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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序   言)

  무용은 인간이 집단 취락생활을 시작하면서 의식적(意識的)이며 종교적(宗敎的)인 행사를 

위한 목적에서 발생되어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예술이다. 

  한국의 전통무용(傳統舞踊)은 두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춤을 추어 온 신분과 장

소에 따라 궁중무용(宮中舞踊)(정재(呈才))과 민간무용(民間舞踊)(민속무용(民俗舞踊))으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춤의 유형적인 형태에 따라 궁중무용(宮中舞踊), 민속무용(民俗

舞踊), 의식무용(儀式舞踊), 신무용(新舞踊)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1)  이 중에서 궁중무

용은 궁정(宮庭)을 중심으로 발전・계승된 춤으로서 일명 정재(呈才)라고도 하는데 이는 재
조(才操)를 드린다는 뜻으로 궁중에서 잔치때에 하던 춤과 노래의 연예(演藝)를 말한다.  궁

중무용은 신라시대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50여종에 달했으며 이

들은 구성(構成)・안무(按舞) 등 내적(內的)・외적(外的)으로 더욱 다듬어져 예술적인 무용
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다.

  무용에서 복식(服飾)이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가 거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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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무복연구(舞服硏究)의 필요성을 느껴 「이조후기궁중여무복(李朝後期宮中女舞服)

에 관한 연구(硏究)」2)를 발표한 데 이어 본논문에서는 궁중남무복(宮中男舞服)에 관해 연

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전승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궁중무용의 전성기인 순조(純祖)이후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뒷받침하여 

보다 확실한 연구를 위해 진작의궤(進爵儀軌)․진찬의궤(進饌儀軌)․진연의궤(進宴儀軌) 등

을 주로 참고했음을 밝힌다.

Ⅱ. 궁중무용(宮中舞踊)의 역사적 배경(歷史的 背景)

  1. 궁중무용(宮中舞踊)의 개요(槪要) 및 전승(傳承)

  이에 관해서는 본인의 상기(上記) 논문에서 서술한 바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이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궁중무용은 국가기관에 예속되어서 장구한 세월동안 성장발달된 무용으로 나라의 경사(慶

事)․궁중의 향연(饗宴)․외국국빈(外國國賓)을 위한 연회(宴會)․왕후장상(王侯將相) 등의 

완상용(玩賞用)으로 추어졌으며, 지방관아(地方官衙)에 까지 전파되었고, 민간대중과는 별로 

관계없이 근년(近年)까지 전해져 왔다.

  상례적(常例的)으로 궁중에서의 향연에는 여락(女樂)3)이 주(主)가 되어 왔으나 고려때부터 

있어왔던 여락(女樂)에 대한 시비는 세종조에 이르러 새로운 정재무동(呈才舞童)을 낳게 했

다.4)  그러나 이는 곧 폐지가 되었다가 경오년(庚午年)(문종(文宗)즉위년, 1450)에 다시 복구

(復舊)되었다.5)

  조선시대 궁중무용의 전승과정을 정재의 창제 및 소멸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의 4기로 나

눌 수 있다.6)

  ⑴ 태조조∼성종조(창정기(創定期))

  ⑵ 연산군조∼인조조(쇠퇴기(衰頹期))

  ⑶ 효종조∼정조조(재생기(再生期))

  ⑷ 순조조∼고종조(전성기(全盛期))

  특히 순조조부터 고종조까지의 약 100년간에는 가장 많은 궁중무용이 연출되었다.

  2. 순조조(純祖朝) 이후의 궁중무용(宮中舞踊)

  순조원년에는 신유사옥(辛酉邪獄)의 발생으로 악정(樂政)이 중단되었다가 동(同) 9년 6월 

진찬에는 음악만 연주되었을 뿐 정재는 전혀 거행되지 않았고7) 동(同) 27년 9월 진작에서도 

정재는 역시 거행되지 않았다.8)

  그 후 정재에 특출한 왕세자 익종(王世子 翼宗)이 김창하전악(金昌河典樂)과 함께 정재악

장(呈才樂章)을 많이 창제함으로써 동(同) 28년부터는 많은 정재(呈才)가 거행되었으며, 특

히 동(同) 28년 2월 진작에서는 내외연(內外宴) 모두 무동(舞童)이 정진했으며9) 동년(同年) 

6월 진작에서는 내외연(內外宴) 모두 신제정재(新製呈才)들로 무동(舞童)이 정진했다.10)

  그러나 동(同) 29년 2월 진찬에서는 내연(內宴)에 여락(女樂)을 쓰게 되었으며, 동(同)년 6

월 진찬에서는 외연(外宴)만 있었기에 무동정재(舞童呈才)만 거행되었다.  정재무도홀기(呈

才舞圖芴記)11)에는 총 38개의 정재가 보이지만 순조 28년 29년 동안에 내외연(內外宴)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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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모든 정재의 수는 39개가 되므로 궁중무용의 최절정기(最絶頂期)라 하겠다.

  그 후 헌종조부터 고종조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순조조에서 전승된 정재에 거의 국한되어 

여령정재(女伶呈才)만 보이다가 고종 29년에 다시 무동정재(舞童呈才)가 보이며, 고종말에 

이르러서는 내외연(內外宴)에 그동안의 많은 정재까지 재연(再演)되었다.

  순조 28년부터 고종 광무 6년까지 궁중에서 거행되었던 무동정재(舞童呈才)를 각종 의궤

에서 찾아보면 〈表 1〉과 같다.

  궁중무용 중에서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

되어 있는 것은 검무(劍舞)(진주검무(晋州劒舞) : 지정번호 12, 1967. 1. 16 지정), 무고(舞

鼓)(승전무(勝戰舞) : 지정번호 21, 1968. 12. 21지정), 처용무(處容舞)(지정번호 39, 1971. 1. 

8 지정), 학무(鶴舞)(지정번호 40, 1971. 1. 8지정)뿐이다.

〈表 1〉 각종 의궤(儀軌)에 나타난 궁중남무(宮中男舞)의 종류

△표는 부편(附編)에 있는 신제무용(新製舞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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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궁중남무복(宮中男舞服)의 연구(硏究)

  궁중(宮中)에 내외연(內外宴)이 설행될 때는 하령에 의해 마련한 정재를 외연은 무동(舞

童)이, 내연은 여령(女伶)이 각각 거행하게 되며, 대개 무동은 악공(樂工)중에서 대치하고 여

령은 각도에서 선출하 다.

  무동은 신분적(身分的)으로 천민출신(賤民出身)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서인(庶人)의 복식을 

취했으나, 정재를 행할 때는 각 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공복(公服)과 관복(冠服)을 

입게 했다.

  궁중남무(宮中男舞)의 복식은 전통무용(傳統舞踊)과 신제무용(新製舞踊)으로 편의상 나누

어 다루기로 하겠다.  전통무용이란 조선말까지 계속 이어지던 것을 일컬으며, 신제무용이란 

순조 28년・29년에 왕세자 익종(翼宗)에 의해 창제된 것을 말한다.

  1. 전통무용(傳統舞踊)의 복식(服飾) 

  전통무용의 복식은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29개의 전통무용 중에서 복식의 형태가 

동일한 26개에 달하는 일반남무(一般男舞)(본인이 편의상 붙인 명칭임)의 복식, 첨수무(尖袖

舞)의 복식(순조 28), 처용무(處容舞)의 복식, 그리고 학무(鶴舞)의 복식 등이다.

  ⑴ 일반남무(一般男舞)의 복식(服飾)

  초무(初舞), 아박무(牙拍舞), 수연장(壽延長), 광수무(廣袖舞), 무고(舞鼓), 포구악(抛毬樂), 

향발무(響鈸舞), 제수창(帝壽昌), 헌천화(獻天花), 헌선도(獻仙桃),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만수무(萬壽舞), 몽금척(夢金尺), 향령무(響鈴舞),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보상무(寶相舞),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사선무(四仙舞), 경풍도(慶豐圖), 심향춘(沈香春), 봉래의(鳳來

儀), 육화대(六花隊), 무애무(無碍舞), 춘광호(春光好), 첩승무(疊勝舞), 춘앵전(春鶯囀) 등의 

일반남무는 정재의 수도 많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무동의 수도 상당히 많으므로 이들의 복식

이 곧 이 시대의 궁중남무복(宮中南舞服)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이들은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중단의(中單衣)에 상(裳)과 각색(各色) 단령(團領)을 입

었으며, 그 위로 야자대(也字帶)를 두르고 흑화자(黑靴子)를 신었다. 〈圖 1-1〉은 부용화관

(芙蓉花冠)을, 〈圖 1-2〉는 화관(花冠)을 쓰고 추는 모습이다.

  이를 다시 각 의복별(衣服別)로 나누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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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관(花冠)

  순조 28년․29년에 썼던 부용화관(芙蓉花冠)은 흔히 부용관(芙蓉冠)이라 일컬으며 2개의 

수공화(首拱花)를 꽂았다.  부용관은 원래 당(唐)의 용지지무(龍池之舞)에 쓰이던 것을 참고

하여 세종조에 새로 만들어 썼는데12) 악학궤범(樂學軌範)의 공연시(公演時) 부용관(芙蓉冠)

과 형태가 거의 비슷하므로 제조법도 거의 같았으리라 본다.

  공연시(公演時) 부용관(芙蓉冠)은 「종이를 배접하여 만드는데, 안은 옻칠한 베를 대고 겉

에는 금은을 쓰고 각색으로 채색하여 부용(芙蓉)을 그리고 모란꽃을 꽂는다.  좌우에는 채색

한 구슬로 꾸민 락(纓落)을 달고 자황도다익(紫黃都多益)을 박은 분홍색 초 (綃纓)을 단

다.」13)고 있으며, 여기서 도다익(都多益)이란 금화문(金花紋)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종 29년부터는 화관(花冠)을 썼는데, 도금화관(鍍金花冠)14), 금화관(金花冠)15) 이라고도 

했으나 모두 같은 것이다.  이 화관의 형태는 내연(內宴)에서 거행되던 선유락(船遊樂)의 동

기(童妓)가 쓰던 화관16)과 매우 흡사하며, 여기에 2개의 수공화(首拱花)를 꽂아 장식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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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단의(中單衣)

  중단의(中單衣)는 보통 중단(中單)이라 불리워지는데 백색(白色)의 중의(中衣)를 말한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저의(紵衣)는 중단(中單)이다.  이속(夷俗)은 순령(純領)을 쓰지 

않고, 왕으로부터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남녀(男女)가 입는다.」17)라고 있으니 고려의 중

단은 송(宋)의 중단과 같되 순령(純領)(선령(襈領))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공민

왕 19년 5월에 사여받은 왕의 면복(冕服)중의 백사중단(白紗中單)에는 깃에 수를 놓고 청색

(靑色) 선(襈)을 둘 으며, 왕비관복 중의 백사중단(白紗中單)에도 깃에 수를 놓고 홍색능라

(紅色綾羅)로 선(襈)을 둘 으나 백관제복(百冠祭服)의 중단에는 깃에 수를 놓지 않았다18)고 

한다.

  조선시대의 중단도 고려의 제도와 거의 같았으며, 악인(樂人)이나 무동(舞童)의 중단에는 

수를 놓지 않았다.

  이 중단의(中單衣)는 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縇中單衣)19), 백단의(白單衣)20), 백착수의(白笮

袖衣)21), 백삼(白衫)22)등으로 의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 형태는 모두 같은 것으로, 

백색(白色)에 흑색(黑色) 선(襈)을 두른 착수형(窄袖形)의 직령의(直領衣)이다.

  순조 28․29년에는 중단에 한삼(汗衫)을 붙여서 입었으나 그 후부터는 한삼(汗衫)을 따로 

만들어 손목에 끼운 듯 하다.

  이 중단의(中單衣)는 악학궤범의 것과 차이가 많다.  깃나비와 흑선(黑縇)의 나비에 차이

가 있으며, 악학궤범의 것은 고름과 동정이 없고 깃은 오색(五色)(황(黃)․녹(錄)․자(紫)․

남(藍)․도홍색(桃紅色)비단으로 한다23)고 했고, 이 의궤의 것은 고름과 동정이 있고 깃이 

백색(白色)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하겠다.  여기서 볼 때 깃이 오색(五色)에서 백

색(白色)으로 변하면서 오색(五色) 한삼(汗衫)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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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령(團領)

  단령의(團領衣)를 흔히 단령(團領)이라 부르는데 이는 깃을 둥 게 만든 공복(公服)을 말

한다.

  단령은 원래 당나라 무덕(武德) 9년 11월에 천자(天子)의 복(服)으로 오사모(烏紗帽)와 함

께 착용24)한 것을 소원(遡源)으로 하여 송․명에서도 착용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신우(辛禑) 13년 6월에 처음으로 호복(胡服)을 고쳐 명제(明制)에 따라 

1품에서 9품까지 사모단령(紗帽團領)을 입도록 규정했던25) 것을 처음으로 해서 조선말까지 

계속 착용되었다.

  의궤 속에서 무동(舞童)들이 입은 단령(團領)은 홍(紅)․남(藍)․녹(錄)․흑(黑)의 사색(四

色)이 있으며 앞뒤에는 흉배가 붙어있다.

  흉배는 세종 때까지는 없었으며, 단종 2년 6월에 흉배제정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 비로

소 상복(常服)에 달아 입었는데, 무동복(舞童服)에는 어떤 의미로 달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의궤에서 보면 쌍학흉배를 달았고, 소매통이 넓은 광수의(廣袖衣)이다.

  사색단령(四色團領)에 관해 무자(戊子)진작 의궤에는 초무(初舞)에 홍단령(紅團領), 향발무

(響鈸舞)와 고무(鼓舞)에 남단령(藍團領), 아박무(牙拍舞)에 흑단령(黑團領), 광수무(廣袖舞)

에 녹단령(錄團領)을 입고, 수연장(壽延長)에는 향발무복식(響鈸舞服飾) 2(남단령(藍團領)), 

광수무복식(廣袖舞服飾) 1(녹단령(錄團領)), 아박무복식(牙拍舞服飾) 1(흑단령(黑團領))을 각

각 입었다26)고 했으며, 기축(己丑)진찬의궤에서 보면 초무(初舞)에 남단령(藍團領), 향발무

(響鈸舞)와 무고(舞鼓)․아박무(牙拍舞)에 흑단령(黑團領), 첨수무(尖袖舞)에 녹단령(錄團領)

을 각각 입었다27)고 한다.  그 외의 의궤에는 상세한 기록이 없으며, 각 정재마다 단령(團

領)의 색(色)을 각각 정했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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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裳)

  상(裳)은 아래를 피복(被服)하는 하의(下衣)28)이며, 군(裙)의 원형29)이다.  상(裳)은 일반적

으로 허리에 주름이 있지만 조(朝)․제복(祭服)에 입던 상(裳)은 주름을 만들지 않으므로 휘

장과 같은 형태가 된다.

  여자의 상(裳)은 이미 3∼4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제(國制)가 된지 오래30)이나, 남

자의 상(裳)은 통일신라 이후 중국복식이 들어오면서 귀족관리 계급에서 입게 되었다.

  악학궤범에 있는 무동(舞童)의 상(裳)은 홍색초(紅色綃)로 만들어 절화문(折花紋)을 가득 

그리고, 안은 홍주(紅紬)를 쓰고 녹(錄)은 흑초(黑綃)를 쓰고 자황도다익(紫黃都多益)을 박으

며, 여름에는 백저포(白苧布)로 만들고 연(緣)은 흑저포(黑苧布)를 쓴다31)고 했다.  

  의궤에 있는 무동(舞童)의 상(裳)은 홍질람선상(紅質藍縇裳)과 남질홍선상(藍質紅縇裳)의 

두 종류인데, 형태는 같고 색(色)만 다르다.  즉, 홍상(紅裳)에는 남선(藍縇)을, 남상(藍裳)에

는 홍선(紅縇)을 각각 둘러 만들었다.  그리고 요 차백화주(腰纓次白禾紬)32)라 있으니 허리

는 백색(白色)으로 했다.

  상(裳)과 단령(團領)의 착용관계를 보면 홍질람선상(紅質藍縇裳)에는 녹(錄)․남(藍)․흑단

령(黑團領)을 입었고, 남질홍선상(藍質紅縇裳)에는 홍단령(紅團領)을 입었으니 겹쳐 입는 옷

에도 색의 조화를 많이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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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자대(也字帶)

  야자대(也字帶)란 대(帶)를 띠었을 때 한편이 늘어져서 「야(也)」자 모양이 되는 띠를 말

한다. 

  무동(舞童)의 대(帶)에 관해 금동녹초대(金銅錄草帶)33), 두석록정대(豆錫錄鞓帶)34), 홍야대

(紅也帶)․남야대(藍也帶)35)라 있으나 형태는 거의 같은 야자대(也字帶)이다.

  6) 흑화자(黑靴子)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면 「고구려…악공인…적피화…무자사인…오피화(高句麗…樂工

人…赤皮靴…舞者四人…烏皮靴)」「신라악가무인…오피화(新羅樂歌舞人…烏皮靴)」36)라 있

어 고구려와 신라의 무동(舞童)들도 흑피화(黑皮靴)를 신었고, 조선의 무동(舞童)도 문무관

(文武官)이 신는 것과 같은 형태의 흑피화(黑皮靴)를 연주시에만 신었다.

  악학궤범에 무동(舞童)의 화(靴)는 흑백(黑白) 곰가죽으로 만들며, 청자색 사피(靑紫色 斜

皮)〔손질한 담비가죽〕를 써서 꽃을 돋아내고 연(緣)은 청사피(靑斜皮)를 쓴다37)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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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첨수무(尖袖舞)의 복식(服飾)

  첨수무(尖袖舞)에 관해 무자(戊子)진작의궤에는 「무자수무소집번복 기수안절이무 속칭엽

무, 종조명악원개칭첨수무(舞者手無所執翻覆 其手按節而舞 俗稱葉舞, 英宗朝命樂院改稱尖

袖舞)」38)라 있으며, 또 「양무동…각지이검상대이무(兩舞童…各持二劍相對而舞)」39)라 있

다.

  첨수무는 엽무라고 불리워지다가 조 때에 이르러 첨수무라 개칭되었는데, 무자(戊子)진

작의 외연(外宴)에서는 양손에 칼을 쥐고 추었으며 을축(乙丑)․정해(丁亥)․신축(辛丑)․진

찬의 내연(內宴)에서는 맨손으로 추었다.  그리고 내연(內宴)에서도 같은 때에 첨수무와 검

무가 모두 거행된 것을 볼 때, 첨수무는 외연(外宴)에서만 추었고 조선 조 때에 검무가 첨

수무와 공막무(公莫舞)로 나누어졌다40)고 한 것이 잘못된 듯하며, 칼은 외연(外宴)에서만 들

었고 내연(內宴)에서는 맨손으로 추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첨수무의 복식을 보면 을축(乙丑)진찬(순조 29년)에서는 일반무동(一般舞童)들의 복식과 

같은 부용관(芙蓉冠)․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縇 中單衣)․홍질남선상(紅質藍縇裳)․녹색단령

(綠色團領)․두석녹정대(豆錫綠鞓帶)․흑화자(黑靴子)를 착용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략(略)한다.

  무자(戊子)진작(순조 28년)에서의 첨수무의 복식을 보면 공작우(孔雀羽)가 달린 피변(皮

弁)을 쓰고 녹문첨수의(錄紋尖袖衣)를 입고 홍자문반비의(紅紫紋半臂衣)를 입었으며 남전대

(藍纏帶)를 두르고 청말(靑襪)에 자행전(紫行纏)을 두르고 흑화자(黑靴子)를 신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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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의 피변(皮弁)은 악학궤범에 있는 것과 형태의 차이가 많으며, 첨수의(尖袖衣)는 일반

무동(一般舞童)들이 단령(團領) 속에 입은 중단의(中單衣) 형태와 같은 직령(直領)으로서 소

매 통이 좁고, 반비의(半臂衣)는 이 시대의 여령(女伶)들이 검무(劍舞)나 무산향(舞山香)을 

춤출 때 입었던 양옆과 뒷솔기가 터진 4자락의 괘자(掛子)와는 달리, 뒷솔기는 터지지 않은 

3자락의 옷이며, 앞자락의 길이가 뒷자락보다 훨씬 짧은 것이 특징이다.

  ⑶ 처용무(處容舞)의 복식(服飾)

  처용무(處容舞)는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에 발생된 춤42)으로 처음에는 한사람이 흑포사

모(黑布紗帽)로 추었다가 그 후에 5방처용이 생겼으며43), 악학궤범에 있는대로 학(鶴)・연화
대(蓮花臺)・처용무합설(處容舞合設)로 연희되어 규모가 방대해지고 격식이 장엄하여 춤으
로서는 일대(一大) 장관(壯觀)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듯 처용무는 음악・무용・노래를 망라(網羅)한 종합적인 가무극(歌舞劇)이면서 궁중
무용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가면무(假面舞)이다.

  처용무를 의궤에서 보면 내(內)・외연(外宴)에 모두 설행되었다.  지금까지는 처용무는 내
외연에 모두 무동이 추었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것은 처용무복(處容舞服)이 남복(男服)이기 

때문에 이같이 추측되었을 것이고, 「무기오인구처용가면사모(舞妓五人具處容假面紗帽)

…」44), 「처용정재여령오명(處容呈才女伶五名)…」45), 「처용무정재여령무오(處容舞呈才女

伶舞五)…」46)라는 기록으로 보아 일반무(一般舞)와 같이 내연(內宴)에서는 여령(女伶)이, 외

연(外宴)에서는 무동(舞童)이 춘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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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용무의 복식으로는 처용가면(處容假面)과 사모(紗帽), 말군(襪裙), 상(裳), 오방의(五方

衣), 천의(天衣), 길경(吉慶), 야자대(也字帶), 백피혜(白皮鞋) 등이다.

  평안감사 환 도(平安監司 歡迎圖)에 그려진 처용무의 복식47)을 보면 기녀(妓女)의 평복

(平服)차림인 남(藍)치마나 홍(紅)치마에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오방의(五方衣)를 

입고 있어서 말군(襪裙)차림이 아닌데, 거의 같은 무렵에 만들어진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

卯整理儀軌)를 보면 말군(襪裙)차림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 도(歡迎圖)에서는 지방 관아의 

향연이기에 궁중향연보다 간략하게 거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처용무의 복식에 관해 무신(戊申)진찬의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내연(內宴)에

서 여령(女伶)이 입었던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거의 비슷했

으리라는 추측에서 처용무의 무동복식(舞童服飾)을 연구하는 데에 많이 참고했다.

  이를 다시 각 의복별(衣服別)로 나누어 연구해보고자 한다.

  1) 사모(紗帽)

  사모(紗帽)는 복두(幞頭)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고려말 우왕(禑王) 때의 사신(使臣) 설장

수(偰長壽)가 명(明)에서 돌아올 때 착용함으로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사모는 처음에는 연각(軟脚)이었으나 조선 중엽 이후 차차 경각(硬脚)으로 변했다.

  처용가면을 쓴 다음 사모를 쓰는데 사모에는 수공화(首控花) 2가지〔기(技)〕를 꽂았다.  

이 수공화(首控花)는 「모상소삽목단화(帽上所揷牧丹花)」48)라는 데서 모란 꽃을 가리킨다

고 하겠다.

  이 사모에는 뒤에 후수(後垂)가 늘어져 있는데 「후수차모단오편 각장팔촌(後垂次冒緞五

片 各長八寸)」49)이라고 하니 조선조때 가장 많이 상용(常用)된 조척(營造尺)으로 보면 후

수(後垂)의 길이 8촌(村)은 대략 24∼25㎝정도가 된다. 조척(營造尺)은 세종 때 31.24㎝, 

성종 2년에 31.19㎝, 광해군 때 31.07㎝, 고종 때 30.59㎝, 고종 광무 6년 이후에 30.30㎝로 

변했다.50)

  처용가면(處容假面)에는 이환(耳環)과 이령(耳鈴)을 다는데, 악학궤범에는 「양이현석환랍

주(兩耳懸錫環鑞珠)」51)라 있어 주석고리와 납구슬을 건다고 했고, 무신(戊申)진찬의궤에는 

「매건두석이환사개 부금이령이개(每件豆錫耳環四箇 付金耳鈴二箇)」52)라 있어 주석고리와 

금박 방울을 쓴다고 했다.

  사모와 가면의 제조법에 관해 악학궤범에는 「사모(紗帽)는 대(죽(竹))로 망(網)을 떠서 

만든다.  여느 제도와 같이 종이를 바르고 채색하고 꽃을 그린다.  가면은 피나무로 새겨서 

만들거나 옻칠한 베로 껍데기를 만들고 채색한다」53)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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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말군(襪裙)

  말군(襪裙)은 군(裙)과 같은 것이며 고(袴)와도 같은 형으로 폭이 넓은 바지를 말하는데, 

다만 군(裙)은 현재 여자의 고쟁이와 같이 뒤가 터져 있으며, 고(袴)는 뒤가 터지지 않은 점

이 다를 뿐이다.

  처용무의 말군은 무릎에 채화사각(彩花四角)의 화양(花樣)이 붙어 있는데54), 이 화양(花

樣)은 방슬(方膝)을 말한다.  방슬(方膝)에는 수가 놓아져 있어서 고복남(高福男)은 이를 란

(襴)이라 하여 방슬을 슬란(膝襴)이라 보고 스란치마로 발전되었다고 본다.55)

  악학궤범에 「동방․북방(처용)의 군(裙)은 홍단(紅段을) 쓰는데 방슬(方膝)은 흑단(黑段)

을 쓰고 녹단(綠段)으로 연(緣)을 대며, 중앙의 군(裙)은 남단(藍段)을 쓰는데 방슬(方膝)은 

홍단(紅段)을 쓰고 녹단(綠段)으로 연(緣)을 댄다」56)라고 있다.

기축(己丑)진찬의궤에는 5명이 모두 남말군홍방슬(藍襪裙紅方膝)을 입는다57)고 했고, 무신

(戊申)진찬의궤에는 홍군(紅裙)에는 흑방슬(黑方膝)을 대며 남군(藍裙)과 흑군(黑裙)에는 홍

방슬(紅方膝)을 대는데 요 (腰纓)은 모두 백화주(白禾紬)로 하고, 특히 흑군(黑裙)은 아청화

주(鴉靑火紬)로 하여 흑색(黑色)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58)

  여기서 볼 때 기축년(己丑年)에 남말군(藍襪裙)을 모두 입었다는 것은 다르나 악학궤범과 

무신(戊申)진찬의궤의 기록이 같으니 이것이 일반적인 처용무의 말군(襪裙)일 것이다.

  무신(戊申)진찬의궤에서 악기풍물조(條)에는 방슬(方膝)의 가장자리에 연(緣)을 댄 기록이 

없으나 복식도(服飾圖)에서는 연(緣)이 보이므로 악학궤범에서와 같이 녹연(綠緣)을 둘 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악학궤범에는 허리를 홍초(紅綃)로 했는데59) 무신(戊申)진찬의궤에는 백화주(白禾

紬)로 했으니60), 이것은 홍색(紅色)에서 백색(白色)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용의 말군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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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오방처용(五方處容)의 말군(襪裙)

군(裙) 방슬(方膝) 방슬(方膝)의 연(綠) 요령(腰纓)

동    방

서    방

남    방

북    방

중    앙

홍색(紅色)

흑색(黑色)

흑색

홍색

남색(藍色)

흑  색

홍  색

홍  색

흑  색

홍  색

녹색(綠色) 백색(白色)

  3) 상(裳)

  상(裳)은 말군(襪裙) 위에 두르며 의(衣)속에 입기 때문에 의(衣)에 가려져서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춤을 추게 되면 의(衣)의 자락이 벌어지면서 엿보이게 된다.

  악학궤범에 「상(常)은 황초(黃綃)를 쓰며 상(常)가운데는 녹단(綠段)으로 첨(幨)61)을 만들

고 첨(幨) 아래는 홍금선(紅金線)과 황초(黃綃)를 잇대어 깁고, 첨(幨) 위에서 홍초 (紅綃

纓) 2개를 드리우고 끈 끝에 녹단(綠段)을 잇대어 깁는다. (5방이 모두 같다)」62)라고 있어, 

상(裳)은 황(黃), 녹(綠), 홍(紅)의 조폭(條幅)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해 준다.

  무신(戊申)진찬의궤에도 상(裳)은 좌우장폭(左右長幅)을 황생초(黃生綃)로 하고, 중폭(中

幅)(첨(幨)을 말함)은 초록생초(草錄生綃), 낙 (落纓)은 홍생초(紅生綃)로 하여 하단(下端)은 

초록생초(草綠生綃)로 한다 라고 있어 악학궤범의 것과 같다.

  상(裳)의 허리는 말군(襪裙)에서와 같이 악학궤범에서 홍색(紅色)이었던 것이 무신(戊申)

진찬의궤에서는 백색(白色)이 되었다.

  단지 상(裳)의 형태의 변화에서 두드러진 것은 가운데 늘어진 2개의 낙 (落纓)의 길이다.  

악학궤범과 무자(戊子)진작의궤의 것은 온폭을 붙인 좌우장폭(左右長幅)보다 낙 (落纓)이 

더 길며, 무신(戊申)진찬의궤의 것은 낙 (落纓)이 더 짧게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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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衣)

  의(衣)는 오방(五方)의 색에 따라 청(靑)․황(黃)․홍(紅)․백(白)․흑단(黑段)으로 만들며 

동방(東方)은 청의(靑衣), 서방(西方)은 백의(白衣), 남방(南方)은 홍의(紅衣), 북방(北方)은 

흑의(黑衣), 중앙(中央)은 황의(黃衣)를 각각 입었다63)고 한다.  의(衣)의 형태를 보면 앞자

락이 뒷자락보다 짧으며(악학궤범의 그림에는 2촌(寸) 5분(分)이 짧은 것으로 되어 있음), 

149



앞가슴 부분에 모나고 긴 흉배(胸褙)를 달고 앞뒤와 소매에 만화(蔓花)를 그리며, 옆솔기의 

밑부분은 거의 허리선까지 터져 있다.

  무신(戊申)진찬의궤에 있는 오방의(五方衣)의 색(色)을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表 3〉 오방의(五方衣)의 색 (戊申 진찬의궤)

  위 표에서 보면 오방의(五方衣)에 한삼(汗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 있는 한

삼(汗衫)은 한쪽 소매의 길이가 4척(尺) 5촌(寸)이고 옷길이가 1척(尺) 3촌(寸)되는 속적삼의 

형태인데, 무신(戊申) 진찬의궤의 복식도(服飾圖) 와 기축(己丑) 진찬의궤의 「청홍황흑백단

의…계백한삼(靑紅黃黑白緞衣…繫白汗衫)」64)라는 내용으로 보아 한삼(汗衫)이 의(衣)의 소

매 끝에 따로 길게 붙이도록 변했다고 하겠다.  이 한삼의 길이는 2척(尺) 6촌(寸)65)이 되게 

만들었다고 한다.  

  5) 천의(天衣)

  천의(天衣)는 여복(女服)의 하피(霞帔)와 같이 화려하다.  하피는 목에 걸쳐 내려오는 것

으로 조선초 왕비명복(王妃命服)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말까지 전승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여자(女子) 한복에의 Shawl과 비슷한 모양이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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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己丑)진찬의궤에 「草綠天衣」67)라 있고, 악학궤범에 「천의(天衣)는 녹단(綠段)을 

쓰고 만화(蔓花)를 그리며 안은 홍주(紅紬)를 쓴다. (5방이 모두 같다)」68)라 있으며, 무신

(戊申)진찬의궤에는 「외공초록 초단 5편 각장 8척 5촌 광 3촌(外拱草錄英綃緞 5片 各長 8

尺 5寸 廣 3寸), 내공홍화주 5편 각장 8척 5촌 광 3촌(內拱紅禾紬 5片 各長 8尺 5寸 廣 3

寸)」69)이라 있다.

  즉, 겉은 녹색(綠色) 비단, 안은 홍색(紅色) 명주로 하는데, 악학궤범에 있는 길이는 8척

(尺)4촌(寸)5분(分), 나비는 5촌(寸)6분(分)이었다 하니 그 시대의 조척(營造尺)으로 환산하

면 천의(天衣)의 길이가 약 263㎝정도이며 나비가 약 17㎝정도이었는데 이것이 후에 길이에

는 변화가 크게 없으나 나비가 좁아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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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길경(吉慶)

  길경(吉慶)은 신라여복(新羅女服)의 띠와 같고 고려(高麗)의 늑건(勒巾)과 같으나70) 지금

은 사용하지 않는다.

  처용가(處容歌)에 「길경(吉慶)계우샤 늘의어신 맷길헤(길경 겨우시어 늘이신 소맷길

에)」71)라 있어 길경(吉慶)은 소매부분에 있는 것인 듯 하나 이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는 

것이 아쉽다.

   악학궤범에 「길경(吉慶)은 안팎 모두 홍초(紅綃)를 쓰며, 양 끝에 녹단(綠段)을 잇대어 

깁는다(동․서․북․중앙은 같고 남은 흑초(黑綃)를 쓴다)」72)라고 있고, 기축(己丑)]진찬의

궤에 「홍초길경(紅綃吉慶)」73)이라 있으며, 무신(戊申)진찬의궤에는 길경(吉慶) 5건(件)에 

대해 「홍생초 5편 각장 12척 광 3촌(紅生綃 5片 各長 12尺 廣 3寸), 양단초록흑생초 10편 

각장 2촌광 3촌(兩端草綠黑生綃 10片 各長 2寸廣 3寸)」74)이라 있다.

  여기에서 볼 때 길경은 안팎 모두 홍초(紅綃)로 하며 양 끝에 녹초(綠綃)(동․서․북․중

앙)와 흑초(黑綃)(남)로 잇대었음을 알 수 있다.

  7) 대(帶)

  처용가(處容歌)에 「홍정(紅鞓)계우샤 굽거신 허리예(홍정 겨우시어 굽으신 허리에)」75)라 

있으며, 악학궤범에 「대(帶)는 홍정(紅鞓)을 쓰며 나무로 갈고리(구(鉤))를 만들고 여지(荔

枝)를 새기고 금을 붙여 바른다.  (5방이 모두 같다)」76)라 있다.  무자(戊子)진작의궤에는 

「홍정대(紅鞓帶)」77)라 있고, 이듬해 기축(己丑)진찬의궤에는 「금동혁대(金銅革帶)」78)라 

있으며, 무신(戊申)진찬의궤에는 「금야자대(金也字帶)」79)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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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혜(鞋)

  혜(鞋)는 리(履)와 같이 운두(雲頭)가 낮은 단요형(短靿形)의 신이다.

  악학궤범에 「혜(鞋)는 백피(白皮)로 만들고 끈을 단다. (5방이 모두 같다)」80)라 있으며 

무자(戊子)진작․기축(己丑)진찬의궤에도 각각 「백피혜(白皮鞋)」81)라 있다.

  그리고 무신(戊申)진찬의궤에는 「흑피화(黑皮靴)」82)라고도 있고 「홍공단수초혜…흑삼

승대목화(紅貢緞繡草鞋…黑三升大木靴)」83)라고도 있으며, 국역악학궤범에는 「지금은 백색 

가죽이 아니고 녹정혜(綠鞓鞋)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녹색 가죽이 아니고 청색 가죽을 쓴

다」84)라고 있다.

  처용무정재도(處容舞呈才圖)를 보면 무자(戊子)진작의궤와 기축(己丑)진찬의궤서에서는 백

피혜(白皮鞋)를 신었고, 무신(戊申)진찬의궤에서는 흑화(黑靴)를 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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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학무(鶴舞)의 복식(服飾)

  학무(鶴舞)에 관한 자료는 아주 희귀해서 그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점

이 많다.  다만 현재 국립국악원에 보존・기록되어 있는 「무용종류와 창작연대를 기록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학무의 발생연대는 고려 때(1367년경)이고 조선조 성종(成宗) 때 처

용무(處容舞)․연화대무(蓮花臺舞)와 합설되면서 크게 발전하 고, 조선말까지 궁중에서 성

장하여 전해져 왔다.85)  우리나라의 탈춤 중에서 날 짐승의 춤으로는 오직 하나 뿐이며, 새

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이기 때문에 새의 행동에 어울리는 동작과 가락등을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86)

  학무는 학이 연통을 쪼면 그 속에서 두 동녀(童女)가 나오는 춤이다.

  의궤에서 보면 학무는 정축(丁丑)진찬(고종 14), 임진(壬辰)진찬(고종 29), 신축(辛丑)진연

(고종광무 5), 임인(壬寅)진연(고종광무 6) 등에서 내외연(內外宴)과 야연(夜宴)에 추어졌다.  

그러나 학무만은 내외연(內外宴)을 막론하고 무동(舞童)이 추었던 것을 의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악학궤범에는 「박(拍)을 치면 청학․백학(靑鶴․白鶴)이 나는 듯이 밟고 지당 앞에 나아

가…」87)라 있고, 임진(壬辰)진찬․임인(壬寅)진연의궤에는 모두 「용죽위양학이청백우의지

량무동(用竹爲兩鶴以靑白羽衣之兩舞童)」88)이라 있으며, 신축(辛丑)진연의궤에는 「학무정재

무동 저청황고말(鶴舞呈才舞童 著靑黃袴襪)」89)이라 있고, 정재무도홀기(呈才舞圖笏記)에는 

「박청학황학고상(拍靑鶴黃鶴翶翔)」90)이라 있다.

  여기에서 볼 때 청학(靑鶴)․백학(白鶴)이 추던 때도 있었고, 청학(靑鶴)․황학(黃鶴)이 추

던 때도 있었다.

  학(鶴)의 제조방법을 악학궤범에서 보면 「몸 껍데기는 대(竹)로 만들어 종이를 바른다.   

목은 대를 엮어서 둥 게 만들어 겉을 베로 싸고, 목 안에는 장목(長木)을 쓴다.  또 숙승

(熟繩)을 아래 부리에 매어 그 숙승을 잡고 흔들어서 돌아보거나 쪼는 형상을 짓게 만들고, 

깃털은 흰 거위의 깃털을 붙인다.(청학은 청색으로 물들인 깃털을 쓴다) 날개는 황새 날개 

털을 쓰고 꼬리는 흑계(黑鷄)의 꼬리털을 쓰며 청색 부리를 단다. (청학은 녹색(綠色)부리이

다)  양 무릎에는 홍색(紅色) 상(常)을 입히고 홍색말(襪)과 홍색(紅色) 목족(木足)을 신는다. 

(청학은 청색치마와 청색버선과 녹색 목족을 쓴다)  흰 베를 마름질하여 배 아래로 드리워

서 무릎을 가린다. (청학은 청색베를 쓴다)  가슴 앞과 양 날개 밑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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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엿볼 수 있게 한다」91)라고 있다.

  2. 신제무용(新製舞踊)의 복식(服飾)

  신제무용(新製舞踊)이란 당시 왕세자(王世子)인 익종(翼宗)이 김창하 전락(金昌河 典樂)과 

함께 창제한 정재(呈才)를 가리켜서 계속 전승되어오던 전통무용(傳統舞踊)의 대칭(對稱)으

로 편의상 붙인 것이다.

  ⑴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창무의식(創舞意識)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는 1812년 왕세자(王世子)에 책봉되었으며, 1827년 대리청

정(代理聽政)할 때 많은 현재(賢才)를 등용하 고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하는 등 선정에 힘

썼다.

  무자(戊子)진작의궤와 기축(己丑)진찬의궤의 부편(附編)에서 보이는 정재들은 모두 불세출

(不世出)의 대무재(大舞才)인 효명세자(孝明世子)에 의해 창제(創製)된 것이다.

  순조 28∼29년 사이에 창제(創製)된 정재는 항악정재, 당악정재 등 춤의 외적 요소보다 내

적인 구성에 중심을 두고 춤다운 춤, 즉 민족적 정서를 되살린 우리의 고유한 예술성을 강

조한 춤이라고 하겠다.92)  이 때에 연희된 정재의 수도 많지만 특히 복식(服飾)이 다양하며 

같은 무용(舞踊)이라도 해마다 복식이 다른 점을 볼 때 창제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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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同) 30년 5월에 익종이 졸하므로써 정재의 창제활동이 단절되고 말았으니 매우 안타까

운 일이다.

  특히 복식에 있어서는 형태와 색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문양을 넣었으며, 무용에 따라 

복식을 달리하여 다양화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화려한 무복(舞服)을 창제한다는 익

종의 창의적인 복식관(服飾觀)이 들어 있다고 하겠다.

  ⑵ 무자년(戊子年) 신제무용(新製舞踊)의 복식(服飾)

  무자(戊子)진작의궤 부편(附編)에 있는 신제무용의 무동복식(舞童服飾) 내용을 〈表 4〉와 

같이 정리하고, 몇가지의 정재도(呈才圖)와 복식도(服飾圖)를 실려 본다.

<表4> 戊子年 新製男舞의 服飾

(戊子진작의궤 附編, 공령 條의 내용정리)

  이 표에서 볼 때 의궤의 내용에는 한삼(汗衫)이 향령무(響鈴舞), 춘앵전(春鶯囀), 무산향

(舞山香), 무고(舞鼓), 향발무(響鈸舞), 아박무(牙拍舞), 포구악(抛毬樂) 등에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정재도(呈才圖)를 보면 고구려무(高句麗舞)와 공막무(公莫舞)를 제외한 무용(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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踊)에 무슨색인지는 알수없지만 모두 한삼(汗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고(襪袴)에 오색행전(五色行纏)을 둘 으며, 그 위에 〈표 4〉에 있

는 복식(服飾)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圖 5-1〉 망선문(望仙門)의 복식(服飾)

〈圖 5-2〉 박접무(撲蝶舞)의 복식(服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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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27〉 진홍광대(眞紅廣帶)

168



169



170



171



172



〈圖 5-38〉 백말(白襪)

  ⑶ 기축년(己丑年) 신제무용(新製舞踊)의 복식(服飾)

  을축(乙丑)진찬의궤 부편(附編)을 보면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의 원무무동(元舞舞童)과 

최화무(催花舞),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무애무(無㝵舞) 등의 

무동복식(舞童服飾)으로 각건(角巾), 홍포(紅袍), 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縇中單衣), 남야대(藍

也帶), 흑화(黑靴)라 했고,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의 선모(仙母)와 죽간자(竹竿子)무동(舞童)

과 무고(舞鼓), 아박무(牙拍舞), 향발무(響鈸舞), 사선무(四仙舞), 보상무(輔相舞) 등의 무동복

식(舞童服飾)으로는 복두(幞頭), 남포(藍袍), 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縇中單衣), 홍야대(紅也

帶), 흑화(黑靴)93)라 했다.

  그러나 정재도(呈才圖)를 보면 각건(角巾)과 복두(幞頭)를 쓴 것이 공령조(工伶條)의 기록

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 두 종류의 복식이 무용(舞踊)에 따라 각각 정해진 것이 아닌 듯 하다.

〈圖 6-1〉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의 복식(服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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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4〉 포(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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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언 (結    言)

  이상에서 조선후기 궁중무복(宮中舞服)에 대해 순조(純祖) 이후의 여러 진작(進爵)・진찬
(進饌)・진연의궤(進宴儀軌)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전통무용의 일반적인 무동복식(舞童服飾)은 화관(花冠), 백질흑선중단의(白

質黑縇中單衣), 홍상(紅裳)(또는 남상(藍裳)), 각색(各色) 단령(團領), 야자대(也字帶), 흑화자

(黑靴子)로 계속 전승되었으며, 순조 28년의 첨수무(尖袖舞)의 복식(服飾)으로는 공작우(孔雀

羽)가 달린 피변(皮弁), 녹문첨수의(綠紋尖袖衣), 홍자문반비의(紅紫紋半臂衣), 남전대(藍纏

帶), 청말(靑襪), 자행전(紫行纏), 흑화자(黑靴子)이다.

  처용무(處容舞)의 복식(服飾)으로는 처용가면(處容假面)과 사모(紗帽), 말군(襪裙), 상(裳), 

오방의(五方衣), 천의(天衣), 길경(吉慶), 야자대(也字帶), 백피혜(白皮鞋)인데, 사모(紗帽)의 

뒤에는 후수(後垂)가 늘어져 있고 오방의(五方衣)는 홍(紅)․청(靑)․황(黃)․백(白)․흑색

(黑色)의 의(衣)로서 오방(五方)의 색을 따랐고, 상(裳)과 말군(襪裙)의 허리는 홍색(紅色)에

서 백색(白色)으로 변했다.

  학무(鶴舞)는 청(靑)․백학(白鶴)이 추던 때도 있었고 청(靑)․황학(黃鶴)이 추던 때도 있

었으며 내외연(內外宴)을 막론하고 무동(舞童)이 추었다.

  효명세자(孝明世子) 익종(翼宗)에 의해 창제된 신제무용(新製舞踊)은 순조 28년․29년에 

주로 연희되었는데, 특히 화려한 무복(舞服)을 창제하기 위한 복식관(服飾觀)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복식(服飾)이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몇가지 결론을 얻었다.  참고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전무(全無)한 무동복(舞童服)의 연

구분야에 본 소고(小考)를 내놓으며 무동복(舞童服)의 원형(原形) 정립(定立)에 하나의 자료

(資料)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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