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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i Mae-Bang, as the sole owner of two of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cluding No. 27 Seungmu in 1987 and No. 97 Salpuri Chum, is a top-notch Korean tra-
ditional dancer. Moreover, in regards to traditional clothing, he is also known as the only tradi-
tional dancer who directly performs on stage as well as analyzes traditional clothing in order to 
apply them into his own dance performances by designing and producing them to meet his artis-
tic spirit.

In order to examine how Yi Mae-Bang's unique and creative stage clothing was developed, 
and what kind of process it went through to possess its unique style, which draws the attentions 
of people with its harmony of beauty and dance, this research first examined the change of the 
composition through the yearly picture data. Before 1984, the composition of the Salpuri Chum 
clothes changed by putting on ‘Jeogori’ on the ‘Mudong-Bok’ without the ‘Kweia’ (sleeveless), and 
in 1999 'Mudong-Bok' became widened with the decoration of embroidered hem making it more 
attractively colorful. after 2000 it became more splendidly adorned by embroidering hem on wid-
ened Mudong-Bok and tucking 'Kweja' in the layers which created silhouette like a dress that is 
seemingly wider and luxuriant than a skirt. 

One of notable features of Yi Mae-Bang's Salpuri is that its cloth and cuff ribbons are lightly 
colored in different colors enclosing the tip part. As for the ribbons, it was also changed as time 
went by from direct-cutting of the cloth just like the A-line of Mudong-Bok to drawing a diago-
nal line less than 5cm above the ribbon and 8cm below the ribbon so that it takes the form of 
getting widened as it gets to the lower part, and its length was also elongated in proportion to 
that of the bottom of Mudong-Bok.

Key words: Jeogori(저고리), Kweja(쾌자), Mudong-Bok(무동복), Salpuri Chum(살풀이춤), 
Yi Mae-Bang(이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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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용의 기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기능에 따라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

냄의 감정이 인간의 신체적 운동으로 표현되고 반

복되어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본능설

에서부터, 최초의 인류가 본능적인 리듬을 동물의

움직임에서 모방하여 점점 무용의 동작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발전되었다는 모방설, 혹

은 원시 종교적 제의에서 비롯되어 순수한 예술이

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는 종교 기원설 등이 있다.1)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리고 모방에 의해 또는 종교

적 동기에서 비롯된 무용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며 한 시대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의

변화는 무대장치의 특수화, 조명, 분장, 소품 등의

변화와 함께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무용의 변화 발전에 있어서 큰 역

할을 담당해온 것이 바로 무대 의상이다. 무대 의상

은 무용가가 무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적 표

현의 수단을 이미지로서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보

조적 언어로서 중요하며, 무용가의 움직임이나 활동

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기능적 미적 특징이

있다. 무대 의상이란 무대를 위한 것이며 무대를 벗

어나면 그 신비성을 잃게 된다. 작품을 위해 창조된

각각의 의상은 공연자의 표현을 도와주어야 하며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조화로워야 한다. 무대라는

특정적인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의상이기 때문

에 그에 따른 일반적인 의상의 기능과는 다른 차이

점이 있다.

이매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와(1987년) 제 97호 살풀이춤(1990년) 2

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

국 전통춤의 일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전통 복식과 관련하여서는 무대에서 춤을 직접 연

행하는 무용인으로서 전통 복식을 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춤사위에 부합되는 무용 의상에 투영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자신의 예술정신에 맞게

발전시켜 오고 있는 유일한 전통적 춤꾼이기도 하

다. 그는 한국 전통무용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자신

의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고, 움직임에 방

해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무대의상

의 기능성을 보완하여 완성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춤에 맞게 이미지화함으로써 춤과 의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춤의 미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이매방류 민속춤의 복식과 관련하여, 지

금까지는 그의 민속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상을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주로 무용계

에서의 연구가 있었고, 그의 의상만을 다룬 본격적

인 논문은 없었다. 그나마 그의 민속춤에 표현된 복

식의 조형성을 다루는 논문이 최근 발표된 적이 있

지만2), 이 논문 또한 전반부는 이매방 춤의 무형문

화재 현황이나 춤의 계보 등 의상보다는 그의 춤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연구 초점이 흐려

진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승무와 살풀이 춤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의 구조 분

석과 조형성을 다루었지만, 복식의 구성과 도식의

구도를 2005년 이수자 평가 의상을 기점으로 연구

함으로써 도식의 변화 시점에 시간적으로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오랜 시간에 의해 발전되어온 이매

방 무대 의상의 양식적 특성과 전체적인 흐름이나

변화는 거의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런데 이매방류 민속춤의 복식의 구성과 구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수자

들의 의상보다는 이매방 본인이 직접 입고 공연했

던 본인 자신의 의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아

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매방은 춤의 직접적 연행자

이면서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었는데, 움직임

에 방해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개선시키고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

시켜가면서 직접 착장하였기 때문이다.3) 따라서 이

수자들의 의상은 이매방 본인의 의상 착장 시점보

다 시간적으로 뒤에 이루어지게 마련이고 구성과

구도의 변화 또한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은 물론이다. 그리고 흔히 궁중 정재복식이나 많은

민속춤 복식에 대해 음양오행에 의한 오방색 사용

으로 해석해 온 것처럼, 이매방류 민속춤 복식 또한

오방색 사용으로 주로 해석해 왔는데, 이것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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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승

무의 복식에서는 삼색을 주로 사용한다거나, 살풀이

춤의 복식에서는 옥색이나 연보라색계열 같은 이매

방 본인의 기호색이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들

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이매방 본인이 직접 입고

공연했던 년도 별 사진 자료를 통해 살풀이춤 복식

구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온 이매방 살풀이춤 복

식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어서 이매방이 직접 착용했던 살풀이

의 무동복을 실측하여 단계별 도식의 변화과정을

정리함으로써 이매방 복식의 특징과 조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이매방류만이 갖는 독특하고 창

의적인 무대 의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어떠한

발전과정을 통하여 춤과 조화를 이룬 오늘날의 이

매방류 무대 의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으로는 살풀이춤의 무동

복식을 중심으로 하여 바지저고리와 기타 조바위

등 장신구를 다루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먼

저 이매방의 화보집의 사진을 중심으로 년도 별 변

화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매방이 착장하였던

무대복을 실측하여 확인하였다. 나아가 한영숙이나

김숙자류와 같은 다른 류파의 살풀이춤 복식 등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히 나타

내고자 하였고, 그러한 차이점이 이매방의 기본적인

무용철학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해석하기 위해 기존

의 대담집을 이용하거나 필요시에는 직접적인 면담

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Ⅱ. 시대별 사진을 통해 본 살풀이춤
복식의 변화

원래 타고난 액을 피하기 위해 굿을 마치고 난

후 뒤풀이로서 경기도에서는 굿거리장단에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살풀이장단에 맞추어 무당이 추던 즉

흥무의 특유한 무무(巫舞)를 일컬어 살풀이라 하였

는데, 현재 전하고 있는 살풀이는 명주 수건을 들고

추는 춤으로 호남지방의 무속에서 유래된 것이다.4)

무속 의례에서는 무당이 살풀이 가락에 맞추어 고

풀이 할 때, 액이나 살을 풀 때, 또는 잡귀나 잡신

을 몰아낼 때, 무섭고 거칠게 행동하는 전투적인 주

술 춤을 춘다. 그러나 창우나 기생들이 춘 살풀이춤

은 이러한 종교적 의례성이라든가 전투적 주술성이

전혀 없고 예술성이 돋보이는 춤이다. 따라서 오늘

날 살풀이춤은 주술적 의미는 전혀 없고 단지 살풀

이라는 시나위 곡에 맞추어 추어지므로 음악적으로

관계를 지어 살풀이춤이라 이름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교방을 통해 살풀이라는 무속 음악에

맞추어 창우나 기녀들에 의해 창조된 교방 춤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5) 이러한 살풀이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이매방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살풀이>는 일종 즉흥무 거든.인자<검무>,<승무>는
법무 아니야?.....인자<검무>, 인자<승 무> 그것은
법, 법이로 정해 옛날 부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까 법무라 그랬지. 그것 뛰믄 그 인자 춤에 입소하
고 그러믄 자기 멋, 자기감정, 자기표현, 자기 가락
을 즉흥적으로 맨들어 서 그 흥적이로 즉흥적이로

추는 거 그게 즉흥무여 그것이. 근데 살풀이란 것
이 인저 그 이 상하게 그 느끼나봐. 살, 살을 푼다
는 그 말 그렇게 다 해석 허는데...6)

이러한 이매방의 살풀이춤은 기방에서 추어진 춤

으로 무속적인 느낌보다는 춤사위의 기교가 뛰어나

며 한과 멋과 흥을 위주로 하여 다른 춤보다 몸의

꼬임이 많고 춤사위가 원형 지향적인 춤으로 전형

적인 기방예술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7), 이매

방이 1990년 10월 19일 중요 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로 지정되어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제 9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매

방류 살풀이춤은 옛 기방의 원형을 고수한 채 무대

화된 기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대화된 움직임에서는 주로 관객을 의식하고

무대 전면에 중점을 두고 동작 구성이 되는 반면,

이매방의 살풀이춤에서는 앞, 뒤, 좌, 우 사방을 의

식하여 어디에서 춤을 보더라도 완벽한 미학적 동

작을 구사한다.8) 이매방은 여성의 미는 정면보다는

옆선과 뒷모습(뒷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매방

살풀이춤의 특징인 ‘원형 지향적 사방 춤’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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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식의 구성 수건의 소재 넓이, 길이(cm)

한영숙류

<그림 1> 한영숙류

살풀이춤 복식

- 한성준-한영숙류

전통춤, 사진자료

1) 옥색 치마저고리

2) 남색치마 옥색저고 리

3) 자주고름에 흰치마저고리

명주 35, 150~180

김숙자류

<그림 2> 김숙자류

살풀이춤 복식

- 무형문화재 보고서

14, 사진자료

흰치마저고리,

흰색허리끈
명주 35, 300-350

이매방류

<그림 3> 이매방류

살풀이춤 복식

- 저자촬영, 2003

1) 남-남바위, 바지저고리, 쾌자,

무동복

2) 여-조바위, 치마고리, 쾌자,

무동복

얇은 갑사 55, 175

<표 1> 류파별 살풀이춤 복식 비교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내 춤은 동서남북이 빙 돌렸어도 보지 않애. {으음}
앞에도 여기도, 동쪽도 손님, 서쪽도 손 님, 남쪽,

북쪽 다 손님 아니야? {음, 음,예} 그 내 춤에는 막

이러게 방정맞게 주르르르 쪼 차 갖고 다르르르
막, 이,{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잖어, 그거 초랭
이 방정이지.{예,예}으 휴...(한숨 쉬심) 요염이 뒤에

서 나오잖애, 여자의 요염. 그럼. {어} 여자 뒤에,
사선 옆에,{뒤 에} 앞보덤도. {으음} 아무리 미인도
정면 오래 보믄 이상하게 뚝 떨어져요, 살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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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77년

서울시립무용단 <한국의

명무전> 공연후

- 우봉이매방화보집, p. 80

<그림 5> 1984

북소리

- 우봉이매방화보집, p. 95

<그림 6> 1984.6.

북소리 표지

- 우봉이매방화보집. p. 94

사선 얼굴 요 사선** 옆모습...9)

이처럼 원형 지향적이며 사방 춤의 특징을 가진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그 춤의 특징이 의상에도 그

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흰 치마저고리를 입는 한

영숙류나 김숙자류 살풀이와 구분되는 이매방류 살

풀이 의상의 특징은 화려한 조바위, 남바위와 같은

쓰개와 무동복을 들 수 있는데, 남바위는 앞과 뒤에

술을 달고 좌우는 대칭이 되도록 구술이나 산호로

장식하며, 무동복은 전후 좌 후에 일정한 비율의 너

비를 넣은 A라인의 넓은 실루엣을 이루고 있으며,

앞뒤에 일정한 너비의 나비모양의 고름을 맨다. 무

동복의 테두리에 전체적으로 얇은 선단을 댄다거나

화려한 금수나 화려한 단을 오려 붙이기도 하여, 앞

뒤 좌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그 화려함이 부족

함이 없으며, 춤을 모르는 관객이라 하더라도, 의상

이 한영숙류나 김숙자류의 도살풀이와는 확연히 달

라 이매방류라는 것을 구분 할 수 있다.10) 특히 이

매방류에서는 주로 2합의 얇은 국사로 수건을 만들

며, 55-75cm 넓이로 한영숙류나 김숙자류에 비해

넓고 가벼우며, 길이는 175에서 길게는 190cm로 사

용하고 있다.11) <표 1>은 이러한 이매방류 살풀이

의상의 특징<그림 3>12)을 한영숙류<그림 1>13)나 김

숙자류<그림 2>14)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요약 정

리한 것이다.15)16)

그런데 이러한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의상은 1970

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매방 자신의 춤사

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 1970

년대 <그림 4>를 보면, 검정 남바위에 흰색 바지저고

리 그리고 옥색 무동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는

직선 재단에 겹 바느질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1984년 북소리 에 나온 <그림 5,

6>에도 나타나는데, <그림 5>는 검정 남바위+흰색

바지저고리+연한옥색 무동복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데, 자주색 고름과 무의 배색이 특징이고 직선 재단

인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해에 나온 똑같은 잡지의

<그림 6>도 색만 다르며 직선 재단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그림 7>의 구성은 검정 남바위 옥색 바지저고리+

옥색 무동복에 분홍 쾌자가 추가되었으며, 자주 고

름이 직선 재단인 것이 확인되고 무동복길이가 현

재보다 많이 짧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가 되면 쾌자의 색과 모양이 다양해지

고, 무동복의 색상이 다양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1996년 12월 60주년 공연인 <그림 8>의 구성을 보

면, 검정 남바위+진옥색 바지저고리 +분홍 쾌자+

옥색 무동복으로 되어 있고 무동복 양 깃에 노리개

가 특징적이다. 노리개는 매듭을 활용해서 금, 은,

옥 등 각종 패물을 달아 만든 다양한 형태의 장신

구로 본래 여인들이 저고리나 당의의 고름에 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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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88서울

올림픽문화예술축전

- 우봉이매방화보집, p. 110

<그림 8> 1996.12.

60주년 공연

- 우봉이매방화보집, p. 124

<그림 9> 1998문예회관

제20회 국제 무용제

- 우봉이매방화보집, p. 127

<그림 10-1> 1999. 댄스

- 우봉이매방화보집, p. 166

<그림 10-2> 백 경우

(2001.6. 이수평가)

- 본인 소장품

<그림 11> 2009년 5월

- 우봉이매방화보집, p. 167

서 장식효과를 주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활용

하여 무동복의 양 깃에 대칭적으로 매어 장식하였

다. 또한 쾌자를 많이 끼워 입고 선 테두리에 가식

을 했음이 확인된다. 이것이 1998년 <그림 9>에서는

흰색 바지저고리와, 연분홍색 무동복의 앞에 매인

고름이 짙은 자주이었음이 확인되며. 무동복의 양

깃에 노리개가 매어 있다. 이때 무동복의 테두리에

얇은 선단과 금수 단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며 살풀

이 의상의 색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더불어서 점차

화려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의 <그림 10-1>은 1999년 이전에 이미 어

깨선을 절개하여 폭 수를 많이 넣은 지금의 무동복

식의 도식과 조형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에서 중요한 자료이다.17) 무동복의 겉감은 이매방의

기호색인 보라색이고 안감은 옥색을 배색하여 겹으

로 만들었으며 양쪽 깃과 밑단에 장식한 동그란 꽃

모양의 것은 양단에 있는 꽃모양을 동그랗게 잘라

붙여 장식하였다. 사진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섶단

과 밑단의 테두리에 얇게 선단을 대어 미적 감각을

살렸다. 1999년의 이 의상은 이매방의 제자인 백경

우의 이수 평가 의상<그림 10-2>과 색만 다르고, 전

체적인 도식과 디자인이 똑같으며 바느질 구성도

겉과 안의 소재를 같이 붙여 통솔 바느질 하였다.

<그림 10-1>은 이매방이 1999년에 직접 착용한 연

보라색 무복이고, <그림 10-2>는 그의 제자 백경우

가 2001년 6월 이수자 평가 때 착용한 밝은 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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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색으로 안은 살구빛 나는 분홍색이며 이매방

이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어서 보관하였다가 주었다

고 한다. 통솔바느질을 얇게 눌러 박음으로서 바느

질이 상당히 정교하고 꼼꼼하게 바느질 되어 있었

으며 섶단과 밑단 그리고 고대 뒤쪽에 얇게 선단을

대어 가식 하였다. 특히 <그림 10-2>의 경우 살풀이

의상과 더불어 쓰인 자주색 갓이 인상적이며, 상당

히 무속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후 폭의 넓이가 더욱 넓어지면서 안팎의 겹 바

느질 하던 것을 홑겹으로 하였으며 이는 무게감을

줄이는 대신에 안에 색이 다른 겹겹의 쾌자를 끼워

넣어 풍성한 실루엣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쾌자 또

한 겹 바느질에서 홑겹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림

11>에서 보듯, 이때는 홑 바느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무동복의 선단에 금수 단을 장식하

여 더욱더 화려해지고 있고 폭이 더욱 넓어져서 풍

성한 실루엣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바지저고리에 포를 착장했던

단순한 형태에서 무동복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또

쾌자를 겹겹이 끼워 입음으로서 부피감을 주었으며,

포의 길이도 점차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무의 색을 자주색이나 다른 색으로 배색하여 포

인트를 준다든가 여인들이 저고리 고름에 매어 장

식하는 노리개를 양 깃머리에 나란히 장식을 하였

으며 선 테두리를 다른 색으로 배색하여 얇게 단을

대어줌으로서 선의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살풀이 의상의 색과 디자인을 다양하게 연출함으로

서 무동복의 조형이 점차 화려해졌음을 볼 수 있다.

살풀이춤 의상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84년 이전

에는 쾌자가 없이 바지저고리에 무동복을 착장하였

던 것이 88년 기점에서는 분홍색 쾌자를 끼워 입는

형식의 구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96년에는 노리개

의 장식과 선단에 가식을 한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이후 98년 무동복은 폭이 넓어졌으며 등에 흉배를

붙인다거나 단에 금수 단을 장식하여 화려해졌다.

2000년 이후에는 홑겹의 넓은 무동복에 금수 단을

장식하고 쾌자 또한 겹겹이 끼워 입어 부피감을 줌

으로서 치마보다도 넓고 마치 드레스와 같이 풍성

한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매방류 살풀이

의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섶단과 밑단에 얇게 다른

색으로 배색하여 선단을 두름으로서 가식한 점이다.

의상의 고름 또한 직선재단으로 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무동복의 A라인의 재단과 같이 고름 위는

5cm 이내로 하고 고름 밑은 8cm 이내로 사선을 내

어 밑으로 점차 넓어지는 고름의 형태로 바뀌었으

며 길이도 점차 무동복의 밑 길이가 길어짐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길어진다.

Ⅲ. 살풀이춤의 무동복 실측도와
도식의 변화

이매방 살풀이춤 의상의 독특성은 그의 무동복

에서 나온다. 이러한 무동복이 한영숙류나 강선영류

와 다른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품격을 창출한다는

것을 본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그냥 치마저고리 입고 한영숙이 계통도 강선영이
계통 <살풀이춤>은 치마저고리 입고... 엔 날,엔날

요리집 기생들이 치마저고리 입고 기양 손님방에
서 추고 그랬잖애? 치마저고리 입 고 추는 것은
나는 이제 <입춤>.<입춤>,허튼춤...입춤에는 인자 치

마저고리만 입으지. 쪽지 고. 살풀이는 벌써 살풀이
는 무동복 입혀놓믄 옷에 격 있지 않어? 차원이
틀리잖애.18)

이처럼 이매방은 살풀이춤 의상의 표의를 무동복

이라 하면서 자신만의 살풀이춤의 품격을 높이고

한영숙류나 강선영류의 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자

부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무동은 8세에서 15세 이하의 남자아

이를 칭하는 단어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무동은

8세에서 15세 이하의 천민계급에서 뿐만 아니라 양

인도 함께 뽑았는데 양인은 지원하는 남자 아이를

뽑아 노래와 춤을 익히게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

고 무동과 동남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

다.19) 매일신보 등에서도 무동무라 하여 기사에 실

린 것을 보면 당시에 어린 무동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매방은 자신이 남자이고 어려서부터 춤

을 추었던 까닭에, 문화재 지정 이후부터 자신이 창

작한 살풀이 의상에 무동복이라 이름 붙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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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의(두루마기)

- 명선 하, p. 124

<그림 13> 19c 황삼(몽두 리)

- 명선 하, p. 121

<그림 14> 김확의 심의

-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p. 17

구성 겹 통솔

<그림 15> 제자 김정기가

물려받아 보관중인, 이매방이 직접

착용하였던 2단계 무동복(A)

- 저자촬영, 2013년 3월

소재 2합 국사

항목 치수(단위)cm

옷길이 130

화장 82

소매나비 30.5

진동 21

수구 14

고대 16

깃길이 23.5-25

깃나비 6

섶
상 8

하 15.5

옥색고름
상 6

하 9

고름길이 150

자주색고름
상 5

하 6

고름길이 126

뒷품
상 26.5

하 50

무길이 102

무나비 22

<표 2> 2단계 무동복 실측도

이매방류 살풀이의 무동복 도식의 특성을 살펴보

면 두루마기<그림 12>20)와 같이 무를 달고 두루 막

혀 있는 포제의 형식이긴 하지만 좌임이 아닌 맛

깃의 형태로서 두루마기 보다는 몽두리<그림 13>21)

의 형태와 가까우며, 90년대 후기의 무동복은 깃과

섶단 도련에 선을 둘러서 장식하고 상이 12폭에 이름

으로써, 형태는 마치 심의<그림 14>22)와 유사해 보이

기까지 하지만 다른 옷이다.

그러면 이매방 자신이 직접 착용하였던 무동복

의상을 실측하여 도식의 변화와 그 특징을 살펴보

기로 하자. 도식의 변화 형태의 초창기 의상이 존재

하지 않아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앞에서 언급했듯

<그림 3, 4, 5>를 보면 두루마기에 맞깃 형태의 지

금의 A라인의 것이 아닌 직선 재단의 것으로 확인

된다. 따라서 이 당시의 무동복을 1단계로 가정하면

직선 재단의 1단계를 포함하여 1, 2, 3단계로 무동

복의 도식이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단

계로서는 <그림 15>를 실측한 <표 2>에서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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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무동복 A의 전면 <그림 17> 무동복 A의 뒷면

구성 홑 통솔

<그림 18> 이매방이 직접 착용

하였던 무동복(B)

- 저자촬영, 2013년 3월

<그림 19> 이매방이 직접 그린

3단계 무동복 도식(B)

- 저자촬영, 2013년 3월

소재 2합 국사

항목 치수(단위)cm

옷길이 131

화장 77.5

소매나비 29.5

진동 21

수구 14

고대 15.5

깃길이 22.5

깃나비 7

섶
상 8

하 27

옥색고름나비
상 5

하 8

고름길이 159

자주색고름나비
상 5

하 7

고름길이 127

뒷품
상 24.5

하 이새마다+14

무길이 105

무나비 21

<표 3> 3단계 무동복 실측도

바와 같이, 등솔을 중심으로 고대에서 25cm내려온

위치에서 밑 도련까지 A라인으로 적게는 7cm에서

점차 넓게 확장해 줌으로서 나중에는 등품의 두 배

이상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3단계 도식으로는 <그림 18>을 실측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등품과 어깨 품을 두 번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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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무동복 B의 전면 <그림 21> 무동복 B의 뒷면

<그림 22> 맛깃형 쾌자(이매방 부인

김명자 착용)

- 저자촬영, 2013년 3월

<그림 23> 조끼형 쾌자

- 저자촬영, 2013년 3월

<그림 24> 조끼형 쾌자

- 저자촬영, 2013년 3월

어 그 사이 사이를 이새를 넣듯 한품 당10cm에서 넓

게는 18cm까지 넓게 확장해 줌으로서 12-14폭에 이르

기까지 넓어졌으며, 이는 명주 작은 폭 30cm이내의

12폭을 이은 여자들의 12폭 치마와 같이 넓어졌다.

쾌자 또한 무동복과 같이 처음에는 등솔을 기준으

로 해서 품에 2배 이상 넘게 확장 시켜 주어서 넓은

실루엣을 완성하였으나, 무동복의 폭 수가 넓어지면

서 쾌자 또한 무동복과 같이 폭 수를 나누어서 재단

하였으며 나누어진 폭 수마다 무동복 보다는 약간

좁은 비율을 적용하여 받침옷으로서 넓은 실루엣을

완성시켰다. 쾌자의 깃 형태는 초기에는 <그림 22>와

같이 맞깃의 형태의 것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그

림 23>과 같이 조끼형의 깃 모양으로 바뀌었다.

또한 이매방 무복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림 26,

27>에서 보듯, 저고리나 무동복의 배래를 26-29cm

의 넓은 곡선을 줌으로서 전통적인 평복의 저고리

보다 배래의 곡선을 강조했다. 이는 춤사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이매방은 우리 춤의 아름다움은

항상 곡선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배래의 곡선을 강

조한다. 그리고 치마는 44인치 3폭을 기준으로 쓰고

있으나 마름질 할 때에 한 폭에서 가슴 말기감과

양쪽 끈 감을 뺀 나머지를 치마폭으로 쓰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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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이매방이 직접 그린 확장된

쾌자 도식

- 저자촬영, 2013년 3월

<그림 26> 남자 저고리

도식(이매방)

- 저자촬영, 2013년 3월

<그림 27> 여자 저고리와

치마도식(김명자)

- 저자촬영, 2013년 3월

자락은 오른쪽으로 여며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통치마가 아닌 꼬리치마여야 한다. 치마의 길이는

입어서 버선코가 약간 보일 듯한 길이로 너무 길지

않는 약간 짧은 길이를 선호한다. 치마의 자락을 오

른쪽으로 말아서 치마 색과 같은 허리끈(주릿대)으

로 매어 입는다.

이매방은 꼬리치마와 저고리 배래에 대해서 아래

와 같이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

치마두 막 여 꼬리치마 * 저 옷고름을 넣고 꼬리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옷고름 바깥에다 내 놓고
꼬리치마 입고, 그런 거 모른다고, 안가리켜 주

믄.--중략—요새는 배래도 없고 막 와사 스 소매로
막 맨들어 놓고...우리나라 저고리 배래 붕어소매
이것이 우리나라 얼이고 맥이고 민대 {미} 미를 몰

라요,23)

기능성의 측면에서도 이매방류 살풀이춤 의상은

<그림 28>에서 보듯 고름이 특징적이다.

살풀이 의상은 앞에서 매어지는 고름과 뒤로 매

어지는 고름으로 나뉘는데, 앞에서 끌어당겨 매어지

는 힘에 의해 등의 길이 딸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등에 5cm넓이의 고름을

누벼서 단단하게 착장자의 품에 맞춰 잡아 매어줌으

로서, 등 쪽의 품의 여유분이 등에 균등하게 분배하

여 남아 있게 되고 엎드려서 수건을 끌어당기는 등

과 같이 춤사위의 동작의 선이 커도 옷이 딸려 올라

온다거나 하여 춤사위에 방해를 주지 않게 고안되어

있다. 또한 진동아래 무가 달리는 부분을 2-5cm정도

하향하여 바느질 해줌으로서 겨드랑이 아래 고름이

매어지는 부분에 쓸데없는 잔주름을 삭제함으로서

한결 단정하고 매끄러운 실루엣을 살려준다.

<그림 28> 이매방이 직접

만든 무동복

- 저자촬영, 2013년 3월

Ⅳ. 이매방 살풀이춤 복식의 특징
1. 오방색의 다양한 활용
이매방류 민속춤 복식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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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기원무의 활옷, 무당춤복, 홍색대대, 검무의치마

청색 검무의 쾌자

황색 조바위, 남바위의 금장장식

백색 승천무, 승무의 장삼

검정 승무의 장삼, 남바위나 조바위

<표 4> 이매방류 의상에 쓰인 오방색

음양오행에 의한 오방색 사용으로 일률적으로 해석

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승무의 복식에서는 삼색

을 주로 사용한다거나, 살풀이춤의 복식에서는 옥색

이나 연보라색 같은 이매방 본인의 기호색이 다채롭

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음양오행에 의해 5

방색을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 4>에

서처럼 춤의 성격이나 당시 기호에 따라 5방색 중에

서도 몇 몇 색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 살풀이춤 무동복의 옥색 배색

우리민족은 자연주의적 심성과 관련되어 백색과

청색을 선호 하였으며, 특히 학에 비유된 학창의는

선비를 위한 백의로 상징되었다. 또한 슬픔과 속죄

하는 마음 및 사자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상복에서

의 백색은 사자의 저승길을 밝히기 위함으로 사자

의 영혼이 좋은 세계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는 주

술적인 믿음이 담겨있다. 이처럼 한국인의 백의 습

속은 우연성과 일시적인 선호사상이 아닌 우리민족

의 기호와 관련된 정신적 요인으로서의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문화민족을 상징하는 전통색채

로서 의미가 있음을 의미한다.24)

한국인이 애호한 백색은 백자의 투명함에서 접할

수 있는 백색이나 세모시 백색 도포에서 보이는 백

색과 같이 격 있고 깊이 있는 색이다. 이러한 색채

감정은 백색을 연상시키는 연한 옥색이나 회색 계

통, 토홍색(土紅色)등 엷고 명도가 높은 색의 애용

으로 확대되어, 백색과 옥색은 사실상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출해 온 애호 색으로 평가되기도 했다.25)

조선시대에서도 천담복(淺淡服)이라 하여 조신들

이 엷은 옥색의 제복(祭服)을 착용하였다. 조선왕
조실록의 기사를 보면,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백관
은 물론 왕 또한 천담복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고26),

뒤이어서 유자와 무인을 막론하고 모두다 천담복으

로 만들어 갖춘 점 때문에 앞으로 유자가 천담복을

입고 과장(科場)에 들어오면 사관소(四館所)에 분

부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명이 떨어질 정

도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옥색이 숭상되었다.27)

조선 후기 혜원의 풍속도에서도 화면의 색과 인물

의 옷 색은 아담한 옥색과 백색이 주가 되고 있다.

특히 조선인의 옷 색은 백색과 옥색이다.28)

이매방의 무동복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자연주의

적 심성을 반영하여 옥색을 주로 사용한다. 옥색은

조선시대 천담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복식

에서도 백색과 같이 흔히 쓰여 지던 색이다. 살풀이

춤은 슬픔과 한이라고 하는 삶의 애환이 그대로 잘

담겨져서 기쁨으로 승화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

서가 잘 표현되어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옥색

은 이러한 살풀이춤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살풀이

춤 의상에 있어서 한영숙류나 김숙자류는 대체로

흰색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는데 반해서 이매방류

는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매방류 살풀이춤

의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동복은 주로 옥색이

나 하늘색, 연보라와 같은 색이 사용되었다. 살풀이

춤의 무동복의 색을 옥색이나 연보라를 사용함으로

서 이매방은 한영숙류나 김숙자류 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었으며 자신의 감수성과 춤의 느낌을 의상

의 색으로서도 잘 표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5>와 같이, 이매방 살풀이춤 복식에서 무동

복은 주로 옥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이매방은 기

호색인 보라색을 좋아하였다.29) 쾌자의 색은 받침옷

으로서 옥색이나 보라색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다양

한 색상을 넣음으로서 움직임에 의한 배색의 효과

를 나타냈고, 바지저고리는 옥색이나 백색으로서 정

갈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여자의 저고리와 치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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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색

무동복 옥색, 하늘색, 연보라색, 연분홍색,

쾌자 분홍색, 산호색, 살구색, 밝은청색, 자주, 보라

바지저고리 옥색, 백색

<표 5> 이매방 살풀이춤 복식에 자주 쓰여 진 색

<그림 29> 치마를 오른 쪽으로

여며 입은 기녀

- 엽서속의 기생읽기, p. 151

<그림 30> 치마를 오른 쪽으로

여며 입은 기녀

- 엽서속의 기생읽기, p. 149

<그림 31> 치마를 오른 쪽으로

여며 입고 짧은 수건을 든 두

기녀

-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p. 245

경우는 분홍색과 같은 옅은 계열을 많이 사용하였

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색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색

을 사용함으로서 밝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2) 살풀이춤 치마 자락 여밈 방향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저고리 류가 50-80cm에 이

르는 길이가 긴 형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마

는 허리에 맞추어 입게 되어 있었으며 <치마허리>

라는 명칭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치마의 주름방향은 현재와 동일하나 여밈

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타남에 따라 치마 주름이

겉자락 쪽을 향하고 있다. 18세기 단원 혜원 풍속도

에는 오른쪽 여밈 치마가 많이 나타나며 왼쪽 여밈

치마는 1900년대 이후 서울 혹은 기호지방의 풍속

으로 나타난다.30)

출토 복식의 경우에도, 유물 중에는 허리주름 배

치여부로 여밈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치마

한쪽 끝부분에는 주름이 생략 된 채 허리에 달아준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재봉 법은 현재에도 적용

되고 있으며 안자락으로 보내진다. 따라서 오른쪽

여밈으로 착용된 치마가 임란을 전후한 치마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알려지고 있는 양반은 왼쪽 여

밈의 치마를 입는다는 구전내용과 반대의 결과이다.

혜원 풍속화 가운데도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

다. 주름의 방향은 입은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이며

이는 현재와 동일하다.31)

그런데 이매방류 민속춤에서 살풀이나 기타 춤

복에서 여성들이 입는 치마 여밈 방향은 우측으로

돌려서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부자의 민

속조사에 의하면32), 전라도의 진도와 제주도만이 오

른 자락치마라 하였으나, 이매방은 전라도 목포 출

신임에도 오른 자락 치마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으로

민속조사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매방은 전라도 목포

출신으로서 호남을 대표하는 춤사위로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저고리의 형태와, 착장 구성 형태

만으로도 신분의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혜원풍속도

에서 보면 기녀는 양반 부녀와 옷차림이 같았는

데33), 기녀들의 치마 여밈 방향도 오른 방향으로 양

반부녀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29>34), <그림

30>35), <그림 31>36)에 보이는 조선 후기 기녀들의

사진에서도 모두 오른쪽으로 여며 입음이 확인되며

많은 유물들과 풍속도를 보아도 오른쪽 여밈이 많

다. 이는 저고리의 섶이 왼쪽에 달려서 오른쪽을 향

하고 있음으로 치마를 오른쪽으로 돌려 여몄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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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매방 제작

물소털 남바위

- 저자촬영, 2013

<그림 33> 이매방 제작

조바위

- 저자촬영, 2013

섶과 고름을 덮고 오른손으로 치맛자락을 잡음으로

서 효과적으로 여며서 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우리 전통춤의 담당 주체는 광대, 창우, 기

생 등으로 민간예인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무계와 권

번 계통의 춤을 전통으로 친다. 무계의 혈통을 타고

나 전라도 일대의 권번을 두루 거쳐 호남 춤의 다

양한 갈래를 습득한 이매방은 이를 융합, 통합하여

호남류 전통춤을 독특한 미학으로 정식화 한다. 이

매방류 민속춤에서 여성들이 입는 치마 여밈 방향

은 우측으로 돌려서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춤에 영향을 끼친 호남 권번 기생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3) 다양한 장신구의 활용

장신구의 활용으로는 금장식, 노리개, 주머니, 산

호, 진주, 옥구슬, 장식용의 다양한 구슬, 마고자 단

추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식

에는 남자는 물소 털 남바위를 착용하고, 여자는 화

려하게 장식된 조바위나 아얌을 착용한다. 본래의

남바위, 조바위, 아얌은 방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쓰개였으나, 이매방류에 있어서는 살풀이의 무동복

과 격식을 맞춰 무대에서의 미적인 양식에 맞게 작

고 얇게 만들었으며, 금장이나 구슬과 같은 화려한

장신구를 달아서 무대화 하였다.

그러고 인자 아얌을 내가 썼는데...이 춤출 때 (앉
아서 손춤을 추며)손을 뒤로해서 딱 잡으 믄 수건

을 잡아야 된데 수건을 잽히는 건 잽히는 이렇게
잡으믄은 아얌이 뒤에 축 쳐지거던. 댕기가 쭉. 그

럼 머리가 벗어질 때도 있고....앞에서 보니까 아얌
인 줄 알았더니 아얌이 아니 라 조바위야 {아}조바
위하고 아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조바위를 허니

까 이쪽이 보이고, 비녀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고,
목둘레도 보인 게...아얌쓰믄 기양 여기도 빤듯하게
써갖고 댕기를 헌께 목도 안 보이고, 목이 잘룩해

보이고... 그러믄 그렇지, 그래서 작년부터는 작년
이수자부텀은 기양, 저, 저 원형 원 살풀이... 그 어
머니 쓴 조바위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격이 맞,

딱 그것이 앙상불이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해놓믄
인자 살풀이 격있게 보이고 역시, 역시나 문화재
춤이다, 이런 걸 느끼지.37)

이처럼 이매방은 살풀이춤에서 조바위를 중요하

게 활용하고 있다. <그림 32>38)의 남바위와 <그림

33>39)의 조바위는 이매방이 직접 만든 것인데, <그

림 34>40)의 전통남바위와 <그림 35>41)의 전통조바

위와는 넓이와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히 조바위

의 경우는 쓰임새가 다른 만큼 형태가 많이 다르다.

남바위는 크기와 길이가 많이 축소되고 무대에 맞게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특히 구슬은 양쪽을 대칭되

게 달았는데 이는 좌우 어디에서 보나 똑같아 보이

게 장식하였다. 조바위도 남바위와 같이 좌우가 대

칭이 되도록 양쪽에 구슬이나 기타 장식품을 달았으

며, 조바위는 머리에 착장할시 앞은 눈썹을 덮지 않

게 이마가 약간 보여야 되며 길이는 귀 볼을 약간

보일 정도로 쓰고 머리 위 가르마에서 정수리까지

가르마를 가리지 않게 둥글게 감싸보이게 한다.

이처럼 두식으로는 남자는 남바위, 여자는 조바

위나 아얌을 쓰는데 조바위나 남바위 아얌은 산호

와 같은 구술이나 단추 등의 장식을 좌우에 보색으

로 장식을 한다거나 테두리에 금장을 화려하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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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c초 남바위

- 명선하, p. 40

<그림 35> 20c초 조바위

- 명선하, p. 41

식을 하였으며, 본래의 방한모보다 크기도 많이 축

소함으로서 방한모의 용도를 무동복의 포제와 격식

에 맞춰 화려하게 무대화한 것이다.

또한 입춤이나 살풀이 복식에서 여자의 머리 모

양을 들 수 있는데, 짙은 검은색 쪽머리에 밝은 홍

색댕기를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비녀

는 옥색이나 금색비녀를 사용하며 길지 않게 한다.

쪽댕기는 본래 남편이 살아 있으면 누구든지 붉은

계통의 색상을 사용하였고 젊은 여성은 다홍색 댕

기를 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점차 그 색을 진한 색

으로 바꾸어 노인이 되면 검은 자주에 가깝게 드리

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면 젊은 여성이라도 남편이

없는 과부는 붉은 댕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생

검은 댕기를 드려야 했고 상제는 흰색 댕기를 드렸

으며, 댕기의 붉은 색은 젊음과 성을 상징한다.42)

이는 무대에서 검은 색과 밝은 홍색을 대비하여 강

조함으로서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

매방 또한 “홍색 댕기가 보일 듯 말 듯 한 것이 요

염”이라고 여성의 미를 강조한 바가 있다.43)

4) 선의 효과

인간의 신체를 매개체로 하는 무용예술에서 표현

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상은 무용작

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작품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

해를 도와주는 암시적인 효과와 의상의 선이나 색,

천의 질감 등의 효과를 살린 상징적인 디자인을 통

해 무용수의 연기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나타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44) 특히

무용의상에서의 선은 개개인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

닌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부분이며 형태는 실루엣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45) 예를 들어 <그림

36>46)의 전통적인 조복 선단에 검은 단을 배색한

것이라든지 혹은 여자치마의 눈썹 단이라는 치마밑

단을 얇게 선단을 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

은 특징적인 선을 강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의 변화를 창출케 하는 심리적인 효

과를 유발한다.

<그림 36> 중요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된

심동신의 금관조복

-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 13

특히 이매방 살풀이춤 의상의 무동복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양쪽 깃에 화려한 금장과 노

리개로 나란히 장식을 한다든지, 무동복의 등이나

등 아랫자락에 흉배와 같은 화려한 수보를 붙이기

도 한다. 또한 무동복의 깃과 섶 도련 테두리에 일

정한 간격을 놓고 4.5~5cm가량의 금수를 붙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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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기도 하고, 깃과 섶 밑단을 짙은 자주나 남보라

와 같은 색으로 배색하여 0.5cm가량 얇게 선을 두

르기도 한 것이 특징이다. 원래 선(襈) 두름은 효를

상징한 것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될수록

많이 꾸밈으로써 효로 삼았다. 대부모를 모시는 사

람은 오색으로 무늬가 그려진 선을 둘러 즐거움을

표시하였으며, 부모를 갖추어 모신 사람은 청색 선

을 둘러 밝게 하여 공경함을 표현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은 선을 옷 색과 같이하여 슬픔을 나타냈으니

선의 색도 경우에 따라 달리하였으며, 효도, 어른

공경, 슬픔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가선(加襈)이라

함은 옷 가장자리, 즉, 도련. 수구. 깃 등에 선을 둘

러 옷에 변화를 가져오고 회장 역시 같은 뜻으로

깃. 고름. 곁 막이, 끝동에 바탕 옷감 색과 조화되는

다른 색 옷감을 대어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47)

<그림 37> 무동복의 선의 효과

- 저자촬영, 2013

<그림 37>48)과 같이 이매방류 살풀이 복식의 무

동복의 고름이나 선단 밑단에 선 테두리를 배색하

여 짙고 얇게 가식을 한 점인데 이는 우리 고유 복

식의 배자나 조복에서도 볼 수 있다. 선은 모양이나

형태를 선명하게 보이게 함으로서 강조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떤 동작을 하였을 때, 움직임에 의해 선으

로 인한 실루엣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짙은 색의

색상 대비 효과로 인한 잔상의 여운을 남김으로서

공연이 막을 내린 후에도 기억이라는 강한 효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얇게 선을 두른다거나 화려한 금

수 장식을 하여 선명하게 강조함으로서 잔상의 효

과를 나타낸 것이다. 화려한 조명 없이 규방에서 추

던 춤이 무대화되면서 관객석과의 먼 거리와 넓은

공간과 연출로 인한 약간의 어두운 조명아래에서,

예쁘게 보이고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의상으로서

표현된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의 이매방류만이 갖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무대 의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어떠

한 발전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움에 춤과 조화를 이

룬 오늘날 이매방류 무대 의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년도 별 사진 자료를 통해 구성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살풀이춤 의상 구

성 변화에 있어서는, 1984년 이전에는 쾌자가 없는

바지저고리에 무동복을 착장하였고, 1988년 기점에

서 보면 분홍색 쾌자를 끼워 입는 형식의 구성의

변화가 있었으며, 1996년부터는 무동복의 깃 섶 밑

단에 얇은 선단을 가식하였고 깃의 양쪽에 노리개

를 장식하였으며, 1998년에는 무동복이 많이 넓어지

면서 단에 금수 단을 장식하여 화려해졌고 쾌자를

끼워 입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이후에는 폭이 넓

은 홑겹의 무동복에 금수 단이나 흉배를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고 쾌자 또한 겹겹이 끼워 입어 부

피감을 줌으로써 치마보다도 넓고 풍성한, 마치 드

레스와 같은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매방 자신이 직접 착용하였던 무동복

복식을 실측하여 도식의 변화와 그 특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비록 무대의상이지만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 미의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춤과 결

합하여 감정을 표현하였고 어떻게 독창적인 이매방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창작되어져 이미지화 되었는

지를 살필 수 있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살풀이춤=슬픔’이라는 소복

과 같은 백색의 치마저고리에 비해서, 이매방류 살

풀이춤 의상은 슬픔에서 승화된 표현의 의상으로 살

풀이춤에 내재한 의미와 상징성을 의상을 통해 살풀



이매방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복식 연구

- 47 -

이춤의 미의식을 의상에 그대로 접목시켰다. 살풀이

춤 의상에 있어서 한영숙류나 김숙자류는 대체로 흰

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는데 반해서 이매방류는 다

양한 색들이 사용되었으며 무동복은 주로 옥색이나

하늘색, 연보라와 같은 색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이

매방 자신의 개성과 감수성이 의상에 반영된 것이

다. 남성으로서 두루마기와 같은 남성의 표의를 착

장하여 격식을 차림으로 인해 오는 딱딱함으로 살풀

이춤의 슬프고 애잔한 감수성을 표현하기란 여간 어

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남자인 그가 오히려

여성보다 더욱더 섬세하고 여성적인 감수성을 극적

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중성적

혼성미가 느껴지기도 하는 이매방 살풀이춤 복식의

예술적 영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매방의 무대 의상은 오방색의 다양한 활용을

비롯하여, 선의 잔상 효과 등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그 틀이나 고정관념을 과감히 넘어섰으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맞는 독창적인 새로운 의상을 창작하였

다. 무대화에 발맞춰 폭이 넓은 실루엣을 강조함으

로서 기술화되고 세련된 형식으로 발전됨으로서 우

아미를 연출하였고, 동작에 방해되는 기능적인 부분

들을 꾸준히 개선하였으며, 기타 소도구들까지도 직

접 만들고 연구함으로서 착용에 불편함을 개선시켰

다. 의상에 있어서 예술적 영감, 창의적인 실험, 틀

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규칙이 혼재하고 있으

며, 개인의 개성이 강하게 투영되고 반영되었다.

전통이란 ‘역사적 배경을 가지며 특히 높은 규범

적 의의를 지닌 것’을 의미하는데, 복식에서의 전통

미는 복식의 구조나 색채, 문양 등에서 옛것을 지키

려는 보수성을 보이며, 전통성을 고수함으로써 복식

의 미적 표현을 성취한다.49)

출토 유물들을 관찰해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의 조선시대에도 유행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조 전기,

중기, 후기에 따라 복식의 형태나 착용이 조금씩 달

라졌고 변화해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심의를

제외한 다른 포 류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포의 A라인의 재단이 전통이 아니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평상복 중 여자들의

치마도 직선재단이던 것이 폭 수의 확대로 인해 A

라인으로 많이 재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하다고

해서 전통이 아니라고는 하지는 않는다. 이매방의

무동복은 무대복의 특성상 폭을 넓게 쓰임으로서

풍성한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저고리의 배례나 무동

복의 배례의 곡선을 강조하고 고수함으로서 우리나

라의 고유의 곡선미를 지켜오고 있다.

전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의 옷은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이때 그의 의상이 평상복이

아니고 무대 복식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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