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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sk used in drama has been reappreciated, and it needs profound and system
atic studies in order to form the mask to effective use. In research, the aesthetic values 
in the masks of the latter period of Chosun(the mideighteenth century-th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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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teenth century) wa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raditional drama in accord
ance with the historical social background.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the active performance of the mask in company with 
the occurence of a popular movement caused by people's self-awakening show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mask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the 
moulding characteristic of the mask was analysed before and after the eighteenth cen
tury, and regionally in the south and in the middle and the north.

The mask express the quality of art before the eighteenth century and a high social 
nature after the eighteenth century.

It showed, on the other hand, a strong social nature and a touch of satires on society 
in the south and a religional interest in the middle and the north.

This study shows from the viewpoint of a aesthetics that tradtional Korean mask dur
ing Chosun period had comfortable and voluminous forms with beauty curved lines and 
colors and rhythm.

The aesthetic values in mask as expressed through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have 
been classified the beauty of nature the beauty of personality, thebeauty of tradition.

Visual image with these beautys in masks were expressed into fashion illustration of 
suits and dresses.

I .序論

오늘날의 보편화된 패션 현상과 거대한 패션산업의 實體는 인간에게 의복과 외모가 중요하 

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만족시켜야 하는 社會的, 心 

理的, 情緖的, 그리고 審美的인 欲求를 어느 정도 의복을 통해 충족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은 의복과 외모관리를 통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고 또 과시하고자 하 

며, 패션이라는 집단규범에 동조하면서도 개성적인 의복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한다. 패션 디 

자이너들은 이 같은 소비자들의 모순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디자이너 자신들의 

예술성을 과시할 수 있는 의상디자인의 창작에 고심하고 있다. 물론 패션이 시대 현상을 반영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한 시대의 의복이 사회적 여건과 분리되어 성립될 수는 없지만, 의상이 

라는 작품의 창작자로서 디자이너의 독자적인 내적 충동이나 靈感은 時空을 초월한 自然物이 

나 人工物의 形狀에서 부터도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가면극에서 사용되었던 탈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의 홍미로운 造形性 

에서 영감을 얻어 삭수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한국 전통 民俗劇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탈의 

어원과 의미, 종류, 지역적 특성 및 假面劇이 演行된 社會的 배경을 考察하였다. 다음으로 탈 

이 지닌 造形的 特性과 그 시대인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므扌 

으로 탈이 지닌 시각적 이미지를 과장 혹은 변형하여 의상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수 

우트와 드레스를 디자인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고, 그 디자인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방법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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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조선시대 農村劇과 假面劇에서 소품으로 사용되었던 탈의 조형적 특성 

과 시각적 이미지를 의상의 디자인에 적용했다는 것과 동양적인 조형의 요소 를 서양 의상 디 

자인에 적용하여 작품으로 제시 하였다는 데에 있다•

n. 韓國 탈에 관한 考察

1. 탈（假面）의 語源

假面을 우리말로「탈」또는「탈바가지」라고 한다. 탈바가지란 假面을 만드는 재료에 바가 

지를 많이 사용해서 생긴 말이다. 이는「탈n과「바가지」의 合成語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탈 

을 얼굴에 쓰고 놀음을 하는 것을「탈놀음 ［假面劇］」이라 하고, 탈을 쓰고 춤추는 것을「탈춤 

［假面舞L이라고 하며, 탈놀음을 하는 무대를「탈판［假面 舞臺］」이라고 한다. 그리고 탈을 쓰 

고 놀음을 노는 演戯者를「탈꾼［假面演戯者］」이라고 한다.

「탈」이란 말은 본래 惡鬼神으로 인하여 생기는 病（故障）을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물리 

치기 위하여 呪術로 사용하는 어떤 비상한 人格의 面을 의미하여「탈」로 하게 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叫

그러므로 이 탈이란 말에 病이란 뜻과 假面이란 뜻의 二面性을 지니고 내려오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气

2. 韓岡 탈（假面）의 分類 및 種類

1） 韓國 탈（假面）의 分類

韓國 假面을 兩大別하면 하나는 信仰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藝能 가면이다. 信仰 가면이 란 

가면을 어떤 처소에 安置해 두고, 그 가면에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가면을 얼굴에 쓰고 악귀 

를 쫓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藝能 가면이란 가면을 얼굴에 쓰고 무용할 때나 

연극할 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면도 얼마간 신앙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信仰 가 

면을 세분하면, 일정한 처소에 안치해 두고 제사만을 지내는 神聖 가면, 악귀를 쫓아내기 위 

해서 얼굴에 쓰는 驅灘 가면이 있으며, 神聖 가면에는 다시 廣大氏 가면, 倡鬼氏 가면, 소미 氏 

가면, 놋도리 가면, 장군 가면이 있고, 驅灘 가면에는 方相氏 가면과 기 가면이 있다. 藝能 가 

면에는 춤을 출 때에 얼굴에 쓰는 무용 가면, 연극할 때에 쓰는 연극 가면이 있고, 또 민속 놀 

이 할 때에 쓰는 民俗 놀이 가면이 있다. 또한 舞踊 가면에는 처용무 가면, 연극 가면에는 산 

대 가면극의 가면, 해서 가면극의 가면, 野遊, 오광대 가면극의 가면, 城隍神祭 가면극의 가면 

이 있으며, 민속 놀이 가면에는 사자 가면이 있다.

2） 韓國 탈（假面）의 種類

한국 假面 중 각 지방의 연극 가면을 모두 합하면 무려 270여개나 되지만 같은 성격인 같은 

이름의 가면을 감안하면 70여 종이 되며, 극소수의 동물 가면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人物 假 

面이다. 한국 가면의 재료를 보면 神聖 및 城隍神祭 假面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형상을 조 

각하고 채색을 한 것이고, 驅儼 가면은 주로 가죽, 종이, 나무를 이용하지만 헝겊, 짐승의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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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등으로 가공하고 채색을 한 것이며, 舞踊 가면은 주로 종이를 가지고 만든 것에다가 털, 

철물 등으로 가공하여 채색을 한 것이고, 演劇 가면은 주로 바가지, 종이, 나무, 가죽에 여러 

가지 물질을 가공, 채색한 것이다. 한국 가면의 구조는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조형이지만, 

驅灘의 方相氏 가면의 눈알과 鳳山 사자 가면의 눈알, 北廳 사자 가면의 입, 산대 가면극의 눈 

끔적이 가면의 양쪽 눈, 마산 오광대 가면극의 턱, 까불 가면의 턱을 비롯하여 동래 야유 가면 

극의 양반 가면의 턱, 수경 야유 가면극의 首兩班 가면의 턱, 하회 가면에 있어서 선비, 양반, 

중, 백정 가면의 턱, 그리고 海西 가면극의 황주 목제의 양반 가면의 턱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 

다".

3. 탈(假面)을 利用 한 假面劇의 社會的 背景

가면극은 原始的 宗敎儀式에서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信仰 가면에서 출발하여 藝能 가면 

으로 발달된 것 같다. 18세기 이전의 信仰 가면은 呪術的 의미의 농촌 가면극에서 주로 사용 

되어 발달되어 왔는데, 그 예로서 11〜12세기의 병산, 하회 가면(Fig. 1, 11)을 들 수 있다〃. 

이 가면들은 神으로 여겨졌던 만큼 예술적 완성도가 높았고, 매년 별신굿 놀이때마다 재사용 

되었으나 여러가지 제약조건때문에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a.

그러나 18세기 이후의 도시 가면극은 조선 후기 사회의 근대적 성격을 띠는 사회체제와 전 

통사회적인 성격이 접합되는 특징을 지니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격심해진 시 

대적 혼란상과 피폐해진 민중의 생활상을 밝히면서 전개되어 왔다. 18세기 말엽인 正祖朝부 

터 시작된 근대적 양태의 세도정치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외척 세도 정치로 고정되어 정치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 세도를 잡은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一門은 私黨의 세력을 키우기에만 

힘썼지 정사는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재 등용의 과거제도 자체가 문란해졌으며 

7> 국가 재정 보충을 위한 空明帖이나 奴婢免賤帖이 남발되었고, 순조 원년(1801)에는 內寺奴 

婢 6만명이 일시에 革罷贖良하였다. 그래서 신분체계는 양반층으로 정권을 잡은 士族, 지방의 

士豪 세력으로 전락 한 鄕族, 몰락한 殘班등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양반 중에서 몰락한 잔 

반의 출현과 평민(富農) 중에서 지배층으로 상승한 양반의 발생은 조선 후기의 신분체계의 

붕괴로 볼 수 있다.

한편 18세기에는 大矣塵이 상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貢人의 대두와 私商의 활동으로 그 

세력이 점차 침식되었고, 유수한 지방 상업도시가 발전하였다叫 또한 수공업 부문에서도 대부 

분의 工匠들이 독립하여 자유 수공업자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업과 공업의 구조변화는 유 

교적 이념위에 구축된 조선 왕조의 전통적 신분체계를 와해시켰고 이에 민중의식도 점차 변 

화되어 갔다.

조선 후기에는 피지배계층인 민중의 의식이 현저하게 향상되면서 근대 지향적인 사고로 이 

행되었던 반면, 지배계층은 이에 부합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 수탈만 일삼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도시 가면극' 이 발생하였고 演行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대상을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민속 가면극이 갖는 의미는 민중들이 시대적 혼란상과 지배계층에 대한 그들의 저 

항의식을 탈로서 표현하고 풍자를 통해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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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韓國 탈의 造形的 特性과 視覺的 이미지 分析

한국의 탈은 지역에 따라서 재료와 형태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중엽 이후의 大衆的인 도시 가면극인 강령 탈춤, 봉산 탈춤, 산대놀이, 오광대 야유 등에 사용 

되었던 19개의 가면을 분석대상으로 選定하였고, 그것들을 북부, 남부, 중부지방과의 가면들 

로 3大別하여 개괄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중 의상 디자인에 적합한 이미지를 지닌 9개의 탈 

을 선정하여 조형적 특성과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1. 地方에 따른 탈의 一般的 特性

북부 지방의 가면（그림 2, 3, 19）은 남부지방의 가면과 달리 토형에 종이로 뜨는 한 가지 기 

법만으로 만들어졌으며,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적게 들 

었으나 사용기간이 짧았으며 세밀한 표현이 힘들었다⑵.〈그림 19〉의 취발이 가면이나〈그림 

3〉의 말뚝이 가면처럼 대체적으로 눈, 코, 이마를 울퉁불퉁하게 돌출시켜 강조했기 때문에 굴 

곡이 심해서 그로테스크心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붉은색 바탕에 흰색, 검정색, 

금색의 강한 색채 대비를 시켜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남부지방의 가면（그림 4, 5, 6, 13）은 북부지방의 가면에 비해 박,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이 • 

용하여 만들어졌고, 모양 또한 다양하였다.〈그림 13〉의 원 양반 가면은 조롱 박을 사용하여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눈부분이 상당히 과장되고 날카로워 표독스런 인상을 준다. 

북부 지방의 가면에는 눈구멍이 코 양쪽에 뚫어져 있는데 .비해 남부지방의 가면은 눈동자

〈그림 1> 양반 탈

（병산 가면극）

〈그림2> 노장 중

（봉산 가면극,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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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말뚝이 탈

（강령 가면극, 북부）

〈그림 4> 元 양반 탈 

（통영 오광대 가면, 남부）

〈그림 5> 말뚝이 탈 

（김해 오광대 가면, 북부）

〈그림 6> 청보 양반 탈 

（고성 오광대 가면, 남부）

의 위치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특히〈그림 6〉과〈그림 7〉은 입부분을 사다리꼴 형태로 잘라 

내어 그 주변을 입술처럼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 색감은 원 양반 가면（그림 4）과 말뚝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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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왜장녀 탈

（양주 산대 가면극, 중부）

〈그림 8> 연잎 탈

（양주 산대 가면극, 중부）

（그림 5）에서처럼 얼굴에 중간채도의 노랑과 브라운을 썼으며 검정과 금색, 중간채도의 빨강 

으로 눈과 눈썹, 입을 표현했기 때문에 중채도의 대비가 조화되어 부드럽고 친근한감을 준다.

〈그림 6〉의 청보 양반 가면 같은 고성 오광대 가면은 당초지를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 입체 

감과 재질감이 풍부하며 다양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며 종이탈보다 더 견고하다. 남부지 

방 가면은 북부의 가면이 사각형인데 비해 대체로 인간의 얼굴과 상당히 가깝게 표현되어 있 

으나 섬세하면서도 과장되고, 날카로워서 강한 개성적 인 이미지로 보여진다眺

중부지방의 가면은 북부와 남부의 중간 형태로 부드러우면서 유우머가 있고 섹슈얼 하며 

밋밋하면서도 인간적이며 기교적이다（그림 7, 10, 12, 17）顼.

2. 탈의 造形的 特性과 視覺的 이미지 分析

1） 하회 탈

목재로 된 하회 탈（그림 1）은 적갈색으로 칠해졌고, 눈썹은 움푹 들어갔으며 검다•

양눈의 눈동자와 함께 콧구멍이 뚫려있고, 이마 위 머리 부분은 검은 색이 칠해졌으며, 양 

뺨은 도두룩한데 가느다란 주름이 있고, 코는 우뚝하며, 턱은 따로 만들어져 노끈으로 연결되 

어 있다. 또한 코밑과 턱에는 수염을 붙이는 구멍이 여러 군데 뚫어져 있다询. 이 탈의 표정에 

는 그 당시 권위의식에 젖어있고 체통만을 중시하는 양반들을 서민들이 바라는 인간상으로 

나타내었던 듯 하다.

2） 눈끔적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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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끔적이 탈（그림 10）은 蓮잎 탈과 더불어 灘禮때의 方相氏 탈（그림 9）과 흡사하다. 蓮잎 

탈（그림 8）이 하늘만 쳐다보고 춤을 추는데 반하여, 내려다 보고 춤을 추면서 등장하여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눈을 끔쩍인다. 특히 눈끔적이의 금속눈은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이것은 

黃金四目의 方相氏 탈에서 어떤 암시를 얻어서 약간 다르게 혹은 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叫 눈을 지긋이 감고 있는 듯한 이 가면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약간 바보스러 

워 보이면서도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3） 원 양반 탈

원 양반 탈（그림 13）은 조롱박으로 만들어졌으며, 흰색을 칠한 긴 面에 머리부분에는 먹으 

로 망건을 그렸고,.이마에는 잔주름이 서너가닥 그어졌으며, 눈썹과 눈꼬리가 이마를 향해 치 

켜 올라갔는데, 눈은 붕어 모양으로 뚫려 있다. 길쭉한 코는 오똑하게 솟았고, 콧구멍은 붉은 

점으로 표시 하였으며, 콧수염은 검은 말총을 붙여 길 게 턱 아래 까지 늘어졌고, 입 은 사다리 꼴 

로 턱까지 크게 뚫려있다®. 두 볼에는 세가닥의 주름 과 둥근형 의 귀가 그려져 있다. 이 가면 

에는 간교하고 얄미 운 양반상이 잘 나타나 있다.

4） 양주 산대 취발이 탈

양주 산대 취발이 탈（그림 14）은 목재탈로서, 주홍색을 칠한 면의 머리 부위에 머리 카락이 

한 묶음 붙어있고, 이마에는 검은색의 여러 가닥의 주름이 그어졌으며, 눈썹은 누런색으로 꼬 

불꼬불 그려져 있다. 또한 붕어모양의 눈에 눈자위는 누런색으로 칠해졌으며, 눈알은 뚫려 있 

고 양쪽에 귀가 있다叫 약간 벌린 입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에서 봉산 취발이와는 달리 

순박하면서도 술에 취한 방탕적 기질을 엿볼 수 있다.

5） 통영 홍백 탈

통영 홍백 탈（그림 15）은 목재탈로서, 왼쪽 반은 희고 오른쪽 반은 붉게 칠한 면을 바탕으 

로 이마에는 잔주름이 세가닥 그어져 있匸+. 눈썹은 검은 일자형이면서 비스듬히 내리 파여져 

있고 눈썹이 표시되어 있으며, 눈의 테두리는 검게 그려져 있는 반면, 눈자위는 흰색으로 눈 

동자 부분이 뚫려 있다. 양 뺨에는 주름이 세가닥씩 도드라져 그어졌고, 콧구멍과 입은 크게 

뚫렸으며,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다. 이 가면의 흰색과 붉은 색의 대비는 한 에미에 애비가 

둘… 한쪽은 홍가를 만들었고, 한쪽은 백가를 만든” 二父之子를 뜻하며찌 이는 양반계층에 

대한 민중의 반응을 표현한 것으로 그 당시 금기시했던 재혼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6） 수 양반 탈

호롱박으로 만들어진 수 양반 탈（그림 16）은 불그스름한 안면에 눈썹은 검은털을 붙잡아 

매어 눈썹을 붙였고, 눈동자는 크게 뚫렸는데 눈 테두리는 먹으로 가늘게 둘러졌다. 길고 큰 

코 아래의 좌우에는 혹이 하나씩 붙어 있고, 양쪽 귀와 톱날같이 된 입의 하반부 턱은 따로 대 

어 붙였으며, 노끈으로 붙잡아 매어 말을 할 때는 턱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2叫 턱에는 검은 털 

로 된 수염이 붙어 있다. 긴 코와 눈썹, 그리고 수염 에서 양반 특유의 고집불통인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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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보여진다.

7） 미얄 할미 탈

미 얄 할미 탈（그림 17）은 호롱박으로 만들어졌으며, 검은 색을 칠한 면에 흰색의 점이 수없 

이 찍혀있고, 반달형의 눈썹은 나무로 붙여 두드러지게 하여 녹색으로 여러 가닥꼬부려 그렸 

으며, 좌우 눈자위에는 붉은 색이 약간씩 칠해져 있다. 양 눈알과 콧구멍, 그리고 입은 뚫려져 

있으며, 입술도 붉으스름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勿.

이 미 얄 할미 탈은 임진란과 동학란 이후 실학과 동학의 자유, 평등사상과 남녀 동등의식이 

고취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를 풍자했던 가면으로 여성관에 대한 민중의식의 변 

화를 엿볼 수 있다. 자식 잃고 남편까지 빼앗기고 고생에 찌든 미얄 할미는 봉건제도로 인해 

잘못된 사회제도와 일부다처제에서 오는 여성의 인격비하에서 신음하는 여성이지만2气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가면의 인상에 담겨져 있다.

8） 먹중 탈",

먹중 가면（그림 18）은 검정색을 칠한 목재가면으로, 이마와 양 뺨에는 여러 가닥의 흰 주름 

이 그어졌고, 눈은 반달 형태로 흰자위는 노란색으로, 양끝은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눈 

썹은 반달형인데 노란색으로 고리같이 꼬불꼬불 그려졌고, 코는 펑퍼짐하고, 콧구멍과 입은 

뚫려있다從 입술에는 붉은 색이 칠해져 있고, 턱에는 누런 점이 무수히 찍혀 있으며 양쪽에 

귀가 있다. 코와 입 주위의 형태로 보아 마치 중이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고 음흉한 뜻을 품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9） 봉산 취발이 탈

봉산 취발이 탈（그림 19）은 목재탈로 주홍색을 칠한 면에 눈썹아래 하반부에는 희고 검은 

점이 수없이 찍혔고, 이마에는 세가닥의 주름살이 가로로 도드라졌는더］, 검은색과 흰색으로 

번갈아 내리 그어져 있다. 도드라져 나온 눈썹 역시 흑백으로 번갈아 내리 그어져 있다. 이마 

한 가운데는 큰 혹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혹 위에는 金紙가 둥글게 오려 붙여져 있 

다. 붕어 모양의 눈은 크며 눈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눈자위는 희게 그려졌으며, 눈알은 검은 

데 그 위로 金紙가 갸름하게 오려 붙여져 있다.

주먹같이 큰 콧등에도 길고 넓적하게 金紙가 오려 붙여져 있고 입은 크게 뚫렸으며, 턱 아 

래와 입 좌우에는 큰 혹이 불거져 나와 있고, 그 위에도 金紙가 동그랗게 오려 붙여져 있다. 

이마 위의 머리쪽 가운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26〉.

이 가면은 소무라는 처녀와 놀아난 노장스님을 내쫓고 그녀를 임신시켜 애를 낳게 하는 비 

행을 저지르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취발이27）를 나타낸 것으로, 노장스님이 상징하는 

위선과 종교적 권위, 현실 도피적인 의식에 도전하여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극중 

인물의 가면이다.

-273 -



IV. 韓國 탈의 이미지를 適用한 Fashion Illustration

1. Suit의 Fashion Illustration

1） 하회 탈（그림 11）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이 탈의 눈과 코의 독특한 표정, 즉 체통과 권위의식을 감추고 있는 미소띤 표정을 입체적 

인 선과 색감으로 과장하여 디자인의 포인트로 삼았다. 눈과 눈썹이 그리는 유연한 아치를

〈그림 9> 方相氏 탈
〈그림 10> 미 얄 할미 탈 

（구파발 사대 가면극, 중부）

〈그림 11> 하회 탈

（하회 가면극）

〈그림 11-1> 하회 탈（그림 11）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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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눈끔적이 탈 

（양주 산대 가면극, 중부）

〈그림 12-1 > 눈끔적이 탈（그림 12）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그림 13> 元 양반 탈 

（통영 오광대 가면, 남부）

〈그림 13너〉 元 양반 탈（.그림 13）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collar에서 2단계의 입체적인 선으로 나타내었고, 그 이미지를 소매의 디자인에도 반복,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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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다음 특징으로 나타나는 코의 형태를 패스너와 연결시켜 허리장식에 적용했다. 한 

편, 양반의 권위의식을 red purple로, 양반을 얄밉 게 보는 마음을 purple로 하여 두가지 색을 

조화시켰고, collar에는 눈의 형태를 포인트로 하여 밝은 gray로 하회 탈의 특징을 표현해 보 

았다.

기법면에서는 얼굴을 먼저 칠하고 10호 붓으로 red와 purple을 섞어서 의복의 앞부분을 아 

주 연하게 basic을 칠한 다음, 마른 후 밝은 쪽은 그대로 두고 어두운 부분만 다시 한번 칠하 

였다. 그 위에 black을 조금 섞어서 마지막 음영처리를 하였으며, 양쪽 side의 purple부분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칠해주고, 스커트 부분도 칠한 다음 1호 붓을 이용하여 purple로 마 

지막 선 정리를 하였다（그림 11-1）.

2） 눈끔적이 탈（그림 12）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이 탈의 독특한 눈썹의 형태와 눈을 지긋이 감은 모습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과장, 변형하여 모든 상황을 눈을 감듯이 덮어준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suit의 collar를 커 

나랗게 두겹으로 하였고, 소매도 어깨에서 소매쪽으로 넓게 겹쳐지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코와 입술의 느낌을 현대화시켜 허리부분의 장식에 적용하였는데, 허리부분의 장식은 착용자 

에 따라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단추를 이용하였다.

색상은 눈끔적이 탈의 포근한 인상을 감안하여, 대부분을 brown으로 하였고, collar와 

skirt, 그리고 blouse의 밑부분은 더 강한 색상으로 처리하였다. 얼굴과 팔 부분은 brown에 

black을 소량 섞어 아주 묽게 하여 칠한 다음, 의상부분은 전체적으로 피부색보다 더 진한 색 

으로 칠하였다. 마른 후 2단계 색감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더 진한 부분에 black을 조금 더 섞 

어 칠해서 액센트를 주었다. 그 다음 포인트 부분과 그림자를 넣어 마무리하고, 실루엣을 정 

리하였다. 배경은 인체부근에 음영처리를 한 후, brown계열의 의상색을 살리기 위해 blue와 

gray를 적절히 배합하여 처리하였다（그림 12-1）.

3） 원 양반 달（그림 13）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허세와 위선이 가득 찬 양반의 간교함을 입체적인 선으로 과장하여 표현코자 하였다. 그래 

서 눈과 눈썹의 이미지를 collar에 적용하였고, 볼의 주름과 입 주위의 색감을 hemline으로 처 

리하여 전체적인 느낌이 볼륨이 있으면서도 슬림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의상은 다른 작품 

과는 달리 입체감이 나도록 하기 위해 캔버스 위에 석고로 인체의 형태를 부조로 만든 후, 그 

위에서 raw silk를 입체재단하여 디자인대로 pin work한 뒤 coloring하였다. coloring에 있어 

서, 먼저 인체부분을 피부색대로 칠한 후 deep green을 묽게 하여 jacket을 칠하였고, collar 
와 hemline부분은 먼저 솜을 넣어 raw silk로 pin work을 한 후 떼어내어 dull orange로 

coloring한 후 다시 pin work하였다（그림 13-1）.

4） 양주 산대 취발이 탈그림 14）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이 작품은 눈의 이미지를 과장하여 上衣의 가슴부분에 적용하였고, 이마와 볼의 주름을 과 

장, 변형하여 소매와 양옆의 개더로 처리하였다.

색상은 가슴의 포인트를 yellow로, 그 주위는 brown과 black을 소량 섞어 칠하였고,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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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취발이 탈 （양주 산대 가면 

극, 중부）

〈그림 14-1〉 취발이 탈（그림 14）의 이 

미지를 적용한 Suit

〈그림 15> 紅白 탈

（통영 오광대 가면극, 남부）

〈그림 15너〉紅白 탈

（그림 15）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는 red에 black을 섞어 칠하였다. 개더 부분은 먼저 yellow를 칠한 후 brown과 black을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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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의 입체감을 부여했고, 마지막으로 2호 붓을 이용하여 명암을 처리했다（그림 14-1）.

5） 통영 홍백 탈（그림 15）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양반사회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 탈의 

이미지를 과장, 변형하여 비대칭적인 suit로 디자인하였다.

짧은 쪽은 grayish red로, 긴 쪽은 white의 아크릴 물감으로 칠하였다. 또한 소재의 일부로 

비닐을 이용하여 see through의 느낌을 표현하였고, 탈의 양쪽 볼에 나타난 주름의 특성을 살 

려 collar와 jacket의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영을 무채 색으로 표현하였고, 

purple계열로 배경을 처리하여 suit의 색상을 강조하였다（그림

6） 수 양반 탈그림 16）의 이미지를 적용한 Suit
수 양반 탈의 고집스러움과 수염의 느낌을 얇은 천으로 주름을 잡아 체통이라는 무거운 틀 

로 묶어놓은 것처럼 약간 두꺼운 천으로 허리 부분을 다시 한번 입혀주었다. hemline 처리는 

입술의 형태를 본 떠 디자인하였다. 이 디자인은 양반의 나쁜 쪽보다 는 체통만을 지키려는 

순수함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쉬퐁같은 부드러운 천의 부분을 3단계 

과정을 거쳐 주름을 잡아 양감있게 표현해 주었다.

coloring 기법으로는 orange오｝ dark grayish green에 물을 많이 섞어 부드럽 게 하고, 마른 

후 orange 기운이 있는 brown으로 다시 칠했으며, 가슴 부분의 U자형 부분과 입술의 형태를 

본 뜬 hemline의 바이어스 부분은 금색으로 칠했다. 머리색은 의상의 분위기에 맞도록 red와 

brown으로 칠하고, 배경은 yellowish한 green과 brown 색연필로 처리하였다（그림 16-1）.

〈그림 16> 首양반탈

（수영 야유 가면극, 남부）

〈그림 16너〉首 양반 탈（그림 16）의 

이 미지를 적용한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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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미얄 할미 탈 

（양주 산대 가면극, 중부）

〈그림 17너〉 미 얄 할미 탈（그림 17）의 

이 미 지를 적 용한 Dress

〈그림 18> 먹중 탈

（양주 산대 가면극, 중부）

〈그림 18너〉 취발이 탈（그림 19）의 이 

미 지를 적용한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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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ess의 Fashion Illustration

1） 미얄 할미 탈（그림 17）의 이미지를 적용한 Dress
가슴부위를 교차하는 X자형의 디자인으로, 억압된 느낌과 더불어 여러가지 상황에서 몸부 

림치는 여성상을 변형하여 여러 겹의 흘러내리는 Skirt의 주름으로 표현하였다. 오늘날 여성 

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여성들이 핍박을 꿋꿋이 이겨낸 결과로 오늘날의 여성상이 확 

립되었다는 관점에서 색상은 pink와 purple을 섞어서 사용했다.

white 소량과 opera계열의 red를 묽게 섞어 1단계에서 8호 붓으로 주름의 형태대로 진하게 

칠한 후, 2단계에서 붓에 많은 물을 묻혀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면을 투명하게 채워나간다. 3 
단계에서는 2호 정도의 붓으로 주름의 유연함을 표현해가면서 묽은 black 으로 음영처리를 

하고 실루엣을 정리한다. 헤어스타일은 디자인과 어울리도록 길게 하여 gray로 칠했고, 배경 

은 부드러운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red와 black을 섞어 색연필로 마무리하였다（그림 17-1）.

2） 먹중 가면（그림 18）의 이미지를 적용한 Dress
코의 이미지를 거꾸로 약간 변형하여 collar에서 가슴, 허리로 내려오는 선으로 표현하였고, 

그 라인을 따라 입 주위의 점의 이미지를 단추장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음흉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소매에서 허리선까지를 얇은 천으로 주름 처리하여 베일에 싸인듯한 감을 

부여했다.

〈그림 19> 취발이 탈

（봉산 가면극, 북부）

〈그림 19너〉 취발이 탈（그림 19）의 이 

미 지를 적용한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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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는 먹중 가면의 음흉함을 표현하기 위해 green과 yellow의 기본색위에 묽은 black을 

덧입혀 주었다. 디자인 포인트가 collar에서 가슴, 허리로 내려오는 부분이므로, 가슴부분을 

밝게 처리하였다. 단추는 은색으로 먼저 칠한 후, dark gray로 음영을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를 주어 양감의 조화를 꾀하였다（그림 18-1）.

3） 봉산 취발이 탈（그림 19）의 이미지를 적용한 Dress
이마의 도드라진 주름과 혹들, 물결 모양으로 이어지는 색감의 흐름이 변형되어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었다. 가슴 밑에서 허리까지 side에 루프를 연속으로 연결하여 색상의 변화를 통 

해 탈의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쉬퐁으로 물결 모양의 느낌을 소매에 표현했다.

색상은 그 당시에 너무나 도전적이었던 취발이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opera계열의 red를 

주조색으로 칠하였고, black과 white, red의 반복되는 선의 율동감으로 봉산 취발이의 적극 

적 인 성격과 행동양식을 표현하였다（그림 19-1）.

V.結論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탈을 考察한 결과, 탈은 변해가는 사회속에서 발전해 간 민중의식의 

표현임을 알 수 있었으며, 탈이 사용한 假面劇이라는 예술은 그 시대을 반영한 人間像을 形象 

化하여 탈이라는 樣式으로 각기 그 特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假面 

劇에 나타난 인물은 개개인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상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정계 

층 내부의 서로 모순되는 두 측면이 선택되어 한 인물속에 압축됨으로써 강력하게 전형화 되 

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탈은 조형면에서 분석해 볼 때, 誇張과 歪曲을 통해 원형이 지닌 유력한 특징을 강조 

하였음과 이를 위해 눈, 코, 입 등의 기본적인 얼굴 형상을 강화 또는 약화시켜 파괴하고 있음 

을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속에 담겨진 조선시대인들의 自然主義的 성격과 信仰的 성격으 

로 집약된 造形的 특성과 視覺的 이미지를 主題로 하여 각 탈에 담겨진 自然美, 人間美, 傳統 

美를 歪曲보다는 誇張을 통한 變形을 위주로 jacket과 dress를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탈의 조형적 특성에서 얻어진 영감을 의상 디자인의 주제로 

하여 試圖한 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앞으로의 의상 디자인의 發想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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