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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researcher intended to extract the major factors of makeup design from Yangju-beolsandaenori-
tal(masks) and Songpa-sandaenori-tal which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among many kinds of the Korean folk 
masks, and to apply those factors to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in terms of makeup design. The 17 San-
daenori-tals exhibited at 'The special exhibition of the Korean folk masks' in 1981 b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The formational analysis in terms of shape, color and material was con-
ducted. The 5 factor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ace and hair, forehead, eye and eyebrows, mouth and nose. The 
beauty expressed in Sandaenori-tal includes naturalness, eccentricity and good-humor. The human feelings are expressed 
candidly and simply through naturalness. The eccentricity in Sandaenori-tal overemphasizes the shape of mask unsym-
metrically. And it is expressed ghostliy in black, white and red colors. The good-humors in aesthetic viewpoint was 
expressed in surprised faces and innocent smile. Researcher applies the good humour to the art makeup in strong natural 
colors an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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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는 ‘문화경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세계화 현상과 함       

께 자국민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2002 코리아 재팬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내면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전통탈은 액을 막고 복        

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적인 요소를 포함한 동시에 그 자체가        

한국적인 표정, 용모와 배역에 따른 인물의 개성도 잘 표현되        

어 있는 훌륭한 조형 미술품으로서, 그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산대놀이 탈은 무용, 연극, 민속놀이에서 사용되는 예능탈(한      

국문화재보호재단, 1996)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원 중      

부지방에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 하회탈이나 병산탈이 보여주      

는 완벽함과는 달리 서민적인 소탈한 여유를 지니고 있으며, 배        

역에 따라 보여지는 세심함과 이목구비의 그림새나 채색에까지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우리민족이 창출한 미적 소산의     

탁월한 전형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논자는 산대놀이탈에 대     

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형태, 색상, 질감의 측면에서 메이컵 디     

자인의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정서에 부합되     

는 아트메이컵 디자인(art make-up design)을 개발함으로써 전     

통문화의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산대놀     

이의 역사와 특징, 산대놀이 탈의 종류를 살펴보고 둘째, 산대     

놀이 탈의 조형분석을 통해 미적 특성을 도출해낸다. 셋째, 산     

대놀이 탈의 조형미를 적용하여 아트메이컵 작품을 제시한다.     

연구대상은 탈놀이 후 탈이 소각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소간의     

형태 변이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감안하여 1981년 국립민속박     

물관이 주최한 ‘한국의 탈 특별전’에 전시되었던 산대 나무탈     

17점(서울대학교 소장, 말뚝이 1점은 바가지탈)으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 전통문화와 탈, 아트메이컵디     

자인, 색채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메이컵디자인이 시각적 대상임을 감안하여 연구대상 및 작품     

제작결과를 사진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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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산대놀이의 역사 

탈놀이를 다루고 있는 문헌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삼        

국사기』권32『잡지』에 있는 최치원의 향악잡영 (鄕樂雜詠)    

5수(五首)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탈 중 최초의 것으로         

알려진 것은 6세기경 신라시대의 방상씨 탈로 추측되는 목심       

칠면(木心漆面)이다(오주연, 2000). 고려시대의 가무백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 말 이색의 작품인『산대잡극』이      

라는 시가 있다(심우성, 2000). 

고려 말의 학자들이 명명한 ‘산대잡극’은 채붕(綵棚) 산대의      

외관을 갖추고 여기서 가무 잡기 및 잡희(주로 탈극을 의미하며        

때로는 인형극을 포함함)를 공연하는 세속적인 놀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16세기의 조선 궁정에서 서울 광화문 바깥에 만든 산대       

의 구조는 한층 더 큰 것이었다. 조선 시기에 중국 명나라의         

사신을 영접할 때 공연한 산대 잡희 또는 산대 나례라고 부른         

놀음은 이전의 산대잡극과 기본구조는 같고, 종류만 약간 다채       

로워졌을 뿐이었다(김일출, 1998). 조선 초에는 그 지방을 지나       

가는 안태사(安胎使)를 산대잡희로서 영접해야 하는 관례가 있      

었기 때문에 산대놀이를 배설하기 위하여 농사를 폐지해야 하       

는 때도 있었다. 경기 이북에서는 특히 중국 사신의 왕래와 관         

련하여 산대 배우들이 있어 사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징용되었다(김일출, 1998). 

산대잡극은 각 지방 서민생활 가운데 스며들어 그 지방의 전        

통적인 민속가무와 결합되면서 지방적인 특색을 띠게 되었는데,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 국운이 쇠잔해지면서 명맥       

만 유지하기에 이르러(심우성, 2000) 1754년 공의로서의 산대      

잡희는 결국 없어지고 말았다. 조선 궁정의 산대잡희가 정지된       

후로 백희와 탈놀이는 오로지 민간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김일출, 1998).

오늘날 산대놀이라고 부르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상술한      

산대잡극 중에서 백희와 분리된, 탈놀이의 전통만이 서울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하층민들에 의하여 전승된 것을 지칭한다       

(김일출, 1998). 

2.2. 산대놀이의 특징 

일명 <산디놀이>, <산지놀이>, <산두놀이> 등으로도 불린 우      

리나라 경기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산대놀이로는 서울의 애오개,      

녹번, 사직, 구파발, 퇴계원, 가믄돌, 노들, 송파, 의정부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양주 별산대놀이와 송파 산대놀이 두 가        

지만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와 송파 산대놀이를 중       

심으로 산대놀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주 별산대 놀이 : 양주 별산대는 국가적인 산대놀이가 폐        

지된 이후 19세기 초중엽 애오개 본산대놀이의 영향과 사직골       

산대 혹은 구파발산대놀이의 영향아래 형성되었다(전경욱,    

1998). 사직골 딱딱이패에게 전수받아 양주땅에 정착시킨 양주     

산대를 두고 별산대(別山臺)라고 한다. 양주별산대 놀이는 6.     

25사변이 끝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재정비되어 1964년 중     

요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별산대놀이가 전승되     

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여행자들의 왕래와 상거래가 활발하였던 곳이다. 

연희시기는 음력 3월 3일, 4월 초파일, 5월 단오, 8월 추석,     

9월 9일외에 기우제 같은 때에도 행해졌다고 한다. 전 8과장으     

로 이루어졌으며 상좌, 옴중, 먹중, 연잎, 눈꿈쩍이, 샌님, 팔먹     

중, 노장, 신할아비, 신할미 순으로 진행되며 춤의 장단은 염불     

타령굿거리 등이 있다(원정혜, 1995). 

탈놀이의 내용은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기타 노유서민 들의 등장을 통하여 현실폭로와 풍자, 호색, 웃     

음과 탄식을 보여준다. 이 탈놀음은 남녀 갈등보다 양반과 평     

민의 대립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계급차별에 대한 자각과     

남녀 차별에 대한 자각과의 차이로 보여진다(이두현, 1979).  

양주산대놀이가 지상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학술적인 조사     

를 갖게 된 계기는 1929년 9월에 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박람회     

의 초청공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연희자들은 최후의 공연임     

을 각오하고 놀이가 끝난 후 사용해 오던 탈이나 의상을 매도     

해 버리고, 패거리도 해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에서는 그 탈을 구입하여 민속학 참고실에 수장하게 되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탈이 바로 그것이다(서연호,     

2002).  

송파 산대놀이 : 송파산대놀이는 19세기 초중엽에 구파발본     

산대놀이 등의 영향 아래 성립된 별산대놀이로, 원래 구송파에     

전승되어 1973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다(김은    

전, 1997).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근처에 있는 서     

울놀이마당에 전수회관을 두고 있다. 

송파산대놀이의 전승지인 송파나루는 오강(五江)의 하나로 조     

선 후기 전국에서 가장 큰 열다섯 향시(鄕市)의 하나였던 송파     

장이 섰던 곳이다. 이러한 상역지 송파에 장꾼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일찍이 산대놀이가 정착되었을 것(정병호, 1990)이라는     

의견이 이 방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놀이꾼은 대부분     

시장이나 나루터에서 막일이나 소규모의 가게, 술장사, 뱃일 등     

을 하는 서민층이었으며, 정월 대보름, 4월 8일, 단오, 백중, 추     

석에 산대놀이를 놀았다. 

1963년 1월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에 속해 있었고 1925년 7월 대홍수로 인해 송파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모래사장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가     

락동 일대로 이주해 살면서 한 두 번 산대놀이를 거행했으나     

전승이 단절되었다. 대신 1930년대초부터 돌말이(석촌리)에서    

탈극이 재연되어 태평양전쟁이 나기 전까지 한동안 활발했다.     

그 후 일제시대말에 단절되었던 돌말이의 산대놀이는 해방 이     

후 몇 차례 공연되었으나 다시 전승이 끊겼다가 1960년대에 복     

원되었다(전경욱, 1998). 이보형의「송파 산대놀이」(『중요 무    

형문화재 해설-연극편-』, 문화재관리국, 1986)의 ‘유래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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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의하면, 서울에 철로가 생기면서 송파장은 쇠퇴하기 시작       

하였고, 을축년 홍수로 송파 마을이 온통 물에 흽쓸려 나가자        

장을 돌말이로 옮겼는데 그 뒤로는 송파장이 깨져 산대놀음이       

시들해졌다고 전해진다(심우성, 2000). 

놀이내용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먹중, 제3과장 연      

잎눈꿈쩍이, 제4과장 애사당의 북놀이,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      

놀이, 제6과장 신주부의 침놀이, 제7과장 노장, 제8과장 신장수,       

제9과장 취발이, 제10과장 샌님말뚝이, 제11과장 샌님미얄포도     

부장, 제12과장 신할아비신할미로 구성되어 있다. 반주장단은     

염불과 타령, 굿거리가 사용된다. 

2.3. 산대놀이 탈의 종류 

1981년 국립민속박물관 주최로 ‘한국의 탈 특별전’에 전시되      

었던 조선시대 말기의 산대 나무탈 17점(서울대학교 소장, 말       

뚝이 1점은 바가지탈)을 중심으로 산대놀이 주요 탈의 종류와       

그 특징(심우성, 2000;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 2000)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미얄할미(Fig. 1) : 크기는 높이 20.5cm, 너비 17cm이며, 특        

징은 샌님의 본 처로, 샌님의 첩인 소무와 싸우고 쫓겨나는 역         

이다. 전형적 한국여인상으로, 착잡하고 체념에 가득찬 표정을      

하고 있다. 

팔먹중(Fig. 2) : 크기는 높이 23cm, 너비 19cm이며, 특징        

은 주황색 바탕에 눈과 눈썹, 수염이 희게 그려졌고, 조형적인        

표현이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킨다. 

포도부장(Fig. 3) : 크기는 높이 25.5cm, 너비 23cm이며, 특        

징은 샌님의 첩과 정을 통하거나 또는 샌님과 어울리고 있는        

소무를 꾀어내 가로채는 역할을 한다. 

신할아비(Fig. 4) : 크기는 높이 31cm, 너비 18cm이며, 특        

징은 노란색 바탕에 이마는 길고 눈은 아래로 처지고 입은 약         

간 위를 향해 찢어졌으며 이마, 미간, 양볼, 턱 등에 주름살이         

많이 새겨졌다. 눈썹, 수염은 따로 심었다. 

원숭이(Fig. 5) : 크기는 높이 22.5cm, 너비 17.5cm이며, 특        

징은 주황색 바탕에 눈은 동그랗게 만들고 금색을 칠했으며 이        

마, 미간, 콧잔등에는 까맣고 노란 점을 찍었다. 입은 작게 뚫         

고 머리와 눈썹에는 털을 붙였다. 

샌님(Fig. 6) : 크기는 높이 26cm, 너비 22.5cm이며 특징은        

샌님이란 양반을 점잖게 부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세파에 찌       

들려 주름이 지고 세상물정 모르는 나약한 양반을 이른다. 

취발이(Fig. 7) : 크기는 높이 26cm, 너비 19cm이며 특징은        

종교적 형식, 도덕성을 비웃고 민중의 삶, 본능적인 욕구를 숨        

김없이 과시하듯이 진실 거짓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말뚝이(Fig. 8) : 크기는 높이 22cm. 너비 19cm이며, 특징        

은 바가지탈로 양반의 정체를 벗기고 허세를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노장(Fig. 9) : 크기는 높이 26cm, 너비 24cm이며, 특징은        

힘없고 늙은 중이며 파계승으로 본능적인 욕정을 억제하지 못       

하고 고승의 위치를 상실하여 소무를 유혹되는 역할로 탈춤의       

파계승 마당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로서 상좌나 먹중의 우두머     

리이며 평생을 불도에만 정진하여 도가 높은 노승이다. 

애사당(Fig. 10) : 크기는 높이 23cm, 너비 17cm이며, 특징     

은 가냘프고 예쁜 여성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연지 곤지로 단     

장하고 극중에서는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나온다.(     

샌님의 첩) 

눈끔쩍이(Fig. 11) : 크기는 높이 33.5cm, 너비 20cm이며,     

특징은 주황 색 바탕의 얼굴에 머리에는 연잎을 썼고 이마에는     

노란 띠를 둘렀으며 눈은 둥글고 놋으로 된 눈뚜껑을 여닫게     

장치했다. 눈썹과 입술은 녹색을 칠하고 문양을 그렸다. 

왜장녀(Fig. 12) : 크기는 높이 25.5cm, 너비 21.5cm이며,     

특징은 흰색 바탕에 눈은 아래로 처지고 입은 위로 향해 찢어     

졌고 머리와 눈썹은 까맣게 칠했다. 왜장녀와 애사당은 모녀지     

간이다. 

목중(Fig. 13) : 크기는 높이 26.5cm, 너비 22.5cm이며, 특     

징은 주황색 바탕에 눈은 아래로 처지고 입도 크게 아래로 찢     

어졌으며 이마, 양볼, 턱에 주름살이 있고 눈썹과 수염은 노랑     

과 검은색 점으로 표현하였다. 

연잎(Fig. 14) : 크기는 높이 33cm, 너비 20cm이며, 특징     

은 양주별산대놀이에서는 근엄하고 위엄있는 존재로 옴중이나     

목중의 비행을 은근히 꾸짖는 반면 송파놀이에서는 타락한 양     

반, 중들과 놀아나는 천박한 존재로 비쳐진다. 

상좌(Fig. 15) : 크기는 높이 23.5cm, 너비 19cm이며, 특징     

은 중을 말하며 첫째과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송파 산     

대놀이는 양주 별산대놀이와 대동소이하다. 

옴중(Fig. 16) : 크기는 높이 26cm, 너비 21cm이며, 특징     

은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진옴은 중으로서의 고결한 풍모     

는 볼 수 없고 불결한 인상을 풍긴다. 

먹중(Fig. 17) : 크기는 높이 24.5cm, 너비 21cm이며, 특징     

은 검은 바탕에 이마 중심에 붉은 원을 칠하고 눈썹, 눈은 하     

얗게 칠했으며 코는 삼각형의 긴 코를 하고 있다. 오입쟁이 땡     

땡이 중 노릇을 한다. 먹중은 검은 색깔의 승려라는 뜻으로 절     

에서 군불을 때는 젊은 중임을 알 수 있다. 

3. 산대놀이 탈의 조형미 

  

3.1. 산대놀이 탈의 조형미 분석 

산대놀이의 탈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고 비교적 아기자기     

하고 손질이 많이 가해져서 기교적이고 다양하고, 탈의 크기가     

대부분 비슷하고 중탈이 많이 등장한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대체적으로 선이 둥글고 사실성이 강조되어 부드러우면     

서도 해학적이다(심명식, 1987). 전반적으로 완만한 곡선과 곱     

게 다듬어진 볼록면을 지니고 있고, 색감 또한 밝고 회화적으     

로 배합되어 있으며(박태우, 1991), 탈의 모양은 탈을 사용하는     

행위자의 역할과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이명     

수, 1991).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산대놀이 탈의 목중, 외장녀, 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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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부분의 탈의 눈과 눈썹의 형태가 하향선의 처진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처진 눈썹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반면 어        

리석고 모자라거나 천박한 느낌을 준다(추욱희 외, 2003). 이는       

삶의 고뇌와 슬픔, 좌절감등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곡선형의 눈썹외에 눈썹 안쪽에 빗살무늬(말뚝이), 와선      

무늬(연잎, 눈꿈쩍이) 등을 넣거나 눈썹 꼬리 부분이 둥글게 올        

라간 형태(팔먹중), 눈썹 자체가 꼬불꼬불한 곡선형태(목중, 옴      

중, 취발이)를 띠기도 한다. 

입술 형태는 대부분 상향선(연잎, 외장녀, 눈꿈쩍이, 말뚝이)      

과 하향선(옴중, 먹중, 노장, 취발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구각        

이 올라간 입술은 따뜻하고 사교성이 풍부한 성격을 나타내고       

처진 입술은 비관적이고 약한 기질의 느낌을 준다(추욱희 외,       

2003). 

얼굴형은 둥근형, 장방형, 사각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오게 보인다거나 눈두덩이 움푹 들       

어가 보이게 하고, 큰 코, 언청이 입술 등으로 과장하는 등 변          

형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탈(애사당, 포          

도부장, 상좌)과는 달리 현실에 대한 폭로, 양반계층에 대한 불        

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학과 풍자성을 더해 준다. 심리적인 강        

한 표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반탈은 기품 있어 보이고 이     

마가 널찍하고 이목구비가 번뜻하거나 수염이 강조되어 위엄과     

점잖음을 표현한 반면, 상민은 선이 굵고 힘차지만 색깔에 있     

어서나 이목구비는 비천하게 생김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다. 

색채 측면에서 볼 때, 산대놀이 탈의 전통색은 오방색에 근     

거한다. 청(靑), 백(白), 적(赤), 흑(黑), 중앙의 황색을 포함하여     

이 다섯 색채는 녹색, 벽색, 홍색, 유황색, 자색 다섯 가지의     

간색을 두었다(이승희, 1992). 오색의 다채로운 사용은 전통적     

신앙과 무속이 밀착되어 해학적인 조화의 미와 한국 전통의 미     

를 엿볼 수 있게 한다(조고미, 2000). 

산대놀이의 목중, 눈끔쩍이와 연잎, 원숭이탈 등에 사용된 붉     

은 색 또는 주홍색은 주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색이며, 공포를 일으키는 색으로(이강렬, 1986)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귀신을 쫓는데 붉은색이 자주 사용되었다. 또 붉은색     

은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     

문에 늙은이와 지배층을 공격하는 취발이와 말뚝이 등 젊은이     

의 탈에 붉은색이 많이 쓰인다(박연선, 1999; 이재진, 2000).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무겁고 깊은 느     

낌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완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Fig. 1. 미얄할미. Fig. 2. 팔먹중. Fig. 3. 포도부장. Fig. 4. 신할아비. Fig. 5. 원숭이. Fig. 6. 샌님.

     

Fig. 7. 취발이. Fig. 8. 말뚝이. Fig. 9. 노장. Fig. 10. 애사당. Fig. 11. 눈끔쩍이.

   

Fig. 12. 왜장녀. Fig. 13. 목중. Fig. 14. 연잎. Fig. 15. 상좌. Fig. 16. 옴중. Fig. 17. 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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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여 외, 2003) 노장과 먹중, 미얄할미의 검은 얼굴색은 오        

랜 삶에 지치고 찌든 심리적인 측면의 투영이라고 사료된다(서       

경현, 2000). 검은 색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탈의 색은 흰색이         

다. 여성 탈들을 제외하면 대개의 흰색 탈은 지체 높은 양반이         

나 샌님 탈들이다. 얼굴이 희다는 것은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귀하게 자랐다는 것을 뜻한다. 창백하고 허약한 사람의       

얼굴이기도 하다. 또한 흰색은 청결하고 순수한 느낌으로 부정       

적 이미지로는 공허하고 상실감, 빈약, 고독감을 준다(조기여      

외, 2003).  

피부색으로 사용된 고동색은 친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의 대지의 색으로 붉은색에서 온        

색이기도 하다. 취발이의 붉은 얼굴색은 자유분방한 생활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서경현, 2000). 

재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탈에서 느끼는 질감은 나무 탈의       

자연적이고 조금은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느낌과 함께 거친 느       

낌을 주고 옴중의 옴, 원숭이의 눈썹, 머리, 취발이의 풀어진        

상투, 샌님의 눈썹, 수염 등의 표현은 탈의 입체감을 더해 주         

고 준다. 

Table 1은 탈의 종류에 따라 얼굴과 머리, 이마, 눈과 눈썹,         

입, 코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3.2. 산대놀이 탈의 조형미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대놀이 탈의 조형미를 분석한 결       

과, 자연미, 해학미, 기괴미로 도출되었다. 

자연미 : 콜링우드는 자연미에 대해 첫째, 인간의 본연과는       

대조적으로 정의되는 순수한 자연 본연의 미, 둘째, 인간의 의        

지에 따라 자연의 미에 인간의 감정을 첨가하여 생기는 아름다        

움, 셋째, 일종의 자연미라 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이 낳는          

인위성을 거부하지 않는 제3의 미로 분류함으로서(이인숙,     

1989), 자연주의는 자연에 대한 재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연       

원형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뵐플린의 ‘양식의 이중근원’인 형       

식과 내용을 모두 중시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인간 예술의욕       

에 의해서 예술적 형식으로 형상화되는 가운데 예술미로서 확       

립되었다.  

산대 탈은 한국인의 이미지가 내포된 가장 한국적인 자연미       

를 지니고 있는 탈로서, 자연과 어우러져 함께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던 민중의 삶과 철학이 한국의 탈속에 내포되어 있음과       

동시에 어느 탈보다도 인간화되어 매우 사실적이며 인간의 감       

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얼굴의 형태나 눈, 코, 입의 형태에서 곡선을 많이 사용하여        

신체부분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줌으로      

써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상향선 보다는 하향선을 많        

이 사용하여 소박하고 선한 서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색상에서는 원색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혼합되지 않은 자연      

미를 연출한다. 또한 각각의 색상은 방위와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살아       

가는 삶을 뜻하며 풍요를 비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다(임형준, 2003). 

또한 산대 탈은 재질면에서 볼 때 나무탈에다가 수염이나 눈     

썹정도 외에는 별로 수식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나무나     

바가지를 사용하여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등 서민의 생활감정을 그대로 거침     

없이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해학미 : 해학이란 웃음, 농담, 풍자, 익살, 역설, 비유의 뜻     

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국문화교류연구회, 1998). 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조롱이나 냉소가 아니라 기존의 절대적     

지배권에 대한 반응, 충돌, 재해석 또는 수용을 통해 부정적 현     

상에 대한 교정과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장미숙, 1999). 

한국 예술에서 보여지는 해학미는 인간적인 삶의 인고의 역     

경을 웃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생각과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낙천적인 성향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윤보연, 2001).     

이러한 민족정서가 산대 탈에 표출되어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해학과 풍자가 흘러넘친다. 산대놀이 탈은 전체적으로 찡     

그리고 고민하는 모양의 탈보다는 웃는 상이거나 놀란 표정이     

많다. 상당수의 탈들이 정상적인 표정이 아니라, 입이 삐뚤어졌     

다든지 눈이 짝짝이든지 언청이 같은 인물이 많으며 특히 흥미     

로운 것은 이들은 모두 서민들이 증오하는 양반들이라는 사실     

이다. 이는 풍자와 과장을 통해 서민들의 억눌렀던 감정을 표     

출하고 애환을 담아내었다(이혜령, 1998). 

탈 극에서 등장하는 병신은 민속학적으로 볼 때는 벽사의식     

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희극성을 띠는 것이기도 하다(국립민     

속박물관, 1996). 노장, 취발이, 목중 탈의 점들은 파리똥이라     

하여 무아에 빠져있는 불승을 매우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취발이 탈은 얼굴이 붉은 색이고 코가 크며, 이     

마에 여러 개의 주름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탈의 이     

마에서부터 한 줄기의 긴 머리카락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있어     

해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또 말뚝이의 이마, 눈 밑, 콧     

등, 턱밑의 기하학적인 문양(면)과 이마의 빨강, 노랑, 파랑의     

작은 원(점)의 반복적인 사용, 눈썹의 선적인 표현(선)은 리듬     

감과 함께 해학적 조형미를 더해 주고 있다. 

기괴미 : 기괴미는 일반적으로 ‘괴기스러운 것, 부조리한 것,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 예술상에 나타난 괴이하고 황당무계한     

것’을 뜻하는 말로, 형식과 내용 사이의 상충적인 대조, 이질적     

인 요소들의 불안정한 혼합,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무시무시한 역     

설의 폭발적인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섬뜩하고 기분 나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익숙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안, 음울,     

실망, 억압을 표현한다(김주영, 2003). 

한국 전통 탈을 처음 대하게 되면 그 괴상 망측스럽게 생긴     

것에 놀란다. 즉 탈의 형상자체는 신분적 특권이나 숭고성, 권     

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체부분의 과장된 표현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표현양식을 통해 패러디함으로써 부조리한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할아비     

의 경우 이마가 매우 높게 과장되어 있고, 이마, 볼, 코, 그리     

고 턱밑의 주름을 지나치게 표현하고, 광대뼈를 강조하는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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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맞지 않는 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미얄할미의          

검푸른 얼굴색과 툭 튀어 나온 광대뼈, 노장의 검은 얼굴색과        

심술궂은 인상은 기괴함을 더해 주고 있다. 샌님의 쌍언청이의       

큰 입은 양반을 비하시켜 풍자적인 느낌과 함께 섬뜻함을 준다.        

색채 면에서도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는데서 기괴미를 느낄 수     

있다. 원색은 탈을 착용하는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강렬하     

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며(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탈의 원     

색이 색채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현대인의 심미안을 흔들어     

Table 1. 탈의 종류에 따른 조형 분석

종류 얼굴과 머리 이마 눈과 눈썹 입 코

미얄할미

얼굴형-둥근형

얼굴색-녹색+청색

이마, 볼 턱 등 얼굴 

전반에 걸쳐 많은 주름 표현

깊고 가는 주름 표현 눈형태-처진눈

눈두덩이가 움푹들어가 있음
    

입형태-구각이 위로 

올라간 형태

입술색-붉은색
 

적당한 크기
 

팔먹중

얼굴형-둥근형

얼굴색-주황색

매끈하고 적당한 

넓이의 이마

눈형태-물고기형태의 처진눈

눈썹-흰색일자눈썹에 

눈꼬리는 와선형태로 

올라감(화살형문양)

눈주변에 따라 흰색테를 

두름
  

입형태-일자형태 입술로 

입술두께가 일정함

입주변을 따라 약간 

긴수염을 직선 또는 

와선으로 표현
 

약간 긴코
 

포도부장

얼굴형-사각형

얼굴색-흰색

머리-망건을 그려넣음

사실적 이미지

다소 좁은 이마 눈형태-아래로 처짐

눈썹-적당한 두께와 

길이의 둥근 눈썹
 

입형태-얇은입술로 

약간 입을 벌리고 있음

수염-윗입술을 따라 

관리의 전형인 카이젤수염이 

두텁게 표현됨

아래턱에 다이아몬드 

·문양의 수염표현
 

코 폭이 다소 넓고 

균형잡힌 코
 

신할아비

얼굴형-과장된 긴 장방형

얼굴색-노랑색

이마, 볼, 턱, 미간 등 얼굴

전반에 주름살이 많이 

새겨져 있음

이마-매우 길고 

다소 과장되어 있음

이마를 가로질러 깊고 

많은 주름이 규칙적으로 

표현

눈형태-처진눈

눈주위를 따라 일정한 

두께의 테를 두름

눈썹-눈썹을 작은 

다발로 수직방향으로 

표현하여 입체감을 줌
 

입형태-구각이 약간

올라간 입술형태

인중과 입술아래에 작은 

다발로 수염을 붙여 

입체감을 줌
 

콧등이 도톰한 코
 

원숭이

얼굴형-역삼각형

얼굴색-주황색

이마, 미간, 콧잔등에는 

까맣고 노란점을 찍어 

원숭이털의 이미지를 표현

양볼에도 다소 거칠게 

표현해 동물의 표피를 나타냄

머리-털로 입체적인 표현

매끈한 이마 눈형태-원형

눈주위에 일정한 

금색테를 칠함

눈썹-털로 눈썹을 

·입체적으로 표현
 

입형태-얇고작은 

역삼각형의 입

입술색-입술안쪽에 

·붉은색
 

3겹의 층으로 

작은 원숭이코 표현
 

샌님

얼굴형-둥근형

얼굴색-고동색

광대뼈가 튀어나옴

이마중앙에 옅은 

주름표현

눈형태-원형

눈썹-눈썹뼈위에 

길게 붙여있음

-긴다발의 눈썹을 수직방향

·으로 붙임
 

입형태-윗입술이 

쌍언청이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길고 구각이 

처진 입

-윗입술과 아래턱에 

·수염이 작은 묶음으로 

·여러개 붙여져있음
 

콧망울이 길고 두툼한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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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종류 얼굴과 머리 이마 눈과 눈썹 입 코

취발이

얼굴형-장방형

얼굴색-붉은 고동색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그 위에 S자형태의 

주름표현

굵은 주름 표현

이마위에는 풀린 

상투가 달림

눈형태-처진눈으로

눈꺼풀이 얇음

눈썹 -규칙적인 곡선주름 

형태의 눈썹

-검은색과 노란색을 

·혼용하여 두드러져 보임
 

입형태-크고 구각이 

아래로 많이 처진형태

인중과 입주변, 턱선을 

따라 검은색과 노란색 

점을 사용하여 수염을

표현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코의 윤곽을 표현하여 

코가 두드려져 보임

콧망울이 올라간 코
 

말뚝이

얼굴형-둥근형

얼굴색-주황색

마름모 문양이 양볼, 

콧등끝, 미간, 아래턱에 

표현

광대뼈가 나옴 

굵고 깊은 2개의 주름이 

이마전반에 걸쳐 

길게 표현

노랑, 빨강, 녹색의 

둥근점이 주름을 따라 

균일하게 표현

눈형태-처진눈

눈썹-굵고 두터운 처진눈

(안쪽에 검은색사선 넣음)
 

입형태-크고 둥글게 

처진 입

아랫입술이 윗입술 

중앙에 닿아있음
 

코끝이 납작하게 표현
 

노장

얼굴형-둥근형

얼굴색-검은색

광대뼈가 튀어나옴

이마, 콧등, 양볼, 

아래턱에 깊은 주름

굵고 둥근 주름이 

많이 있음

눈형태-처진눈

눈두덩이 부분이 움푹 

들어감

눈썹-불규칙한 노란색 

점으로 눈썹폭을 넓게 

표현
 

입형태-크고 길며 구각이

처진 입

입술색-붉은색

인중, 입주변, 턱밑에 

노란색점으로 수염을 표현
 

콧망울이 두툼한 

과장된 큰코

콧등에 수직선의 주름

표현

 

애사당

얼굴형-장방형

얼굴색-흰색

연지,곤지

머리-검은색. 중앙 가리마

사실적 이미지

넓고 균형잡힌 이마 눈형태-둥글고 알맞은 

크기의 사실적인 눈

눈썹-눈썹산이 있고 

약간 올라간 눈썹
 

입형태-가늘고 구각이 

약간 올라간 사실적인 입
 

다소 길고 균형잡힌 코
 

눈끔쩍이

얼굴형-사각형

얼굴색-주황색

광대뼈가 많이 돌출되어

보임

머리-녹색의 연잎을 

모자처럼 씀

이마에 가는 노란색 

띠를 두름

눈형태-둥근눈

-놋으로 된 눈뚜껑을 

·여닫게 장치

눈썹-굵고 두터운 녹색

눈썹. 안쪽에 노란색의 

와선문양을 넣음
 

입형태-크고 완만하게 

구각이 올라간 입

입술주위에 일정한 두께의

테를 두름. 안쪽은 

노란색의 와선문양을 넣음
 

콧망울이 두툼하고

과장된 코
    

왜장녀

얼굴형-장방형

얼굴색-흰색

머리-검은색.중앙에 

가리마가 있음

사실적 이미지

약간 좁은 이마 눈형태-눈길이가 길게 

처진눈

눈꺼풀이 얇게 표현됨

눈썹-검고 둥근눈썹으로

눈꼬리는 약간 처짐
 

입형태-구각이 올라간 

웃는 형태

입술색-붉은색
 

코가 높고 콧망울이 

두툼하여 많이 돌출되어

보이는 과장된 큰 코

목중

얼굴형-둥근형

얼굴색-주황색

광대뼈가 튀어 나와 보임,

그위에 깊은 검은색 

주름이 있음

이마중앙에 완만한 

산모양의 주름이 

3개 있음

눈형태-처진눈

눈썹-C자와 작은 

자유곡선 형태의 눈썹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입체적인 눈썹 표현
 

입형태-크고 완만하게 

처진 얇은 입술

인중과 입술주변 턱밑에

검은색과 노랑색의 점으로

수염자국을 폭넓게 표현
 

콧망울이 도톰한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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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다. 질감 면에서 울퉁불퉁하여 요철이 심한데, 광대뼈가 유       

난히 툭 튀어 나왔다던가 심목고비형(深目高鼻型)이라든가 하     

는 것으로 제작자의 생각대로 거침없이 그리고 과장되게 표현       

함으로써 기괴미를 발견할 수 있다. 

4. 산대놀이탈의 조형미를 응용한 

아트메이컵 

아트메이컵은 얼굴 또는 신체를 캔버스로 생각하여 메이컵      

아티스트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 인체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다(이화      

순 외, 2003). 본고에서는 분석된 산대탈의 조형미 즉, 자연미,        

해학미, 기괴미를 근거로 아트메이컵 디자인을 시도하여 고감      

성시대의 새로운 생활과 사고방식에 부합되는 전통예술의 신예      

술화를 의도하였다.  

4.1. 자연미를 표현한 디자인 

Fig. 18의 작품은 오방색 가운데 흰색과 검은색의 절제된 색     

과 주름의 형태미를 중심으로 자연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 : 산대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주름을 완만한     

곡선처리를 하여 세월의 흔적과 무상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 하였다. 주름의 형태를 이미지화하기 위하여 스텐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주름의 선적인 표현은 대담하면서도 자연     

스러운 조화를 더해주도록 시도되었다. 

색채 : 흰색은 양반이나 여성 탈에서 볼 수 있는 색으로 인     

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과의 친화를 의미하는 소박함에서 기인     

하고, 또 악재를 피하려는 인간본연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주     

술성을 엿볼 수 있는 색감이다. 얼굴의 바탕을 흰색으로 나타     

내었으며 주름은 검은색을 사용하여 흰색과 검은 색의 대조적     

인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질감 : 얼굴의 바탕 색을 흰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얼굴의 반     

은 에어브러쉬로 처리하여 얼굴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살려 투     

명감있게 나타냈고, 나머지 반은 브러쉬터치로 수성페인트 제     

Continued.

종류 얼굴과 머리 이마 눈과 눈썹 입 코

연잎

얼굴형-둥근형

얼굴색-붉은고동색

머리-녹색의 연잎을 

모자처럼 씀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임

일정한 형태의 노란색 

띠를 두름

눈형태-처진눈

눈썹-굵고 두터운 길게 

처진 형태의 눈썹

눈썹색상-녹색바탕에 

검은색과 연녹색 

와선문양이 표현됨
 

입형태-길게 찢어지고 

구각이 약간 올라간 입

입술주변에 녹색 테를 

두르고 그 위에 검은색, 

연녹색 와선형태 문양이 

표현됨
 

적당한 크기의 코
 

상좌

얼굴형-마름모형

얼굴색-흰색

머리색-검은색

붉은 두건을 씀

매우 사실적인 이미지 

좁은 이마 눈형태-처진눈

눈썹형태-둥근 눈썹으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감

눈썹색-검은색
 

입형태 

-윗입술은 얇고 입술산이 

없고, 아랫입술은 삼각형

으로 표현

콧망울이 둥든
 

옴중

얼굴형-장방형

얼굴색-짙은고동색

얼굴전면에 돌기가 있어 

옴을 표시

광대뼈가 돌출되었고 

굵고 노란색 주름이 있음

중앙에 완만한 

U자형 주름이 있음

눈형태

-눈두덩이가 움푹 들어가 있음

-처진눈

눈썹-노랑색의 꼬불꼬불한

와선형태로 표현

눈자위-노란색
 

입형태-크고 완만한 

처진형태의 입

입술색-붉은색

입술아래 산모양의 주름이 

있고 입술선을 따라 균일한 

노란색 점으로 수염표현
 

콧망울이 넓고 두툼한

과장된 코

먹중

얼굴형-둥근형

얼굴색-검은색

광대뼈가 나와보임

이마 중앙에 붉은 

원을 표현

눈형태-처진눈 (두 눈사이의

간격이 좁고 눈꼬리가 약간 

상승)

눈가장자리를 흰색으로

테를 두름

눈썹-굵은 흰색 눈썹
 

입형태-기본형태는 

일자형이나 아랫입술이 

코끝에 닿아 있음

입술색-붉은색

코밑 아래턱부분에 흰색점을

찍어 수염을 표현
 

매우 긴 삼각형태의 

코로 과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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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표현하였다. 내재된 인간내면의 이중성과 허위를 암시      

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4.2. 해학미를 표현한 디자인

Fig. 19의 작품은 풍자, 익살, 역설의 해학미를 표현하기 위        

해 양반계급을 비판하는 중심적인 인물인 취발이, 말뚝이 탈의       

내재된 한(恨)을 해학과 익살로 풀고, 세상을 밝게 살아가려는       

한국인의 얼굴을 나타내고자 주술성이 강한 원색의 색감을 사       

용하여 면을 강조한 메이컵을 함으로써 젊음, 활기, 진취적인       

강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형태 : 해학과 풍자미를 더해주는 취발이 탈을 비롯한 탈에        

서 엿볼 수 있는 과장된 큰 코를 면을 분할하여 이미지화하였         

다. 

색채 :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여 오히        

려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형태미와 함께 익살스러움       

과 리드미컬한 흥을 더해 주는 디자인으로 시도되었다.  

질감 : 면 분할을 통한 메이컵을 함으로써 산대나무탈의 나        

이테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고, 전문가용 수성페인트 물감      

을 사용하여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하였다. 

4.3. 기괴미를 표현한 디자인 

Fig. 20의 작품은 부조화, 공격성과 소외, 섬뜩함을 기본 형        

태로 하는 기괴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산대놀이 탈의 노장이나       

할미탈, 먹중탈에서 엿볼 수 있는 어둡고 기이하고 무서운 느        

낌을 주는 귀면성이 강한 느낌을 디자인으로 도출하였다. 무채       

색을 중심으로 하여 붉은 원색의 대비부조화를 표현하여, 탈에       

서 보여지는 불균형한 과장된 모습을 비대칭의 구도로 탈이 지        

니고 있는 이중적 심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형태 : 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눈썹의 조형미를 언밸런스한       

곡선처리로 변화를 주었고, 세상과 양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처       

진 눈, 입술 형태의 변형으로 왜곡되고 일그러져 파격을 이루        

되 넘치지는 않도록 하였다. 

색채 : 흰 색과 검은 색의 대조적인 색감을 사용하여 강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으며 눈과 입술형태에서 검은 색과 붉은 색        

의 원색을 사용하여 형태미와 함께 섬뜩하고 강한 느낌을 표현        

하였다. 

질감 : 수성페인트 제품을 사용하여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     

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끊임없는 생명력과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     

운 이미지 창출이 요구된다. 실제로 탈놀이의 경우 민간 연극     

으로 어렵게 보존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지향적 문화유산으로     

박제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탈놀음후 탈을 소각하는 것은 불의 정화력을 믿는 태     

양숭배에서 유래하고, 전통적으로 액을 쫓는(追儺) 제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勝又洋子, 2002). 따라서 탈은 지난 시대     

의 형태를 반복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발전과 함께 가     

변하면서 부단히 재창출되는 것이다. 이는 메이컵의 장르가 일     

회성으로 가변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 가운데 한국인의 표     

정과 용모뿐 아니라 한민족의 정서와 사상까지 포괄하는 조형     

물인 탈의 미적 가치를 살펴보고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검토하     

기 위하여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한 총체적 연구이다.     

특히 서민의 소탈한 미를 표출한 산대놀이 탈을 중심주제로 함     

으로써 서민 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되새겨 보고, 점차 서     

구문화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아트 메이컵에 한국 전통     

문화의 요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대놀이탈의 조형미는 자연미, 해학미, 기     

괴미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아트메이컵디자인 도출을 시     

도하였다. 자연미는 오방색 가운데 흰색과 검은색의 절제된 색     

과 주름의 부드러운 곡선미로 표현하였고, 해학미는 강렬한 원     

색의 색감을 사용하고 면을 강조한 메이컵을 하였으며 기괴미     

는 흰색, 검은색, 붉은색을 사용, 비대칭 구도로서 귀면성을 표     

현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전통     

탈의 조형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트메이컵디자인의 소재     

를 도출하여 얼굴 뿐만아니라 바디, 헤어에까지 확장시켜서 표     

   

Fig. 18. 자연미를 표현한 디자인. Fig. 19. 해학미를 표현한 디자인. Fig. 20. 기괴미를 표현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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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2003년도 태평양장학재단 학술지원       

금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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