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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forms and styles of the costumes in the Peking 
Opera of China and to figure out the symbolism and aesthetic value of the costumes. The re-
search was done using documentary Peking Opera, the costumes can be seen as a special kind of 
language which audience members can clearly understand it. Therefore, the spectators can under-
stand instantly the sex, age, personality, and position of the character by seeing the style, color, 
and patterns of the costumes. As a result, one can call the costumes of Peking Opera, "picturizing 
costumes". The typical costumes are mangpao, pi, kao, xiezi, yi. Mangpao is the ceremonial robe 
often used by emperors and officials. It can be worn by lao sheng, xiao sheng and wu sheng. 
Bright yellow and apricot yellow colors are used exclusively by those who play the parts of em-
perors, foreign rulers, princes and the Monkey King. The next costume style to be discussed is 
Pi. Pi is the informal dress for the emperor, and young officials that are involved in civilian or 
military duties. The third costume style to be explored is Kao: the garment that a stage warrior 
wears when going into battle. This warrior can have three kinds of armor: the hard armor, the 
soft armor and the newly revised armor. Fourthly, the costume that is the most commonly worn, 
xiezi, is examined; it is the informal coat for every one regardless of one's age, sex, role, or level 
of nobility. Finally, the last of the typical costumes is Yi; this costume category includes numerous 
kinds of costumes, such as kaichang, baguaiyi, fayi, guanyi, yulinjia, kanjian, toupeng, jianyi, etc

Key words: peking opera(京劇), mangpao(蟒袍), pi(帔), kao(靠), xiezi(褶子), yi(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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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극은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국극으로,

고전희곡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경극에

는 오랜 세월 속에 축적된 중국인의 다양한 삶의 방

식(way of life)과 삶의 양식(life style)이 함축되어

있으며, 경극 연구는 중국문화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명대 복식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경극 복식은 복식의 형태, 색채, 문양, 착용

방법 등에 고도의 내적 기호화가 이루어진 상징적

기호이며, 독립된 예술분야로 분류하여 연구될 만큼

독특한 중국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극 복식은 통일된 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서서히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이

는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기 때문

에 계승 내지 전수되면서 선택되는 과정에서 변형되

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극배우 매란방(梅蘭芳)의 고

장(古裝)과 어린갑(魚鱗甲이) 바로 이러한 예로, 그

는 극의 인물형상과 역사속의 도판을 참고로, 실제

무대공간의 현실성을 연구하여 고대 여성을 표현하

는데 새로운 양식을 확립하였으나 경극 복식의 형식

과 체계를 넘지 않았다. 디자인의 변화가 큰 복식을

입고 경극을 공연할 때 관객은 이미 그것을 경극으

로 감상할 수 없으며, 경극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이

다. 하지만 기호의 안정은 기호의 의미작용과 관계들

의 잠재력을 증강시키며, 확립된 규범에 있어서의 아

주 작은 변화는 상당히 큰 의미작용의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다1)고 했듯이 작은 변화에도 관객은 충분히

커다란 의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극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2) 범

위가 광대하여, 특별한 인물 중심의 복식에 한정되었

거나, 얼굴분장에 관한 연구는 되어 있으나, 경극을

감상하기 위한 복식 전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경극 복식의 형식과 종류 그리고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극 복식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고찰하여 경극, 더 나아가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커다란 의미에서의

경극 복식에 포함되는 관, 머리장식, 염구, 검보 뿐

아니라 무대소품 그리고 무대동작 역시 상징적 의미

를 가지고 있어, 경극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차 좁은 의미에서의 복식에

한정하여 연구하고, 관식과 두식과 소품과 검보 그리

고 무대동작 등은 이어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으로는 경극에 관한 문헌연구와 공연사진 자료3), 매

란방 경극단 한국공연 자료4)와 북경 경극원 배우들

과 함께 연개소문 경극복식을 만들어 시연한 자료5)

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Ⅱ. 경극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경극의 유래
경극은 청 건륭(乾隆: 1736~1795)연간부터 본격적

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군으로 칭송되는

강희(康熙; 1622~1722)와 옹정(擁正; 1723~1735) 그

리고 건륭 세 황제의 즉위기간은 무려 130여 년에

이르는데, 이 당시 청조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

라 불리는 평화적인 전성기를 이룩하였다.6) 당시 사

회적 분위기는 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자극하였고,

이는 통속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경을

위시한 전국 각지의 대도시 곳곳에 다양한 공연장들

이 들어섰으며, 서민적이고 역동적인 예술성을 가진

다양한 지방연극들의 유행은 고관대작들이 즐기던

섬세하고 아름다운 곤곡(崑曲)을 식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방연극 가운데 1790년 건륭 황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북경에 와 자리잡은 피황극단에서 공

연한 피황극(皮黃劇)에서 오늘날 경극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이 탄생되었으며, 명칭은 청조 광서연간

(1871-1908)에 북경의 피황극단이 상해에 가 공연하

였을 때, 북경 극단이 부른 피황을 ‘북경곡조(北京 曲

調)’라 구분 지으면서 ‘경조(京調)’, ‘경강(京腔)’, ‘경

희(京戱)’, ‘경극(京劇)’이라 부르게 된데서 유래한다

경극은 초기부터 궁정의 지지를 받았으며, 청대

함풍(咸豊), 동치(同治), 광서(光緖)연간의 왕들은 피

황극에 심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고에서 거금

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뒷받침으로 경극은 중국의 대

표적인 희곡이 되었으며, 30년대에는 중국의 국극으

로 확립되었다. 민국년간(1912-1949)에도 계속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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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역(女役)으로 유명한 매란방(梅蘭芳), 정연추

(程硯秋), 상소운(尙小雲), 순혜생(荀慧生)등이 출현

하였다. 이들의 무대복식은 각기 특색을 가지고 4대

유파를 형성하였으며7) 이로 인해 극 중 인물은 더욱

표현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경극은 정

치적인 이유로 사회주의 혁명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8가지 현대경극 이외에는 모든 공연이 금지

되었다. 1949년 이전의 극을 전통극이라 부르는 반면

이것들을 현대극이라 불러 구분하고 있다.8) 1970년

대 중국의 사인방이 몰락한 후 사회에 새로운 변화

가 생기게 되자, 많은 경극이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1990년대 문화가 개방되면서 경극은 중국 문화를 대

표하는 예술로 등장하였으며, 가부키와 더불어 동양

을 대표하는 극이 되었다.

2. 경극의 미적가치와 형식상의 특징
경극은 예술적 상징성을 고도로 극대화시킨 상징

의 미학이다.9) 내용과 정신에 치중하여 형식을 만드

는 사의(寫意)를 미적 가치로 추구하며,10) 하나의 극

속에 창(唱;노래), 염(念;말), 주(做;동작), 타(打;무

술), 무(舞;춤)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공연예술이다.

즉경극은 외적으로는 가무와 장식 그리고 형식을 갖

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이형전신, 형신겸비(以形傳神,

形神兼備;형상으로 정신을 전하며, 형상과 정신을 겸

비한다)를 추구하는 예술’11)이다. 황좌림(黃佐臨)

은12) 경극에서의 사의를 에센셜리즘(essentialism)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눈에 보이는 모양에 마

음을 쓰기 보다는 대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의를 추구하는 경극미학

에서, 과장과 상징은 핵심적인 표현방법이며, 이러한

특성은 ‘보는 경극’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로 인해

경극은 다음과 같은 형식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음악화된 대사와 율동화된 동작이다.

경극에서 배우의 모든 대사는 항상 피황을 기본가

락으로 한 악기반주와 함께 행해지며, 서양의 오페라

와 같이 음악화되어 있다. 또한 창․염․주․타․무

의 모든 동작의 몸놀림도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시에 음악과 함께 리듬화되어있다. 따라서 경극은

청각적으로 음악화된 대사와 시각적으로 율동화된

동작이 함께 어우러져 사의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정형화되어 있는 인물형상이다.

경극의 소재는 전설, 고사 등의 민간문학에서 많

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런데 문학의 내용이 하나의

극으로 연출되면서, 극 중 인물들은 단순한 서사와

서정을 넘어, 특정 장면의 특정 인물로 바뀌게 되었

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정형화된 형상을 갖게 되

었다. 경극에서 주요 인물들은 모두 정형화된 인물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화장과 의상은 등장인물

의 정형화된 형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

사용된다. 따라서 관객은 배우의 화장과 의상만 보아

도 성격과 신분배경까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리고 정형화된 인물 형상은 연출가가 극을 통해 관

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 된다.

셋째는 양식화되어 있는 극의 형식이다.

경극은 등장인물의 성별, 연령, 신분, 성격과 연기

특징에 따라 생(生;성), 단(旦;단), 정(淨;징), 축

(丑;초우)이라는 4개의 배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연

령과 역할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배역은 배우가

창조해내야 하는 인물형상의 조형적 기초가 되는 동

시에 창의성을 이입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

는 마지막 단계이다. 무대의상 또한 역할에 따라 정

해져 있으며, 신분과 연령에 따라 착용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천대규제(穿戴規制)라 한다.

3. 경극복식의 천대규제(穿戴規制)
경극복식은 중국 전통 희곡복장과 같이 행두(行頭),

희의(戱衣), 희장(戱裝)이라 부르며, 여기에는 배우가

공연을 하기 위해 착용하고, 장식하는 복식, 관식, 신

발, 소품 등 일체의 품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각

기 구분하여 상자에 보관하는데, 이러한 보관법을 의

상제(衣箱制)라 부르며,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어 사

상제(四箱制)라고도 한다. 대의상(大衣箱)은 남녀망

(男女蟒) 개창(開氅) 관의(官衣) 궁장(宮裝) 남녀피

(男女帔) 습자(褶子) 등 문관 위주의 무대의상을 보관

하고, 이의상(二衣箱)은 남녀고(男女靠), 흑고의(黑袴

衣) 용투(龍套), 병졸감(兵卒坎) 후의(猴衣) 등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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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무대의상을 보관한다. 삼의상(三衣箱)은 내의

와 채고(彩褲), 신발 등을 보관하고, 사의상(四衣箱)

은 회두상(盔頭箱)이라 부르기도 하며, 모자, 수염 등

각종 소품을 보관한다. 각각의 옷상자를 관리하는 관

상사부(管箱師傅)는 직접 배우들의 무대복식 착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배우가 연기해야 할 인물 형상

을 위해 천대규제 안에서 무대복식을 디자인과 연출에

관여하기도 한다.

천대규제(穿戴規制)는 전통 희곡 복식과 같이 경극

에서 배우가 극중 인물로 분장하는데 지켜야 할 기본

규칙으로, 등장인물의 특성․사회적 지위․생활환경

․성격 등에 따라 배우가 착용하여 할 의상을 구분한

다. 따라서 그들끼리 하는 말에 “찢어진 옷을 입을지

언정 규칙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는다(寧穿破, 不

穿錯)”13)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극 배우들의 복식은

배역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는 당시 예인들이 극중에

서 착용해야 할 상례를 기록해 놓은 명대 ≪맥망관초

본고금잡극(脈望館鈔本古今雜劇)≫의 천관(穿關)14),

청대 천대제강(穿戴題綱)15)등에서 전수된 것이며, 특

히 ≪맥망관초본고금잡극≫의 천관은 현재 발견한 가

장 최초의 희곡복식 자료로 천대제강과 함께 중국 전

통희곡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경극의 천대규제

도 이러한 중국 전통희곡복식의 상례를 이어 온 것으

로, 중국에는 200여종의 지방희곡이 있으며, 모두 복식

착용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경극 복식의 천대규제

를 알아야 하며, 이를 이해하는 순간 관객은 무대의상

을 보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창조 해내야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경극 복식은 중국 전통 희곡 복장을 기초로 청대에

정형화되었으나, 복식의 형태는 명대 복식을 기본으로,

한․당․송․원․청 등 역대 복식의 조형적 요소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다16). 그러나 경극 무대복식의 천

대규제는 실제 역사 복식제도와 다르다. 등장인물의 배

역, 신분, 지위, 연령, 성격 등에 따라 복식의 구분이 있

으나, 봉건사회와 같은 신분구별이 아니라 복식을 통해

관중에게 등장인물과 극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

여, 관객이 극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경극 복식
원색적이고 화려한 경극 복식은 현실생활 속의 옷

이 아니라 이미 예술화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무대의

상이다. 따라서 사실성 보다는 상징성을 중시하고 극

중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특성, 나이, 성격 등을 적

절히 표현해 내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아울러 기능적

으로도 무용과 무예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경극복식은 경극에 종사하는 사람도 정확히 행두

가 몇 종류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옷의 가지 수가

많으나, 크게는 망포(蟒袍), 피(帔), 고(靠), 습자(褶

子), 의(衣)로 나누어지며, 의의 가지 수는 망포, 피,

고, 습자보다 많다. 중국 문헌자료17)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복식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망포(蟒袍)
경극의 망포는 명, 청 양대의 망의를 무대복식으

로 미화한 것으로, 경극에서 가장 중요한 복식이다.

황제, 재상, 황후 등 신분이 고귀한 배역들이 공식적

인 장소에서 입는 예복으로, 실제 역사복식에서는 오

조룡(五爪龍)이 수 놓여진 용포에 비해 네 발톱을

수놓은 옷을 망포라고 하였으나, 경극에서는 황제가

입던 대신이 입던 기본적으로 모두 사조룡이 원칙이

다. 색은 홍, 록, 황, 백, 흑 상오색과 남, 자색, 분홍,

담청, 향 하오색으로 구별한다. 남성의 망포는 상오

색과 하오색 모두 사용하지만, 여성의 망포는 황색,

홍색, 흰색, 갈색을 사용한다. 망포의 색채에 따라 극

중 인물의 신분, 지위, 연령을 구별할 수 있다.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남망, 여망, 노단망, 기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인 망포는 다음과 같다.

복식의 형태는 원령에 관포대수인 명대 망포와 같

으나, 소매 끝에 길게 늘어진 수수(水袖)가 달려있다.

수수는 실제 복식에서는 없던 것으로, 배우들의 춤추

는 동작을 미화시켜 줄 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 동작

으로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다.18) 소재는 공단을 사용하며, 금은사와 색사로 용

문양을 수놓으며, 단룡(團龍), 행룡(行龍), 대룡(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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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 세 종류로 구분된다. 단룡은 인물의 신중한 성격

을 표현하며 보통 10마리를 수놓는다. 행룡은 자유롭

고 씩씩한 느낌을 표현하며, 앞에 4마리, 뒤에 2마리

총 6마리가 수 놓여지며, 두 마리씩 서로 마주보고

있다. 대룡은 유룡(遊龍), 산룡(散龍)이라고도 하며,

앞길과 뒷길에 각각 한 마리씩 수놓는데, 행룡에 비

해 기세가 당당하고, 크기도 훨씬 과장되어 있다.

1) 남성의 망포

(1) 황색망포(黃色蟒袍)

황색망포는 황제나 왕이 착용하는 명황색 망포와

태자나 친왕이 사용하는 행황색(杏黃色) 망포로 구

분된다. 용문양은 단룡을 수놓으며, 여기에 중국 전

통에서 존귀와 부유함을 상징하는 장식도형인 팔보

와 팔길상을 수 놓는다. 특별히 손오공은 밝은 황색

에 색사와 금사를 섞어 수놓은 단룡망포를 착용한다.

(2) 홍색망포(紅色蟒袍)

황족, 재상 등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분장하는

배역이 착용하며, 황제와 왕자 그리고 특별히 손오

공은 황색망포를 착용해야만 하나, 황제로 분장 시

황색이 없을 경우 홍색 망포로만 대신할 수 있다.

착용인물로는 ≪감로사(甘露寺)≫에서의 유비(劉備),

≪진향련(秦香蓮)≫의 진세미(陳世美)<그림 1>19), ≪옥

당춘(玉堂春)≫의 왕금룡(王金龍) 등이 있다. 서로

다른 자수 기법과 열 개의 단룡이 서로 배합되어

장중하면서도, 우아하고 당당하다.

(3) 흑색망포(黑色蟒袍)

화검으로 분장하는 문신과 무장의 관복 혹은 조

복이다. 평금수를 위주로, 채수가 장식 색으로 약간

배합되어 있으며, 구름을 타고 비상하는 산룡도안과

하단에 펼쳐진 큰 면적의 금해수(金海水 ;금색 바

다)의 조화는 망포의 장중함과 찬란함을 더해준다.

무관의 경우 망포 위에 삼첨령(三尖領)을 둘러 무

관임을 나타내며, 이는 청대 피령(披領)에서 유래한

것 같다. 흑색 망포를 착용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향련≫중의 포청천<그림 2>20)과 ≪패왕별희≫

중의 항우(項羽) 등이 있다.

(4) 다갈색 망포(香色蟒袍)

지위가 비교적 높고 연로한 관원으로 분장할 때

입는 조복으로, 연로한 관원이 입기 때문에 색채가

침착하면서도 휘황찬란한 효과를 잃지 않도록 했다.

금사와 면사를 섞어 수놓는 과금수를 사용하여 단룡

을 수놓았다. 착용인물로는 ≪감로사≫에서의 교현

(喬玄)과 ≪진향련≫에서의 왕연령(王延齡) 등이 있

다. 젊은 문관이나 장수는 백색 망포를 착용한다.

(5) 자주색 망포(豆沙色蟒袍)

지위는 비교적 높으나, 아직 노년에는 이르지 않

은 문관이 착용한다. 색채의 우아함이 특별히 요구되

는 의상이다. 단룡을 수놓고, 우아한 색채의 과금수

를 써서 해수강아(海水江芽)를 수놓는다. 착용인물로

는 ≪장상화(將相和)≫ 중의 인상여(藺相如)가 있다.

(6) 녹단망포(綠緞蟒袍)

관우같이 성격이 호탕하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착용한다. ≪독목관(獨木關)≫의 극본에 연개소문의

착용의상으로 녹단망포<그림 3>21)가 기록되어있다.

2) 여성의 망포

여성의 망포는 남성의 망포와 유사하나, 남망에

비해 길이가 짧으며, 색의 종류가 비교적 적다. 여망

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구식 여망포는 가장자리를

무늬가 있는 천으로 넓게 장식한 반면, 신식 여망포

는 남망포와 같이 가장자리 장식을 하지 않는다. 그

리고 운견(雲肩)과 술장식인 유소(流蘇)를 함께 착

용하여,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1) 황색여망포(黃色女蟒袍)

황후와 귀비의 전용복식으로 단봉여망이라고도 한

다. ≪용봉정상(龍鳳程祥)≫의 손상향이 착용하였다.

(2) 홍색여망포 (紅色女蟒袍)

황후, 귀비, 공주와 재상부인 등으로 분장하는 배역

의 조복과 공복이다. 때로는 권문세가의 혼례 때 입는

예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양은 단봉(團鳳), 산봉

(散鳳) 그리고 목단을 많이 사용하며, 용과 봉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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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홍색 망포,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7.

<그림 2> 흑색망포,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10.

<그림 3> 녹단망포,

필자촬영, 1996

<그림 4> 홍색여망,

필자촬영, 1997

<그림 5> 노단망포,

필자촬영, 1997

<그림 6> 여기망포,

中國京劇服裝圖譜, 1994, p. 11.

께 쓸 수 도 있다. 초기 경극 복식에서는 여망에도 용

문양을 사용하였으나, 경극의 성숙기에 이르면서 봉황

을 사용하였다. 색채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여 인물

이 온화하고 점잖으며 고귀한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

착용인물로는 ≪귀비취주(貴妃醉酒)≫에서의 양

옥환(楊玉環)과 ≪대등전(大登殿)≫의 옥보천(王寶

釧) 등이 있다. 양옥환은 당 명황제의 애비로,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양귀비를 말한다. <그림 4>22)

(3) 백색여망포(白色女蟒袍)

부모 상을 당했을 때 착용하는 효복이다.

3) 노단망포(老旦蟒袍)

황태후와 봉호를 받은 노부인으로 분장할 때 입

는 조복 혹은 공복으로, 행황색은 태후 전용복식이

이다. 노단망포는 장색(醬色), 다갈색, 고동색, 살구

색을 쓸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수와 평금수로 열

개의 단룡을 수놓기도 하고 때로는 산룡을 수놓기

도 한다. ≪태군사조(太君辭朝)≫중의 사태군(佘太

君), ≪진향련≫의 왕연령<그림 5>23), ≪감로사≫에

서의 손권의 모후 등이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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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분류 세부 명칭 착용 배역

황제, 재상,

황후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배역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입는 옷

남성망포

홍색망포 고관대작으로 분장하는 배역이 가장 많이 착용

흑색망포 화검으로 분장하는 문신과 무장의 관복 혹은 조복

다갈색망포 지위가 비교적 높고 연로한 관원의 조복

자주색 망포 지위는 비교적 높으나, 아직 노년에는 이르지 않은 문관의 조복.

녹단망포 관우와 같이 성격이 호탕하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착용

여성망포

황색여망포 황태후와 봉호를 받은 노부인의 조복 혹은 공복

홍색여망포 황후, 귀비, 공주와 고명부인 등으로 분장하는 배역의 조복과 공복

백색여망포 부모 상을 당했을 때 입는 효복

노단망포 황태후와 봉호를 받은 노부인으로 분장할 때 입는 조복 혹은 공복

여기망포 변방 소수민족의 후비와 공주 배역의 조복

<표 1> 경극복식 : 망포

4) 여기망포(女旗蟒袍)

여기망포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치파오(旗袍)

를 변형한 것으로 변방 소수민족국의 후비와 공주

배역의 조복이다. 바탕색은 주로 홍색이며, 채수와

평금수를 사용하며, 단룡과 단봉을 수놓는다. 청조의

복장인 여기망포(女旗蟒袍)는 호령(護領)을 사용하

지 않고, 경번령(硬翻領)을 사용한다. 망포 하단에는

해수를 수놓았지만, 양쪽 옆을 트지 않는다. 기망의

길이는 여망보다 길어 신발 등까지 내려오며, 소매통

과 품이 꽉 끼이며, 수수를 달지 않는다. 운견을 걸

치지 않으며, 화분저(花盆底)라고 하는 신발을 신는

다. 착용인물로는 ≪사랑탐모(四郞探母)≫에서의 철

경공주(鐵鏡公主)와 ≪대등전(大登殿)≫에서의 대전

공주(代戰公主) 등이 있다. <그림 6>24)

이상의 망포를 배역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2. 피(帔)
피는 명대 귀족부인들의 예복인 대수배자(大袖褙子)

에서 변형, 장식한 것으로 경극에서는 황제, 문무관의

편복으로 혹은 혼례 때 예복으로 사용된다. 대금장포에

수수가 달린 활수이며, 허리 양옆으로 트임이 되어 있

다. 소재는 공단이나 추단(縐緞)을 사용한다. 대금은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무공이 필요한 경우 앞자

락을 뒤로 여며 착용할 수도 있다. 남피의 길이는 발목

까지이고 여피는 조금 짧아 무릎까지이다. 인물의 신분

과 연령에 따라 색과 문양이 다르며, 황제는 단룡, 황

후는 단봉, 황태후는 단룡봉을 장식하고, 그밖에 사람

들은 단학, 단복(團踾), 수자(壽字), 단화, 줄기 등을

수놓아 장식하였다. 황제는 반드시 단룡이 수 놓여진

황색 피를 입으며 이를 단룡피(團龍帔)라고 한다. 나이

든 사람은 향색, 중년은 남색, 젊은이는 홍색을 입는다.

망포가 위엄이 있고 고귀하게 보인다면, 피는 유유자적

한 선비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옷이다.

1) 단룡피(團龍帔)

황제가 착용하는 옷으로, 황피라고도 한다. 명황색

으로 단룡 열 마리가 수놓여 있다.

2) 단화남피(團花男帔)

젊은 문관의 편복이나 결혼 예식 때 신랑이 입는

예복으로 착용할 때에는 홍색 바탕에 단화를 수 놓

는다. 착용인물로는 ≪진향련≫에서의 진세미<그림

7>25), ≪옥당춘(玉堂春)≫의 옥금룡(王金龍), ≪군영

회(群英會)≫의 주유(周瑜) 등이 있다.

3) 회색남피(灰色男帔)

나이 들은 관원으로 분장하는 배역의 편복이다.

평금수와 채수를 사용하며, 색채는 장중하고 가라앉

은 색이지만 수자(壽字), 선학(仙鶴), 오복봉수(五福

(蝠)捧壽), 보상화(寶相花), 초룡(草龍), 단룡(團龍),

박고문(博古紋), 한와(漢瓦) 등의 도안을 많이 사용

하여 위엄이 있다. 착용인물로는 ≪화전착(花田錯)≫

에서의 유원외(劉員外)와 ≪타어살가(打魚殺家)≫의

정원외(丁員外)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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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화남피,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34. <그림 8> 노단황피, 中國京劇服裝圖譜, 1994, p. 54.

4) 봉황여피(鳳凰女帔)

황후, 후궁, 공주 등의 전용 의상이다. 황색계통은

모두 황실 전용 색채이며, 화려하고 우아하다. 피 전

체에 단봉 열 개가 수놓아져 있다. 착용인물로는 ≪이

진궁(二進宮)≫에서의 이염비(李艶妃)와 ≪용봉정상

(龍鳳呈祥)≫에서의 손상향(孫尙香) 및 ≪패왕별희≫

에서의 우희(虞姬) 등이 있다.

5) 단화여피(團花女帔)

여성의 화피는 모란, 난초, 매화 등을 생기 넘치게

수놓아 장식한다. 구도는 좌우대칭 혹은 자유롭게 펼

쳐지는 구도가 많으며, 색상은 하오색을 주로 사용한

다. 여성의 경우 하의로는 반드시 백절군을 착용한다.

6) 노단황피(老旦皇帔)

명황색으로 황태후의 전용복식이다. 용과 봉황을 서

로 마주보게 하여 10개의 단문으로 수놓는다. 하의로

는 짙은 녹색의 백절군을 입는다. <그림 8>26)은 ≪용

봉정상(龍鳳程祥)≫의 오태후가 착용한 노단황피이다.

3. 습자(褶子)
습자는 경극복식 중 가장 많이 착용하는 옷으로,

명대 사령대수삼(斜領大袖衫)에서 변형된 것으로, 문

무, 귀천, 남녀, 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착용하는 편

복이다. 남성용 습자의 길이는 신발 등까지 내려오고,

활수에 수수를 대었다. 여성용 습자는 대금에 소입령

(小立領; 짧은 차이나 칼라)으로, 길이는 무릎까지이

나 활수에 수수를 댄 것은 남성 습자와 동일하다. 소

재는 부드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단을 사용하

고, 무정(武淨)과 같이 무거운 느낌의 배역에는 공단

을 사용한다. 소생(小生)27)이 많이 착용하는 의상으

로, 비교적 형태는 간단하나 장식면적이 커, 수를 놓

아 장식한 문양에 따라 착용인물이 다르다. 단독으로

착용하기도 하고, 망, 피, 등의 위에 착용하여 다양한

인물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전의(箭衣)와 함께 착

용하기도 하는데, 입는 방법에 따라 인물의 성격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달라진다.

1) 생화습자(生花褶子)

가정이 부유한 선비로 분장하는 소생의 주요복장

이다. 산지형으로 주로 매화, 난초 등을 수놓은 것은

문소생의 복식으로, 문소생화습자(文小生花褶子)라

칭한다. 옷의 색상은 분홍이나 담록색 등 하오색을

사용하였으며, 재학이 넘치며, 여유로운 느낌을 준다.

젊고 비교적 신분이 높은 장수인 무소생의 복식은

국화나 작약을 수놓으며 무소생화습자(武小生花褶

子)라 칭한다. 활기찬 느낌을 주어 장수의 굳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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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생화습자,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42.

<그림 10> 부귀의,

中國京劇服裝圖譜, 1994, p. 99.

<그림 11> 노두의,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169.

<그림 12> 여청습자,

中國京劇藝術, 1996, p. 273.

를 보여준다.

문소생소화습자(文小生素花褶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젊은 선비나 수재 착용하며, 대부분 매화를

사령의 아래쪽에만 수놓는다.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수수해서, 품행이 고결하고 조용한 성격을 표현한다.

무생단화습자(武生團花褶子)는 단화를 수놓으며,

중년의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무장이나 의적 같은

영웅 배역이 착용한다. 수는 연한 바탕에 짙은 색깔의

꽃을 수놓거나 혹은 짙은 바탕에 연한 색깔의 꽃을

수놓는데, 사용하는 색상과 무늬는 서로 우아하게 어

울려야 하며, 중년의 성숙하고 노련한 면을 보여준다.

착용인물로는 ≪서상기(西廂記)≫에서의 장군서

(張君瑞), ≪양축애사(梁祝哀史)≫에서의 양산백(梁

山伯)과 남장을 한 여자 축영대(祝英臺), ≪백사전

(白蛇傳)≫에서의 허선(許仙) 등이 있다. <그림 9>28)

2) 부귀의(富貴衣)

희곡무대에서 가장 빈곤한 가난뱅이로 분장할 때

입는 옷으로, 궁의(窮衣)라고도 부르는데 검정 습자

에 헤어져 기운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다양한

색의 헝겊 조각을 덧대어 꿰맨다. 전통 희곡복장에서

부귀의는 가장 길상스러운 복장으로 간주하여, 제일

첫 번째 복식으로 옷상자의 최상단에 보관한다. 아마

도 전통 희곡에서 부귀의를 입은 극 중의 사람이 끝

에 가서는 대부분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공명을 누

리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옥당춘≫에서의 왕

금룡은 기방에서 쫓겨날 때 부귀의를 입지만 나중에

는 장원급제하여 관리가 된다. <그림 10>29)

3) 노두의(老斗衣)

평민백성 혹은 늙은 하인으로 분장할 때 항상 사

용하는 복식이다. 노두의는 염색하지 않은 자연색의

무명으로 만들어, 착용자가 가난한 상태임을 나타낸

다. 착용인물로는 ≪삼낭교자(三娘敎子)≫에서의 설보

(薛保), ≪타어살가≫에서의 소은(蕭恩), ≪청풍정(靑

風亭)≫에서의 장원수(張元秀)가 있다.<그림 11>30)

4) 여습자(女褶子)

대가 댁 규수와 관부의 딸 및 대부호의 젊은 부인으

로 분장할 때 일상적으로 입는 복장이며, 하오색의 우

아한 색채와 산지화 문양이 주를 이룬다. 습자는 겉옷

으로 입기도 하고, 여피 안에 속옷으로 입을 수도 있

다. 일반적으로 여습자에는 단화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여청습자(女靑褶子)

가난한 부녀가 입는 습자로, 형태는 동일하나 검

정색이어서 청의(靑衣), 여청습자(女靑褶子)라 부르

기도 한다. 착용인물로는 ≪삼격장(三擊掌)≫에서의

상부(相府)의 딸 왕보천(王寶釧)과 ≪양축애사≫에

서 축영대 등이 있다. <그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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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습자(白褶子)

여성의 상복으로 중국 전통에서 제사 때 쓰는 연

꽃을 수놓는다.

7) 노단습자(老旦褶子)

가난하고 늙은 여성 배역이 착용하는 옷으로 진갈색

을 주로 사용한다. 허리에는 명주끈을 이용하여 묶는다.

4. 고(靠)
고는 청대 무관이 착용하던 융복을 변형, 미화시

킨 것으로, 경극에서도 무장의 갑옷으로 사용된다.

상하가 심의형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길고 품이 넓어

장중하고 호탕한 느낌을 갖게 한다. 어깨부분만 연결

되어 있고, 앞뒤가 분리되어 있다. 둥근 깃에 소매통

이 좁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온다. 인형문(鱗形文)이

나 정자문(丁字文)을 수놓고, 가슴에는 호심경을 달

아 갑옷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배 부분에는 솜을

넣어 두툼하게 만들고, 양 옆에는 대퇴부를 보호하기

위한 고퇴(靠腿)가 달려 있다. 무장이 양쪽의 고퇴만

을 착용하면, 투구과 갑옷을 버리고 항복한 자임을

나타낸다.32)

극도의 과장과 변형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인물에게 위엄과 무장의 기상을 보여주고, 움직이거

나 격투를 할 때에는 등 뒤에 달은 고기(靠旗)가 위

아래로 펄럭이는 모습과 더불어 옷의 각 부분이 동

작에 따라 외연을 확대시켜주어, 동작의 율동화라는

경극의 미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대복식이다. 고는

경고(硬靠), 연고(軟靠), 개량갑(改良甲) 세 종류로

나누어지진다.

1) 남경고(男硬靠)

경극무대에서 무정으로 분장한 장군의 전투복으로,

일명 대고라고도 하며 고기를 맨다. 행황고(杏黃靠)

는 ≪삼국희(三國戲)≫에서의 황충과 ≪요천궁≫에

서의 이랑신의 전용복장이다. 명망 있는 노장은 다갈

색, 젊은 장군은 백색, 분홍색을 착용하며, 종류에는

백색, 홍색, 남색, 자색, 흑색, 다갈색 등이 있다. 명황

색은 제왕이 입는 고다.

≪패왕별희≫의 항우는 흑고를 전용으로 입어, 특

별히 이를 패왕고(覇王靠)<그림 13>33)라 칭하고, ≪고

성회≫의 관우가 입는 녹고 역시 전용 의상으로 관우

고(關羽靠)라 따로 명칭을 정하였다. ≪독목관≫에서

설인귀는 백고를 입고, 연개소문은 남고를 입는다.

<그림 14>34)

2) 남연고(男軟靠)

연고는 고기를 달지 않은 고를 말하며, 일반적으

로 비전투 장면에서 무장이나 연로한 무장이 착용한

다. 연고의 착용은 전쟁에 지거나 죽는 비극적인 운

명을 암시한다.

3) 개량고(改良靠)

개량고는 변방의 장군이 착용하는 갑옷으로 개량

갑(改良甲)이라 하기도 한다. 경극 연기 예술가 주신

방(周信芳)이 만든 것으로, 간단하게 입을 수는 있으

나 장군으로서의 위엄은 약화되어 보인다. 개량고는

항상 호미(狐尾)를 다는데, 이는 오랑캐의 장군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연개소문도 녹단고에 호미를 두르

고 공연하였다.

착용인물로는 ≪추봉능곡(雛鳳凌空)≫ 중에서의

번장(番將) 한창(韓昌)과 ≪삼타도삼춘(三打陶三春)≫

에서의 정자명(鄭子明) 및 ≪요용궁(鬧龍宮)≫에서

의 용자(龍子) 등이 있다.

4) 여대고(女大靠)

경극 무대에서 여장군이 착용하는 전투복이다. 기

본 형태는 남고와 유사하나, 허리에 표대(飄帶)를 둘

러,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동작을 연출할 수 있다.

남고와 마찬가지로 변방의 장군이나 도적의 두목인

경우 호미(狐尾)를 단다. 남고의 색채에 비해 단순하

여, 분홍색, 진홍색, 연두색 등의 고가 있을 뿐이다.

착용인물로는 새로 편집한 역사극 ≪삼청번리화(三

請樊梨花)≫에서의 번리화(樊梨花)와 ≪양가장≫에

서의 목계영(穆桂英)이 있다. <그림 15>35)

지금까지 살펴 본 피, 습자 그리고 고를 천대규

제에 따라 착용용도, 착용배역과 옷의 세부명칭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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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패왕고,

中國京劇服裝圖譜, 1994, p. 67.

<그림 14> 남경고,

필자촬영, 1996

<그림 15> 여대고,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133.

분류 용도 세부 명칭 착용 배역

피(帔)

황제,

문무관의

편복 혹은

혼례예복

단룡피 황재 전용 복식

단화남피 청년 문무관의 편복이나 결혼예복

회색남피 나이 들은 관원으로 분장하는 배역의 편복

봉황여피 황후, 후궁, 공주 등의 전용 복식

단화여피 젊은 여성들의 편복이나 결혼예복

노단황피 황태후의 전용복식

습자

(褶子)

문무,귀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착용하는

편복

생화습자

가정이 부유한 선비

로 분장하는 小生

문소생화습자 : 매화,난초를 수놓음, 문소생 착용

무소생화습자 :국화나 작약을 수놓음, 무소생 착용

문소생소화습자 : 가정이 어려운 젊은 선비나 수재

무생단화습자 : 단화를 수놓음, 신분이 있는 무장이나 의적 같은 영웅 배역

부귀의
가장 빈곤한 가난뱅이로 분장할 때 입는 옷,

궁의(窮衣)라고도 함.

여습자 관부의 딸 및 대부호의 젊은 부인의 일상복

여청습자 가난한 부녀가 입는 습자. 청의(靑衣)라고도 함

백습자 여성의 상복

노단습자 가난하고 늙은 여자 배역 착용

고(靠) 무장의 갑옷

남경고 배역 중 무정으로 분장한 장군의 갑옷

남연고 경고에서 고기를 달지 않은 고를 말함

개량고 변방의 장군이 착용하는 갑옷

여대고 여자 장군의 전투복

<표 2> 경극복식 : 피, 습자, 고

5. 의(衣)
망, 피, 고, 습을 제외한 나머지 옷들을 의라 하며,

인물이나 줄거리에 따라 필요한 단역들이 입는 중요

한 무대복식들이 속해 있다. <표 3>

1) 개창의(開氅衣)

개창의는 포에 해당하는 겉옷으로 사령에 우임이

다.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옷고름이 있고, 활수에

수수가 달려있다. 길상적인 짐승 도안이 많이 사용되

며 사자, 호랑이, 표범, 기린, 초룡, 보상화 등의 도안

을 수놓는다.

열 마리의 사자를 수놓은 사개창(獅開氅)은 무관

이 비공식 자리에서 입는 평상복이다. 착용인물로는

≪감로사≫에서의 조운(趙雲)과 ≪장상화(將相和)≫

에서의 염파(廉頗) 등이 있다. 단화개창(團花開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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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문관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착용하는 평상복

이며 ≪장상화≫에서의 인상여(藺相如)가 착용한다.

<그림 16>36) 학창의는 은사, 선인, 도사 등으로 분장

하는 인물이 입는 복식으로, 손에는 반드시 우모선

(羽毛扇)을 들고 선학(仙鶴)으로 장수와 고상함을

상징한다. 착용인물로는 ≪삼청제갈(三請諸葛)≫에서

의 공명(孔明)이 있다.

2) 팔괘의(八卦衣)

경극 무대에서 음양오행에 능하고 팔괘의 이치에

밝은 도가(道家), 선관(仙官), 군사 전략가 등의 인

물로 분장하는 배역은 반드시 팔괘의를 착용한다. 가

장 대표적인 인물로 제갈공명이 있다. 공명이 무대에

등장할 때는 가끔 학창의를 입는 것 외에는 거의 전

부 팔괘의를 입는다. 몸에 팔괘, 태극도(太極圖)를

입는 것은 천문지리(天文地理)에 통달하고 지모(智

謀)가 비범함을 나타낸다. 사용하는 색깔은 가라앉은

진자주색, 감색, 선명한 남색, 흑색 등이 주를 이루며,

수는 평금수를 놓는다. <그림 17>37)

3) 법의(法衣)

도교에 관련된 인물이 법술을 시행할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복식이다. 법의는 본래 도교에서 법단을

만들고 법단에 올라가 경을 읊고 법사를 행할 때의

예복으로, 불교의 가사와 용도가 같다. 착용인물로는

≪오화동(五花洞)≫에서의 장천사(張天師)와 ≪차동

풍(借東風)≫에서의 공명이 있다. 적벽대전으로 유명

한 공명은 천문을 잘 알고 지리에 통달하여 음양팔괘

(陰陽八卦)를 장악하고 지모가 출중하다.<그림 18>38)

4) 관의(官衣)

관의는 문관의 예복으로 홍색 외에 남색, 자색, 흑

색, 백색이 있다.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장원(狀元),

방안(榜眼), 탐화(探花) 등의 배역이 임시로 입는 관

복이기도 하다. 관직에 임명되고 난 후에는 품계에

따라 관복을 입는다. 착용인물로는 ≪어비정(御碑亭)≫

에서의 왕유도(王有道)와 ≪마전발수(馬前潑水)≫에

서의 주매신(朱買臣) 등이 있다.

여관의는 노년의 부인이나 여자 관원으로 분장하

는 역할의 관복으로 남성 관의에 비해 길이가 짧아,

무릎까지이다. 남색 이외에 짙은 자주색, 고동색, 다

갈색 등이 있다. 여관의는 해방 전의 무대에서는 비

교적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연출단체의 경

제적 조건이 어려워 보(補)가 달린 여자 관의로 노

단(老旦)이 착용할 망포를 대신했다. ≪유영춘(柳迎

春)≫에서 유영춘이 착용한다.

5) 학사의(學士衣)

문인이나 아직 과거를 보지 않은 선비로 분장할

때 항상 이 복식을 입는다. 학사의와관의, 망포는 기

본적으로 형태가 유사하나, 보자 및 용 문양을 수놓

지 않고, 다만 가장자리를 따라 수놓는다. 색채는 짙

고 연함에 제한이 없고, 학사의를 입는 인물로는 ≪소

소매(蘇小妹)≫에서의 진소유(秦少游)가 있다.

6) 궁장(宮裝)

무대에서 선녀, 귀부인, 귀비로 분장하는 사람의

일상복이다. 홍색이 주를 이루며, 채수와 반금수로

수를 놓는다. 동시에 여러 색채를 이은 소매와 표대

군(飄帶裙)을 사용하여서 아주 화려하고 부귀하게

보이도록 한다. 봉황과 목단 및 기타 화초 문양이 주

로 사용되며, 착용인물로는 ≪귀비취주(貴妃醉酒)≫

에서의 양귀비(楊貴妃)<그림 19>39)와 ≪삼격장)≫에

서의 왕보천이 있다.

7) 어린갑(魚鱗甲)

경극 배우 매란방이 ≪천녀산화(天女散花)≫와 ≪패

왕별희≫를 위해 디자인하여 제작한 복식으로, 초기

경극복식에는 어린갑이 없다. 경극에서 황후와 귀비

로 분장하는 배역은 일반적으로 머리에 봉관을 쓰고

몸에 궁장을 입지만, ≪패왕별희≫에서 우희 <그림

20>40)는 어린갑을 입고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패

왕 항우의 시름을 해소시키기 위해 격앙된 목소리로

슬픈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8) 감견(坎肩)

감견은 일면 배심이라고도 하며, 원래 소매가 없

다. 형태상으로는 긴 것과 짧은 길이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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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에는 비갑이라 칭하며 길이가 긴 것을 말하였으

며, 선비, 부녀자, 노비들이 입었다. 청대에는 마갑이

라 칭하면서 짧은 감견이 나타났으며, 길이가 긴 것

을 대감견 혹은 장감견, 길이가 짧은 것을 소감견 혹

은 단감견이라 칭한다.

용을 수놓은 대감견은 길이가 발등까지 오며, 제

왕이 착용하며 안에 망포를 입은 위에 감견을 입은

후 옥대를 착용한다. 착용인물로는 ≪장생전(長生殿)≫

에서의 당(唐) 명황제(明皇帝)가 있다. 여성의 대감

견은 남성 감견보다 짧으며, 안에 반드시 잔주름이

잡힌 백절군(百折裙)을 착용하고 위에 허리띠를 맨

다. 평민 부녀자들이 입는데 하녀들이 착용할 경우에

는 반드시 바지를 착용한다. ≪옥당춘≫의 소삼과 ≪진

향련≫ 진향련<그림 21>41)이 있다.

9) 오, 고, 군(襖, 褲, 裙)

매란방의 스승인 희곡 양요경(王瑤卿)이 ≪십삼매

(十三妹)≫를 위해 디자인한 복식으로 여협객, 여병

사, 여장군 혹은 신화극에서 여자 요괴로 분장하는

배역들이 입는 전투복식으로 타의고(打衣褲)라고 부

르기도 한다. <그림 22>42)

10) 가사(袈裟)

大和尙(대화상), 小和尙(소화상)으로 분장해서 법

사를 행하고 경을 낭송할 때 입는 복장으로, 가사는

불교 전용 복장이다. 전문(磚紋)은 모든 요괴를 방어

할 수 있는 성역을 상징한다. 두 줄의 금선을 대금수

로 수 놓았으며, 작은 불상이나 화초를 수놓은 가사

도 있다. ≪서유기(西遊記)≫의 현장법사와 그의 제

자 십팔 나한들이 착용하며, 나한들의 가사<그림

23>43)는 크기가 작다.

11) 도배심(道背心)

경극에서 젊은 비구니로 분장하는 배역의 전용복

식이다. 경극 무대에서 비구니는 삭발비구니와 삭발

하지 않은 비구니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무대에

서의 비구니는 모두 머리카락이 있다. 이유는 비구

니와 화상(和尙)의 분장모습을 구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한 무대예술의 필요성

때문이다. ≪추강(秋江)≫에서의 진묘상(陳妙常)<그

림 24>44)과 ≪홍루몽(紅樓夢)≫에서의 묘옥(妙玉)

이 착용한다.

12) 두봉(斗篷)

남성의 두봉은 일종의 망토로 제왕, 친왕 및 문무

관원이 외출을 할 때 추위를 막기 위해 임시로 입던

복식으로 밝은 황색과 살구색은 제왕의 전용색상으로,

제왕으로 분장할 때 만약 밝은 황색 두봉이 없으면

홍색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림 25>45)는 ≪독목관≫

에서 개량갑 위에 홍색 두봉을 착용한 연개소문이다.

여성의 두봉은 후비, 공주 등으로 분장한 배역이

나들이를 할 때 한기를 막는 용도로 입는 복식이다.

밝은 노랑색의 봉황을 수놓은 명황수봉두봉(明黃繡

鳳斗篷) 은 매란방이 ≪패왕별희≫에서 우희를 위해

디자인한 것으로, 황색 고장의 및 호남색(湖藍色) 어

린갑과 더불어 일체를 이루며, 아주 독창적이다.

13) 전의(箭衣)

청대 망포에서 유래, 변형한 것으로, 전수의(箭袖

衣)라고도 부른다. 단령의 옷깃에 우임이며, 소매는

착수이다. 길이는 신발 등까지이며 허리에는 대대를

둘렀다. 소매부리가 말발굽형태로 되어 있어 마제수

(馬蹄袖)라고도 한다. 전체에 8개의 단룡이 수놓아져

있는 용전의와 단화가 수놓아져 있는 화전의가 있다.

용전의는 제왕이나 신분이 높은 무장이 착용하고 화

전의는 일반적인 무장이나 소년영웅, 의적 등이 착용

한다. 특히 녹색 용전의는 제왕, 부마, 고급문관으로

분장하는 배역의 상복이다. <그림 26>46)은 독목관의

설인귀가 입은 화전의이다. 제왕에서 영웅호걸에 이

르기까지 모두 착용이 가능하며, 색상과 문양으로 등

급을 나누어 신분을 구분했다.

14) 제도의(制度衣)와 후의(猴衣)

경극에서 손오공으로 분장할 때 전용복식으로, 손

오공은 악한 세력과 투쟁하는 신화속의 인물이다. 자

유자재로 변화하는 그의 인물특성을 반영하여 시대

복식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정확한

명칭을 규정할 방법이 없어 제도의라 부르며,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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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개창의,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53.

<그림 17> 팔괘의,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56.

<그림 18> 법의,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61.

<그림 19> 궁장,

中國京劇服裝圖譜,

1994, p. 129.

<그림 20> 어린갑,

필자촬영, 1997

<그림 27>47)는 원령에 대금착수이며, 제도의는 형태

는 전의와 유사하고, 앞가슴에 용 문양을 수놓는다.

15) 졸감(卒坎)

사병, 척후병, 피마, 야경꾼, 가마꾼 등으로 분장할

때 입는 일상복장이며, 호감(号坎)이라고도 한다. <그

림 28>48)

16) 흑고의(黑袴衣)

관직에 있지 않은 무사로 분장할 때 항상 사용하는

복장이다.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착용한다

고 해서 야행의(夜行衣) 라고도 부른다. 특수한 경우

관의 무사들도 입는다. ≪무송타호(武松打虎)≫의 무송

(武松)<그림 29>49)과 ≪노화탕(蘆花蕩)≫에서 장비(張

飛)가 어부로 변장하고 강변에 매복하여 유비(劉備)가

형주(荊州)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고의를 입는다.

17) 남포다의(藍布茶衣)

평민, 어린이 혹은 군중으로 분장하는 배우가 입

는 복식으로, <그림 30>50)은 ≪진향련≫에서 진세미

의 자식이 착용한 남포다의이다.

18) 남포대수(藍布大袖)

노동자, 여관 주인, 술집 심부름꾼, 군중 등으로 분

장하는 연기자의 복장이다. 착용인물로는 ≪무송타호

(武松打虎)≫에서의 술집 심부름꾼, ≪문초료부(問樵

鬧府)≫에서의 나뭇꾼, ≪도렴대의(挑簾戴衣)≫에서

의 무대랑(武大郞) 등이 있다.

19) 고장(古裝)

매란방이 ≪항아분월≫과 ≪천년산화≫라는 극에

나온 선녀를 위해 고대 미인도에 나온 인물조형을

참고하여 디자인 제작한 옷으로, 선녀, 귀비 등이 착

용한다. 색채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치마를 상의 위

에 칙용하고 그 위에 작은 허리치마를 착용하였다.

<그림 31>51)은 ≪홍루이룡(紅樓二龍≫의 봉저(鳳姐)

가 착용한 고장이다.

20) 여죄의(女罪衣)

경극에서 여자 죄인이 착용하는 복식이다. 입령대

금에 착수이며, 색상은 홍색이다. 가장자리에 선장식

이 되어 있으며, 차림새가 아름답다. ≪옥당춘≫에서

소삼<그림 32>52)이 착용한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경극복식을 고찰하였다. 이외

에도 경극 복식의 종류는 아주 많으며, 모든 복식은

착용 규칙을 가지고 있다. 경극복식의 천대규제는 공

덕화(龔德和)가 말했듯이 등장인물에 따라 의상의

형태․색채․문양 등의 사용을 달리 규제함으로써

관객에게 등장인물의 지위․풍속․상황․정신․기질

을 표현해주는 동시에 무대의 총체적 효과를 높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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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감견, 필자촬영,

1997

<그림 22> 오·고·군, 필자촬영,

1997

<그림 23> 가사, 필자촬영,

1997

<그림 24> 도배심, 필자촬영,

1997

<그림 25> 두봉, 필자촬영,

1997

<그림 26> 전의, 필자촬영,

1996

<그림 27> 후의, 필자촬영,

1997

<그림 28> 졸감, 필자촬영,

1996

<그림 29> 흑고의,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157.

<그림 30> 남포다의,

필자촬영, 1997

<그림 31> 고장,

中國戱曲服裝圖集, 1995, p. 84.

<그림 32> 여죄의,

필자촬영,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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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명칭 착용 배역

의(衣)

개창의

사개창 : 무관이 비공식 자리에서 입는 평상복.

단화개창: 고위 문관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착용하는 평상 복.

학창의 : 은사, 선인, 도사 등의 복식.

팔괘의 도가, 선관, 군사전략가 등의 복식.

법의 도교에 관련된 인물이 법술을 시행할 때 착용.

관의
남관의 : 문관의 예복, 장원(狀元), 방안(榜眼), 탐화(探花) 등의 배역이 임시로 입는 관복.

여관의 : 노년의 고명부인이나 여자 관원으로 분장하는 역 할의 관복.

학사의 아직 과거를 보지 않은 선비로 분장할 때 항상 착용.

궁장 선녀, 귀부인, 귀비로 분장하는 사람의 일상복

어린갑
경극 배우 매란방이 ≪천녀산화≫와 ≪패왕별희≫의 여주인공을 위해 디자인, 제작한

무대복식.

감견
대감견 : 왕이 망포 위에 착용.

소감견 : 여자 감견으로 길이가 더 짧고, 하의로 백절군을 착용. 단 하녀는 바지 착용

오, 고, 군 여협객, 여병사, 여장군 혹은 신화극에서 여자 요괴로 분장하는 배역들이 입는 전투복.

가사 법사를 행하고 경을 낭송할 때 입는 전용 복식.

도배심 젊은 비구니로 분장하는 배역의 전용복식.

두봉
남두봉 : 제왕, 친왕 및 문무관원이 외출시 추위를 막기 위 해 착용.

여두봉 : 후비, 공주 등으로 분장한 배역이 나들이할 때 한 기를 막기 위해 착용.

전의
동작이 비교적 큰 무인의 일상복, 제왕에서 영웅호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 가능, 색

상과 문양으로 신분 구분

후의 손오공 전용복식.

졸감 사병, 척후병, 피마 ,야경꾼, 가마꾼 등의 일상복식.

흑고의 관직에 있지 않은 무사로 분장할 때 항상 사용하는 복장.

남포다의 평민, 어린이 혹은 군중으로 분장할 때 착용.

남포대수 노동자, 여관 주인, 술집 심부름꾼의 무대복식

고장 매란방이 ≪천녀산화≫의 선녀를 위해 디자인한 옷으로, 귀비나 선녀가 착용.

여죄의 여자 죄인이 착용하는 복식.

<표 3> 경극복식 : 衣

는 역할을 한다.53)

Ⅳ. 경극복식의 조형적 특성
경극 복식은 넓은 표면을 가진 관의로, 면은 그 자

체가 의례적이고 위엄 있는 인상을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복식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장소가 되어 표면

장식의 역할을 한다. 경극복식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

을 형태, 색채, 문양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장된 복식의 형태
경극 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보면 기본 역사 복식

를 기본으로 하여, 복식의 형태를 미화, 과장 그리고

확대시켰으며, 동시에 움직임의 편리성을 위한 기능

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망포는 관포대수로 실제 포의

안에는 솜이 들어간 두터운 옷을 입어 부피감을 주

어, 가시적인 효과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고 역시 실

제 갑옷과는 완전히 다르게 과장되었다. 어깨만 연결

하여, 옷의 앞뒤가 따로 떨어지게 하여, 배우가 싸우

는 동작으로 움직일 때 방사상으로 꽂힌 고기는 외

연을 확대시켜 주어, 장군의 위엄과 기백을 강조해

주었다.

대부분의 복식에 수수가 달려있는데, 길게 늘어져

동작을 아름답게 연장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외연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여성 망포에 두른 화려한

색상의 유소와 여대고의 표대 역시 움직일 때 마다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져 ‘회화지복(繪畵之服)’이라는

경극복식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따라서 거대하게

꾸며진 무대배경을 가진 서양 연극에 비해 무대 배

경 없이 한 사람만 서 있어도 무대는 가득 찬 느낌



服飾 第60卷 8號

- 148 -

이 든다.

형태의 과장뿐 아니라 소재, 장식 등 디테일한 조

형적 표현에도 과장은 중요한 표현방법으로 사용되

었다. 부귀의는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는 누더기처럼 조각을 대어 헤어

진 옷을 표현하였다. 홍색 상의와 백절군으로 구성되

어 있는 여죄의는 죄수가 입는 옷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 여

성 전투복인 타의고 역시 전투복이라기 보다는 요정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문양, 색채, 장식 등이 아름

답고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사의를 추구하

는 경극의 미적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징적 의미를 가진 복식의 색채
경극복식의 색채는 강한 보색대비로 화려함을 추

구하는 중국인들의 색채감각을54) 나타내는 동시에

관객에게 등장인물에 대한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상

징적 색채로 사용되었다. 경극 복식은 황․홍․녹․

백․흑의 상오색과 자․남․분․호․향의 하오색을

사용하며, 천대규제의 규칙을 따라 이들 색상은 등장

인물의 신분과 성격 그리고 정서를 표현해줄 뿐 아

니라 성별, 연령 등에 대한 상황과 사회적 지위를 알

려 준다55). 이는 우의(寓意)가 보편화되면서 우의에

그치지 않고 기분상징(氣分象徵)으로 발전하였기 때

문이다.56)

망포 착용 시 황제는 황색을, 제왕과 관원들은 홍

색을 착용한다. 연로한 문관 배역은 향색 망포를, 성

격이 호방하면서도 거친 배역은 검정 망포를 착용하

고 젊고 지식이 있는 선비는 흰색망포를 착용한다.

관의의 경우에도 홍색, 남색, 흑색으로 신분의 구분

이 있으며, 무관들의 고도 연령과 신분에 따른 색의

구분이 있다. 따라서 경극 복식의 색채는 색이 갖는

장식적 기능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천대

규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연출가와 관중사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

언어(文化言語)”57)이다.

조형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원색대비는 막상 분장

실에서 볼 때는 현대적인 색감과 거리가 있어 촌스

러운 느낌이 많이 들지만, 색채조명을 쓰지 않고 흰

색 조명을 사용하는 경극 무대 위에 올라서면 경극

복식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화려한 세

계를 느끼게 하며, 바로 이 화려한 세계가 관객에게

는 외적으로는 가무와 장식 그리고 형식을 갖는 동

시에 내적으로는 형상으로 정신을 전하는 경극미학

의 본질로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우의와 상징의 문양
경극 무대복식을 보면 여러 문양이 과장되게 장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양 역시 장식적 의

미와 더불어 일정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형적 요

소이다. 따라서 도안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

생적으로 과장되어 있기도 하다. 장식조형은 시대나

민족의 조형양식의 특질을 제일 명백히 보이는 전형

이라 했듯이58), 경극 복식의 문양도 색채와 동일하게

중국 전통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우의와 상징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북경 이원극장의 무대를 보면 용과 봉황을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고 해와 달을 반대방향으로 장식한

무대배경을 볼 수 있다. 해 안에는 삼족오를, 달 안

에는 두꺼비를 수놓아 장식하여 해와 달을 상징하였

다. 여기에서 용과 봉황은 음․양, 혹은 남․여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의를 추구하는 경극무대는

천지․음양․남녀를 상징화한 또 하나의 세계를 관

객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59). 용문(龍紋), 인문

(鱗紋), 호문(虎紋), 길상적인 복과 수의 문자문(文

字紋) 등으로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었고 인물의 특

성을 강조하였다. 망포에 수놓아져 있는 유용은 유유

자적하게 물 위에서 노는 모습으로 호탕하고 당당한

인물을 표현하며, 잔잔하게 꽃문양이 수 놓여진 습자

나 피등은 수려하고 절개 있는 선비들의 모습을 느

끼게 한다. 후의에 날라갈 듯한 털장식을 표현한 문

양은 손오공의 신출귀몰함을 표현한 것이며, 팔괘를

수놓은 팔괘의나 법의 등은 음양오행과 천기의 비밀

을 아는 도인들의 신비로움을 표현해준다.

이처럼 경극 무대미술과 복식에 사용되는 문양은

우의와 상징을 통해 사의를 추구하는 중국인의 미의

식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때로는 사생적으로 때

로는 도안화되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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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공연예술에서 무대복식이 갖는 표현과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복식이 갖는 자기표현 기능은

매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된다.60) 경극 복식은 색채, 문양,

상징적 의미, 형태 등으로 이러한 자기표현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작품과 연출가가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신의 인물을 가시화시켜, 인물의 특성을 부

각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극복식은 창작자와 관중사이에 의미작용을 일으켜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극에 있어 연극성

즉 “기호들의 두께”를61) 형성하는 하나의 기호체계

로, 그것 자체로서의 중요한 존재의미를 갖는다. 따

라서 경극복식의 이해는 극의 이해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경극복식은 크게 망포(蟒袍), 피(帔), 고(靠), 습자

(褶子), 의(衣)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옷에는 색

상과 문양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망포는 경극에

서 가장 중요한 복식으로, 황제, 재상, 황후 등 사회

적 지위가 높은 배역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입는

옷으로, 색은 상오색과 하오색으로 구별한다. 망포의

색채에 따라 극중 인물의 신분, 지위, 연령을 구별할

수 있다. 대금에 수수가 달린 활수의 피는 허리 양옆

으로 트임이 있어 연출이 자유로우며, 역시 신분과

연령에 따라 색과 문양이 다르다. 황제는 단룡, 황후

는 단봉, 황태후는 단룡봉을 장식하고, 그밖에 사람

들은 수자(壽字), 단화, 줄기 등을 수놓아 장식한다.

습자는 경극복식 중 가장 많이 착용하는 옷으로,

문무, 귀천, 남녀, 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착용하는

편복이다. 비교적 형태는 간단하나 장식면적이 커,

수를 놓아 장식한 문양에 따라 착용인물이 다르다.

상하가 심의형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길고 품이 넓어

장중하고 호탕한 느낌을 주는 고는 무장의 전투복으

로 경고(硬靠),연고(軟靠), 개량갑(改良甲) 세 종류

가 있으며, 패왕고, 관우고 등은 패왕과 관우의 전용

복식으로 부쳐진 명칭이다. 망, 피, 고, 습을 제외한

나머지 의상을 의라 하며 여기에는 인물이나 줄거리

에 따라 필요한 단역들이 입는 많은 무대복식들이

속해 있다. 지면관계로 모두 언급하지 못했지만 개창

의, 팔괘의, 학사의, 궁장, 어린갑, 감견, 두봉, 전의,

제도의, 후의, 흑고의, 남포다의, 남포대수, 여죄의 등

을 비롯하여 30여종 이상의 복식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경극 복식은 사의(寫意)를 추구

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우의를 통한 상징”으로, 조형

적으로는 “과장된 표현”으로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미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식 뿐 아니라

관, 머리장식, 수염, 얼굴화장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

고 사용되며, 여기에 배우가 나타내는 여러 손동작과

발동작, 무대장식 소품들도 하나의 언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경극을 제

대로 관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대 복식 중

옷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후속연구로 관식, 두식,

염구, 무대소품과 무대 동작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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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랑 바르드는 “Litterature et signification”에서 “무

대장치, 의상, 조명, 연기자들의 위치, 제스 츄어, 무

언의 몸짓 및 그들의 빠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 중 몇가지는 ‘고정되어’ 있으나

(무대장치의 경우) 반면에 다른 것들(빠롤, 제스츄

어)은 선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 주

는 진정한 多音을 다루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연극

성 즉 “기호들의 두께”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