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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on dancing dresses of the costumes of Gum-Mu(劍舞, sword dance) in southern, 
central, and northern region of Korea, focusing on the origin, characteristics and the way of 
dance. The reason why the Gum-Mu is full of local color is that royal Korean Gisaeng(妓生) and 
local Gisaeng returned to their hometown and propagated this dance to each regional Kyobang. 
They combined court sword with each local dance and music and formed the present style of re-
gional Gum-Mu. Dance and music native to area, which has formed today's regional Gum-Mu. 
The composition of current dancing costume of the sword dance is Jeogori, Chima, Jeondae(戰
帶), Jeonrib(戰笠), Kwaeja(快子) Also, The complement colors harmonizing with color of Yin-Yang 
& Five Elements. which are yellow, blue, white, red, and black, are usually used. And the mascu-
linity in dance were expressed withmore use of blue, and red in the opposite but if a sword 
dance takes on masculine character, blue color is more used, if feminie character, reddish colors, 
such as pink and red, are used. Thus, JinJu, Honam, Haeju, Pyeongyang dancing Suit of 
Gum-Mu feature blue color, Tongyeong, Kyeonggi, Court(seoul)dancing Suit of Gum-Mu  feature 
reddish color.

Key words: dancing costumes(무용복), Gum-Mu(검무), Gum-MU costumes(검무 복식), 
local sword dancing(향제 검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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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궁중 정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검무

는 상고시대의 수렵무용이나 혹은 전투 무용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라시대의 황창

랑무를 검무의 기원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오경통의(五經通義)에 ‘동이지
악 지모무 조시생야(同異之樂 持矛舞 助時生也)’이라

는 대목은 지모 무라는 창을 가지고 춤을 추었다는

뜻으로 검무가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1)

오늘날 시현되고 있는 검무의 종류는 크게 3가지

로 의궤를 바탕으로 재현된 국립국악원의 궁중검무

와 각 지역 향제검무인 진주, 통영, 호남, 경기, 궁중,

해주, 평양 검무 그리고 최승희가 모태가 되는 창작

검무가 있다.

검무가 오랜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분

명하나 그에 관련된 검무복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다. 선행연구로는 남후선2), 남미화3), 윤지원4), 최윤

희5)등으로, 이들 논문은 주로 검무복식의 연원과 의

궤에 의한 궁중검무복식의 구성과 형태에 관련된 연

구로써 향제 검무복식 특징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였

다. 또한 현행되고 있는 향제검무는 지역에 따라 복

식체계가 정리되지 않아 그 전통성을 유지하는데 많

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전승되어 시현되고 있는 남부, 중

부, 북부 지역의 향제 검무와 검무복식에 대하여 검

무의 유래, 검무의 연행방식과 춤사위 그리고 검무

복식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향제

검무와 복식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향제검무의 형성배경
1. 궁중검무와 향제검무
삼국 중 가장먼저 검무를 행한 고구려의 문헌적

기록과 벽화를 통한 다양한 춤 모습을 전개하여 추

론해보면 4세기 무렵으로 추정되는 검무도를 통해서

검무의 성행과 대중화된 형태를 볼 수 있으며 고구

려에도 4세기 이전에 검무가 연희차원으로까지 발전

된 단계에 있음을 미천 왕릉의 벽화에 나타난 검무

장면에서 볼 수 있어 고구려에 검무가 있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에 비해 검무의 문헌적 기록이 많다.

그 중 동경잡기 풍속조 에 “신라의 7세 소년 황

창랑(黃滄浪)아 백제 궁중에서 검무를 추다가 백제

왕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한다. 이에 신라

인들이 그를 애석하게 여겨 황창의 얼굴을 본떠 탈

을 쓰고 그의 영혼을 위로했다.”라고 하였으며 동경
잡기관 창조(官昌條)에는,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신라 장군 품일(品日)의 아들 관창이 15, 16세 때 백

제군의 정찰병으로 출전했다가 계백 장군에게 잡혀

참수를 당한 뒤 관창의 탈을 만들어 신라병에게 씌

워 칼춤을 추게 하고 사기를 올려 황산벌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여기서 황창랑과 관창이

같은 인물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신라의 검무

는 동자 가면무임을 알 수 있다.

고려의 검무는 처용무와 함께 추었으며 고려 말의

문인 이담 또는 이유원 등의 시에 의하면 검무가 고

려 말 까지 가면을 쓰고 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황
창무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연행되다가 숙종 조 시

대의 김만중(1637-1692)이 지은 서포집(西浦集)의
‘관황창무(觀黃昌舞)’라는 칠언고시에 ‘취미여아 황창

무(翠眉女兒 黃昌舞)’라 하여 본격적으로 여기(女妓)

들이 검무를 연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간에서 널

리 퍼져 연희되던 검무는 정조 때 궁중정재로 영입되

어 원행을묘정리의궤 및 진연의궤, 진찬의궤, 진작의

궤와 궁중정재의 무보 기록인 정재무도 홀기 등에 자

세히 기록 되었다. 영․정조 시대에는 검무를 공막무 ,

첨수무 란 명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공막무

는 내연(內宴)에서 기녀들이 의해 추어졌으며, 첨수

무 는 외연(外宴)에 무동들에 의해 추어졌다.6)

1909년 관기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각지의 교방도

폐지되고 교방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생조합이 잠시

결성되나 1914년 권번이 각 지역에 설립되고 기녀들

의 예능은 권번을 통해 교습․전수 되었다. 교습된

종목은 궁중정재와 민속정재였으며 이 중 검무는 필

수적으로 연마해야 하는 춤 종목이었다. 오늘날 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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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색을 띠는 것은 궁중의 정재공연에 장악원

소속 여기들 외에 전국의 교방에서 올라온 선상기들

이 참여하고 귀향하여 각 지방의 교방에 전습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궁중검무에 각 지역의 춤사위와 그

지역의 향제음악을 사용하여 지역별 향제 여기 검무

를 정착시켰다.7)

검무 복식의 정확한 기록은 조선시대 궁중의궤에

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이전 삼국시대 복식에 관한

사료가 많지 않아 조선시대 후기에 정착된 검무 복

식인 전립․저고리․치마․괘자․전대의 군장을 하

게 된 과정을 알 수 없다. 이에 관해 윤지원8)은 劍
舞 服飾의 연원과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고구

려 안악 3호분의 벽화에서 보이듯이 고구려 검무 복

식은 군장으로 유․고형식의 기본복식이며 맥수를

착용하고 조우관을 썼다. 통일신라 이후 당과의 활발

한 교류로 당으로부터 검무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

이며, 동자가면무 형식의 것과 공존하였다. 따라서

신라시대는 유․고 형식의 군장에 금당을 착용한 동

자가면무의 복식과 당에서 수입된 검무의 복식이 존

재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가면무 형식과 당 형식

의 검무가 민간에서 전승되다가 조선시대에 가면무

형식의 검무는 소멸되고, 당형식의 검무가 정착되어

진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치마․저고리 위에 반소매

옷인 괘자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후 조선후기 정조 시대에 검무가 궁중정재로 영

입되면서 검무 복식은 화려한 색상의 금향협수, 상,

쾌자, 전대, 전립을 착용하였다. 민간에서 착용하는

검무복식은 저고리, 치마, 쾌자, 전대, 전립으로 금향

협수는 볼 수 없어 궁중정재복식의 요소로 추정된다.

2. 향제 검무 형성 배경
구한말 이후 검무는 크게 향제검무와 최승희 검무

두 흐름으로 나뉘게 된다. 1909년 경시청이 궁중 여

악을 폐하고 민간에서 경시청 관할 하에 기생들을

재조직하면서 만든 기생조직인 기생 조합소는 1909

년부터 1912년 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권번의 조직

방식과 활동방식을 틀지었다. 기생조합의 기생들은

놀음방에서 가무를 행하는 것 외에 각종 연주회와

행사 외에도 조선조의 여악제도가 사라진 후에도 왕

실과 민간에서 가무를 행하였다. 이 후 1917년 기생

조합은 권번으로 바뀌었으며 검무는 계속 기생들의

주요 종목이었다.

1921년 일본의 음악학자 다나베 히사오는 그의 책

에 당시의 검무에 관한 느낌을 서술 했는데, “이 <검

무>는 2인무, 4인무, 8인무 등 여러 가지 있으며, 그

인원에 따라 몸의 움직임도 다소 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4사람 것이 많고, 4명이 2명씩 나누어 양쪽에

서 마주보고 추는 것이다. 나는 전에(4월 5일 밤)경

성 기성에서 기생 둘이서 하는 검무를 봤는데 이것

은 많이 속화한 것으로 이 평양의 학기가 춘 것과는

많이 다른 듯이 보였다. 후에 4월 11일 송병준 백작

별저에서 본 관기의 검무는 성장한 8명으로 행하여

졌는데, 이것은 더욱 더 훌륭하였다.”9)고 하였다.

위의 글을 살펴보면 경성의 단성사에서 보았다는

2인의 검무와 평양기생학교에서 본 검무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검무가 다르게

교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시 검무는 연

주회에서 많이 공연되었음을 감안할 때 극장 무대에

맞게 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0)은 일제강점기 초반의 검무복식으로 소

매통이 좁고 치마폭이 넓은 반면 <그림 2>는 일제

강점기후반 복식으로 소매통이 넓고 치마폭은 좁은

차분한 실루엣을 보이며 활동하기 편하도록 쾌자와

함께 허리를 동여매었다. 칼의 목은 돌아가게 되어있

으나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그 당시 여기검무의 춤사위가 복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무용가인 최승희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의 기녀

들의 검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검무…(중략)…타악기 반주, 타악 반주로 추는 춤

이다. 유래로 조선의 검무는 신라시대의 용장, 조선
의 木村長門守라고 할 만한 황창의 영웅적 행위를
찬미해서 만든 웅장한 무용이었던 것을, 기생의 손

으로 유장섬약(悠長纖弱)한 여성적 동작으로 변해
젓든 것이다. 최여사는 처음의 자태로 복귀 시키어,
검무 본래의 면목을 발휘하려고 창작한 것이다. 쌍

수에 단검을 갖고 추는 씩씩하고 날쌘 작품이다.11)

이렇듯 당시의 향제검무가 여성적이고 섬세한 춤

사위였다면 최승희 검무는 황창의 영웅적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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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무

년대
향제 검무 최승희 검무

일제강점 초반

(1910-1920)

복식은 치마, 저고리, 전모, 괘자,

전대의 구성으로 소매통은 좁고

치마의 폭이 넓고 풍성하다.

조선후기에 비해 검의 길이는

짧다. 목이 돌아가는 검을 사용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일제 강점 후반

(1930-1945)

일제 강점기 초반의 복식 구성과

같으나 치마실루엣이 일제강점

초반에 비해 저고리 통이 넓어졌

으며 치마폭은 좁고 차분한 실루

엣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여

성적인 검무 춤사위의 영향으로

보인다. 목이 돌아가는 검을 사

용했다.

1934년

(쌍검무)

여성적으로 변한 검무를 황창검무 본래의 모습을 모

티브로 재구성했다. 복식은 바지, 저고리, 배자, 전대

형식으로 활동성을 고려함으로써 용맹한 이미지를 강

조했다. 고구려 벽화에 나온 의상과 흡사한 모습이며

과감한 프린트의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최승희 특유의

의상으로 창작되었다.

1942년

(장검무)

최승희 특유의 화사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검무로

써 바지에서 치마로 바뀌었으며 투구대신 족두리를

쓰고, 한삼과 장검을 사용했다. 또한 프린트원단과 악

세사리 등으로 기존의상과 차별화를 두었다.

해방이후

치마, 저고리, 쾌자. 전대, 전립의

구성은 같으나 지역에 따라 소품

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1950년

월북 후

(장검무)

해방 전후 중국에서 춤 연구를 하다 중국검무를 응용

하여 창작 경극<패왕별희>에 나오는 우미인모습과 유

사한 복식이며 한국 전통 검이 아닌 중국 검 형식이다.

<표 1> 구한말 이후 향제검무 복식과 최승희 검무 복식 비교

본래의 용장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최승희 검무

는 오늘날의 창작검무의 모태가 되는 검무로 최승희

가 안무한 새로운 타입의 신무용이다. 1934년 동경

일본청년회관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미주 유럽공연에

서도 추었다. 1938년 2월 로스앤젤레스<그림 4>12)의

공연 후 재미교포신문이었던 신한민보에 언급된

기사를 보면 “무장하고 검을 들고 나올 때에 눈에서

영취(靈鷲)가 돌고 정신이 발발하여 검을 내어 두를

때에는 그 소리에 관객의 정신까지 어지러워지고 맘

속까지 서늘하여지는 기분적 춤 이였다.”13) 고 하였

다. <그림 3>14)의 당시의 최승희 검무 복식은 <그림

4>15)의고구려 벽화 검무 복식과 상당히 유사함을 발

견할 수 있다.삼국시대 검무복식은 유․고의 기본 복

식에 맥수를 착용한 군장으로 활동적이고 용맹스러

움을 나타내는데 최승희는 황창랑무의 용맹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삼국시대 복식과 같이 바지․저고리

위에 배자를 착용하고 투박한 투구를 착모(着帽)함

으로써 당시의 여기검무 복식과 차별화 하였다.

구한말 이후 기생들이 추었던 향제검무와 최승희

검무 복식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그림 1> 1900-10년대 기생의 검무

- 기생 100년 엽서 속의 기생읽기, p. 57.

<그림 2> 1920-30년대 기생의 검무

- 기생 100년 엽서 속의 기생읽기,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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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승희 검무 1935

- http://cafe.naver.com/sis1229

<그림 4> 고구려 안악 3호분 행렬도

- 검무복식의 연원과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p. 8.

<그림 5> 최승희 장검무 1942

- 최승희 자서전, p. 210.

<그림 6> 최승희 장검무 1950

- 최승희 자서전, p. 291.

Ⅲ. 조선시대 문헌기록에 보이는
검무 복식

민간에서 추어지던 검무가 조선시대 궁중정재로

채택되면서 검무와 복식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다

음의 자료에 살펴볼 수 있다. 1725년 원행을묘정리

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와 1829년 기축진찬의궤

(己丑進饌儀), 1848년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

軌), 1877년 정축진찬의궤(丁丑進饌儀軌), 1892
년 임진진찬의궤(壬辰進饌儀軌)와 도병(圖屛)들

로는 1829년 순조기축진찬도병 , 1848년 무신진찬

도병 , 1887년 정해진찬도병 , 1901년 신축진연도

병 과 신축진찬도병 그 외 민간에서 연희되었던

검무복식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교방가요
와 혜원의 풍속화, 김홍도의 평양감사 향연도 등

이 있다.

1. 의궤에 기록된 궁중검무복식
궁중정재의 내용을 담은 의궤는 궁중의 각종 연향

을 위한 기록인 진찬의궤 진작의궤 진연의궤 등이다.

조선시대 궁중연향을 규모와 의식절차에 따라 진연

진작 진찬 등으로 분류된다.

의궤<표 2>에 나타난 검무복식의 변천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전립, 쾌자, 전대를 착용하였다<그림 7>16).

의 기축진찬의궤(己丑進饌儀軌) 도식(圖式)에만 통

개(筒箇), 환역(環力), 등경(藤鞕)이 있고, 이 후 등

장하지 않는다. <그림 8>의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

儀軌)부터는 금향협수(金香梾袖)와 홍색 상(紅色

裳)이 주가 된다. 협수(狹袖)는 소매가 좁고 무가 있

는 양옆이 겨드랑이부터 트인 남자의 창옷과 같으며

동다리(同多里)라고도 한다. 형태는 지금의 두루마기

와 비슷하나17) 뒷길의 중심선과 무 양옆이 트인 것

과 트이지 않은 것이 있다. 소매 부분이 몸판의 색과

다른 것이 특징이며, 홑 동다리와 겹 동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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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령 정조(正祖)19년,(1795,을묘) 쾌자(快子) -
전대

(戰帶)

전립

(戰笠)
-

검도

(劒刀)

여령

순조(純祖)29년

(1829, 기축)

進饌儀軌

권수(卷首)

도식(圖式)

자적사쾌자

(紫的紗 快子)
- 전대 전립 -

-
권(卷) 3, 공령조

(工伶條)

아청갑사쾌자

(鴉靑甲紗快子)

홍초상

(紅綃裳)

남전대

(藍戰帶)
전립

초록혜

(草綠鞋)

여령

헌종(憲宗)14년

(1848, 무신)

진찬의궤

권 3,

工伶條
아청갑사쾌자 홍초상 남전대 전립 초록혜

-

권수, 도식
금향협수

(金香挾袖)
- 남전대 전립 -

여령
고종(高宗)5년(1868, 무진)

진찬의궤
권 2,

공령조
아청갑사쾌자 홍초상 남전대 전립

흑혜

(黑鞋)

오색한삼

(五色汗衫)

여령
고종10년(1873, 계유)

進爵儀軌
권 2,

공령조

자적사쾌자

금향협수
- 남전대 전립 - -

여령
고종14년(1877, 정축)

進饌儀軌
권 3,

공령조
자적사쾌자 홍초상 남전대 전립 초록혜 -

여령
고종24년(1887, 정해)

進饌儀軌 권수, 도식
아청쾌자

금향협수
- 남전대 전립 - -

여령
고종29년(1892, 임진)

進饌儀軌
권 3,

공령조
아청사쾌자 홍초상 남전대 전립 초록혜 -

여령
광무(光武)5년(1901, 신축)

進饌儀軌
권 3,

공령조
아청사쾌자 홍초상 남전대 전립 초록혜 -

권수, 도식
아청쾌자

금향협수
홍초상 남전대 전립 초록혜 -

여령
광무5년

進宴儀軌
권 3,

공령조
아청사쾌자 홍초상 남전대 전립 초록혜 -

여령
광무6년(1902, 임인)

進宴儀軌
권 3,

공령조
아청갑사쾌자 홍초상 남전대 전립 초록혜 -

<표 2> 의궤에 나타난 검기무 복식의 변천

의궤의 기록에서는 ‘동다리(同多里)’라는 명칭은 보

이지 않으며, 금향협수로 쓰거나 협수, 몽도리(蒙道

理)라 기록되어 있다. 의궤에 나타나는 금향협수는

우임이며, 무가 있고 옆에는 약간의 트임이 있다. 또

한 아랫단은 곡선형으로서 소매는 좁은 착수 형이다.

길(몸판)과 다른 색의 소매끝동이 달려 있는 포(袍)

의 일종으로 쾌자 아래에 착용한다.18) 또한 민간의

검무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쌍검대무 , 평양감사향

연도 , 신관도임연희도 등의 풍속화에서는 금향협

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복식은 궁중

양식의 하나로 추정된다.

쾌자(快子)는 중국 당고조가 처음으로 만든 반비

에서 유래한 것으로 답호, 배자, 전복, 몽우리라고도

한다. 형태는 길만 있고, 소매, 무, 앞섶이 없고, 양옆

과 뒷솔기가 트여있다.19) 검무복식에서 쾌자 색상은

자색(紫色)에서 아청 색(鴉靑色)으로 변화하지만, 옷

의 형태는 변화가 없다.

검무복식 구성 중 전립은 주로 서북지방에서 착용

되다 조선 중엽 이후 무관의 융복에 정식으로 채용

되었고 공작의 깃털은 조선 무관 전립의 장식품으로

서, 전립에 공작 털 하나만을 장식하거나 다발로 만

들어 달았는데, 삼국시대로부터 내려온 새의 깃털장

식과 용맹성의 연관성을 가진 고대의 조우상의 풍습

의 하나이다.20)

<그림 9, 10, 11>의 그림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모습이기는 하나, 궁중연회에서의 검무 모습이다.<그

림 9>21)의 여기들은 치마, 저고리 위에 옆선과 뒤트

임이 깊게 트인 괘자와 전대를 착용한 것을 볼 수



향제 검무와 복식에 관한 연구

- 21 -

<그림 7> 기축진찬의궤

- 한국음악총서

<그림 8> 무신진찬의궤

- 한국음악총서

<그림 9> 순조기축진찬도병의

검무 1829

-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p. 184.

<그림 10> 무신진찬도병의

검무 1848

- 조선시대 진연진찬진하병풍, p. 33.

<그림 11> 신축진연도병의

검무 1901

- 조선시대 진연진찬진하병풍, p. 105.

있으며, 쾌자의 안감은 붉은색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22)의 무인들은 치마, 저고리 위에 협

수와 괘자, 전대를 한 모습으로 쾌자의 길이가 협수

보다 길며 의궤에 쾌자의 색은 아청 색 으로 기록

되어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서있는 무인들은 협수 안

에 홍색 상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신진찬의

궤 기록과 일치한다. <그림 11>23)은 금향협수 위에

아청 색 쾌자와 남색전대를 착용했으며 홍색치마를

입었다. 위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선시

대 궁중여기검무 복식은 상의기장이 길고 소매통이

좁은 협수의 와 쾌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치마의 폭

이 좁아 보인다. 또한 쾌자 위 가슴에 전대를 착용함

으로써 가늘고 섬세하며 여성의 곡선이 돋보이는 실

루엣을 보이고 있어 초기의 남성적인 전투무용에서

궁중연향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적인 무용으로 변모

했음을 알 수 있다.

검무복식의 색상을 살펴보면 상의의 금향협수의․

아청색의 쾌자 (또는 자적색), 하의는 홍 초상, 남전

대, 흑 전립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양오행 색 (황․

청․백․적․흑색)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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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연대 제목 상의 하의 대 관 검

정현석 18세기말
교방

가요

소기

(小妓)

좌
黃저고리

藍쾌자
紅치마 불확실 전립 검

우
紅저고리

藍쾌자
錄치마 불확실 전립 검

동기

(童妓)

좌
紅저고리

藍쾌자
錄치마 불확실 - 검

우
黃저고리

藍쾌자
紅치마 불확실 - 검

<표 3> 교방가요에 나타난 검무 복식

검기무 복색을 그 구성별로 상생과 상극관계로 나눠

보면 쾌자의 아청 색과 하의인 홍색 상, 쾌자의 아청

색 겉감과 홍색 안감에서 청․홍색의 상생관계를 이

루고, 협수의의 황색겉감과 홍색 소매부리에서 황․

홍색의 상생관계를 이룬다.

2. 교방가요에 나타난 검무복식
교방가요<그림 12>24)는 박원(璞園) 정현석(鄭顯

奭, 1817-1899)이 1892년 음력 2월에 편찬한 책으로

19세기 중․후반 지방 교방의 기녀들이 이습(肄習)

하고 연행(演行)했던 공연물에 관해 자세히 기록되

어 있는 자료다. 여기에는 검무 를 비롯한 총 14종

의 정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정재는 특히 진주

교방의 공연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록 방법은

특정 정재의 절차를 설명하고, 악부시체 한역시를 1

수씩 수록하고, 그에 해당 정재의 도회(圖繪)를 채색

으로 그려 놓았다.

<그림 12> 교방가요 진주검무

- 교방가요, p. 13.

교방가요의 복식을 정리 하면 <표 3>과 같다. 소

기 (小妓)2명, 동기 (童妓)2명으로 양쪽 좌우대칭의

소기와 동기의 복식이 같으며 동기는 전립을 착용하

지 않는다. 그림에서 전대의 착용은 확실하지 않다.

궁중검무 복식과 다르게 동기와 같이 검무를 추며

금향협수는 착용하지 않는다.

3. 풍속화에 나타난 검무복식
민간의 검무복식을 알 수 있는 도상학 자료는 18C

후반 김홍도(1745-?)의 평양감사환영도(平壤監司

歡迎圖) <그림 13>25), 신윤복(1758-?)의 쌍검대무

(雙劍對舞) <그림 14>26), 작자미상의 신관도임연희

도 <그림 15>27)에서 당시의 여기검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검무 복식을 <표 4>에 정리하였다. 복식 구

성은 치마, 저고리, 쾌자, 전대, 전립으로 되어있다.

18세기 여자 복식은 소매가 좁고 직선이며 저고리는

신체에 밀착되고 치마는 폭이 넓은 형태로28) 궁중검

무의 전체적으로 가늘고 차분한 실루엣에 비해 상의

는 가늘고 하의는 풍성한 실루엣을 보이고 있다. 많

이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저고리는 황색, 치마는 홍색,

쾌자는 자적색, 전대는 남색 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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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연대 제목 상의 하의 대 관 검

김홍도 19세기
평양감사

향연도

좌
白저고리

紫的 쾌자
藍치마 藍전대 전립 검

우
黃저고리

綠쾌자
紅치마 藍전대 전립 검

신윤복 18세기말 쌍검대무

좌
黃저고리

紫的 쾌자
紅치마 藍전대 전립 검

우
綠저고리

紫的 쾌자
藍치마 藍전대 전립 검

작자

미상
18세기말

신관도임

연회도

좌
黃저고리

紫的쾌자
紅치마 불확실 전립 검

우
黃저고리

紫的쾌자
紅치마 불확실 전립 검

<표 4> 풍속화에 나타난 검무 복식

<그림 13> 19세기 부벽루연회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조선시대 풍속화

<그림 14> 18세기 쌍검대무

간송 미술관 소장

- 조선시대 풍속화

<그림 15>18세기 후반 신관도임연회도

고려대학박물관 소장

- 조선시대 풍속화

Ⅳ. 지역별 향제 검무 와 복식의
지역적 특성

1. 남부검무와 검무복식
남부 검무 복식의 특징은 다른 지역 향제검무에서

볼 수 없는 색 한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삼

(汗衫)은 본래 궁중의 황후나 비빈(妃嬪)의 원삼(圓

衫)에 한삼을 덧대어 사용했으나, 궁중 춤을 출 때

손에 착용하는 무복(無腹)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손

목에 착용하는 것과 저고리 소매에 길게 덧대는 것

이 있다. 궁중 정재에서는 손을 가리거나 의상의 화

려함을 더하기 위해 무동(舞童)이나 女妓(여기)가

색 한삼을 착용하는데29), 오행을 상징하는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색한삼이 주로 쓰

이며 백(白)한삼․홍(紅)한삼․옥(玉)한삼․녹(錄)한

삼 등 단색(單色)의 한삼이 쓰이기도 했다.

오색한삼의 색상에서 황(黃)은 오행 가운데 토

(土)에 해당하며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가장 고귀한

색으로 취급되어 임금의 옷을 만들었다. 청(靑)은 오

행 가운데 목(木)에 해당하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다. 백

(白)은 오행 가운데 금(金)에 해당하며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하며 적(赤)은 오행 가운데 화(火)

에 해당하며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

하여 가장 강한 벽사의 빛깔로 쓰였다.30) 흑(黑)은

오행 가운데 수(水)에 해당하며 인간의 지혜를 관장

한다고 생각했다. 오행에는 오색이 따르고 방위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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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데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아 황(黃)은 중앙,

청(靑)은 동, 백(白)은 서, 적(赤)은 남, 흑(黑)은 북

을 뜻한다.

오방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건강과 화평을 기

원을 의미하며 궁중에서도 사월 초파일에 아기 왕자

들에게 오방색을 이어 붙여 색동저고리를 만들어 입

혔다. 색동에 사용된 주된 색은 오방색에서 음에 해

당하는 흑색을 제외한 적․청․황․백색을 사용했으

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간색이 첨삭되어 사용되

었다.31)

남부 검무 복식에 한삼이 사용된 연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검무는 진주감영 소속 교방청의 여

기인 최순이(1884-1969)가 진연도감청에 뽑혀 올라

가 13세 때 장악원에서 훈련을 거친 후 고종 에서

순종까지 궁중정재를 익히고 궁중연향에 참가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낙향하여 진주권번을 통

해 제자를 양성함으로써 오늘날의 진주검무가 형성

되었으며 연출형식․춤가락․칼 쓰는 법등의 궁중검

무를 보존하고 있다.

영․정조 시대에는 검무를 공막무(公莫舞) , 첨

수무(尖袖舞) 란 명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공

막무 는 내연(內宴)에서 기녀들이 의해 추어졌으며,

첨수무 는 외연(外宴)에 무동들에 의해 추어졌다.32)

공막무는 조선 순조 때 비롯된 향악정재로서 진작

의궤에 처음 보였다. 원래는 항장무검(項莊舞劒)에

등장한 했던 춤으로 隋書 에 공막의 뜻은 항백(項

伯)이 항장(項莊)에게 한고조 유방을 해치지 말라고

한데서 온 말이라고 한다. 나중에 칼대신 건(巾)을

사용했다하여 건무(巾舞)라고도 한다.33) 첨수무는 맨

손으로 추어져서 엽무라고 한다. 이는 말 그대로 뾰

족한 소매의 옷을 입은 춤이다. 첨수무는 여기 춤과

무동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춤은 오색한삼을 끼

고 4명이서 추며, 무동춤은 두 명의 무원(舞員)이 피

변관(皮弁冠)을 쓰고 첨수의(尖袖衣)를 입고 양 손

에 칼을 들어 상대하면서 추는 것34)으로 궁중정재

춤사위와 유사한 진주검무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통영검무는 무고와 검무가 합설 연희되며 승전무

라고도 한다. 승전무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싸움터나 병선 위에서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

해 통영교방청의 여기들로 하여금 북춤과 검무를 추

게 함으로서 시작되었다. 후일에 충무공의 춘추향례

나 탄신일 행사 때에 사당에서 헌무 하였다가 일정

강점기에 중단되어 그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였

으나 조선 말 통영 교방 청에 적을 두었던 김해근이

1896년 통제영해산으로 교방 청에 나오게 되었고 일

제 강정 기에 기생조합에서 활동하며 제자를 양성35)

하였는데 김해근의 직계제자인 이국화에게 실기를

배운 정순남이 50년간을 보존 지속해 왔기 때문에

춤의 형태나 가락이 변모되지 않고 원형대로 존속된

순수한 춤이다. 1968년 통영북춤이 중요무용문화재

제 21호로 지정되었으며, 연희할 때 검무를 추고 북

춤을 추었다는 기․예능 보유자 정순남의 증언을 토

대로 1987년 검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오늘날의

통영검무가 완성된다.36)

통영북춤은 고려 충렬왕 때의 무고로부터 발달하

여 조선말엽까지 내려온 궁중무고의 전통을 이어받

은 춤으로37), 궁중정재무고와 마찬가지로 색 한삼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영검무 역시 한삼을 사용하는 것

으로 보아 궁중검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나 진

주검무의 궁중정재적인 한삼 춤사위와는 다르게 민

속춤사위인 겨드랑이 사위를 보인다. 겨드랑이 사위

는 통영지역 대표적인 민속춤인 통영 오광대 탈춤에

나타난다. 따라서 통영검무와 북춤은 궁중정재에서

유래되었으나 통영지역에 정착되면서 토착화 된 것

으로 추정된다.

호남검무는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여기검무로서 1920년대 광주 유지들에 의해 설

립된 광주권번은 1944년 해체되기 까지 한말 관기로

유명했던 당대의 최고의 춤꾼들이 춤 선생으로 있었

다. 그 중 한말 팔도의 검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신갑도와 이장선, 이창선의 검무를 한진옥이 체득하

여 체계화 한 춤으로 뚜렷한 계보를 따르고 있다. 한

진옥은 당대의 최고의 춤꾼들에게 굿거리, 바라무,

검무, 살풀이, 승무, 한량무 등을 익혔으며 21세 이후

장판개가 이끄는 협률사에 들어가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면서 많은 교방정재를 추었으나 그 중 검무와

승무가 가장 출중한 종목이었다고 전해진다. 호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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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식구성 진주검무복식 전면․후면 치마․저고리 괘자․배자

그림

소품구성 한삼 전립 무검 술대

그림출처: - 한국 여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pp. 61-62.

<표 5> 진주검무복식 구성

무의 한삼 춤 특징은 민속춤인 승무의 춤사위와 유

사한데 한삼의 길이가 승무의 장삼처럼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며, 막대기를 사용하여 위로 뿌리는 춤사위

가 많다. 또한 한삼춤의 염불 장단 이외에 도드리장

단을 사용하는 것도 승무와 깊은 연관성을 있음 알

수 있다.38) 이는 한진옥이 당대 춤꾼들의 검무를 체

계화 하면서 자신의 주요 종목인 승무의 춤사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무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해탈의 염원 그리고 하층

민의 한을 푸는 춤으로 승무의 복식은 불가의 승복

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후기 교방무용으로 변화

되면서 여기들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승무의 무복에

는 백색 또는 흑색장삼 과 백색고깔 그리고 붉은 색

가사를 기본으로 한다. 백색장삼은 순결, 깨끗함 그

리고 자연 그 자체로 여겼으며 본능적 감정을 억제

하는 겸양지덕을 표현 하고 있다. 흑색 장삼은 어둠

과 슬픔을 상징하며 무채색으로 승려 복식에 사용되

었다 또한 인간의 번뇌와 갈등을 초극하려는 인간의

강한 의지와 힘을 상징한다.39)

호남검무의 한삼춤에 색 한삼을 사용한 연유를 추

정해보면 백 한삼이 갖는 이미지(순수한 것, 본연의

것, 비 장식적인 것에의 귀의를 뜻하는 겸허한 마음

이 함축40))가 연희적인 요소가 강한 여기검무와 맞

지 않은 반면 화려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복을 기

원하는 의미를 가진 색한삼이 검무와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남부지역 권번

의 교류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1) 진주검무와 복식

진주검무의 특징은 춤사위가 활발하며 힘찬 기상

과 위엄 있는 자태가 남성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41)을 살펴보면 진주검무복식은 깃과 곁마기

는 자주색, 끝동은 남색인 옥색 삼회장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착장한 후 남색 쾌자(快子)를 덧입고 가슴에

홍색 전대를 맨다. 쾌자의 겉감은 남색, 안감은 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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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식구성 통영검무복식 저고리․치마 괘자․전대

그림

소품구성 전립 한삼 무검

그림출처: - 한국 여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pp. 65-66.

<표 6> 통영검무 복식 구성

으로 갑사를 사용했다. 전대는 홍색 갑사로 길이 약

300cm와 폭 10cm로 전복 위 가슴에서 뒤로 돌려 매

어 댕기 접듯이 끝의 귀를 접는다. 사대(絲帶, 술띠)

치마를 걷어 동여매기 위한 끈으로 연초록색이나 남

색을 사용한다.42)

머리에 착용하는 전립은 흑모(黑毛)로 짠 천으로

만든다. 조선시대 군모(軍帽)를 본뜬 것인데 계급장

과 당시의 군인표시를 달았으며 중앙 테두리에 황색

과 홍색의 실을 꼬아서 둘렀다. 한때는 하얀 닭털을

달았던 적도 있으며 화살촉의 계급장이 매미모형으

로 모양이 다소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

는 고증에 의해 공작 털과 화살촉으로 고정해서 사

용하고 있다. 길이 70cm, 폭 35cm 갑사로 만든 색

한삼(흰색․빨강․녹색․분홍․노랑․남색)으로 6색

이 두 번 반복되며 색동의 간격은 좁다.

진주 검무에 사용되는 칼은 한 쌍 인데 백동으로

칼날을 만들고 자루에는 붉은 비단은 붙이고 칼끝부

분과 자루부분에는 장식수술을 달았다. 손잡이 길이

10cm이고, 칼 길이 23cm이다. 또한 칼 목이 꺾어지

지 않고 고정되었기 때문에 농검을 할 때 손목을 많

이 돌려야 칼이 제대로 넘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 문

화재로 지정할 당시에는 목이 꺾인 칼을 사용했으나

원 보유자(이윤례․김자진)의 증언에 의해 1970년대

말 이후 원형을 복원하여 목이 꺾이지 않은 칼을 제

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칼자루와 칼의 연결

부분(칼목)에 꽃 모양의 금속장식이 두 장씩 달려

농검 할 때 장단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2) 통영검무와 복식

통영검무의 특징은 주로 통영지역 민속춤인 겨드

랑이사위가 많은 내향적인 춤으로서 섬세하며 여성

적인 춤사위가 주류를 이룬다. <표 6>의 통영검무복

식을 살펴보면 깃, 고름, 끝동이 남색인 흰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는다. 쾌자의 겉감은 검은색이며 안감

은 홍색으로 색이 겹치게 사용되어 자적 색을 띈다.

가슴에 매는 전대는 홍색이며 중앙에 흰색의 학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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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미선, 호남검무에 관한 연구, p. 45.

복식구성 호남검무복식 치마․저고리 괘자․배자

그림

소품구성 전모 한삼 무검

그림출처: - 한국 여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pp. 68-69.

<표 7> 호남검무복식구성

양이 수놓아져 있다. 전립은 흑색이며 증자에 홍상모

와 공작 털을 달고 양태 밑에 패영을 다는데 패영에

는 밀화나 호박의 모조품을 쓰기도 한다. 전립의 중

앙테두리에는 황색과 홍색의 실을 꼬아서 둘렀다. 한

삼은 8 가지색동(자주․흰색․노랑․연두․남색․분

홍․빨강․연핑크색)으로 원단은 갑사를 사용하며

진주검무 한삼에 비해 간격은 넓다.

무검의 전체 길이 대략 32cm 이며, 칼 손잡이의

길이 10cm, 칼 길이 21cm이다. 칼과 손잡이의 이음

새 부분에 3개의 금속장식을 달았으며 칼의 재질은

백동이다. 춤사위에 따라 목이 꺾이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칼끝에는 홍색과 청색의 수술이 달리고, 칼자

루에는 붉은 자주 매듭이 매달려 있으며, 칼자루는

붉은 천으로 감싸있다.43)

3) 호남검무와 복식

호남검무의 특징은 다른 지역의 검무와는 다르게

화려함을 갖추고 있으며 허리를 많이 뒤로 젖히고

틀어서 유연성을 표현한 틀음 사위가 일품이며 춤사

위가 매우 섬세하고 활달하면서도 기교가 많다. 경쾌

한 칼 사위는 ‘착착’ 소리가 날 정도로 절도 있는 동

작이 눈에 띈다.44)

<표 7>45)의 호남검무 무복을 살펴보면 홍색치마와

색동저고리(빨강․초록․노랑․남색․흰색)에 남색

쾌자를 덧입고 홍색전대를 맨다. 과거에는 무복이나

한삼에 금박을 찍어서 입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깔끔

하게 금박을 빼고 입기도 한다. 저고리는 처녀와 부

인들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입는다. 18세 이상의

연령대는 푸른색 계열의 저고리를 입고 옷고름은 쾌

자 안으로 넣어서 전대로 가린다. 전대는 가슴에 매

고 등 뒤에 작은 리본으로 묶어준다.

전립은 홍색이며 안감은 검정색이다. 전립의 중앙

테두리에 황․남색 두 가지 색이 꼬아져 있고, 좌측

에 공작 깃털과 타조 깃털이 달려있다.

전립을 쓰는 위치는 쪽머리에 특별한 장신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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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식구성 경기검무복식 치마․저고리 괘자․배자

그림

소품구성 전모 무검

그림출처: - 한국 여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pp. 71-72.

<표 8> 경기검무복식구성

지 않은 금비녀를 꽂고 술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비스듬히 써준다.

6색 한삼(홍색․연두․분홍․노랑․남색․흰색) 또

는 오방색을 사용하기도 하며 승무와 같이 소고 채

를 양손에 들고 한삼을 뿌린다. 한삼의 전체 길이는

145cm로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며 색동의 간격은 진

주와 호남 검무에 비해 넓다.

무검의 전체길이는 42cm이고, 칼 손잡이의 길이

14cm, 칼 길이 28cm로 칼과 손잡이 이음새 부분에

3개의 금속장식이 달렸다. 칼날의 재질은 철재이며

칼 목은 꺾여 돌아간다. 손잡이의 재질은 나무로 되

어있으며 색상은 갈색이다.

2. 중부검무와 복식
1) 경기검무와 복식

경기검무는 한국 전통춤의 대부 한성준에 의해 정

리되어, 그의 제자 강선영에 의해 현재까지 맥을 이

어오고 있다. 기생조합이나 권번 외에 1937년 한성준

을 중심으로 설립된 조선음악무용연구회가 있었다.

이 단체는 전통춤 전문 단체로 춤이 독자적인 공연

예술로 발돋움하기 시작하고, 고전 부흥이 문화적 테

제로 강조되었던 1930년대 후반에 조직 되었으며, 조

선음악무용연구회의 활동으로 ‘고전무용’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었다.46) 한성준이 1041년 세상을 떠나기 전

까지 많은 공연을 했으며 권번과는 차별화된 전통춤

을 공연을 하고자 하였다. 이 공연들에서 검무는 주

요 종목 이었다.

경기검무의 특징은 동작은 대체로 단순하고 반복

적인 춤사위의 구조로 화려하고 활달하지 않으며 부

드러우며 정갈하며 전투적이거나 용맹스러움보다는

평화적이다.47)

<표 8>48)의 검무복식을 살펴보면 치마와 저고리는

홍색 치마에 깃과 고름은 자주색, 남색 끝동을 댄 노

란 색 반회장저고리며 쾌자의 겉감은 검은색이고 안

감은 홍색을 사용하여 자적 색을 띤다. 쾌자는 다른

지역 향제검무와 다르게 앞쪽 섶에 홍색을 덧대고

금색의 금박 무늬를 넣었으며 홍색 전대 역시 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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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식구성 궁중검무복식 전면․후면 치마․저고리 괘자․배자

그림

소품구성 전모 큰머리 무검

그림출처: - 한국 여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pp. 73-74.

<표 9> 궁중검무복식 구성

무늬를 넣었다. 흑색 전모는 양옆에 매미모양의 장식

을 붙였고 공작 털을 달았다.

무검의 재질은 철재이며 홍색 천을 감싼 손잡이는

나무를 사용했다. 칼과 손잡이 이음새 부분에 3개의

금속 장식을 달았다. 검의 전체 길이는 45cm, 손잡이

는 14cm, 칼 길이 29cm로 칼 목은 꺾여 돌아간다.

2) 궁중검무와 복식

궁중검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예능보유자인

김 천홍에 의해 정리되어 현재 국립국악원 무용단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김천홍은 1940년 조선권번 기생

양성소에서 ‘손 경란’이라는 조선권번기녀에게 검무

의 춤동작을 익히고 정리하여 1956년 제1회 무용발

표회 문하생을 지도하여 무대에 올렸다. 그 후 궁중

의궤에 기록된 검무복식을 바탕으로 복식 및 무구를

현행과 같이 정리하였다.49) 궁중검무의 특징은 조선

권번의 춤과 진주검무를 바탕으로 궁중의 문헌을 토

대로 재정리한 춤으로 궁중정재의 성격이 강하고 진

주검무의 춤사위와 유사한 동작들이 많이 나타난다.

<표 9>50)의 검무 복식은 홍색 치마에 깃․곁마기

그리고 옷고름은 자주색 옥색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쾌자의 겉감 검은색이고 안감은 홍색인 쾌자와 남색

전대를 두른다.

전립은 흑색이며 다른 검무와 다르게 큰머리를 하

고 쓴다. 기축 년 진찬의궤에 의거하여 전립의 모양

을 삼각형으로 복원 하였다.

초창기에는 목이 돌아가는 철제 칼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 초 기축 년 진찬의궤에 의거하여 칼의 재질을

나무로 바꾸고 칼 목 을 고정시켰다. 칼 손잡이 길이

는 11cm, 길이는 33cm이고 칼끝 에는 남색, 손잡이

에는 홍색, 황색의 수술로 장식을 달았다. 칼은 은색

을 칠을 했으며 칼 손잡이는 홍색 천으로 감쌌다.

3. 북부 검무와 복식
1) 해주검무와 복식

해주검무는 한말 한일합방 이후 궁이 폐함에 따라

1930년대에 해주권번에서 춤을 지도하던 장양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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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식구성 해주검무복식 전면․후면 치마․저고리 괘자․배자

그림

소품구성 전모 술대 무검

그림출처: - 한국 여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pp. 76-77.

<표 10> 해주검무복식구성

는 국악인에 의해 전해졌다. 장 양선은 당대의 명인

이동백, 한성준 등과 활동을 자주하던 국악인으로 당

시 관청내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던 무희들은 모두

장양선에게 춤을 배웠다고 한다. 그의 제자로 1982년

해주검무를 재현한 양 소운은 해주권번에서 3년 과

정을 마쳤으며 당시 해주 권번에서 배운 춤 종목은

해주검무, 살풀이, 즉흥무, 한량무, 탈춤 등 민속무용

과 정재종목으로 가인전목단, 포구락, 무고 등이었다.

1983년 인천에 해주검무보존회를 결성, 매년 발표회

를 갖으며 해주 검무의 맥을 전승하고 있다.

해주검무의 특징은 대륙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춤

사위가 많으며 춤이 무겁지만 활달하다. 마지막의 자

진타령에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으로 힘차게 마무리

하여 정적이고 부드러운 검무임을 알 수 있다.51)

<표 10>52)의 검무복식을 살펴보면, 홍색 치마에

깃, 곁마기, 끝동이 홍색인 노랑 삼회장저고리를 입

고 붉은 술띠로 치마를 동여맨다. 쾌자는 겉 색상은

남색이고 안감은 홍색이다. 쾌자 위에 두르는 전대는

홍색이다. 전립은 자주 빛이며 공작 털과 노란색과

홍색이 들어간 상모를 정자에 달았다. 무검의 전체

길이는 33cm로 칼 길이 23cm, 손잡이 길이 10cm 이

다. 칼의 재질은 놋쇠이고, 손잡이는 나무로 손잡이

끝에 홍색 수술을 달아 장식한다. 칼과 손잡이의 이

음새 부분에 3개의 꽃 모양의 금속장식을 달았다.

2) 평양검무와 복식

평양검무는 조선시대 감영이 있었던 평양의 교방

청을 통해 그 맥을 이어왔으며 조선시대 평양검무에

관한 기록은 石北 申光洙가 평양 연광정에서 검무를

추는 기생 추광 월에게 지어준 한시(漢詩)가 있고,

도상학 자료인 18C 후반 김홍도의 평양감사환영도

에서 평양검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 감사

환영 도를 살펴보면 연 광장에서 검무가 공연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관찰사가 베푸는 ‘부벽루(溥壁

樓)놀음’에도 검무가 자주 연희되었다고 전해온다.

조선왕조 몰락과 함께 궁중여악이 폐지되고 이와 함

께 지방의 교방도 해체되자 평양권번을 통하여 그

맥이 유지되었다. 평양검무 예능 보유자인 이 봉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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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식구성 평양검무복식 전면․후면 치마․저고리 괘자․배자

그림

소품구성 전모 술대 무검

그림출처: - 한국 여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pp. 78-79.

<표 11> 평양검무복식구성

14세 때 평양권번 출신 김 학선으로 부터 3년간 평

양검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춤을 학습하였다. 1985

년 평양검무보존회를 만들어 원형재현에 힘써 2001

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받았다. 평양검

무는 동적인 춤사위가 많으며 대담하고 활발하고 전

투적이다. 양손에 든 칼을 밖으로 돌리다가 무대에

콕콕 찍는 동작과 평안도식 피리가락을 주조로 한

장구 장단의 볶은 타령이 삽입되어 있는 점이 특징

이다.53)

<표 11>54)검무복식 구성은 남색 치마에 깃과 곁마

기는 홍색이고 남색 끝동을 댄 황색 삼회장저고리를

착용한다. 쾌자의 겉감은 남색이고 안감은 홍색이며

가슴에 두르는 전대는 홍색이다.

흑색 전모 옆에 매미 모양의 장식을 붙이고, 공작

털을 달았다. 무검은 목이 돌아가는 칼을 사용하고,

칼의 가장자리 끝에 일곱 쌍의 나비모양의 금속장식

이 달려있다. 칼의 재질은 놋쇠이고 칼 손잡이는 나

무이다. 칼 손잡이 길이 약 13cm, 칼의 길이 약

24cm이다.

4. 각 지역 향제검무와 복식의 특성 비교
남부, 북부, 중부지역의 향제검무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부지역 검무와 복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진주검

무는 궁중장악원 소속 여기인 최순이가 한일합방 이

후 귀향하여 진주권번에 검무를 전승하면서 형성되

었으며 연출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과 연행방식

등이 궁중검무와 유사하다. 특징은 춤사위가 활발하

며 힘찬 기상과 위엄 있는 자태가 남성적이라 할 수

있다. 복식은 옥색 저고리, 남색 치마와 쾌자, 홍색

전대, 흑 전립, 연두색 술대와 목이 돌아가지 않는

무검으로 구성된다. 흰색․빨강․녹색․분홍․노랑․

남색의 6색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통영검무는 북춤과 칼춤의 협무로써 통영지역 여

기들에 의해 구한말 까지 연희되었으며 통영 교방청

의 김해근의 직계 제자인 이국화에게 춤을 배운 정

순남이 전승하였다. 주로 통영지역 민속춤 특징인 겨

드랑이사위가 많은 내향적이고 여성적인 춤사위가

주류를 이룬다. 복식은 백색 저고리, 홍색 치마, 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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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쾌자, 홍색 전대, 흑 전립, 목이 돌아가지 않는 무

검으로 구성된다. 자주․흰색․노랑․연두․남색․분

홍․빨강․연핑크의 8색 한삼을 사용한다.

호남검무는 1920년 설립된 광주권번에서 한말 관

기로 유명했던 춤꾼들에게 춤을 배웠던 한진옥이 당

시 검무에 탁월했던 신갑도, 이장선, 이창선의 검무

를 체계화 한 춤이다. 다른 지역의 검무와는 다르게

화려함을 갖추고 있으며 허리를 많이 뒤로 젖히고

틀어서 유연성을 표현한 틀음 사위가 일품이며 춤사

위가 매우 섬세하고 활달하면서도 기교가 많다. 또한

경쾌한 칼 사위는 ‘착착’ 소리가 날 정도로 절도 있

는 동작이 눈에 띄는 특징을 지녔다. 복식은 옥색 저

고리, 홍색치마, 남색쾌자, 홍색전대와 전립, 목이 돌

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며 흰색․빨강․연두․분

홍․노랑․남색의 6색 한삼을 사용하며 길이가 바닥

에 닿을 정도로 길다.

특히 남북 검무는 다른 지역검무에서는 볼 수 없

는 한삼춤을 추는데 특징을 살펴보면 진주검무는 궁

중정재 한삼춤과 유사하며 이는 궁중검무 중 수건과

한삼을 들고 추는 공막무와 첨수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통영검무는 민속춤의 성격을 띠는데 춤사위에 통

영지역 민속춤의 특징인 겨드랑이 사위가 많이 나타

난다. 통영검무가 궁중검무에서 유래되었지만 통영지

역에 정착되면서 토착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검무는 민속춤인 승무의 춤사위와 유사하다.

이는 한진옥이 검무를 체계화하는 과에서 자신의 주

요종목인 승무의 춤사위를 한삼춤에 차용했기 때문이

다. 색 한삼이 지닌 복을 기원하는 의미와 화려한 시

각적 효과는 연희적인 성격을 띠는 검무에 잘 어우러

져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연유로는 남부 지

역 권번들의 교류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중부지역의 검무와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기

검무는 한국 전통춤의 대부인 한성준에 의해 정리된

춤으로 현재 제자인 강 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경기검무의 특징은 동작은 대체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춤사위의 구조로 화려하고 활달하지 않으며 부드러우

며 정갈하며 전투적이거나 용맹스러움보다는 평화적

이다. 복식은 황색저고리, 홍색치마, 자적색 쾌자, 홍

전대, 흑 전립, 칼 목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된다.

궁중검무는 김 천홍이 조선 권번의 검무를 바탕으

로 궁중의 문헌을 토대로 재정리한 춤으로 궁중정재

의 성격이 강하고 진주검무의 춤사위와 유사한 동작

들이 많이 나타난다.

복식은 옥색 저고리, 홍색치마, 자적쾌자, 남전대,

흑 전립, 칼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지역검무와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주검무

는 1930년대 해주권번에서 춤을 지도하던 장양선에

게 검무를 배운 양 소운이 1983년 해주검무보존회를

결성하여 그 맥을 전승하고 있다. 대륙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춤사위가 많으며 마지막의 자진타령에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으로 힘차게 마무리하여 정적이

고 부드러운 검무임을 알 수 있다.복식은 노랑저고리,

홍색치마, 남색쾌자, 홍 전대, 자색전립, 술대, 칼 목

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검무는 평양권번의 김 학선으로 부터 검무를

배운 이봉애가 1985년 평양검무보존회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동적인 춤사위가 많으며 대

담하고 활발하고 전투적이다. 양손에 든 칼을 밖으로

돌리다가 무대에 콕콕 찍는 동작과 평안도식 피리가

락을 주조로 한 장구 장단의 볶은 타령이 삽입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복식은 노랑 저고리, 남색치마,

남색쾌자, 홍 전대, 흑 전립, 술대, 칼 목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의궤에 나타나는 궁중검무복식 구성은

공통적으로 금향협수, 홍색 상, 남전대 흑전립, 자색

(紫色)이나 아청색(鴉靑色) 쾌자를 착용했으며 황

(黃)․청(靑)․백(白)․적(赤)․흑(黑)의 음양오행

의 색상과 상생의 배합을 사용했다. 현행 향제검무의

복식 구성은 저고리․치마․전대․전립․쾌자의 형

식으로 조선시대의 궁중검무 복식과 유사 하나 소매

통이 좁은 금향협수를 착용하지 않고 통이 넉넉한

일반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삼회

장저고리 반회장저고리를 착용하며 깃과 곁마기 끝

동의 색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향제검무 복식 역시 음양오행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쾌자의 겉감이 청색, 안감은 홍색과 같이 서로

상생이 되는 배색을 사용한다. 향제복식에서 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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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검무

종류
검무의 유래 검무의 특징

남부

진주

진주감영에서 선상된 최순이가 장악원에서 여기

생활을 한 후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낙향하여 진

주권번을 통해 궁중검무를 형태를 전승.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로 지정.

춤사위가 활발하며 힘찬 기상과 위엄 있는 자태

가 남성적이라 할 수 있다.

연출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과 연행방식 등이

궁중검무와 유사하며 한삼춤을 추는 것으로 볼

때 궁중검무의 공막무나 첨수무에서 유래된 것으

로 보인다.

통영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 령이 설치(1593년)된 후

구한말 까지 통영지역 여기들에 의해 연희된 춤으

로 통영 교방청의 김해근의 직계 제자인 이국화에

게 춤을 배운 정순남이 전승. 1968년 통영북춤이 중

요무형문화제 제 2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 검무

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오늘날의 통영검무가 완성.

북춤과 칼춤의 협무로써 궁중정재에서 유래되었

지만 통영지역에 정착됨으로써 민속검무로 변화

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통영지역 민속춤 특징인

겨드랑이사위가 많은 내향적인 춤으로서 섬세하

며 여성적인 춤사위가 주류를 이룬다.

호남

1920년 설립된 광주권번에서 한말 관기로 유명했

던 춤꾼들에게 춤을 배웠던 한진옥이 당시 검무

에 탁월했던 신갑도, 이장선, 이창선의 검무를 한

진옥이 체계화 한 춤

호남검무는 다른 지역의 검무와는 다르게 화려함

을 갖추고 있으며 허리를 많이 뒤로 젖히고 틀어

서 유연성을 표현한 틀음 사위가 일품이며 춤사

위가 매우 섬세하고 활달하면서도 기교가 많은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경쾌한 칼사위는 '착착'

소리가 날 정도로 절도 있는 동작이 눈에 띈다.

중부

경기

한국 전통춤의 대부인 한성준에 의해 정리된 춤

으로 1910년 조선왕조 붕괴이후 조선권번을 거쳐

1935년 조선음악 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정리된 춤으로 연희가 목적이 아닌

무용발표회를 중심으로 공연 되었다.

현재 제자인 강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동작이 화려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정갈하다. 또한

전진, 후퇴, 상하 대칭으로 이동하는 대면과 모든

무용수가 원을 이루는 1열 이루는 대형은 화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투적이거나 용맹스러움보다는

평화적이며 춤의 기교가 돋보인다.

궁중

김천홍에 의해 정리되어 현재 국립국악원 무용단

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1940년대 조선권번에서

‘손경란’이라는 기녀에게 검무의 춤동작을 익히고

정리하여 1956년 제 1회 무용발표회 갖고 1990년

대 궁중의궤에 기록된 검무복식을 바탕으로 복식

및 무구를 현행과 정리하였다.

조선 권번의 춤과 진주검무를 바탕으로 궁중의

문헌을 토대로 재정리한 춤으로 궁중정재의 성격

이 강하고 진주검무의 춤사위와 유사한 동작들이

많이 나타난다.

북부

해주

1930년대 해주권번에서 춤을 지도하던 장양선에

게 검무를 배운 양소운이 1983년 해주검무보존회

를 결성하여 그 맥을 전승하고 있다.

대륙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춤사위가 많으며 춤이

무겁지만 활달하다. 마지막의 자진타령에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으로 힘차게 마무리하여 정적이고

부드러운 검무임을 알 수 있다.

평양

평양권번 김학선 으로부터 검무를 배운 이봉애가

1985년 평양검무보존회를 만들었으며 2001년 평

안남도 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받았다.

동적인 춤사위가 많으며 대담하고 활발하고 전투적

이다. 양손에 든 칼을 밖으로 돌리다가 무대에 콕

콕 찍는 동작과 평안도식 피리가락을 주조로 한 장

고 장단의 볶은 타령이 삽입되어 있는 점이 특징.

<표 12> 검무의 유래 및 특징

이 사용된 색상을 구성별로 살펴보면 저고리 색상은

옥색과 황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진주와 평양을 제외

한 모든 지역검무는 홍색 치마를 착용한다. 남부지역

은 남색쾌자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부는 자적 색

쾌자, 북부지역은 남색 쾌자를 착용하고 있다. 궁중검

무를 제외한 모든 지역검무는 홍 전대를 사용하며 호

남과 해주의 붉은 계열 전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흑 전립을 착용한다. 진주검무를 제외한 모든 무검은

칼 목이 돌아간다. 술대는 진주, 해주, 평양검무만 사

용하며 색한삼은 남부지역검무에서만 사용된다.

검무와 복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적일 경우는

청색이 많이 사용되고 여성적일 경우는 홍색 계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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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검무

종류
한삼 춤 유래 한삼 춤 특징

남부

진주 궁중검무의 공막무와 첨수무의 한삼춤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 궁중정재 한삼춤과 유사

통영
궁정정재 요소인 한삼을 들고 추는 것으로 보아 궁중정재에서 유

래되었으나 통영지역에 정착됨에 따라 통영지역 민속춤으로 변화

통영지역 민속춤인 통영오광대의

탈춤의 겨드랑이 사위를 사용

호남
광주권번에서 춤을 배운 한진옥이 검무를 체계화 하면서 자신의

주요 종목이 검무의 춤사위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됨.
민속춤인 승무 춤과 유사

<표 13> 남부지역 한삼 춤 특징

지역
검무

종류
검무 연행 방식

남부

진주

한삼춤à 선 손춤à 앉은 손춤à 앉은 칼춤à 선 칼춤à 연풍대à 제행이무통영

호남

중부
경기

선 손춤à 앉은 손춤à 앉은 칼춤à 선 칼춤à 연풍대à 제행이무
궁중

북부
해주

평양

<표 14> 각 지역 향제검무의 연행방식

구분 그림 상의 하의 대 관 검 기타

조선시대궁

중검무

금향 협수

아청갑사

괘자
홍 초상 남전대 흑전립 목이 고정된 검 -

남부

검무

복식

진주

검무

깃과 곁마기는

자주색,

남색끝동을 단

옥색

삼회장저고리

남색 쾌자

남색치마 홍전대 흑전립
목이 고정된

검(백동)

색한삼,

술대

통영

검무

깃, 고름,

끝동이 남색인

백색 저고리

자적쾌자(겉감

흑색, 안감

홍색)

홍색치마 홍전대 흑전립
칼목이

돌아감(백동)
색한삼

호남

검무

옥색 저고리

(18세 이상)및

색동저고리

남색쾌자(겉감

남색, 안감

홍색)

홍색치마 홍전대 홍전립
칼목이

돌아감(철재)
색한삼

<표 15> 향제검무복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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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림 상의 하의 대 관 검 기타

중부

검무

복식

경기

검무

깃,

고름은자주색

끝동이 남색인

노란 색

저고리

자적쾌자

홍색치마 홍전대 흑전립
칼목이

돌아감(철재)
-

궁중

검무

깃, 곁마기,

고름이

자주색인 옥색

삼회장저고리

자적쾌자

홍색치마 남전대 흑전립
칼목이

돌아감(나무)
-

북부

검무

복식

해주

검무

깃, 곁마기,

끝동인 홍색인

노랑

삼회장저고리

남색 쾌자

홍색치마 홍전대
자색

전립

칼목이 돌아감

(절재)
술대

평양

검무

깃과 곁마기는

홍색 끝동은

남색의

노랑삼회장

저고리

남색쾌자

남색치마 홍전대 흑전립
칼목이 돌아감

(놋쇠)
술대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진주와 호남, 해주, 평양

은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성향이 강한 검무로 남색

쾌자와 치마를 착용했으며 통영, 경기, 궁중 검무는

여성적이고 섬세한 특징을 가진 검무로 홍색이 사용

되었다. 또한 동적이며 대범한 춤사위가 많은 진주,

해주, 평양검무는 술대를 이용해 치마를 동여매었다.

Ⅴ. 결론
전투나 의례무용에서 유래된 검무는 삼국시대부터

동자가면무로 민간에서 추어지다가 조선시대에 여기

검무로 변화되었으며 정조 시대에 궁중에 유입되어

궁중에서 연향 되었다. 1908년 경시청이 궁중여악을

폐함에 따라 관기제도가 폐지되고 그 후 전국에 권

번이 설치되었으며 기녀들의 예능이 교습․전수 되

었다. 특히 검무는 필수적으로 연마해야 하는 종목이

었다. 검무가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한일합방 이후 장악원 소속의 여기들 과 전국의 교

방 에서 올라온 선상기들이 귀향하여 각 지역 교방

에 전습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궁중검무의 형식에

각 지역의 독특한 춤사위와 그 지역의 향제음악을

사용하여 오늘날의 향제 여기검무를 형성하였다. 현

재 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향제검무는 남부지역의

진주, 통영, 호남검무와 북부지역의 경기, 궁중검무

그리고 북부지역인 평양검무로 나눌 수 있다. 각 지

역별 검무와 복식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부지역 검무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한삼춤이 포함되어 있다. 진주검무는 궁중장악원 소속

여기인 최순이가 한일합방 이후 귀향하여 진주권번에

검무를 전승하면서 형성되었다. 연출형식이 궁중검무와

유사하며 춤사위가 활발하며 남성적이라 할 수 있다.

한삼춤 역시 궁중정재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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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무가 궁중검무 중 공막구와 첨수무에서 유래되었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복식은 옥색 저고리, 남색 치마

와 쾌자, 홍색 전대, 흑 전립, 연두색 술대와 목이 돌아

가지 않는 무검으로 구성된다. 6색 한삼을 사용한다.

통영검무는 북춤과 칼춤의 협무로 통영 교방청의

김해근의 직계 제자인 이국화에게 춤을 배운 정순남

이 전승하였다. 주로 통영지역 민속춤 특징인 겨드랑

이사위가 많은 내향적이고 여성적인 춤사위가 주류

를 이룬다. 궁중검무에서 유래되었지만 겨드랑이 사

위가 많은 한삼춤 사위 등의 춤사위를 보면 통영지

역에 정착되면서 토착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식은

백색 저고리, 홍색 치마, 자적 색 쾌자, 홍색 전대,

흑 전립, 목이 돌아가지 않는 무검으로 구성된다. 8

색 한삼을 사용한다.

호남검무는 1920년 설립된 광주권번에서 한말 관

기로 유명했던 춤꾼들에게 춤을 배웠던 한진옥이 당

시 검무에 탁월했던 신갑도, 이장선, 이창선의 검무

를 체계화 한 춤이다. 다른 지역의 검무와는 다르게

화려함을 갖추고 있으며 허리를 많이 뒤로 젖히고

틀어서 유연성을 표현한 틀음 사위가 일품이며 춤사

위가 매우 섬세하고 활달하면서도 기교가 많다. 한삼

춤은 승무의 춤사위가 비슷한데 이는 한 진옥이 검

무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요종목인 승무

의 춤사위를 한삼춤에 차용했기 때문이다. 복식은 옥

색 저고리, 홍색치마, 남색쾌자, 홍색전대와 전립, 목

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며 6색 한삼을 사용하

며 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다.

중부지역의 검무와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기검

무는 한국 전통춤의 대부인 한성준에 의해 정리된 춤

으로 현재 제자인 강 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경

기검무의 특징은 동작은 대체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춤

사위의 부드러우며 정갈하며 전투적이기보다는 평화적

이다. 복식은 황색저고리, 홍색치마, 자적색 쾌자, 홍

전대, 흑 전립, 칼 목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된다.

궁중검무는 김 천홍이 조선 권번의 검무를 바탕으

로 궁중의 문헌을 토대로 재정리한 춤으로 궁중정재

의 성격이 강하고 진주검무의 춤사위와 유사한 동작

들이 많이 나타난다.

복식은 옥색 저고리, 홍색치마, 자적쾌자, 남전대,

흑 전립, 칼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지역검무와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주검무

는 1930년대 해주권번에서 춤을 지도하던 장양선에

게 검무를 배운 양 소운이 1983년 해주검무보존회를

결성하여 그 맥을 전승하고 있다. 대륙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춤사위가 많으며 마지막의 자진타령에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으로 힘차게 마무리한다. 복식은

노랑저고리, 홍색치마, 남색쾌자, 홍색 전대, 자색전

립, 술대, 칼 목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검무는 평양권번의 김 학선으로 부터 검무를

배운 이봉애가 1985년 평양검무보존회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동적인 춤사위가 많으며 대

담하고 활발하고 전투적이다. 복식은 노랑 저고리,

남색치마, 남색쾌자, 홍 전대, 흑 전립, 술대, 칼 목이

돌아가는 무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의궤에 나타나는 궁중검무복식 구성은

공통적으로 금향협수, 홍색 상, 남전대 흑 전립, 자색

(紫色)이나 아청색(鴉靑色) 쾌자를 착용했으며 황

(黃)․청(靑)․백(白)․적(赤)․흑(黑)의 음양오행

의 색상과 상생의 배합을 사용했다. 현행 향제검무의

복식 구성은 저고리․치마․전대․전립․쾌자의 형

식으로 조선시대의 궁중검무 복식과 유사 하나 소매

통이 좁은 금향협수를 착용하지 않고 통이 넉넉한

일반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삼회

장저고리 반회장저고리를 착용하며 깃과 곁마기 끝

동의 색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향제검무 복식 역시 음양오행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

으며 쾌자의 겉감이 청색, 안감은 홍색과 같이 서로 상

생이 되는 배색을 사용한다. 향제복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색상을 구성별로 살펴보면 저고리 색상은 옥색

과 황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치마는 홍색, 남부지역은

남색쾌자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부는 자적 색 쾌

자, 북부지역은 남색 쾌자를 착용하고 있다. 전대는 홍

색, 전립은 흑색, 진주검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목이

돌아가는 무검을 사용한다. 술대는 진주, 해주, 평양검

무만 사용하며 색한삼은 남부지역검무에서만 사용된다.

검무와 복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적일 경우는

청색이 많이 사용되고 여성적일 경우는 홍색 계열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진주와 호남, 해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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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성향이 강한 검무로 남색

쾌자와 치마를 착용했으며 통영, 경기, 궁중 검무는

여성적이고 섬세한 특징을 가진 검무로 홍색이 사용

되었다. 또한 동적이며 대범한 춤사위가 많은 진주,

해주, 평양검무는 술대를 이용해 치마를 동여매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현되고 있는 향제검무와 복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지역검무 발전 및 올

바른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더불어 무용

계와 국악계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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