 외부의 권위에 의하여 지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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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방식은 탈춤의 발전과정

에서 연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이들이 중심이었던 것과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희에 출중한 연희자가 반드시 연행을 조직

하고 기획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외부의 심사

와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특정 연

희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을 계속 갱신하여 연희 등

에 새로운 창의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적 리더십의 성장

을 차단하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가산오광대 역시 예

외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정책의 

입안 당시 탈춤 등의 중요한 역사적 속성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문화재 정책은 연행 집단으로 하여금 국가 주도

의 기제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특히 지식인 등이 우대를 받는 한국의 

문화적 풍토와 맞물려 외부 전문가들의 시선에 자신들을 종속시키는 의

도하지 않는 양상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형’ 내지는 본질화를 넘어서려는 구도 아래 포클로리즘

(남근우 2008b)도 제기되고 있고 ‘민속극의 원형 보존이라는 개념 자체

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허용호 2009b). 이 같은 논의는 

보존, 전승, 그리고 지원이라는 일련의 기제의 토대가 되어 온 민속학에 

대한 역사적 계보를 보다 큰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검토할 필요

성을 일깨워준다. 

특히 포클로리즘 자체가 문화적 요소의 존재를 상정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이 문화적 요소의 성격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요구된다. 이것

은 종래의 ‘원형’ 개념과는 구분되지만 그 요소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요소란 무엇인가? 이것을 프로토타이프(prototype)

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정격성(authenticity)에 가까운 것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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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가? 무엇보다 민속학에서는 권력이나 계급, 그리고 그 정치학

은 좀처럼 주목하지 않았다. 민속학의 초역사성 내지는 연속성에 대한 

허구는 아마도 이와 연관될 것이다. 다음에서 가산오광대의 ‘복원’에서 

무형문화재로의 지정 그리고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를 

체제 민속 및 민속학의 정치성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1960년대 이후 체제 민속의 형성과 민속학의 정치성 

1960년대 이후 근대화 정책에 의하여 동제와 같은 마을의 공동 의

례의 해체가 가속화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각 촌락 사회를 국가 권력의 동원 체제 아래 편입하면서 마을의 

제당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의 등은 없어졌으며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

동적인 문화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산 오광대의 ‘복원’

은 바로 이러한 흐름이 가장 고조된 1970년대 전반에 행하여졌다. 

전근대 시기의 가산 마을 의례나 탈춤 연행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가산 마을의 공동 의례인 천룡제가 근대화를 추진하던 

1960년대 이후 부정적인 미신 행사로서 간주되어 마을 통합의 구심점 

역할이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의례와 접하게 결합되어 있

던 가산오광대는 마침내 연행 기반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복원’은 

이렇듯 연행 기반을 상실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결국은 무형 문화재 제

도 아래 편입되어 전승되었다.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일면 근대 속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하나가 현재 민속예술축제의 전신인 민속예술경연대회였는데, 이에 따

라 민속 예술도 국가 권력의 장에 편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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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 동원과 산업화가 진행된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민속 문화의 

기반을 해체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데 이와 동시에 민속 예

술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상반된 행태들 사이에서 이렇다 할 긴장

이나 갈등이 고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11) 

이렇듯 민속 예술의 근대 프로젝트가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

과 관련하여 단지 정부의 주도적 역할만을 지적해서는 곤란하다. 민속 

문화나 지식의 가치를 역설하는 전문가들도 그 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

와 더불어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으며12) 대중매체들도 여기에 합세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국가 주도의 근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무형문화재 정책

은 사실상 모두의 지지를 받아 온 셈이다. 

그리하여 무형문화재 제도와 정책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문제를 노

정한 것은 바로 연희 집단과 연행 현장이며 정책 입안자나 전문가들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여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와 민속학 

사이의 긴 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형문화

재 정책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 이미 오래 전에 근대성에 대한 성찰

과 더불어 민속학이 직면한 재현(representation)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나온 사실을 주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지적 영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기대와 실제 조사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나아가 객관성을 표

방하는 종래의 조사 지표에 연구자의 입장과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종래의 민속학에 대하여 이미 심각한 회의가 

제기되었던 것이다(岩竹美加子 1996). 그 같은 모순은 이미 민속학의 

11) 이러한 사실은 정수진도 지적하고 있다(정수진 2004).

12) 여기에 대하여는 정수진(2008a) 및 이장렬(2005)의 연구를 참조할 것. 한편 이와 관

련하여 대중 매체들의 역할도 컸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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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발전 단계부터 내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를 실현하기 위하

여 전통과 결별하여야 한다는 이상과 함께 근대화 과정에서 초래되는 

상실과 소외를 보상하고 통합을 유도하는 상반된 목표 속에서 민속학이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심의 대상을 엘리트가 아닌 평민들의 기층문화로 설정하

고 있지만 그 작업의 수행자가 곧 지식인 엘리트라는 역설도 민속학이 

엘리트의 이데올로기 및 이해와 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시사한다. 도시

와 농촌, 또는 도시와 어촌 등 도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하

는 민속학의 전통적인 이분 구도는 위의 같은 구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민속학 자체가 농촌을 도시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데

에서 출발한 만큼 농촌이라는 타자는 단지 연구 대상이 아니고 도시와 

근대의 정체성 확보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속학 연구자들은 동질적인 것보다는 이질적인 

것이나 낯선 것에 집착하며 자신에게 친 한 것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이다. 동제와 같은 제의가 거의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부인들

이 과도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여전히 민속에 대한 도시 지식인들의 

시점을 일방적으로 반영한다. 세시 풍속에 대한 현행 연구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전근대 사회에나 적용될 수 있는 연구 지표를 이미 도시

화와 시장 경제가 확산되어 농촌 촌락과의 경계가 현저히 약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같은 지표는 얼마 전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이제 도시로, 실천으로, 역사로 새로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농촌 중

심의 전근대 사회의 문화유산에 대해 집중했던 한국 민속학 초기의 지

적 전통을 재평가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 같

다. 이것은 민속학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형성 요인을 무시한 채 기원에 집착하여 신비화를 조장한 것이 

그렇다. 이것은 권력이나 계급과의 관계 등을 배제하여 민속학을 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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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13) 이러한 면에서 민속 담론의 정치 권력적 

구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민속학 연구를 실천하자고 제안한 것은(남

근우 2009a) 다행스런 일이다.

이러한 재현의 위기는 이미 민속학 자체가 안고 있었던 역설의 표출

인데 그 연원은 바로 민속학이 출현한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

춤을 포함한 민속 문화를 문화적 민족주의의 한 기호로서 간주하는 구

도와 더불어 탈춤 등 민속 문화 등이 향토 예술로서 격려 받으면서 일종

의 체제 민속으로서의 성격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남근우 2004). 이

러한 일제시대 연행에서 드러나는 다의적 성격은 탈춤이 급격하게 확산

되었다고 간주되는 19세기 후반에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당시의 맥락과 

비교할 때 지속성과 변용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동시에 분명해 진다.  

탈춤이 발전-확산된 시기와 더 이상 연행되지 못한 요인에 대한 연

구자들의 견해는 애매하다. 필자는 판소리 등 다른 포퓰러(popular) 문

화와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었다고 추정한다. 

일종의 지역 간 동등화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연행의 확산 형태는 조선

왕조의 지방 통치 체제 및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연망 등과 결합되어 나례

의 한 부분으로 전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향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행 기반에 있어서는 조선후기와 일제시대

의 사이에는 현저하게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제시대 이후 그 전에 연행에 참여했던 부류들이나 읍치의 

제의 등을 주관했던 읍치의 양노회(養老會)와 같은 노년 연령 집단의 

역할이 확인된다. 과거 읍치(邑治)였다가 근대 도시로 면모한 곳에 여전

히 존속하여 이것이 탈춤 부흥의 구심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13) 탈춤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아직 이러한 동향을 찾을 수 있다. 2009년도 한국 

민속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탈춤의 기원을 중요 의제로서 선정한 것이 그것이다. 

두 기조 발표는(임재해 2009; 전경욱 2009), 기원에 대한 집착과 ‘원형’에 대한 집착

이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형성’ 등과 같은 역사적 논의는 거의 

사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듯 기원에 대한 집착은 탈춤 연구에 있어서 비역사

성과 신화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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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과의 지속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연행을 재조직화하는 

데 도시의 근대 지식인으로 변모한 이들이 주도하거나 가세한 점은 조

선왕조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식민지 근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다.14) 

이와 관련하여 일제시대 탈춤 등에 관심을 기울였던 송석하 등이 

일본 내지 학계에서 “조선에는 연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방면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그것은 서

양의 연극에 대한 상상력을 비교 우위의 지표로서 전유하여 탈춤의 극

적 구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놀음에 

서양의 연극과 같은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여 ‘가면극’이라는 새로운 호

칭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나례의 일환으로 포섭되었던 

탈놀음을 가면극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호칭상의 변화가 아닌 

일종의 문화적 변용을 수반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15) 실제로 봉산탈춤 

등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연구하여 고대 향토 예술을 그대로 잘 살려가

면서 한편으로는 현대화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것을 예증한다. 이 과

정에서 극적 구성 외에 연행을 구성하는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결과적

으로 간과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광복 이후 1958년에 처음 열린 민속예술경연대회 이후 민속 문화에

서 특히 예술적 측면이 높이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민속 문화가 표상하

는 서민 문화의 소박함이나 고졸함과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방향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16) 이것은 연극적 요소를 문화의 비교 우위의 지표로 

14) 일제시대의 탈춤 부흥 운동에 대한 전면적이면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진척되지 않

았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단 동래 지역의 사례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정상박 2009).

15) 이와 달리 나례와 가면극을 구분하여 조선후기에 행해졌던 나례에 이어 가면극이 출

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전경욱 1998). 이것은 나례에 탈춤이 포섭되는 변화

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례라고 호칭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 믿어진다. 여기

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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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면서 이를 기초로 탈춤 부흥 운동을 벌였던, 일제시대 이후 만들

어진 전통이 계속 창출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제시대 탈춤의 부흥과 연행 등은 식민지 근대의 또 다른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봉산 탈춤이 일제 총독부의 정책과 이념에 따라 

바람직한 향토 오락의 하나로서 비호를 받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에서는 건

전한 향토예술을 보급 조장한다는 명분 아래 1939년 이후 각 지방 별로 

이른바 향토 민속 예술을 조사하여 왔으며 우선 봉산 탈춤을 지정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남근우 2003, 2008a). 요컨대 민속과 민족 

사이의 접한 상관관계와 더불어 또 다른 권력 관계가 탈춤의 확산에 

작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의 민

속학과 이에 기초한 체제 민속 만들기 작업이 일제시대의 경험을 전유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4. 운동 이념의 표상으로 상정된 탈춤과 포퓰러(popular) 문화로서의 

탈춤의 역사적 발전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이르는 동안 탈춤은 점차 저항과 변혁 

이데올로기의 표상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그 전 시대의 동향과

는 구분되는 새로운 동향이다.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탈춤

은 이제 민중 문화의 새로운 표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상상력이 

그 후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촉진하는 데 뒷받침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광억 1989; Ablemann 1996; 고정자 

2004; 허용호 2009b). 이러한 면에서 1970년대 이후 대학가의 탈춤 연

16) 이와 관련하여 정수진은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예술성과 원형성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본원적인 모순을 간과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정수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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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탈춤 운동 내지 마당극 운동으로서 그 전의 동향과는 구분된다.

탈춤 운동은 체제 민속을 거부하였지만,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상호 

구분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양자 모두가 내셔널리즘 

또는 민족공동체의 신화에 기반을 두었으며 민속 문화는 민족 공동체의 

문화를 가장 잘 재현한다는 선험성을 공유했던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 

내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개인화 경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

면서 그 대안으로서 과거의 공동체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농촌의 

촌락 공동체를 지목하여 이것을 모범으로 상정한 것도 그렇다. 민족문

화와 민속을 동일시하는 담론이 만들어진 것은(남근우 2009a) 바로 이

러한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스닉 경험을 거의 갖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민족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상정되어 왔다. 그리하여 민족 공동체는 근대 이후 한국사

회가 겪는 심각한 분화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 간주되

었다. 이러한 점에서 탈춤 운동 등이 변혁과 저항을 표방하였지만, 일면 

사회적 보수주의와도 깊이 연관되었다고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주로 대학생을 비롯한 도시 

지식인들에 의하여 탈춤 등 민속 문화 예술은 저항과 변혁의 이데올로

기를 담은 민중 문화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 주도

의 민속 문화 보존 프로젝트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민속 문화예

술 프로젝트를 지향하였다. 그렇지만 근대 도시를 기반으로 하면서 과

거 농촌 공동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두 프로젝트 

사이에 민속학 자체에 대한 시점의 차이나 내적 긴장은 찾아보기 어려

운 것이다.  

탈춤은 한국 역사의 변혁과 저항의 표상으로서 간주되었을 뿐 아니

라 그 실천에 대한 상상력을 과거의 역사에서 전유하였다. 당시의 문화 

운동은 과거 탈춤이 연행되던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하여 그 연희 문화

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도 투영한다는 일종의 목적론적 역사 인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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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탈춤의 발전과 민중의 성장이라는 담론은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 기반을 확대하여 가는 내재적 발전론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

서 상승효과를 일으켰다. 1960년대 이후 한국학계의 지배적인 조류로서 

자리 잡아왔던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은 이제 거의 형해화되었지만, 

탈춤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민속학의 설명 중에는 아직도 이러한 내재

적 발전론에 기초한 역사상이 미장센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된

다.17)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러한 가설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

을 논증한 바 있다. 봉산 탈춤, 양주별산대, 고성오광대, 동래 야유, 통영

오광대, 진주오광대 등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후반 이후 급속도록 확산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탈놀음 등이 거의 모두 현재 도시의 전신이라 

할 邑治를 중심으로 확산-발전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조선후기 

이후 이들 읍치는 광의로는 농촌사회에 속하지만, 관청이 위치하고 있

고 각별히 관속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관 중심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농촌 공동체와는 구분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탈춤의 발전과 확

산에 있어서 이서들을 비롯한 관속들이나 장교 등의 기획이나 주도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향리를 비롯한 관속들은 종속 집단 또는 하위 집단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이들은 읍치(邑治)에서 제의를 주관하는 등 일종의 문화 권력

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강릉 단오굿을 주관하는 호장(戶長)이 이방

(吏房)과 더불어 향리 직제의 수반(首班)이었다는 사실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각별히 이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사회, 양반

들과 평민들 사이에서 상충될 수 있는 이해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

17) 내재적 발전론이 한국학 전반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탈춤 연구 역시 마찬

가지이며,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

어가야 한다. 내재적 발전론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비판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거나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이 글 역시 

내재적 발전론에 기초한 종래의 성과를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필자의 일련의 사회사 및 문화사의 선행 연구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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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다는 것이다(이훈상 1995, 2001). 요컨대 19세기 후반 이후 탈

춤의 발전과 확산은 바로 이들의 중재 역할과 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일련의 견해들은 1970년대 이후 탈춤 등을 변혁의 기호로서 차

용하는 과정에서 상정한 역사적 가설을 해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

상력은 오랫동안 민속학과 그 가치를 뒷받침하여 왔으므로 민속 문화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민속의 초역사성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것은 권

력이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비역사적 세계에 대한 주관적 희구와 실

제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산오광대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가산은 읍치 지역은 아니지만 세

금을 거두어 조운을 통하여 한양으로 보내기 위한 조창이 설치된 덕분

에 번화한 물류 중심지의 하나였다. 특히 가산창의 행정 실무를 담당-세

습한 한씨 종족은 연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훈상 2004b). 

이렇듯 제의와 연행이 공동체의 상상력을 구현하더라도 실제로는 읍치

를 중심으로 한 권력 관계 및 체제 질서의 유지와 접하게 관련된 것이

다. 요컨대 탈춤을 변혁과 저항의 이데올로기로서 전면에 내세웠던 역

사적 상상력은 역사 사실과 정합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중재 

역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 갈등 완화에 중요한 것이다. 당시의 탈춤을 

일종의 의례화된 반란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논의는 탈춤 등을 민중 문화 등 계급 문화의 차원이 아닌 

포퓰러 문화라는 새로운 범주 아래 규정하도록 이끌었다. 그 핵심은 다

양한 상반된 가치를 공존시킨 중재성을 탈춤의 중요 속성으로 본 것이

다. 필자는 19세기 후반 이후 이제까지 탈춤 등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상

력과 역동성을 제공하는 문화적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탈춤 자체가 

이렇듯 다양하면서도 상반된 가치를 공존시킬 수 있는 중재성에 있다는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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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은 19세기 말 이후 여러 차례 연행이 중지되었다가도 다시 연행

되었고 때로는 강력한 호소력도 보여주었다. 이것은 탈춤이 다양한 상

반된 가치를 병존시키는 중재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맥락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며, 또 연행 주체들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실제로 연행 주체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탈춤은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연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탈춤의 발전-확산 과정에서 향리를 비롯한 관속 등이 주요

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기획자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장교, 재인, 백정, 가리, 관노 등도 주요한 연행자

였다. 매우 유사한 내용의 탈춤을 다양한 계급 출신들이 참여하고 조직

화하면서 연행한 셈이다. 이것은 위계 관계가 분명했던 조선왕조사회에

서 상호 적대적일 수 있는 계급들에게 탈춤이 호소력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탈춤이 참여하는 부류들에 의하여 각기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 같은 속성이 

탈춤의 장기간에 걸친 생명력과 역동성을 갖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춤이 특정 계급의 문화 예술이라기보다는 여러 계층과 지역을 가로지

르는 포퓰러 문화로서 발전하고 있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 점은 판소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만약 탈춤이나 판소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급의 문화 예술로서만 정착하였다면 거대한 

변동을 수차례 겪은 근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판소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매우 두드러지는

데 이러한 점에서 민속 문화 보다는 포퓰러 문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

는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전을 요구

했던 무형문화재 정책이나 단일 계급 문화로 상정했던 1970년대 문화 

운동은 모두가 이 같은 속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널리 확산된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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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히 제의와 결합하여 연행되는 방향으로 정형화된 사실을 또 다시 

주목하여야 할 것 같다. 기존 질서를 재확인하고 재생산하는 제의와 탈

춤이 결합됨으로써 탈춤의 기존 질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의례화된 

반란으로서 재규정되었다(이훈상 1995). 종래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탈춤을 이렇듯 제의와 분리하여 그 내용만을 적출하여 논의하였다는 사

실일 것이다. 실제로 농민 봉기가 탈춤이 연행된 읍치에서 일어나지 않

았고, 오히려 탈춤을 연행했던 부류들이 세거한 읍치가 19세기 중엽 이

후 일어난 대규모의 농민 봉기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도 이러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일제시대 이후 탈춤은 식민지 정부의 비호를 받았는데, 그 이

면에는 양반 계급에 대한 탈춤의 신랄한 비판이 식민 통치의 정당화를 

양반 중심의 조선왕조의 무능과 부패에서 찾았던 식민지 정부의 입장과

도 일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식민지 정부의 비호를 받은 

사실을 들어 식민지 권력과의 연계만을 주목하는 것도 탈춤이 갖는 다

의적 맥락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양반들에 대한 극 중 

비판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현실에 대한 뒤늦은 희화화가 아니기 때

문이다. 양반 계급이 조선왕조의 종언 이전에 이미 해체되었다는 통설

과는 달리 일제시대에도 강인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Wagner 

2008; 송준호 1987), 양반들에 대한 극 중 비판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현실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탈춤이 조선총독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단

순히 식민주의의 표상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도 탈춤의 다층적 측

면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탈춤이 식민지 근대

의 또 다른 표상으로 전화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렇지만 이것은 이미 탈춤이 포퓰러 문화로서 역사적 발전을 하는 과정

에서 갖게 된 다의적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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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조창이 1894년에 폐지되면서 가산 마을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마을민이 당시를 회고한 일기를 통하여 확인된다(한사여 1937). 

조창에 기반을 둔 가산의 권력 질서와 경제적 기반은 일시에 해체되다

시피 했던 것이다. 그 후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사천군으로 통합

되면서 가산 마을이 원래 진주목에 속했다는 기억조차 어느 사이에 희

미하여졌는데 실제로 ‘복원’ 당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마을민들은 아

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조창 폐지와 같은 큰 변동으로 인하여 마을은 점차 위축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의례와 탈춤은 마을의 통합을 

유지하는 문화적 원천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가산에서 한말에 사립

학교의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을 순회하며 가산오광대를 연

행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한말로부터 거의 6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전반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할 만큼 이 같은 

순회공연은 마을민들에게는 새롭고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조창 폐지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산 마을 사람들이 마을 

제의와 결합되어 있던 탈춤을 새로운 차원에서 활용한 이들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일제시대 이후의 양상은 오히려 분명하지 않은 데 여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진주나 동래 등지를 조사했던 

정인보나 송석하도 가산오광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구한말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변동에 노출되었던 여러 읍치 소재의 탈춤

들과 비교하면 가산 마을의 제의나 연행은 전시동원기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 초까지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지 않다. 

1974년에 이르러 가산오광대는 필자와 같은 외부자의 기획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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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복원’되었다. 가산오광대 외에도 각 지역의 탈춤들 중에는 더 이

상 전승되지 않았다가 ‘복원’되어 연행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 과정

에서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연행 경험을 가진 부류들의 역할도 중요했지

만, 필자와 같은 외부인들의 개입 수준은 높았다. 이 점은 송석하 등의 

현지조사 이후 계속 이어진 일종의 계몽론적인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모두가 객관적인 연구 조사를 거쳐 탈춤을 부흥시켰다고 확신

하였을 것 같다. 어느 누구도 외부 지식인의 시각과 문제의식이 강력하

게 투영된 사실을 토로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민속 문화와 

포클러리즘의 탄생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지

식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민속 문화를 만든 행위자이므로 그 의도와 

경험을 시간이 지나서 기술하는 것은 지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무형 문화재 지정과 지원 절차에서 연행자 자신들의 결정과 합의보

다는 외부 심사자의 이데올로기와 판단이 우선시되었으므로 외부의 기

획과 문화 권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 그러므로 지방을 보존하여야 

할 문화적 대상으로 상정하여 온 민속학이 중앙의 헤게모니와 이렇다 

할 긴장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여기에 개입하거나 참여한 연구자나 관리들의 자전적 민족지도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가산오광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가산오광대는 마을민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문화 자본이 되었다. 외부로부터의 빈번한 초

청이 답지하였으며 이것은 마을민의 다수가 연희자인 자그마한 마을의 

일상생활이 외부 동향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구 

변동이 크지 않고 외진 지역이었던 가산 마을이 이제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했다. 가산오광대가 1970년대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적 긴장을 촉발한 것과 같이 새로운 문화적 자산

으로 전유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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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학의 성립 이후 그 향방이 적절했는지의 평가는 언제라도 따르

겠지만 수행성은 각별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하

나의 기대를 갖는다면 민속학이 새로운 지적 영역과의 조우 및 창의적 

긴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 중에는 중앙의 헤게모니와 지

방의 타자화를 촉진하는 현실과 결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탈춤 등 민속 

문화가 일면 타자화된 지방 문화로서 성립하는 과정은 곧 중앙의 창출

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민속학과 문화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지역 지식과 문화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춤 등을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원하

는 현행 체제는 곧 중앙의 헤게모니와 중앙의 문화적 우위성을 확보하

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18) 

탈춤을 체제 민속과 포클러리즘으로 전화시킨 민속학의 상용 어법

에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연행자들은 상실된 것을 끊임없이 재연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자전적 민족지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 서서 마을민을 타자로서 간주하고 접근한 사실을 토로하고 여기

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담으려 하였다. 

자전적 민족지는 필자의 주관적 경험만이 모든 진실인 것 같은 인상

을 안겨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행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객관성을 표방하는 통상적인 서술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이 있다. 그것은 제도나 이념에는 한 개인이 부단히 선택하

고 좌절하는 등 운신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사실이며, 경우에 따라서

는 그 틈새가 체제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면

에서 가산오광대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도 민족 지식의 새로운 지평과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8) 한국학 전반에 걸쳐 팽배한 중앙의 헤게모니와 지방의 타자화 동향에 대하여는 필자

의 글도 도움이 된다(이훈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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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s on the Policy of Invis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olitics of Folklore in Postmodern 

Times: A Autoethnography of ‘Reconstruction of 

Gasanogwangdae (駕山五廣大)

    Lee, Hoon Sang*19)

This study aims to reflect on the policy of Invisible Cultural 

Heritage centering on the personal experience of reconstruction of 

Gasanogwangdae and folklore as its basis. Transcendental cognition 

of folk culture based on nationalism has dominated Korean folklore 

for a long time and has become the basis of policy of Invisible 

Cultural Heritage. The policy was to preserve a particular cultural 

art as a valuable essence of national culture worthy of transmission 

and categorize it as an invis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support 

it and control for modern nationa state building. 

This study illuminates the close relationships interworking among 

folklore, policy of invisible cultural heritage, and regime folk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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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form of autoethnography. In the process,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researcher of the 1970s is extended into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Korean modern nation state building.  

Furthermore, the formation of folk knowledge in the space of 

modern city is also discussed. This study emphasizes further 

self-introspection for the contemporary post modern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