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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臉譜는 국 통극에 등장하는 배우의 얼굴 분장  하나이다. 검보는 객에게 

극 이해에 필요한 인물의 성격, 극의 흐름, 무 배경, 소도구 등을 상징하는 색과 

아이콘을 배우의 얼굴에 그려 넣어 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검보는 객이 인지

할 수 있는 보편 인 기호와 상징질서 안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시각 으로 정

형화시켜 표 하고 있다. 그것의 시각  재 방식은 색, 구도유형, 아이콘을 들 수 

있다.1) 

이러한 검보를 구성하는 색과 구도유형  아이콘은 해당지역의 문화  축 물로

서, 이를 통해 배우와 객의 상호교감과 호흡을 이끌어 내는 국의 문화코드라고 

할 수 있다.

검보라는 명칭 자체에서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천 년 동안 축 되어 온 국문화와 국인의 사유공식으로 계보화된 정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NRF-2010-327-A00366)

** 상명 학교 교육 학원 임강사

1) 정유선, <검보, 스테 오타입의 시각  재 >, 《 국소설논총》 29집, 한국 국소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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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상징성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국 통극은 물론 국문화의 특징과 매

우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인이 국문화를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  

꼽는 이미지 의 하나가 바로 검보인 것이다. 검보는 이러한 내재된 요소와 특징

으로 인해 국문화를 표하며 지 까지도 계승ㆍ발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의 국 통극 연구경향은 주로 통극 내용과 체제  인물형

상 등 텍스트 연구에 치 하고 있어 상 으로 분장, 의상, 연기 등과 같은 공연

술 인 측면의 연구는 다소 소홀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으로 삼고자 

하는 검보 역시 재 국 통극 연구자들의 심 역과 멀어 검보란 무엇이며 언

제부터 사용해 왔는지 등에 한 근본 인 물음조차도 구체 이고 체계 으로 논의

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같은 실정은 한국 학계 역시 마찬가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문화사업 육성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인 계로, 국 통극의 연구도 더불어 과거와는 차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 테면, 첫째, 문화콘텐츠 소재 확보를 해 통극에 련한 

자료의 DB구축, 둘째, 희곡텍스트 연구와 함께 통극을 구성하는 요소, 연기, 배

경, 사회  계 연구 등을 포함하는 연구범 의 확 이다. 이는 통극을 하나의 

문화 상으로 연구하고자함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국 통극을 소재로 하여 경

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에 한 연구 등으로 환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와 같은 연구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검보는 실제로 

국 통극 연구보다는 문화산업 련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여 활용되어지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들의 수요를 만족할 만큼 뒷받침해  이

론  근거나 활용할 만한 결과물이 많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국 검보의 형성 원인에 

한 궁극 인 해답을 얻기 해 발생론 이며 연구사  입장에서 기존의 자료와 

논의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재검토하는데 목 을 둔다. 이를 해 우선 논의의 

요한 단서가 되는 검보의 명칭과 범주, 종류, 용도에 해 고찰한 다음, 기존에 산

발 으로 언 되었던 학자들의 검보 기원에 한 여러 학설을 계보학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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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 검보의 명칭과 유형

재 국에서 경극을 비롯한 여러 지방희에 사용되고 있는 검보의 종류는 수 천 

종에 이르며 그 모양과 형태 한 다양하다.2) 이에 본 장에서는 검보의 기원에 

한 계보학  고찰을 해 우선 검보에 한 기본 인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

다.

1. 검보의 명칭과 범주

본 에서는 ‘검보’라는 명칭을 고  문헌 을 조사하여 그 명칭이 언제부터 

불려 왔으며 왜 그러한 명칭으로 불렸을까하는 물음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 통극의 얼굴 분장은 크게 素面 분장과 塗面 분장으로 나뉜다. 소면 분장

은 주로 生과 旦 각색에 사용되며, 살색과 분홍색 분을 먼  살짝 바르고 검은색으

로 과 썹을 그리는 분장법으로 潔面 혹은 俊扮이라고도 한다. 도면 분장은 주

로 淨과 丑 각색에 사용되며, 극  인물에 따라 색과 도안을 그려 넣는 색채 화장

을 말한다.

옛날에는 이러한 분장을 ‘勾臉兒’ 혹은 ‘開臉’, ‘打臉’이라고 했는데,3) 색과 선으

로 표 된 각색의 얼굴이 매우 과장되고 변형되어 花臉 혹은 花面이라고도 불렸다. 

정과 축이 각각 大花臉과 花臉으로 불리는 이유 역시 배우의 얼굴 분장 특징에

서 얻어진 명칭이다. 검보는 정과 축 각색의 도면 분장에 한 모든 명칭을 통칭한 

것이다.

우선 검보라는 명칭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검

보에 한 정의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문헌은 근  경극 연구자 王夢生이 지은 

《梨園佳話》4)이다.

에는 사제 간에 수했으며 그 형식을 자세히 기록한 문 인 계보가 있었

 2) 趙夢林, <序文>, 《中國京劇臉譜》, 朝華出版社, 2005

 3) <京劇臉譜硏究>(一), 《中國戱曲》, 2003.7

 4) 王夢生, 《梨園佳話》, 商務印書館,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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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를 검보라고 한다.(从前师弟授受, 有专谱备载其式, 之脸谱.)

왕몽생은 검보를 로부터 해져 내려오는 얼굴 분장 계보와 그 형식을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의 《梨園佳話》는 경극 유   청말 민  譚

鑫培 유  공연 술의5) 계통성과 역사성, 특징과 규율, 극본 등을 정리한 작으

로, 특정 경극 유 의 통과 수에 에 맞추어 서술되었다. 

검보는 체 으로 국 통극에서 오랫동안 얼굴 분장 경험이 쌓여 체계 으로 

승해 내려오는 塗面 분장 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주목

해 고찰한다면, 담흠배의 이 책은 설사 담흠배 유 만을 다루고 있어 연구 상이 

편 이고 한정 이긴 하지만, 그 유 의 수와 계통의 향 계를 집 으로 

다루고 있다는 에서 검보의 계보학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최근 학자  검보에 해 비교  구체 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학자는 靈初를 

들 수 있다.

검보는 민족특색을 지닌 특수 분장법이다. 검보는 소  계보를 이르는 것으로, 

배우가 얼굴에 도란이나 수채로 각양각색의 도안을 그렸는데 그 모두에는 략

인 형식이 있다. 마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연주할 때 악보에 따라 해야 하는 

것과 같다.(臉譜, 是一種具有民族特色的特殊化粧方法. 臉譜之所以爲譜, 是演員

通過油彩或水彩在臉上勾畵出各種各樣的圖案, 他们都有一種大槪的譜式, 如同

唱歌､ 奏 要按照 譜一樣.)6)

의 정의 역시 앞서 언 한 왕몽생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왕몽생의 정

의에서 좀더 구체 으로 언 하고 있는 것은 검보가 국 고유의 얼굴 분장으로, 

도란이나 수채를 사용하여 분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왕몽생의 정의와 연결하여 

살펴 야 할 부분은 바로 로부터 해져 내려오는 얼굴 분장 방식이라는 계통성

과 유형화이다.

왕희평 역시 검보에 한 단어  함의를 단지 얼굴 분장 圖  혹은 圖譜의 의미

일 뿐으로 曲譜, 舞譜, 畵譜 등과 같은 종류를 의미한다7)는 의 언 과 유사한 

 5) 王萍, <20世纪初京剧流派理论研究解读>, 《甘肃社会科学》, 2009年 第一期

 6) <臉譜的顔色>, 《醫文知識》, 1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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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검보를 술형식 자체의 명칭이 아니라 술의 

기록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검보와 같은 이러한 기록은 술

의 형식과 규칙에 한 정리와 귀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후의 창작에 일정한 참고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8)

이러한 의견들은 후  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검보의 명칭

도 계보의 의미를 지닌 ‘譜’를 사용한 것과 일맥상통하리라 본다. 

그 다면 검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王希平은 검보 명칭의 기원

에 해 다음과 같이 고증하고 있다.

‘검보’라는 단어는 략 청  말엽에 생겨난 것으로 정식으로 여러 문헌에 보인 

것은 민국 이다. 그 시기 경극 무 술은 이미 발 하여 성숙했으며, 얼굴 분

장 술 역시 비교  높은 수 에 이르 고, 조형수법도 차 완비되어 형식이 다

양해졌을 뿐 아니라 풍성해 졌다. 때문에 이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  얼

굴 분장을 그려 기록하고 정리해서 엮어 책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검보’로 만들어

지게 되었다. 당시에 이미 각종 검보첩이나 공 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는 상

황이었다.(‘臉譜’一詞大略産生在淸代末葉, 正式見諸文字則在民國初年. 那時, 京

劇的舞臺藝術已發展成熟, 其臉兒化粧藝術也已取得 高的水平, 造型手法逐步

完備, 形式多樣且富于變化. 因此, 就有許多喜愛它的人 舞臺上的臉兒繪制記

下來, 幷整理彙編成冊, 這才形成了‘臉譜’. 當時已先有 種種臉譜冊 或制成工

藝品于 上出售的情況.)9)

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희평은 검보라는 명칭은 략 청  말엽에 생겨났으며 

문헌에 정식으로 보인 것은 민  시기라고 했다. 이에 해 다른 학자들의 다른 의

견이나 고증은 재까지 찾아 볼 수 없다.

청말 민  시기 경극은 객들로부터 경극 사상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 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 술이었다. 따라서 당시는 

객들에게 경극 공연 자체뿐 아니라 배우, 소품, 무  등 경극과 련된 모든 것

이 최 의 심을 끌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극 극단 

 7) 王希平, <臉兒 臉譜>, 《 根》, 1995.2

 8) 왕희평, 앞의 논문 참조

 9) 왕희평,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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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들은 더 많은 객을 끌기 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 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시기는 경극의 화와 경극 극단의 상업  경쟁이 치열하 으며, 

보 이긴 하나 배우는 물론 경극 공연과 련 된 모든 것을 상품화하 던 것이다. 

그  하나의 가 바로 검보이다.

의 인용문 내용과 같이, 문 직업배우 외에도 경극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직

 검보를 그리고 정리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들을 상으로 검보첩이나 검보 

련 공 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여러 자료와 과거의 여러 정황을 통해 살펴보면 검보에 한 

의미와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로부터 해 내려오는 도면 분장의 형식과 기법을 수한다는 계통성을 

함의하고 있는 얼굴 분장 계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도면 분장을 종이나 비단 등의 매체에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 얼굴 분장 譜

帖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검보의 명칭과 범주에 한 근원 인 물음에 해 정리하

고자 한다.

2. 검보의 유형과 특징

본 에서는 로부터 내려온 도면 분장을 어떻게 유형화 시켰는지를 살펴  보고

자 한다. 즉 검보의 내재 인 함의를 시각 으로 어떻게 표상하고 있으며 그 쓰임

은 무엇인지를 기존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계통화되고 유형화된 검보는 주로 객이 인지할 수 있는 

보편 인 기호와 상징질서 안에서 등장인물의 스테 오타입을 시각 으로 표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것의 시각  재 방식은 오랫동안 객과 소통하여 만들어 놓

은 상징기호인 구도유형, 색, 아이콘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검보는 이러한 문화  함의가 내재된 시각  상징기호를 통해 다양한 인간군상을 

재 하고 있으며, 통극의 정형화된 배우의 연기와 분장, 특수한 돌출형 무  여

건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공연요소들을 배우의 얼굴 분장에 시각 인 기호로 보완한 

장치로도 사용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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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에서는 검보의 주요 시각  재 방식인 구도유형, 색, 아이콘 세 가

지  구도유형과 색 두 가지를 심으로 검보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아이콘은 각각의 극과 인물, 개별 상황에 따라 교체와 변형될 가능

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 천 종이나 되는 검보를 유형화하고 계보학 인 검보의 

기원을 고찰하는 데에 큰 비 으로 두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 여러 학자들은 검보를 유형별ㆍ각색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趙夢

林의 《中國京劇臉譜》(朝華出版社, 2005)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 책은 재 검보 

련한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검보를 체계 으로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조몽림의 연구성과를 기본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11)

그는 검보 568개를 14개 유형으로 나 고 이에 한 해설을 간단하게 덧붙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몽림이 분류한 14개 유형을 심으로 다른 학자들의 연구성과

도 함께 참고하여 검보 구도의 유형과 색의 함의를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12)

整臉은 가장 보편 으로 볼 수 있는 검보 형식이다. 분장할 때 우선 얼굴 체에 

주요색 한 가지를 발라 피부를 과장시키고, 그 에 썹, , 코, 입 부 와 섬세

한 근육결을 그려 인물의 성격을 표 한다. 

三块瓦臉은 정검을 기 로 하여 썹, , 코를 한층 과장한 것으로, 선으로 

썹과 , 그리고 코 부 를 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으로 불린다. 삼괴와검은 

검보에서 단히 범 하게 사용된다. 이 검보 형식은 도안의 칭과 정교한 붓놀

림, 다양한 색채를 요구한다. 이 검보는 正三块瓦, 三块瓦, 花三块瓦, 老三块瓦 

등으로 나뉜다. 정삼괴와검은 부분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선비 등과 같은 정

 인물을 표 하는데 사용된다. 세운 썹, 큰 , 둥근 코가 특징이며 홍색ㆍ백

색ㆍ자주색이 많이 사용되고 수염은 滿髥을 단다. 첨삼괴와검은 부분 처지거나 

뾰족한 썹과 리를 세우거나 치켜 올린  모양을 그리며 기본 으로 코언

10) 鄭有善의 <검보, 스테 오타입의 시각  재 >(《 국소설논총》 29집, 한국 국소설학

회, 2009.3)과 < 신희 검보 아이콘 읽기>(《 국소설논총》 30집, 한국 국소설학회, 

2009.9) 참조

11) 조몽림, 앞의 책, 7-18쪽 참조

12) 조몽림의 앞의 책(7-13쪽)과 黃鈞 等의 《京劇文化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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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뾰족하다. 노삼괴와검은 부분 정정한 노인을 표 하는 데 사용하고 정  

인물과 부정  인물 모두에게 해당되며, 수염은 백색이나 회색 만염을 단다.

十字門臉은 삼괴와검에서 발 한 것으로, 주요색을 한 가지 색으로 이고 이 

색으로 이마에서 코 아래까지 칠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요색으로 그려진 선과  부 의 구도가 십자형을 이루어 이를 십자문검이라 한

다.  이 검보는 老十字門臉과 花十字門臉으로 나뉘며 웅과 무장 등의 정  

인물을 나타내다. 여기에 사용되는 수염은 老臉에는 만염을, 花臉에는 찰염을 단

다. 

六分臉은 정검에서 발 된 것이다. 이 검보는 썹을 백색으로 체 얼굴의 10

분의 4정도로 확 ㆍ과장하고, 이마 앙에 그린 선의 색을 주요색으로 삼아 얼굴

의 나머지 10분의 6을 채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육분검 혹은 老臉이라고도 부

른다. 육분검은 수염이 무성하고 공이 높은 충직한 노장을 표 하며 주요색으로 사

용되는 색은 자주색ㆍ흑색ㆍ홍색이다. 이에 사용되는 수염은 부분 만염이나 黲滿

髥이다. 

 네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검보를 로 들면 아래와 같다.13)

關羽[紅整臉]

  

夏候惇[藍 三块瓦臉]

  

張飛[黑十字門花臉]

  

黃盖[紅六分臉]

碎花臉은 화삼괴와검에서 변형된 것으로 이마 정 앙에는 주요색을 칠하고 나머

지 부 에는 보조색과 문양을 덧붙여 그린다. 여기에 사용되는 색과 구도가 다양하

며 선이 복잡하고 세 하기 때문에 쇄화검이라고 한다. 부분 성격이 거칠고 난폭

한 무장과 산 을 표 하며 정 ㆍ부정  인물 모두에 사용된다. 입부 는 수염

13) 본고에서 인용하는 모든 검보는 조몽림의 《 국경극검보》(朝華出版社, 2005)에서 인

용한 것임을 밝  둔다.



中國 臉譜의 기원에 한 계보학  고찰  135

없이 드러내 놓거나 흑색이나 홍색 찰염 혹은 일자염의 수염을 달기도 한다. 

歪臉은 자 그 로 오 이 바르지 않은 검보를 뜻하는데 바로 생김새가 추한 

인물에 사용된다. 주로 악당 수하들의 추악한 얼굴을 과장하는 데에 사용되며 몇몇 

특정한 정  인물에도 사용된다. 이 검보는 좌우 구도가 비 칭으로 일그러진 느

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도안은 쇄화검과 삼괴와검 등에서 본떴으며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다. 이 검보에는 수염을 달지 않고 입부 를 드러내거나 찰염을 단

다. 

僧道臉은 僧臉 혹은 和尙臉이라고도 한다. 구도는 삼괴와검과 비슷하다. 이 검

보는 콩팥 모양의  부 , 문양이 들어간 코와 입 부 , 이마에 홍색 사리의 둥근 

채나 불문에 귀의하여 계를 받았다는 표시인 아홉 개의 을 그리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사용되는 색은 백색ㆍ홍색ㆍ황색ㆍ남색 등으로, 그  백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검보에는 虬髥을 달거나 입 부 를 드러낸다. 

太監臉은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환 에게만 사용된다. 색은 홍색

과 백색 두 가지만 사용되며, 형식은 정검이나 삼괴와검과 비슷하나 태감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뾰족한 썹은 간교함을 나타내고 칼 모양의  부 는 백성을 착취하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드러낸 입 양쪽이 아래로 삐친 것은 간악하고 잔인한 성격

을 두드러지게 한 것이며, 이마 앙에 둥근 채를 그려 자신은 거세를 하 으며 

불문의 제자라는 것을 뽐내는 모습을 표 한다. 이마와 양쪽 볼의 통통한 주름은 

높은 지 에서 호의호식하며 사치스러운 생활로 피둥피둥 살  모습을 표 한 것이

다. 이러한 태감검은 악폐를 행하며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을 짓 르는 간

사스러운 형상을 나타낸다.

 네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검보를 로 들면 아래와 같다.

夏侯淵[黑碎歪花臉]

  

許褚[黑碎花臉]

  

魯智深[白僧臉]

  

劉瑾[紅太監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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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寶臉은 이마와 얼굴윤곽의 색이 같지 않고 그 모양이 元寶처럼 생겨 원보검이

라고 한다. 普通元寶臉과 倒元寶臉, 花元寶臉 세 종류로 나뉜다. 보통원보검의 구

도는 삼괴와검과 비슷하다. 일반 으로 신분이 높지 않은 무인이나 副  혹은 中軍

에 사용된다. 도원보검은 썹 에는 홍색을 바르고 아래에는 백색을 바른다. 

과 코 부 에는 표정을 나타내는 주름을 그리며 악당과 해학 인 단역 인물이 표

된다. 화원보검의 구도는 복잡하며 쇄화검과 비슷하다. 이 검보는  부 에는 문

양이 있고 코는 들창코이며 주요색은 이마에 있고 수염은 찰염을 많이 단다. 부

분 신화희의 승심 에 사용되기 때문에 判兒臉이라고도 하며 얼굴이 흉측하고 

몸체가 기괴하고 성격이 난폭한 인물을 표 하기도 한다. 화원보검은 정  인물 

뿐 아니라 부정  인물에도 사용되며 이러한 역할을 구별하기 해 오 의 모양을 

다르게 그린다.

象形臉은 일반 으로 신화희에 사용된다. 이 검보에 사용되는 구도와 색은 모든 

정령, 요괴, 신의 형상  특징에서 출발하므로 고정 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神仙臉은 정검과 삼괴와검에서 발 한 것으로 신이나 부처의 얼굴을 표 하는 

데 사용되며 구도는 불상을 본뜬 것이다. 이 검보에 사용되는 주요색은 색과 은

색으로, 간혹 보조색으로 사용되어 주요선과 면의 주변에 덧발라 신성함과 엄을 

표시하기도 한다. 무장은 투구 에 색깔이 있는 色球를 달아 일반인과 구별한다. 

丑角臉는 三花臉 는 花臉이라고도 한다. 이 검보는 콧  앙에 백색으로 

두부덩어리 모양을 그리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인물의 희극 인 특징을 표 하는

데, 배역이 다르면 그 모양도 각기 달라진다. 즉, 두부덩어리 모양에는 네모꼴, 원

형, 삼각형, 마름모꼴이 있으며 각각 다른 썹, , 코, 입  표정·동작과 조화시

킨다. 표 되는 인물은 증오스러운 건달, 귀여운 아이, 미움 받는 부자, 친근한 늙

은이, 탐 오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청  등 다양하다. 축 역의 검보로 표

되는 인물은 단히 범 하여 황제와 문무백 에서부터 명령을 달하는 무 , 

마부, 우산 받치는 사람, 령에 이르기까지 해당되지 않는 배역이 없을 정도이다.

 네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검보를 로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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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風力[揉黑英雄臉] 蝦 [ 妖臉]

孟達[元寶臉] 朱子貞[黑象形臉]

 

財神[紅神仙臉] 蔣干[文丑臉]

英雄臉은 걸출한 인물이 아니라 극 에서 무술지도를 하거나 무술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검보를 말한다. 기본 형식은 도안이 단순한 화삼괴와검, 쇄화검, 왜검으로 

그리며 검보 형식도 융통성 있게 운용된다.

妖臉은 신화희 가운데 하늘의 장수와 조무래기 요괴 등의 배역을 표 하는데, 

기본형식은 상형검으로 웅검과 같은 치

를 차지한다. 이 검보에 넣는 도안은 단순

하게 그려 극 의 주요배역과 구별시킨다. 

이 두 종류의 검보를 隨意臉이라고도 한

다. 

 두 유형에 해당하는 각 검보의 표

인 를 들면 과 같다.

다음으로 색 유형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재 경극 검보에 사용되는 색은 홍색ㆍ자주색ㆍ흑색ㆍ백색ㆍ남색ㆍ녹색ㆍ황색ㆍ

주황색ㆍ회색ㆍ 색ㆍ은색 등으로, 인물의 자연스런 피부색의 과장에서 성격을 상

징하는 우의 인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 되었다.

일반 으로 홍색은 인물의 일편단심과 충성심, 그리고 어느 구도 따를 수 없는 

용맹을 지닌 인물을 나타내고, 자주색은 뛰어난 지모와 강직을 상징한다. 흑색은 

인물이 충직하고 고귀한 품격을 지닌 것을 나타낸다. 백색 수성물감을 칠해 나온 

색인 水白色은 간사하고 음흉한 가증스런 면모를 지닌 인물을 암시하며, 백색 유성

14) 趙夢林의 앞의 책(6-7쪽), 黃殿祺의 <我國戱曲臉譜的色彩>(《光明日報》, 1962.8. 

23), 靈初의 <臉譜的顔色>(《醫古文知識》,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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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을 칠해 나온 색인 油白色은 제멋 로 막 되먹은 성격을 표 한다. 남색은 강

건함과 용맹스러움을 나타내며, 녹색은 의 심이 강한 인물을 표 한다. 황색은 잔

인하고 포악스러운 성격의 인물을, 암홍색은 덕망이 높고 충성스러우며 용맹한 나

이 많은 장수를, 회색은 거칠고 야심 많은 나이든 호걸을 나타낸다. 색과 은색은 

신․부처․귀신․요괴에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배역은 은색의 얼굴과 몸으로 환

상 인 느낌을 다.

Ⅲ. 국 검보의 기원에 한 諸說 검토

1. 국 검보의 연구 황

재 검보에 한 문 인 논 로는 국내외를 통 털어 黃殿祺가 검보 련 

을 모아 엮은 1995년 中國戱劇出版社에서 출간한 《中國戱曲臉譜文集》이 유일하

다. 그러나 이 책은 내용과 체제, 분류 기  없이 검보에 한  31편을 한 곳에 

모아 묶어 놓은 수 이기 때문에 학술  가치보다는 당시 검보 연구에 심을  

두지 않던 시기에 여기 기 흩어져 있던 검보 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토 를 구축했다는 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책 외의 다른 검보 련 연구 성과물은 각각의 학술지나 희곡 련 개론서 여

기 기에 산견되고 있다. 필자는 이같이 흩어져 있는 국내외의 검보 련 연구 성

과를 수집해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었

다.

1) 검보에 한 개론이나 소개

이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검보 자체에 한 소개

1915년 王夢生이 《利園佳話》[文藝叢刊甲集](商務印書館)에 실은 검보에 한 

 이후, 지 까지 수많은 이들이 희곡 문 학술지나 연구서  서 에 논문  에

세이 등 다양한 장르로 검보의 소개와 가치  의미에 한  수십 편을 작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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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 뿐 내용의 변화 없이 끊임없이 게재하고 있다.

표 인 연구논문과 작을 살펴보면, 齊如山의 <臉譜>(《齊如山全集》 第一冊, 

上海書店, 1990), 董每戡의 《說劇》(人民文學出版社, 1983), 任半塘의 《唐戱弄》

上冊(上海古籍出版社, 1984), 王朝聞 主編의 《中國民間美術全集》 卷11(山東敎

育出版社, 1993-1995), 王希平의 <臉兒 臉譜>(《 根》, 1995.2), 完恩全의 

<粉墨靑紅, 縱橫于面-臉譜鎖談>(《藝術百家》, 1995.4), 盛華의 <京劇臉譜, 系統

分析, 業余愛好, 學習繼承>(《中國京劇》, 1995.5), 2004년 龔和德의 <京劇臉譜

硏究>(《中國戱劇》, 2004年9月), 黃鈞 等 共著의 《京劇文化詞典》(漢語大詞典出

版社, 2001), 《中國大百科全書》 <戱曲曲藝> 卷(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3) 

등이 있다.

② 검보 창작자에 한 소개

지 까지 검보 연구에 극 이었던 부류는 학자들보다는 바로 직  분장하고 연

기하는 국 통극 배우들이었다. 배우들은 자신이 맡는 각색의 검보를 기존에 

해 내려오는 검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얼굴형과 극 내용에 맞게 변용하거나 재창작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들이 을 남기거나 제 3자가 그

들의 작업을 신 기록하기도 하 다.

표 인 로 《中國戱曲臉譜文集》에 실린 翁偶虹의 <郝壽臣的臉譜藝術>과 

<楊 樓的臉譜之美>이다.

이러한 의 내용은 주로 해당 배우들의 검보에 한 애정과 노력, 창작한 검보

의 특징과 후  통극 련 종사자들에 한 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심도 있는 분석과 기존의 검보와의 비교  시각 이미지 자료가 부족하고 내용이 

무 추상 이라는 단 이 있다.

③ 각 지방희에 사용된 검보에 한 소개

검보는 경극뿐만 아니라 국 역에 공연되고 있는 모든 통극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굴 분장이다. 따라서 각 지방희마다 차이 이 조 씩 있게 마련이다.

이에 한 표 인 로는 《中國戱曲臉譜文集》에 실린 李繼友의 <陝西社火臉

譜的淵源及其藝術特徵>, 葉文熹의 <中國陝西社火臉譜ㆍ跋>, 張志强의 <漫話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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腔臉譜藝術>, 楊德佑의 <漢劇的臉譜藝術>, 元丁의 <川劇臉譜>, 雷震의 <《江西古

典戱曲臉譜選集》前 >, 關明의 <《豫劇臉譜集》說明>, 湖南省戱曲工作室의 <湖南

地方戱臉譜簡介>, 李楚池의 <簡談豫劇臉譜>, 中國戱劇家協 廣東分 의 <奧劇

臉譜簡介>, 黃楓의 <桂劇的臉譜>, 劉鉞의 <白劇臉譜> 등이 있다.

이 들은 체로 비슷한 공통 을 지닌다. 즉 부분 해당 지방희 검보의 특징

과 특색을 분석하기 보다는 검보 자체에 한 보편 인 일반론이 주를 이룬다. 간

혹 보이는 지역 인 특성에 한 언 은 해당 지방희에만 있는 극에 등장하는 각색

의 검보 정도 수 이며, 부분 국 인 성격을 띤 경극 검보 연구성과 내용과 

동소이하다.

2) 검보 기원에 한 연구

검보 기원에 한 학자들의 학설은 크게 面具說, 塗面說, 文身說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① 면구설에 한 연구

이 학설은 검보가 면구에 기원을 두고 발 하여 형성되었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말한다. 이에 한 표 연구 성과로는 周華斌의 <巫儺面具 戱曲臉譜-兼論中國

戱曲臉譜之發生>(《民族藝術》, 1994.4)과 <神豆鬼面-中國 早的臉譜造型>(《文藝

硏究》, 2003.5)이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검보 연구보다는 면구 연구에 더 큰 비

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검보 기원에 한 연구 경향은 다른 연구가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언 되어 있는 표 인 연구 성과로는 한국희곡학회에서 편찬한 

《 국의 탈과 탈놀이》(신아사, 1999), 倪寶誠의 <面具藝術 戱曲臉譜>(《中州統

戰》, 2000.11), 黃殿祺의 <面具和塗面化粧的演進>(《中國戱曲臉譜論文集》, 中國

戱劇出版社, 1994.5), 吳國欽의 <面具､ 化粧 臉譜>(《中國戱曲臉譜論文集》, 中

國戱劇出版社, 1994.5), 顧朴光의 <面具的界正和分類>(《貴州民族學院學報》 哲學

社 科學版, 1994.2), 曲六乙의 <面具､ 宗敎祭祀､ 原始戱劇>(《戱劇》, 1994.2), 

陳逸民의 《面具》(上海人民美術出版社), 김학주가 엮은 <  국의 탈과 탈놀

이>(《(신의 표정 인간의 몸짓) 국탈》, 국립미속발물 , 2002), 周華斌의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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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의 원류>(《(신의 표정 인간의 몸짓) 국탈》, 국립미속발물 , 2002), 曲六乙

의 < 국 탈놀이의 특징과 분류>(《(신의 표정 인간의 몸짓) 국탈》, 국립미속발물

, 2002) 등이 있다.

② 도면설에 한 연구

이 학설은 검보의 기원을 얼굴 화장에 두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해

서는 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일반 인 학설로,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

나 반 하는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  왕국유는 <塗面 >와 <面具 >(<古劇

脚色 >, 《王國維戱曲論文集》, 中國戱劇出版社, 1984)에서 면구와 도면을 연결

시키지 않고 개별 으로 을 나 어 서술했으며, 임반당은 면구와 도면 사용을 상

황에 따라 모두 사용하 을 것이라고 하여 면구설와 도면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성을 둘 다 열어 두는 입장을 취하 다.

그러나 이 학설 역시 무나 보 인 연구 단계인 계로 학술성이 많이 떨어진

다고 말할 수 있지만, 후 에 도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참고자료와 계발을 주

고 있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③ 문신설에 한 연구

이 학설은 문신에서 검보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董

每戡의 <說臉譜>(《說劇》, 人民文學出版社, 1983)에서 구체 인 논의의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후 彭華의 <百越文身習俗新探>(《宜兵師傳學報》(社 科學版), 

1994年 第1期)에서 이에 한 방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월지역에서 이러

한 행 가 많이 이루어져 검보의 기원 설명에 더욱 설득력을 높여 주고 있다. 후  

연구자들에게 앞의 두 학설과 함께 검보의 기원에 해 요한 학설로 두되고 있

다.  

3) 검보의 이미지텍스트 분석에 한 연구

이에 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42  《中國文學硏究》⋅제43집

① 각색에 따른 검보 연구

국 검보는 주로 남녀 주인공을 제외한 각색의 얼굴에 그려지는 얼굴 분장이다. 

따라서 배우들은 각 각색마다 나름 로 정해진 틀과 공식에 맞춰 검보를 그리게 된

다. 이에 한 표 인 연구물로 《中國戱曲臉譜文集》에 실린 黃殿祺의 <漫話丑

角臉譜>와 <旦行中鐘離春的臉譜>를 들 수 있다. 두 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검

보 이미지를 문자화시켰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의를 찾아 볼 수 없다.

② 이미지텍스트 분석 연구

표 인 연구물로는 鄭有善의 <검보, 스테 오타입의 시각  재 >(《 국소설

논총》29집, 한국 국소설학회, 2009.3)과 < 신희 검보 아이콘 읽기>(《 국소설논

총》30집, 한국 국소설학회, 2009.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논문은 기존의 검보 

연구 성과와는 달리 여러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검보가 지닌 상징성을 다각도로 고

찰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③ 메이크업 기법에 한 연구

표 인 연구물로 안 순과 김미선의 <경극 안면분장의 유형분석과 그 의미에 

한 연구>(《제주 논문집》 5집, 1999.12)이 있다. 이 연구물은 자의 연구

시각이 국학  근이 아닌 미용학 인 근을 주로 하여 검보에 한 소개정

도 수 에 미치고 있다.

의 선행연구에 한 검토를 통해 필자는 두 가지의 연구 경향을 도출할 수 있

었다. 

하나는 재 문 으로 검보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제 로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 성과는 부분 국 통극의 다른 분야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를 연구하다가 검보로까지 연구 역이 넓 지거나 혹은 본인의 연구를 해 짚

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검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검보 문가라 할지라도 부분 공연에 직  뛰어 들었던 배우들이기 때

문에 인상론  고찰 연구에 머물 뿐 검보를 학술 인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소양이 

부족하여 참고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찾아내어 체계 으로 정리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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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 상 소외되었던 검보 기원에 한 학설들을 계보학 으로 재검토하고자 한

다.

2. 국 검보의 기원에 한 諸說 검토

재 검보 기원에 한 학설은 크게 면구설, 도면설, 문신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가 거의 세 학설  면구설에 집 되어 있어 상

으로 다른 학설에 한 연구나 새로운 학설의 발굴 노력이 조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검보 기원에 한 체 학설을 계보학 이고 민속학 으로 재

검토하고자 한다.

계보학은 지식 권력의 작용에 한 분석을 통해 근  지배 속성을 밝히고자 하

는 사회 , 역사 인 연구 방법론으로, 푸코의 서 《감시와 처벌》15)과 《성의 역사

Ⅰ: 앎의 의지》16)에 표 으로 용된다. 푸코의 설명에 의하면 계보학은 연구

상의 기원을 심으로 역사성과 과학성에 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분 이고 불연

속 이며 사회 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식의 소계보들을 발굴하고 그러한 지식이 어

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지식 체계에 의해 배제당하고 서열화 되는지를 탐문하

여 그 서열화의 과정에 개입하는 권력의 작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제시

되어 왔다.17) 그런 에서 계보학은 기존의 역사  사실과 논의를 재검토함과 동

시에 요시되어 왔던 학설에 그 가치를 재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검보의 기원에 한 고찰과 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에 있어 필요한 것은 바로 과

거에 한 기억과 이들로 철된 역사이다. 필자는 이러한 회고의 작업을 통한 검

보의 기원을 고찰하기 해서는 어떠한 학설에 치우치거나 소홀하지 않는 계보학  

근법을 용하는 것이 자칫 빠지기 쉬운 본질주의  함정에서 탈피할 방안이 되

어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되었다. 따라서 계보학은 기존의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지배 인 이론과 일원론  설명 방식을 거부하고 부분 이고 세부 인 지식의 

15) 미셸 푸코 , 오생근 역, 나남출 사, 2003. 10

16) 미셸 푸코 , 이규  역, 나남출 사, 2004. 6

17) 푸코 , 이 래 역, <니체, 계보학, 역사>(《미셸 푸코: 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

지》, 민음사, 1971)과 푸코 , 홍성민 역, <18세기 질병의 정치학>(《권력과 지식: 미

셸 푸코와의 담》, 나남출 사,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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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이론을 발굴하고 보충하여 검보의 기원에 한 연구사  재검토와 재평가를 

내려  것이라고 기 한다.

한 검보는 오랜 기간 동안 민간에서 축 된 문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趙夢

林은 《中國京劇臉譜》(朝華出版社, 2005) 서문에서 “ 국의 검보는 고 의 토템에

서 배태되었고, 춘추시 의 儺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 바와 같이 민간문화

와 깊은 련을 맺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검보의 문화  층성을 정확히 인식하

고 수용하는 입장에서 민속학 인 연구방법으로도 진행할 정이다.

민속학  연구방법이란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 , 풍속, 설, 기술, 승

문화 등의 에서 연구주제에 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무형의 연구텍스트 

생산 장인 민간에서 문화  실천들이 형성되고 작동되는 양상과 그것이 구체 인 

텍스트의 결(texture)로 반 되는 과정을 ‘민속’이라는 범 로 한정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근 방법은 기존의 검보 기원에 한 학설들을 한 단계 더 심화하

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단된다.

1) 面具說

검보의 기원을 면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은 齊如山18)을 필두로 하여 

그 뒤를 이어 姚茫父, 周華斌 등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  주화빈은 국 검보가 특히 巫儺面具가 異化된 것으로, 그것의 기원은 무

나면구라고 구체  상물을 언 하고 있다.19) 그 다면 면구에서 검보로 넘어가

거나 혹은 동시에 사용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해 吳國欽은 唐代 王建의 시 

<宮詞>20)와 崔令欽의 《敎坊記》의 유명한 歌妓 龐三娘이 을 견하는 이야기

를 로 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면구를 쓰고 공연을 하면, 이 배우의 표정변화를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이 공연 술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면구를 벗게 되었고 얼

18) “脸譜出于隆古武備, 禮俗之遺”(齊如山, <中國劇之組織>, 《齊如山全集》, 77쪽)

19) 周華斌, <巫儺面具 戱曲臉譜-兼論中國戱曲臉譜之發生>, 《民族藝術》, 1994.4

20) “舞來汗濕羅衣彻, 樓上人扶下玉梯. 歸到院中重洗面, 金花盆裏潑銀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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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분장 술로 발 하게 되었다. 唐代에 배우는 ‘大面(戱)’에서 면구를 쓰고 공연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미 얼굴 분장을 시하고 있었다.(戴面具演出, 觀衆 演

員臉部表情的變化就 “視而不見”, 這 欣賞戱劇藝術是有妨碍的, 于是, 面具被

摘下來, 臉部化粧藝術發展了. 在唐代, 除“大面”戱是戴面具演出的以外, 演員已

很注重面部的化粧了.)21)

吳國欽은 국 통극에서 면구을 벗고 얼굴 분장을 하게 된 원인을 객에게 

배우의 표정변화를 잘 보여 주기 해서라고 비교  타당성 있게 설명하며, 당 에 

이미 배우들의 얼굴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당시 자료로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검보 기원에 한 면구설에 해 반 도 정도 하지 않고 도면설과 병행

하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도 있다. 그 표 인 학자가 바로 任半塘이다. 그의 의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  희곡에서 검보를 그리고 면을 쓰는 두 가지 일은 모두 唐代 大面(戱)에

서 시작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우리 나라 희곡에는 면구에서 검보로 가는 한 

가지 변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실은 극 거리에서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

에 로부터 지 까지 모두 도면 분장과 면구를 동시에 병용하고 있는 것이다.(後

世戱劇之畵臉譜 戴面具二事, 皆昉於唐之大面耳. 近人每認我國戱劇中, 由面具

到臉譜, 是一種演進,……. 實則因劇情之要求不同, 自古迄今, 皆塗面 面具同時

竝用.)22)

임반당은 국 통극의 얼굴 분장에 있어 면구에서 검보로 일직선상의 변천과 

발 을 가져왔다는 학설에 해 부정 인 을 가지고 있었다. 신 그는 면구과 

검보의 쓰임과 역할은 극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면구과 검보 이 둘은 처음

부터 각각 개별 으로 쓰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용되기도 해왔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王國維는 국 통극의 면구와 도면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을 나 어 개별 으로 논의했다.23) 최근 학자 가운데 龔和德24) 역시 

21) 吳國欽, <面具, 化粧 臉譜>, 《中國戱曲史漫話》, 上海文藝出版社, 1980

22) 任半塘, 《唐戱弄》 上, 上海高籍出版社, 2006. 242쪽

23) <面具 >과 <塗面 >(<古劇脚色 >, 《王國維戱曲論文集》, 中國戱劇出版社, 1984. 

196-198쪽) 참조

24) <京劇脸譜硏究(一)>, 《中國戱劇》, 2003年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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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유의 논의와 임반당의 주장에 동의하며 검보 기원에 한 두 가지 학설을 보충

하고 있있다.

1988년 翁偶虹은 中國戱曲臉譜藝述展覽 에서 기존 검보의 면구 기원설에 

한 논의에 해 종합 으로 정리했다.

漢唐의 代面을 자양분으로 삼아 宋元의 얼굴 분장으로 발 하여 明淸의 검보

를 형성하 다. 희곡이 형성된 후에도 검보와 면구는 계속 동시에 사용되었다. 지

방희  가장 에 띄는 貴州의 ‘地戱’, 江西와 安徽의 ‘儺戱’, 西藏의 ‘藏戱’에서

는 生ㆍ旦ㆍ淨ㆍ丑에 상 없이 모두 면구를 쓰는데 모든 극에서 많게는 백 여 차

례, 게는 수십 차례 정도 사용된다. ‘南昆’에서의 신선과 요괴는 일반 으로 검

보를 그리지 않고 면구를 착용한다. 경극은 국에서 공연되는 大戱로, 검보가 다

양하게 발 하 음에도 불구하고 門神ㆍ財神ㆍ魁星ㆍ土地ㆍ雷公 등의 배역에서

는 여 히 면구를 착용한다. 이처럼 국 희곡의 발 은 검보와 면구의 혼용, 그

리고 검보 양식의 간단함에서 복잡함으로의 변화에서 그 발 의 궤 을 살펴 볼 

수 있다.(中國戱曲臉譜, 胚胎於上古的圖騰, 濫觴於春秋的儺際, 孳乳爲漢唐的代

面, 發展爲宋元的塗面, 形成爲明淸的臉譜. 在戱曲形成之後, 臉譜 面具仍然交

替使用. 明顯的有貴州的地戱, 江西安徽的儺戱, 西藏的藏戱, 無論生旦淨丑, 

都戴面具, 每劇多至百余, 亦 數十. ‘南昆’里的神仙鬼怪, 一般均戴面具, 幷

不勾畵臉譜. 京劇是具有全國性的大劇種, 大量發展臉譜, 可是加官財神魁星土地

雷公仍戴面具. 從臉譜面具的混合使用 臉譜譜式的由簡至繁, 可以看出中國戱

曲累遞發展的軌迹.)25)

 면구설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의 학설은 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검보는 주로 나희나 신선ㆍ요괴 면구류의 향을 받아 형성된 얼굴 분장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배우와 객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해 배우의 표정변화

를 가렸던 면구를 벗고 신 면구에 그려진 그림을 배우의 얼굴에 직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극 정황이나 인물형상의 표 에 있어서 면구의 역할이 필요할 

때에는 면구를 검보와 함께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25) 조몽림, 앞의 책, 서문 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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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塗面說

도면설은 검보의 기원을 얼굴에 분장을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로, 

학자들에게 가장 보편 이고 일반 인 학설로 인식되고 있다.

도면 화장은 언제부터 시작하 는지 지 으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공와덕

의 고증에 따르면 고  문헌상에서는 체로 춘추 국시 에 처음 보인다. 이에 

한 상황을 볼 수 있는 로 陳壽의 《三國志》권 21 邯鄲淳에 한 주에서 인용한 

《魏略》을 살펴본다.

조식이 처음에 邯鄲淳을 얻어 매우 기뻐하며 연회에 입석했는데 (邯鄲淳과) 먼

 말을 나 지 않았다. 당시 날이 무더워 조식은 시종를 불러 물을 가져오게 하

여 직  씻고 나서 분을 발랐다. 맨 머리에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 올리고 胡舞 五

椎鍛를 추고, 跳丸과 擊劍을 공연하고, 배우들의 소설 수천 마디를 암송하 다.

(植初得淳甚喜, 延入坐, 不先 談. 時天暑熱, 植因呼常從取水自澡訖, 傅粉. 逐

科頭拍袒, 胡舞五椎鍛, 跳丸擊劍, 誦俳優 說數千 .)

배우들의 공연 얼굴 분장에 한 묘사는 唐代 문헌에서 좀더 구체 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中唐 시인 孟郊(751-814)의 <彈歌行>를 로 살펴본다.

역귀를 쫓을 때 북을 치고 긴 피리를 불었는데,

리한 귀신은 얼굴에 칠을 하고 오직 이빨만 허 구나.

(驅儺擊鼓吹長笛, 瘦鬼染面惟齒白.)

에서 인용한 맹교의 시를 통해, 당  기 驅儺 의례에서는 기존의 면구 착용 

신 얼굴에 분장을 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 의 귀신 분장  형태에 

해 晩唐 시인 溫庭筠(814-870)의 <乾讚子>에서 더 자세히 악할 수 있다.

얼굴에 (검은) 먹 칠하고 쪽빛 삼을 걸쳐 입어 귀신으로 분장하고는 (춤) 한 

곡 추고 천천히 따라 나간다.(墨塗其面, 著碧衫子作神, 舞一曲慢趨而出.)

 시는 온정균이 무 에서 춤을 추는 무희 혹은 배우의 귀신 얼굴 분장 형태를 

묘사한 것이다. 바로 무 에 서는 무희나 배우들에게 있어 얼굴 분장은 美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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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배역과 공연 컨셉트를 표 하는 무  분장이기

도 했던 것이다.  後唐 때 庄宗 李存勖은 자신이 직  얼굴 분장을 하고 다른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었다. 

황제는 때때로 직  분을 검게 바르고 배우들과 함께 뜰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

다.(帝或時自傳粉墨, 優人共戱於庭.)26)

장종은 의 인용문에서처럼 얼굴에 검은색 분을 바르고 골계 연기를 하기도 했

다.27) 이로 보아 당 에는 극의 내용과 역할에 맞게 얼굴 분장을 하고 공연하는 

것이 일반 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송잡극과 원본 이후부터는 배우들이 얼굴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며, 더 나아가 각색에 따라 세분화되어 각기 다른 특징 인 분장을 했다는 

기록도 여러 문헌에서 보인다.28)

3) 文身說

검보의 기원을 문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을 심도있게 연구한 표 인 

학자는 董每戡이다. 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검보 기원의 문신설을 고찰해 보고

자 한다. 

그는 검보 기원의 문신설에 해 연구하게 된 동기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검보는 그것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곧 근원

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 고 인의 문신 습속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나는 이를 독

창 인 의견이라고 보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그 게 제기할 뿐 어느 구도 문

신에서 검보로 어떻게 발 했는지, 심지어 문신의 의미와 문신을 왜 했어야 하는

지,  검보는 문신의 어떤 의미를 계승했는지 등등에 해 상세하게 말한 사람이 

없어 내게 논설을 벌일 여지를 남겨 주었다. 그래서 검보를 말하려 한다.(誰都知

26) 《資治通鑒》 <後唐紀一> 

27) 《五代史評話》 <唐話> 卷下 참조

28) 黃殿祺, 《中國戱曲臉譜》, 북경공 미술출 사, 2003 69-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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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臉譜有它自己的前史,……. 溯遠源, 一向都認爲系由于古代人‘文身’的習俗, 

我 這幷沒有獨創的意見. 只是人家雖都這樣提過, 却還未有人詳談過怎樣由文

身發展到臉譜, 甚至文身的意義和爲甚麽要文身, 臉譜又繼承了文身的甚麽意義

等等, 留下給我嘵 的餘地, 于是乎要說臉譜.)29)

윗 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매감은 기본 으로 검보의 기원을 고  

국의 문신 습속에 둔다는 입장에 해서는 동의하는 논조를 띠고 있다. 그는  

같은  다른 페이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표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검보들은 모두 얼굴에 바꿔 고쳐 새겨 그리고 (물감)을 바르는 것

일 뿐이다.(其實這些(臉譜)都止不過改刺繪在臉上而成塗抹在臉上罢了.)30)

그러나 그는 문신설에 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한 기존의 연구성과

에 해 아쉬움을 남기며,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련 연구를 보충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고  문헌에서 고  국인의 문신 습속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찾기가 그

리 어렵지 않다. 이와 련한 내용은 《禮記》 卷12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마에 새기고 색을 칠해 그곳을 물들인다.(刺刻身上額頭, 以丹靑涅之.)

이 시기에는 얼굴에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원하는 문양이나 씨 혹은 그림을 

새기고 물감으로 그곳을 발라 물들이는 행 를 했던 것이다. 

이외에 《史記》의 <越王勾踐世家>와 <吳太伯世家>에도 문신을 행하는 풍속이 보

인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고  국에서 문신을 하는 습속은 주로 월 지역에 가

장 많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원을 심으로 한 앙정권을 이루고 

있던 고  원사람들에게는 문신이 부분 남방이나 야만 인 이민족의 습속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의 기록으로 볼 때 한족 역시 문화형성 기에는 

문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1)

29) 董每戡, <說臉譜>, 《說劇》, 人民文學出版社, 1983, 320쪽 참조

30) 동매감, 앞의 책, 3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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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매감은 국 고 인들이 와 같이 문신을 하는 이유를 계 을 식별하기 한 

표시와 아름다워지기 한 장식 두 가지로 설명하고, 검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계

승하 다고 논증하고 있다.32) 다시 말해, 이는 색, 유형, 아이콘 등 검보를 구성하

는 시각  이미지의 내용과 형식은 문신의 의미 달을 한 표시 기능을 계승하

고, 다양한 색과 독특한 디자인 등의 심미 인 면은 문신의 아름다움을 한 장식

의 기능을 수받았음을 의미이다. 따라서 그는 지 의 검보는 고  문신의 습속에

서 왔음을 논리 으로 주장하고 있다.

Ⅳ. 맺음말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자료와 과거의 정황을 통해 살펴보면 검보에 한 의미와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로부터 해 내려오는 도면 분장의 형식과 기법을 수한다는 계통성을 

함의하고 있는 얼굴 분장 계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도면 분장을 종이나 비단 등의 매체에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 얼굴 분장 譜

帖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듯 계통화되고 유형화된 검보는 주로 객이 인지할 수 있는 보편 인 기호

와 상징질서 안에서 등장인물의 스테 오타입을 시각 으로 표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검보의 시각  재 방식인 구도유형, 색, 아이콘 세 가지 가운데 

구도유형과 색에 집 하여 고찰하 다. 구도유형은 그 특징에 따라 整臉 三块瓦臉 

十字門臉 六分臉 碎花臉 歪臉 僧道臉 太監臉 元寶臉 象形臉 神仙臉 丑角臉 英

雄臉 妖臉 등 14종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재 경극 검보에 사용되는 색은 홍

색, 자주색, 흑색, 백색, 남색, 녹색, 황색, 주황색, 회색, 색, 은색 등으로, 인물

의 자연스런 피부색의 과장에서 성격을 상징하는 우의 인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 되었다. 

의 작업을 바탕으로 필자는 기존의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찾아내어 체계 으로 

31) 彭華, <百越文身習俗新探>, 《宜賓學院學報》, 1994 참조

32) 동매감, 앞의 책, 327-3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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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연구 환경 상 소외되었던 검보 기원에 한 학설들을 계보학 으로 재검

토해 보았다. 

재 검보 기원에 한 학설은 계보학 인 에서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면구설, 도면설, 문신설 세 가지로 정리하 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가 거의 세 

학설  면구설에 집 되어 있어 다른 학설에 한 연구나 새로운 학설의 발굴 노

력이 조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검보의 발생론 이며 연구사  입장에서 기존의 자료와 논의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재검토를 시도하 다. 그러나 필자는 련 자료 수집에 한 한계

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지 못 한 아쉬운 을 차후의 숙제로 남겨 보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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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臉譜是在中國各地進行演出的中國傳統戲劇中出場人物面部化妝的一種｡ 

同時, 臉譜也是通過演員臉上的顏色和圖標向觀眾傳達戲劇必要的理解, 以及劇

情, 舞台背景, 道具等的一種方式｡ 臉譜也在觀眾所可認知的普遍標記, 以及象征

秩序內 人物形象特征通過視覺的方式定性化表達了出來｡ 主要是通過顏色, 構

圖, 圖標來形成視覺上人物形象的再現方式｡  

每個地區臉譜構成的顏色, 及其構圖 圖標都作爲該地區文化累積物, 通過

這些也形成了演員 觀眾的互相交流 默契, 同時也形成了一個中國文化領域｡  

正如臉譜名稱本身也包含的含義一樣, 臉譜 大的特征就是在數千年裏積累

的中國文化以及中國人思維方式的系譜化定性象征性｡ 這兩點特征不僅和中國傳

統戲劇, 更合中國文化的特征緊密相關｡ 所以全世界人在談到中國時, 常想

到的中國形象之一便是臉譜｡ 也因爲這樣內在化的要素及特征臉譜代表著中國文

化, 並且一直發展和傳承到現在｡  

但是至今爲止 於中國傳統戲劇的研究方向主要側重於傳統戲劇的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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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以及人物形象的文字性研究, 相比之下關於化妝, 服飾, 演技等演出藝術側

面的研究就略爲不足｡ 本文的研究 象臉譜也同樣遠在中國傳統戲劇研究 的關

心範圍之外, 何爲臉譜, 從什麼時候開始產生之類的基本問題也沒有具體系統的

討論 研究｡ 在韓國也是同樣的情況｡ 

眾所周知, 世界各國在 近都很重視文化產業的發展和宣傳, 此背景之下, 

中國傳統戲劇的研究也 有以往不同的意義和發展｡ 所以, 首先爲了確定文

化素材, 本文中 構造 傳統戲劇相關的資料｡ 其次, 戲劇文字研究一同, 本

文 研究範圍擴展到了傳統戲劇構成因素, 演技, 背景, 等社 性的研究｡ 可以

說是把傳統戲劇當做一個文化現象來進行研究｡ 第三, 研究發展爲以中國傳

統戲劇爲基礎的經濟附加值文化商品開發｡

因此在這樣的研究情況中, 比其中國傳統戲劇的研究 , 本文更致力於 剛

剛受到矚目的臉譜開發並應用到多種文化產業領域中去｡ 但是同時也承認在學術

界沒有能夠真正滿足此 要的理論證據或是系統性的結果｡

所以說本研究的目標爲, 研究世界上獨一無二的中國臉譜形成原因, 這也

使得本研究 基礎所有的材料進行系統性的研究及討論｡ 同時也 察臉譜

的名稱, 範圍, 種類, 用途, 再 基本散亂的臉譜起源研究進行各種學說的系

譜性整理討論｡ 

【主題語】

中國 傳統劇 臉譜 視覺的再現 系譜學 色 構圖類型 圖象(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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