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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for stage-costume design by making stage costumes based on amusement,
eclecticism, and the masquerade, which are the criteria for approaching stage costume design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mask theatre presented by P. G. Bogatyryov.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riteria to approach
stage costume design for mask theatre can be classified into amusement, eclecticism, and masquera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sk theatre presented by P. G. Bogatyryov. Second, the stage costume of a mongrel dog showed
amusement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image of therianthropy through the combination of a fur-lined vest and wristlet,
Korean traditional trousers with the paw-prints of a dog. Third, eclecticism contains diverse characteristics and escapes
from being singularly defined due to the fusion of severally different heterogeneous objects. The stage costume differently
used a method of wearing clothing in a different period, of choosing clothing materials, and of expressing color in every
character to indicate ambiguity to which the drama points through the integration of various expression elements. Fourth,
the masquerade present characters (Taembang, Daejang, and Changseok)who simultaneously play the role of fairies after
having changed into a white mask and having worn Korean a traditional overcoat (Durumagi) on the original clothes; the,
result is the change of the theatrical structure into another time and space inside the theatrical scene of imagination
through a concealment of the original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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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시시대부터 가면은 인간이 자연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

움을 극복하기 위한 매개체로 존재해왔다. 인간은 가면을 착용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세계의 초월

적인 대상으로의 변모를 통하여 더 이상 형이하학적 세계에 존

재하는 생명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는 인간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

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가면은 공

연에 활용됨으로써 가면극이라는 새로운 공연예술의 형태로 발

전되었다. 

가면극은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조형물의 하

나인 가면을 연기자가 착용하고 무대 위에 등장하여 등장인물

의 성격을 표출함으로 그 자체가 일상 세계에 대한 비일상적

존재의 출현에 대한 암시이며, 극의 장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Bae

(2002)의 연구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 가면극 의상과 영

국 복식과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Yang

and Lee(2009)는 한국 가면극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

가 이루어졌다. 또한, Lee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 가면

극 복식의 색채 특성과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Kim(2008)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가면의 형태와 특성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가면극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서양과 한국의 궁정 및 전통 가면

극의 복식과 패션에 나타난 가면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었기에 연구자는 이와는 다른 순수 창작 가면극에

관한 무대의상 연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 2회 유네스코·국제극예술협회(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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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중국 북경 중앙희극학원 실험극장에서 공연된 창작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의 작품에 본 연구자가 무대의상 디자

이너로 직접 참여하였다. 무대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러시

아의 기호학자 보가티료프(P. G. Bogatyryov)가 제시한 가면극

의 특성에 입각하여 도출한 기준에 따라 무대의상을 제작해봄

으로써 무대의상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연출의 의도 및 인물 분석뿐만 아니라

극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무대의상을 디자인 및 제작함

으로써 무대의상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위한 내용 및 절차는 첫째, 가면극의 일반적인 개

념과 러시아의 기호학자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가면극에 대한

이론의 고찰을 토대로 무대의상 디자인 접근 기준인 유희성(遊

戱性), 절충성(折衷性), 가장성(假裝性)을 도출한다. 둘째, 가면

극 ‘소라별 이야기’의 극의 내용, 연출의 의도 및 등장인물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세 가지 무대의상 접근 기준을 의상디자

인에 적용시켜 무대의상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연사

진을 통하여 무대에서 나타나는 의상의 표현 및 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술단체에 게재된 논문, 국·내외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연구방법과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의 무대의상 디자인 과정 및

결과물을 토대로 한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 범위

는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의 등장인물 전체인 소라, 동수, 찬성,

할아버지, 땜방, 대장, 똥깨, 요정들 총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가면극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Patrice(1987/1999)가 집필한 Le Dictionnaire du Theatre에 의

하면 가면극이란 16세기부터 18세기에 유행하는 극의 장르로써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조형물의 하나인 가면을 연

기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착용하고 무대 위에 등장함으로써 극

의 장면을 연출하는 공연예술의 장르 중 하나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가면극은 원시시대의 축제나 의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Kim & Kim, 2012), 원시사회의 인간들은 자

신보다 더 강한 자연이나 동물, 초자연적인 존재 등 가시적인

형상들과 비가시적인 형상들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조합하여 가

면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가면을 착장하고 자신 또는 부족의 안

위를 기원하는 것은 원시시대의 인간들에게 자연 속에서 경험

하였던 인간의 무기력함과 비가시적인 형상에 대한 불안감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원시사회의 인간들이 가면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가장함으로써 다른 인물로 변화할 수 있

다고 믿었으며, 이와 같은 믿음은 가면이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매개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술성을 기반

으로 형성된 가면극은 일부 미개척 민족 사이에 아직도 현존하

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의 가면극은 그 민족의 고유한 발생

과 발달과정을 간직하며 그 민족의 전통을 계승·발전해왔다. 

Jun(1999)에 의하면 국가별 전통 가면극의 종류는 아시아의

경우, 삼국 시대에 유입된 산악(散樂)이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발전되어온 우리나라의 가면극, 신을 위한 축제의 형

태에서 인간의 유희를 위한 중국의 나희(儺戱), 일본의 노(能),

티베트의 장희(藏戱), 태국의 콘(khon), 노라(Nora), 인도네시아

의 토펭(Topen), 자우크(Jauk) 등을 들 수 있으며, 북미지역이

나 아프리카의 경우 미국 북서해안에 사는 인디언들에 의해 전

승되어오는 ‘식인자(hamata)’의 연극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요루바(Yoruba)족의 에군군

(Egungun), 이보(Igbo)족의 몬우(mmonwu)등이 있다. 

그리스 시대의 극에서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양식은 현대에

서 우리가 접하는 마스크극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례행사 때 쓰인 가면이 보편화 되어 그리스 비극과 희극에 점

차 사용됨으로써 가면극이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중세 유럽에서는 가면극이 민속극이나 종교극의 형태로 나

타났으며, 르네상스기에 들어와 궁정가면극의 형태나 즉흥극의

형식을 띈 콤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로 존재하였

다. Bae(2002)에 의하면 초창기의 궁정가면극은 왕이나 귀족

들이 개최한 향연에서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가면을 착용한 손

님들이 춤과 시, 음악 등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는 가장공연물

(disguising)의 형태였으나, 사랑의 주제를 내포하는 고전신화,

무대의상, 무대 등 공연의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극적인

구조형식을 취함으로써 궁정가면극이라는 하나의 양식이 완성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즉흥

극 콤메디아 델라르테는 가면희극(假面喜劇)의 하나로 자리 잡

게 된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강력한 사회의 출현, 경제적인 개

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극에서 가면의 사용은 인간의 개성적인

표현을 제한함과 동시에 합리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받

아들여져 쇠퇴하였고(Kim, 2008), 배우의 다채로운 표정을 효

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분장술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사실주의에만 편승한 경향에 대하여 여러 연출가들의 반발

이 쟁점화 된 이후부터는 ‘연기 예술’을 전체적으로 수반하고

가면이 지니는 표현요소가 부각된 가면극 양식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가면극은 민족이나 시대의 고금(古今)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로 계승·발전해 왔으며, 과거의 주술적이며 신앙

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선 전통적인 축제

의 형태나 전시대적(煎時代的)인 가면과 후시대적(後時代的)인

연극이 융합하여 가면극이라는 하나의 연희(演戱) 형태로 널리

향유되고 있다.

2.2. 보가티료프(P. G. Bogatyryov)이론에서 가면의 역할에

대한 고찰

러시아학자 보가티료프는 민중연극에서 가면의 역할에 대해



보가티료프(P. G. Bogatyryov)의 이론을 적용한 무대의상 연구 -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를 중심으로 - 891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면극이 표출하는 특성을 분

석하였다. Patrice, P.(1987)가 집필한 Le Dictionnaire du

Theatre에 의하면 민중연극이란 ‘대중에 관련 되어 있는 예술로

최대한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레퍼토리와 관객 및 스타일

의 탐구에 의한 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중연극은

일반 대중을 위한 연극으로써 공연예술이라는 형식 및 관객을

위한 공연을 한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표방하는 현대의 가면극

과 지향하는 바가 동일함으로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이론을 바

탕으로 무대의상디자인 접근 기준을 마련하였다. 

The Great Encyclopedia of Religious Science(1998)에 의하

면 기호론입장에서 민중연극을 연구한 러시아학자 보가티료프

는 민중연극에서의 가면의 역할은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지 못

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함으로써 환상적인 표현효과를 창출하

며, 비일상적인 존재를 나타냄으로써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나

타냄과 동시에, 연기하고 있는 배우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없

게 함으로써 시·공간의 극 구조에 대한 변환이 행하여지는 것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가면극의 이론

을 토대로 가면극의 특성을 도출해보면 유희성, 모호성, 가장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1. 유희성

Yang(2004)의 연구에서는 유희란 놀이의 동의어로 사전적인

의미로 ‘즐겁게 노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흔히 오락

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즐거움,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에서

오는 기쁨과 같은 본능적인 것을 유희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또

한, Ha(1994)는 유희에 대해 감각적이며 동물적 불안정성의 자

연적 표현이라고 정의한 Platon과 Aristoteles를 언급하며, 유희

는 현실에서 도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하여 얻는 즐

거움은 해방을 통하여 얻는 즐거움이 아닌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희성은 우리 인간 본연에 내재

하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가티

료프가 제시한 가면극에서 가면의 역할 중 배우가 가면을 착용

함으로 인하여 무대 위에 새로운 인물을 표출함과 동시에 관객

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인물의 이미지를 다른 존재로 전환시

켜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즐

거움을 얻는 것으로써 가면극에서 가면이 유희성의 특성을 내

포함을 알 수 있다.

2.2.2. 모호성

Abrams(1981/1991)는 모호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단의적인 지

시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하는 막연하고 애매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Seo(2001)의 연구에 따르면 모호성이란 어떠한 대상

과 대상의 혼용으로 인하여 기존에 인식되어 왔던 각각의 대상

의 의미가 ‘다변적, 다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현상으로 이는

현대 과학이나 철학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나타나는 다원적 절충주의 현상처럼

현대의 문화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각기 다른 문화들

의 융합 속에 새로운 현상을 창출해내게 되는데, 이는 여러 가

지 요소들의 절충을 통하여 표상적으로는 한가지의 이미지로 인

식되어질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혼재된 양

상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호성은 여러 다른 대상들이 융합

함으로 인하여 한가지로 규정되는 것을 벗어나,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게 함으로써 불확정적인 모호한 상태를 띄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질

적인 요소들의 절충을 통하여 표출하는 환상적인 표현효과를 창

출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2.2.3. 가장성

Entwistle and Wilson(2001)에 의하면 가장성은 “인간의 욕구

나 공포, 관습, 사회적 실천을 연기할 수 있는 공간 창조, 은폐,

노출, 강조, 반항,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은유적 피복

을 다루는 정체성의 기술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인위적인 매개

체를 통하여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기존의 형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의미로써 인간은 가면을 통하여 상상의 존재

에 대한 막연한 기대욕구를 충족시켜왔으며, 가면으로 자신의 얼

굴을 덮음으로써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인물로의 변

화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와 영혼을 해방시킨다(Im, 2004).

다시 말해서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가면극에서 가면의 특징은

인위적인 가장을 통하여 연기자의 신분을 감춤으로써 배우의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안에 내재하고 있

는 개성을 표출시키며 더 나아가 관객에게 배역의 신분에 대한

궁금증을 상쇄시킴으로 극 중 몰입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

와 더불어 관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가면극에서의 가면은 어느

한 가지 특성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가면의

특성들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표출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성을 키워드로 분류하여 무대의상디자인을 위

한 기준을 도출해보면 유희성, 절충성, 가장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The Method for approaching stage costume desig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mask theatre presented by P. G. Bogatyryov

Classifi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sk theatre presented by P.G Bogatyryov The criteria for approaching stage costume design

First factor The amusement (The appearance of non-daily existence) The amusement

Second fatcor The ambiguity (The combination from a variety of factors) The Eclecticism

Third factor The masquerade (The concealment of an actor) The masqu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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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가면극의 특징에 따

른 '소라별 이야기'의 무대의상

3.1. '소라별 이야기'의 작품의 분석 및 등장인물분석

3.1.1. 작품의 분석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는 2011년 ‘세계연극페스티벌 GATS’

의 참가작품으로써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

도록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내용의 창작 가면극이다. “Stage

directer”(2012)에서 공연의 창작 및 연출을 맡은 백남영에 따르

면 “소라별 이야기에서 가면의 효과는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마스크를 벗음과 동시에 관람객은 공연 중 배우에 대한 궁금증

이 해소됨으로써 희열을 느낄 수 있으며, 관객에게 배우의 표

정이나 눈빛을 통해 전달되는 배우의 감정의 변화를 가면의 착

용을 통하여 차단함으로써 배우에게는 신체에서 표출되는 연기

의 섬세함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출자는 연

극에 가면을 활용하여 관객과 배우의 극 중 몰입을 유도하였다.

소라별 이야기의 공연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짧은 암전

을 통하여 극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줄거리는 할아버지가 된

동수의 어릴 적 추억의 회상으로부터 극이 전개되며, 할아버지

가 된 동수는 어느 가을녘 낡은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서울 소녀 ‘소라’는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오게 된다. 시골 아이들

은 서울에서 온 소라에게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지만 말을 못한

다는 사실을 알고 외면한다. 그러나 시골 아이들 중 동수의 관

심과 보살핌 속에 시골 아이들 또한 손을 내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나 감서리를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게 된다.

동수와 소라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숨긴 채 연못에서 돌을

던지고, 자연의 요정과 만나기도 하며, 밤하늘의 소라별을 만들

기도 한다. 동수와 헤어질 때가 된 소라는 동수에게 자신의 하

모니카를 건네고, 하모니카의 선율과 함께 극중 모든 캐릭터들

이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며 극은 막을 내린다. The pamphlet

of the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2011)에

의하면 소라별 이야기의 무대는 아기자기한 모양의 육면체 큐

브들을 이용하여 시골 내음 나는 바위를 형상화함으로써 어린

시절 동심 속으로의 회상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성

을 표출하고자 하였다(Fig. 1). 이와 같은 큐브들은 극의 전개

상황에 따라 감나무 밑의 담장, 동수와 소라가 물장난을 치던

징검다리, 동수와 소라가 별이야기를 하는 언덕 등으로 그 형

체를 달리하며 무대에서 표출된다. 

이와 같이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는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

으로 동수의 회상 속 어린 시절의 기억을 무대 위에 재현시킴

으로써, 관객으로부터 어릴 적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

다. 또한, 똥개라는 동물의 의인화, 정육면체 큐브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추상적인 무대, 가면을 통한 배우의 이미지의 은

폐, 기존 인물들의 요정역할 등 극의 연출의도를 통하여 ‘소라

별 이야기’는 가면극이 표출하는 특성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3.1.2. 등장인물분석

‘소라별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동수, 소라, 찬성, 할아버지, 땜

방, 대장, 똥개, 요정 8명으로써 동수는 극의 주인공으로써 극

중인물의 역할·성별 그리고 가면의 형태 및 특징에 대해 분

석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3.2. 디자인 접근 기준에 따른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의 무

대의상 디자인 및 제작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의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연극에서의

가면의 역할인 유희성, 모호성, 가장성으로 인하여 공연 또한

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연출자는 배우에게 가면을 착용

시킴으로써 가면극이 나타내는 특성들을 무대 위에 실현시키고

자 하였으며, 무대의상 또한 가면극의 특성을 충분히 표현해 낼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무대의상디자이너

는 인물분석을 통하여 그 인물에 적합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극이 지향하는 특성에 부합한 의상디자인 또한

필요하며, 인물 하나하나 의상들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무대미학을 실현시켜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보가티

료프가 제시한 극에서 가면의 특징에 근거하여 디자인 접근 방

법인 유희성, 절충성, 가장성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 디

자인을 도출해보고자 한다(Table 2).

3.2.1. 유희성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에 보이는 유희성은 사람과 가장 가

까운 동물인 개를 극에 의인화하여 등장시킴으로써 형성된다.

극 중 똥개의 역할은 개의 가면과 배우의 몸짓, 의성어를 통하

여 동물의 특성을 표출함과 동시에 인간이 쓰는 언어, 행동들

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개의 이미지

를 탈바꿈화 해준다. 

이에 따라 똥개의 무대의상은 극에서 똥개가 표출하고자 하

는 유희성을 의상에 접목시키기 위해 외형상 시각적으로 인식

되는 개의 특성을 일부분 차용하여 의상에 접목시킴으로써 인

간과 동물의 중간단계인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이미지를 나타

내었다. 똥개의 이미지는 연출자와의 사전회의를 통하여 다양

한 개의 종류 중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렁개’를 기본으

로 하였으며, 의상의 구성은 한국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극의 특

성상 한복의 아이템 중의 하나인 조끼, 토시, 한복바지로 구성

하였다. 조끼와 토시는 누렁개의 외형적 이미지에서 보이는 갈

Fig. 1. The stage design of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

the expression of warm sensitivity that is felt in the countryside through

various combinations of cubes. The pamphlet of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September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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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베이지색의 털을 적용시켰으며, 한복바지는 면을 사용하

여 제작 후, 시골정경에서 볼 수 있는 땅의 색상인 연한 갈색

과 자갈의 색상인 남색으로 그라데이션 염색하였다. 또한, 염색

이 끝난 후 하의에 발바닥 문양을 넣음으로써 시골에서 자유롭

게 돌아다니는 개를 상징화시켰다. 

3.2.2. 절충성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은 동수의

회상을 통하여 현실의 세계가 아닌 '어릴 적 추억'이라는 상상

의 세계를 무대 위에 현실화시킴으로써 나타난다. 이와 같이 극

의 시대의 불명료함을 통하여 모호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극의

연출방법은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림으

로써 신선함과 새로움을 선사한다. 보카티료프가 제시한 가면

극에서 가면의 특성 중의 하나인 모호성을 표출하기 위해 ‘소

라별 이야기’의 무대의상은 각각의 인물마다 다른 시대의 의상

을 착용, 의상 소재의 선택과 색채표현 방법을 달리 사용함으

로 다양한 표현요소들의 접목을 통하여 절충적인 양상을 보여

줌으로써 가면극이 지향하는 모호성을 나타내었다. 인물의 시

대적 의상의 혼용하기 위하여 먼저 인물분석을 기준으로 서울

에서 내려온 소라, 유복한 환경의 창석이와 같이 현대성을 띄

는 인물과 시골아이들 동수, 땜방, 대장, 할아버지 등 전통성을

띄는 인물로 분류하여 현대적인 의상과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

Table 2. The analysis of characters in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Classification The role of character The shape of mask The feature of mask

Dongsu

The character who is good-natured and faithful 

as a character who likes Sora, 

coming from Seoul. Picture 1. The shpe of Dongsu's mask.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Bushy hair and glasses for 

expressing simple image

Sora

The character who stirs up a calm feeling 

as a character who came to grandfather's house 

in rural area for a while from 

Seoul. Picture 2. The shpe of Sora's mask.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Long straight hair and big eyes 

for a girl's image

Chansung
The character who is greedy and mischievous 

as a village headman's son.
Picture 3. The shpe of Chansung's mask.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Beret and curled hair style for 

rich image

Taempang

The character of adding a fun to drama with 

erratic speech and behavior while harmonizing 

with children as an old fool in rural village. 
Picture 4. The shpe of Taempang's mask.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Hair as if having not shampooed 

and Taembang for numb-brained 

image

Daejang

The character who plays a role of a captain in 

village with stronger personality than boy child, 

but who likes to look pretty just to Dong-su, by 

having a big crush on Dong-su.
Picture 5. The shpe of Daejang's mask.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Short hair style and piercing eyes 

for expressing boyish girl

Grand-father
The character who utters curses well and is 

fussy as Sora's maternal grandfather.
Picture 6. The shpe of Grandfather's mask.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Hollow wrinkles and gray hair 

for expressing old man's image

A mongrel dog 

The character of frequently crossing the reality 

and the world of imagination while 

harmonizing with village children as a puppy, 

which goes around village.
Picture 7. The shpe of mask of a mongrel dog.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A dog's nose and ears for 

expressing a dog's image

Fairies

The character of embodying movement, which 

is seen in natural medium, as a 

fairy of nature. 
Picture 8. The shpe of mask of fairies.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July 12, 2011).

Expression of fairy image 

through morphological 

exaggeration in both eyes and 

nose, mystery through whit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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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치하였다. 소라의 의상은 흰색블라우스, 연분홍색 원피스

를 제작하였으며, 창석은 연보라색 바지와 체크무늬의 바지와

붉은색계열의 체크무늬 셔츠, 베레모를 착용시켰다. 반면, 전통

성을 띄는 시골아이들 및 할아버지는 한복의 시대별 의상을 혼

용하고 자연의 색상을 재염기법을 사용하여 낡고 오래된 느낌

을 부각시켰다. 동수의 의상은 조끼, 저고리, 바지, 대장은 저

고리, 치마, 속바지로 구성하였으며, 할아버지는 저고리와 바지

로 구성하였다. 땜방의 경우, 한복의 조끼, 바지로 구성하되 현

대적인 요소인 러닝셔츠를 가미함으로써, 바보인 땜방의 인물

특성을 표출하였다. 소재와 색채의 대비에서 현대적인 의상은

프린팅이나 무늬가 되어있는 기존의 원단을 바탕으로 제작하였

으며, 시골 아이들 및 할아버지의 의상은 염색이 잘되는 면 소

재를 활용하여 자연에서 보이는 색상을 적용하였다.

3.2.3. 가장성

‘소라별 이야기’에서의 가장성은 물의 요정의 역할에서 나타

나게 되는데, 동수와 소라가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장면에서 나

타나는 물의 요정은 물의 형상, 허수아비, 참새, 바람 등 자연

에서의 가시적인 매개체들과 비가시적인 매개체의 형상을 배우

의 몸짓이나 의성어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상상의 세계에서

Table 3. Stage costumes of mask theatre “The Story of Sora’s star”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for approaching stage costume design

Classification Character
Related item 

and costume
Color Material Costume design Final stage costume

The 

amusement

A mongrel 

dog 

· Fur-lined vest

· Fur-lined wristlet

· Korean traditional- pants 

with footprints of a dog

· Brown

· Black-beige

· Fur

· Cotton

 

Illustration 1. Illustration of a mongrel 

dog.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9. The costume of a mongrel 

dog.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12, 2011).

The 

ambiguity

Dongsu

· Korean traditional- vest 

· Jeogori (Korean 

traditional-jacket)

· Korean traditional Pants

· Beige

· Light- 

indigo

· Cotton

Illustration 2. Dongsu's illustration.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10. Dongsu's costume.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meber 12, 2011).

Sora
· Blouse

· One-piece dress

· Pink

· White

· Cotton

· Wool

Illustration 3. Sora's illustration.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11. Sora's costume.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12, 2011).

Chansung

· Checked shirt

· Pants

· Spenders

· Red

· Green

· Light-puple

· Oxford

· Cotton

Illustration 4. Chansung's illustration.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12. Chansung's costume.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12, 2011).

Taempang

· Undershirts

· Korean traditional - vest

· Korean traditional- pants

· White

· Light-

brown

· Light- 

indigo

· Cotton

Illustration 5. Taempang's illustration.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13. Taempang's costume.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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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상상의 인물을 무대 위에 재현시킴으로써 주인공의

회상을 통한 극의 흐름에 또 다른 시·공간의 극구조에 대한

변환을 가져왔다. 또한, 기존의 땜방, 대장, 창석 배우들이 기존

에 착용하였던 가면을 물의 요정을 나타내는 흰색가면으로 바

꾸어 착용함으로써 다른 인물로 가장되었던 인물을 다시 한 번

가장시킨다. 이와 같이 극에서 가장성의 특징을 표출하는 물의

요정의 무대의상은 본래 배역의 의상 위에 전통의상의 변형과

자연의 느낌을 표출하는 색상을 적용시킴으로써 극이 지향하는

가장성을 나타내었다. 전통의상의 변형은 한복에서 나타나는 두

루마기의 형태에서 소매 품을 넓게 적용하여 배우가 몸짓을 통

하여 자연사물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안이 비치

는 소재를 사용하여 관객에게 기존 인물들이 그 역할을 위해

가장했다는 느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자연의 형상

을 모두 수반할 수 있도록 물을 나타내는 파랑색과 흙의 색상

을 나타나는 갈색이 그라데이션 되어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4. 실제 공연에서 나타난 무대의상

디자인 도출 기준을 통하여 제작된 ‘소라별 이야기’의 무대

의상이 실제 무대 위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공연의

사진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똥개 의상의 경우, 털조끼, 털토시와 개의 발자국이 프린트

된 한복바지의 구성을 통하여 반인반수의 이미지를 무대 위에

시각화시킴으로써 배우의 연기와 의상과의 조합을 통하여 극에

서 지향하는 유희성을 표출하였다(Fig. 2). 

소라, 동수, 찬성, 땜방, 대장, 할아버지의 경우, 인물별 시대적

Fig. 2. The amusement presented by the combination of stage costume and actor’s performance -Related photo by writer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23, 2011).

Table 3. Stage costumes of mask theatre “The Story of Sora’s star”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for approaching stage costume design(continued) 

The 

ambiguity

Daejang

· Jeogori (Korean 

traditional- jacket)

· Korean traditional- 

skirt

· Underpants

· Lightartemi

sia-green 

· Red

· Plum

· Cotton

Illustration 6. Daejang's illustration.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14. Daejang's costume.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12, 2011).

Grand-

father

· Muffler

· Jeogori

· Korean traditional- 

pants

· Grey

· Light- 

black

· Cotton

Illustration 7. Grandfather's illustration.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15. Grandfather's costume.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12, 2011).

The 

masquerade 
Fairies

· Durumagi (Korean 

traditional-

overcoat)

· Blue

· Brown

· Chiffon

· Cotton

 

Illustration 8. The illustration of fairies.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August 11, 2011). 

Picture 16. The costume of fairies.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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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의 혼용, 소재와 색상의 대비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

을 무대 위에 시각화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의상의 요소들을 절

충하였을 때 시대적 모호성을 표출하였다. 이는 관객에게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이라는 사고를 전환시킴으로써 상상 속의 세계

가 무대 위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다(Fig. 3).

공연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과 무대는 의상과

더불어 무대공연의 완성적인 미학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물의 요정이 등장하는 장면의 경우, 파랑계열

의 조명과 갈색과 파랑색의 그라데이션 의상의 조화는 의상의

색감으로써 표출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

아내었으며, 배우의 신체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팔의 실루

엣이 형성됨으로써 물결의 형상을 시각화할 수 있었다(Fig. 4).

또한, 동수와 소라가 논둑을 거니는 장면에서 조명디자이너는

노란 색의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시골마을의 정경 분위기와 장

소의 전환을 관객에게 표출시켜주었으며, 두루마기 형태의 얇

은 소재는 조명을 통하여 기존의 배역들이 입었던 의상의 실루

엣을 관객에게 보여줌으로써 물의 요정에서 허수아비나 자연의

사물을 표현하는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다. 또

한, 관객에게 가장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상상속

의 극장면 속에 또 다른 시·공간의  극구조에 대한 변환을 시

켰다(Fig. 5). 이와 같이 무대의상디자이너는 무대 위에서 의상

만으로 표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파트와의 조화를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완벽한 무대미학을 실현시켜야만 한다.

5. 결 론

가면극은 민족이나 시대의 고금(古今)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

태로 계승·발전해 왔으며, 과거의 주술적이며 신앙적인 목적

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선 전통적인 축제의 형태나

전시대적(煎時代的)인 가면과 후시대적(後時代的)인 연극이 융

합하여 가면극이라는 새로운 공연예술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에 본 연구는 제 2회 유네스코·국제극예술협회 세계 연극대

학연맹 공식참가작으로 선정된 창작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의

무대의상 디자이너로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한 디자인 접근 기준에 입각

하여 무대의상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학자 보가티료프가 제시한 가면극의 특성에 관

한 이론을 토대로 마련한 가면극의 무대의상을 디자인하기 위

한 접근 기준은 유희성, 절충성, 가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유희성은 배우가 가면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무대 위에

비일상적인 존재를 출현시킴과 동시에 관객으로부터 기존의 사

유체계에 인식되어 있는 존재를 다른 형태로 탈바꿈화 시켜줌

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 자체로 즐거움

Fig. 5. The alteration of the theatrical structure in another time and space

inside the theatrical scene of imagination through concealing the part's

original clothing -Related photo by writer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23, 2011).

Fig. 4. Fantastical atmosphere presented by the harmony of stage lighting

with blue color and costume -Related photo by writer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 (September 23, 2011).

Fig. 3. The ambiguity presented by the combination of a variety of factors through mixing historical clothes by character and comparing the clothing

materials and colors. -Related photo by writer Mask Theatre The story about Soras star(September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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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는 것으로써 유희성을 표출하기 위한 무대의상은 똥개역

할의 무대의상을 검정과 갈색의 털이 매치된 조끼와 토시, 개의

발자국이 찍힌 한복의 바지로 디자인하여 인간과 동물의 중간

단계인 반인반수의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유희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절충성은 여러 다른 이질적인 대상들이 융합함으로 인

하여 한가지로 규정되는 것을 벗어나, 다의적인 특성을 내포하

는 것으로써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의 무대의상은 각각의 인물

마다 다른 시대의 의상을 착용, 의상 소재의 선택과 색채표현 방

법을 달리 사용함으로 다양한 표현요소들의 접목을 통하여 극이

지향하는 모호성을 나타내었다. 소라와 창석의 경우 흰색블라우

스와 연분홍색 원피스, 창석은 체크무늬의 바지와 붉은색계열의

체크무늬 셔츠, 베레모를 착용시켜 디자인하였으며, 동수, 땜방,

대장, 할아버지는 여러 한복의 시대별 의상을 혼용하고 자연의

색상을 연하게 염색하여 디자인함으로서 다양한 요소들의 절충

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시대적 모호성을 나타냄으로써 무대 위에

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극의 분위기를 표출하였다.

 넷째, 가장성은 인위적인 매개체를 통하여 외형적으로 표출

되는 기존의 형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의미로써

가장성을 표출하기 위한 무대의상은 땜방, 대장, 창석의 배역이

물의 요정의 역할을 함으로써, 흰색가면의 전환과 본래 배역의

의상 위에 파랑색과 갈색으로 그라데이션 된 두루마기를 착용

시켰다. 이는 원래 배역의상의 가장을 통하여 동수의 회상을 통

해 나타나는 극장면에 또 다른 시·공간의 극구조에 대한 변

환을 시켰다. 본 연구는 무대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 등장인물

분석뿐만 아니라 가면극이 표출하는 특성에 입각하여 무대의상

을 디자인하였다. 공연 예술이 다양한 형태로 기획되고 탈장르

화 되어감에 따라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디자인 접근을 통한 무

대의상 연구는 완성도 있는 무대미학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중

요한 의미라 생각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한 무

대의상디자인의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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