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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러 가는 8월의 끝자락에 무용역사
기록학회에서 제19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9번째로 열리는 학술심포지
엄은 “조선무악의 전승맥락과 심소 김천흥의 학예정신”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무용역사기록학회가 통합되던 해, 심소 김천흥 무악 예술보존회에서는 본 학회와
함께 심소 김천흥의 학예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심소 김천흥 신진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40세 미만의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심소 김천흥
추모10주기를 맞아 신진연구상을 학술심포지엄으로 확대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심소 김천흥은 ‘朝鮮의 마지막 舞童’으로 전통예술을 두루 익히고, 궁중무용의 보전과 재현,
민속무용의 연구와 발굴 그리고 창작무용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예술
의 기록과 정리에도 앞장서 당신의 자료가 후학들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일체를 기증하
였습니다.
오늘 심소 김천흥의 연구를 통해 전통예술의 전승맥락을 살펴보고, 기록이 주는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연구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심소의 학예정신과 기록에
대한 의미를 현재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심소 김천흥의 예술세계> 다큐멘터리 상영을 시작으로 ‘조석무악의 전승맥락’,
‘심소 김천흥의 학예정신’, ‘심소 김천흥의 춤자료 현황’의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한 신진연구자 발굴을 위해 젊은 연구자들, 당대에 심소 김천흥과 함께 작업했던 안무가 그리고

심소 김천흥 사후 자료정리와 활용 그리고 DB 구축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이 생생한 현장의 내용
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발표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조경아, 박정경, 최경자, 위송이, 오정은, 김도연, 황
용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해주신 김경숙, 이종숙, 유정숙, 이미희, 김선정,
이순림, 안병헌, 이화진, 이호신, 황희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학술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심소 김천흥 무악 예술보존회, 후원해주신 한국연구재단, (사)한국춤문화
자료원 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회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든 임원진들의 애정과 사무국의 노력이 더해져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용역사기록학회는 무용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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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기록영상 조선무악의 무용사적 가치와 한계

Ⅰ. 머리말: 조선무악의 제작과 발견
조선무악(朝鮮舞樂)은 1931년 6월 29일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궁중무악을 35mm 필름으로 제
작한 흑백 무성영화이다. 왜 조선무악이 만들어졌을까? 조선무악 제작 배경에 관해서 당시의 신문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1931년 7월 5일자에는 조선무악
의 촬영소식이 실렸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전문을 제시한다.
‘왕전하(王殿下) 분부로 조선무악(朝鮮舞樂)을 촬영(撮影)’
- 내무국 사회과에서 박힌다리왕전하(李王殿下)의 분부에 의하야 내무국 사회과에서는 오백(五百)년 동안 전례해 내려오는 리왕가
의 고전무악(古典舞樂)을 영화(映畵)로 촬영하게 되어 이십구(二十九)일 오후 일(一) 시부터 사(四) 시
까지 창덕궁(昌德宮) 안에 잇는 무악인(舞樂人) 팔십오(八十五) 명의 실연(實演) 하는 것을 촬영하엿다
는데 촬영한 무악은 아래와 갓흔 종류의 것이라 한다.
일(一), 봉래의(鳳來儀). 세종대왕(世宗大王)이 태조대왕(太祖大王)의 놉호신 공○(功○)을 격송(檄
頌)하야 친히지으신 춤
일(一), 보상무(寶相舞). 익종대왕(翼宗大王) 시대에 한 대(漢代)의 춤을 곤친 것으로 궁중연례(宮中
宴禮) 때에 추는 것
일(一), 무고(舞鼓). 고려조 충열왕시대(高麗祖忠烈王時代)에 제작한 것으로 대고(大鼓)를 난타하며
추는 것
일(一), 장생보연무(長生寶宴舞). 순종대왕(純宗大王) 당시에 송무(宋舞)를 개작한 것으로 경연(慶宴)
에 사용하는 것
일(一), 포구락(抛毬樂) 팔백팔십(八百八十)여년 전 고려조 당시의 제작으로 팔관절회(八關節會)에
상연하든 것이며 리조 당시에는 궁중의식 때에 사용하든 것
등 오(五)종을 필림 이(二)권에 제작하야 제작이 종료 되는대로 동경왕가로 보낼터이라 한다1)

1) 매일신보 1931년 7월 5일자 7면. 표기는 원문대로 하되, 한자는 한글과 한문을 병기했으며 띄어쓰기만 수
정했다. 매일신보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http://www.nl.go.kr/newspaper)를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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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일신보 1931년 7월 5일 7면 기사
매일신보에 실린 위의 기사는 조선무악의 촬영 배경과 촬영 내용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조선무악의 촬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해 “리왕 전하의 분부에 의하야” 촬영이 시작되었다
고 하였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1926년에 서거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리왕 전하’는 고종과
이방자(李方子 나시모토 마사코, 1901-1989)의 사이에서 태어난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
동생인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 1897-1970)을 말한다. 당시에 영친왕은 일본에 억류되어 있었다. 그
래서 촬영을 분부한 리왕이 과연 영친왕이었을지 의문이 든다. 신문의 마지막 구절에 “제작이 종료 되
는대로 동경 왕가로 보낼터이라 한다”라고 했다. 영친왕 일가를 동경 왕가로 지칭했다면 조선을 그리
워할 영친왕에게 조선무악을 촬영하여 보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의 ‘이
왕’이라고 칭했던 영친왕의 귀국조차 강력히 막고 있는 조선총독부에서 순전히 영친왕 일가를 위하
는 마음으로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 하기에는 의문이 든다. 표피적으로 조선무악의 제작 배경은
기사의 제목처럼 ‘왕 전하의 분부’로 시작되었으며, 제작 목적은 동경 왕가로 보내기 위함이었다.
내무국 사회과에서 조선무악의 촬영을 진두지휘했다. 영화촬영의 내용은 “오백년 동안 전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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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리왕가의 고전무악”이었다. 영화촬영은 6월 29일 오후 1시-4시까지 3시간 이 걸렸다. 촬영
장소는 창덕궁이었으며, 출연진은 “무악인 85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선무악에 수록된 내용은 다섯 종목의 정재였다. <봉래의>‧<보상무>‧<무고>‧<장생보연지무>‧
<포구락>의 순서로 기록되었다. 매일신보에는 다섯 종목의 정재만 제시되었지만, 또 다른 조선무악
으로 <처용무>와 <향령무>도 같이 촬영되었다.
조선무악의 촬영이 1931년에 이루어졌지만, 조선무악의 존재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1979년 때
였다. 조선무악이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견되어 동경의 한국문화원에 기증되었고, 관련기사가 1979
년 11월 26일 동아일보 기사에 게재되었다.2) 현재 국립국악원과 예술자료원에 사본이 소장되었고,
최근에는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에서 조선무악을 스트리밍 서비스하여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유튜
브(youtube)에서도 제공된다.
일제강점기의 정재 영상으로 귀중한 자료인 조선무악은 아직까지 학술적 조망이 미진한 편이다.
조선무악 영상을 토대로 정재의 동작진행을 밝힌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이다.3) 조선무악의 동작과
관련된 내적인 조망은 시도되었으므로, 필자는 조선무악을 둘러싼 외적인 조망을 중심으로 조선무
악을 다루고자 한다. 즉 조선무악의 무용사적 가치와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조선무악
의 문화적 조망을 시도하려고 한다.

Ⅱ. 조선무악의 가치
1. 자료 가치: 가장 오래된 정재 영상기록
조선무악의 첫 번째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료적 가치이다. 가장 오래된 춤 영상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뛰어나다. 춤은 몸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움직임의 기록은 어떠한 자료보다 소중하
다. 특히 영상자료는 몸의 움직임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무용사 연구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영상의 개발이 근대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상매체로 기록된 시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 면
에서 1931년 6월 29일에 촬영된 조선무악은 무용사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영상자료 중의 하나이다.
또한 조선무악은 정재 재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간 정재의 재현작업
은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되었다. 다른 춤 장르에 비해 정재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의궤, 정
재무도홀기 등의 문헌자료가 풍부한 편이었다. 그러나 춤의 진행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재무

2) 김정완‧하루미 엮음, 김천흥의 해맑은 삶(서울: 민속원, 2009), 25쪽. 조선무악은 하루미가 개인적으로 입
수하여 김천흥과 국립국악원 자료실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3) 손선숙, ｢20세기 초 궁중정재의 발현양상: 1931년도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 제11호, 한국무용
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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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홀기 조차도 동작진행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정재의 어떠한 춤동작에서 팔의
움직임은 기록되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다리 동작이 없다던가, 그 반대의 경우들이 종종 발견된다. 즉
한 동작의 모습을 분명히 알기 어려웠고, 동작이 유지되는 시간이나, 몸 방향과 몸을 굽히고 펴는 정도,
대형을 이동할 때의 연결 동작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즉 점유하는 시간, 점유하는 공간, 무원이 몸으
로 표현하는 강도 등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무악은 문자에서 머무르던 정재 기
록을 넘어서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기록이다. 따라서 문헌으로 어림잡기 어려웠던 실제
공연의 시간, 공간,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으로서 큰 가치가 있다.

2. 내용 가치: 일제 강점기 버전의 궁중 정재
조선무악은 내용적 가치도 크다. 한 마디로 줄이자면, 일제 강점기 버전의 궁중 정재의 모습을 보
여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일제 강점기의 정재는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했다. 첫째는 궁중 공간
에서 행해진 정재였다. 둘째는 민간 공간에서 행해진 정재였다. 궁중 공간에서 행해진 정재는 무동이
담당했고, 민간 공간에서 행해진 정재는 기녀가 담당했다. 조선무악은 일제 강점기에 궁중에서 어떤
정재가 존재했고, 어떤 정재를 조선의 무악으로 촬영할만한 종목으로 중시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조선무악은 두 가지 필름으로 전한다.4) 두 필름에서 모두 개별 정재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일본어
해설이 곁들여졌다. 조선무악에 담긴 정재의 종목별 상연시간과 무원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상연시간은 제목을 보여주는 시간과 일본어 해설 화면을 보여주는 10여 초의 시간까지 포
함된 것으로 실제 정재의 상연은 시간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표 1. 조선무악의 종목별 상연시간과 무원구성
필름

1부

종목

상연시간

무원 구성

비고

봉래의

2분 8초

죽간자 2 + 무동 8

김천흥 출연

보상무

2분 19초

무동 8

무고

1분 46초

원무 4+ 협무 4

장생보연지무

1분 11초

죽간자 2+ 무동 5

포구락

1분 41초

죽간자 2+ 무동 6

향령무

6분 12초

무동 5

처용무

14분 51초

무동 5

김천흥 출연

2부

4) 조선무악의 제목 아래는 모두 5종목의 정재, 즉 1부에 해당하는 정재만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일신보의 기사에서도 이 5종목의 정재만 조선무악의 정재로 언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촬영된 영상기록
물로 <처용무>와 <향령무>가 전한다. 따라서 편의상 1부와 2부로 나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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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선무악
영상 타이틀

그림 3. 조선무악 중.
조선총독부 근사

그림 4. 이왕가 고전
조선무악

조선무악 1부는 창덕궁 (<그림 2>‧<그림 3>) 13분 34초의 영상으로 <봉래의>‧<보상무>‧<무고>‧
<장생보연지무>‧<포구락>의 순서로 정재가 수록되었다. 상연시간은 <표 1>에서 보듯이, 짧게는 1분
11초인 <장생보연지무>부터 길게는 2분 19초인 <보상무>까지이다. 모두 3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구
성되었다. 1부에서는 궁인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다.
조선무악 2부는(<그림 4>) 창덕궁 인정전에서 촬영되었다.5) <처용무>와 <향령무> 영상이다. 1부
에 비해 공연시간이 길게 수록되었다. 상연시간은 <향령무>는 6분 12초이며, <처용무>는 14분 51초에
해당하여 조선무악 1부에 수록된 5종목의 상연시간 보다도 더 길다. 상영시간을 고려하면, 아마도
촬영대상 중에 <처용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 한다.
<처용무>의 상연시간에 관해 성경린(成慶麟)은 1979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요즈음은 반복되는
부분을 모두 생략、10분이내로 끝내고 있으나 이번 발견된 (조선무악) 필름이 30분 이상 걸리는 것
으로 미뤄볼 때 완형(完型)임이 분명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6) 성경린은 조선무악
의 <처용무>가 30분 이상 걸린다고 했으나, 국립국악원 소장본에서는 <처용무>의 상연시간이 14분 51
초였다. 성경린의 말과는 대략 두 배의 시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원본과 사본의 차이에 있는 것
인지, 영상 속도의 차이인지, 성경린의 착오였는지 알기 어렵다.
일제 강점기 버전의 정재는 몇 차례 행해졌다. 조선의 왕실의례에서 행했던 정재와는 다른 맥락에서
공연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했던 왕실을 위한 잔치에서 정재가 공연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고종의 62세 생신 축하연 때에 여령이 정재를 공연했다. 1913년 9월 8일 덕수궁 돈덕정에서
생신 축하연이 거행되었다. 더 이상 왕실에 소속되어 정재를 거행할 기녀나 무동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
에 외부에서 정재 인력이 동원되었다. 이왕직아악부의 문서인 조선아악(朝鮮雅樂)7)에 따르면, 정재
를 포함한 전체 공연에 참여한 여령은 30명으로, 광교기생조합 15명, 다동기생조합 15명이었다. 이들

5)

국립국악원
아카이브
(http://archive.gugak.go.kr/ArchivePortal/mediaType/totalSearch/videoTotSearchView.do?clipid=29836&system_id=AV&i_r
ecording_type_code=V)에서 ‘비원 희정당’에서 촬영되었다고 해설했는데 ‘창덕궁 인정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6) 동아일보 1979년 11월 26일자 기사. ‘섬세한 宮中舞의 影像再現’
7) 조선아악(朝鮮雅樂): 장서각 소장, K3-590. 사본, 등사본, 활판본. 1책 242장. 광교기생조합과 다동기생조합의
명단은 13a-14b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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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재 11종목과 승무를 공연했다. 두 기생조합에서 공연한 정재는 <항장무>․<검기무>․<포구락>․<가
인전목단>․<선유락>․<헌선도>․<무고>․<수연장>․<장생보연지무>․<향령>․<춘앵전>이었다.8)

그림 5. ‘긔자단을 위하야 아악대의 출연한 춘앵뎐’
(1923년 3월 30일(음력) 3면 동아일보)
둘째는 순종의 50세 생신 축하연 때에 무동이 정재를 공연했다. 1923년 3월 25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순종의 오순 축하연이 거행되었다. 이때의 공연을 위해 이왕직아악부에서는 한해 전인 1922년 겨울에
아악부양성소 학생들을 선발했다. 순종 오순 축하연에서 무동이 공연한 정재는 8종목으로, <춘앵전>․
<가인전목단>․<장생보연지무>․<연백복지무>․<무고>․<포구락>․<보상무>․<수연장>이었다.9) 공연을 마
치고 며칠 뒤에 <그림 5>에서 보듯이 기자단을 위한 촬영도 있었다.
셋째는 영친왕 내외가 일본에서 귀국했을 때 무동이 정재를 공연했다. 1930년 7월에 인정전 서행각
무대에서 두 내외를 위한 특별 정재공연이 마련되었다. 이 공연을 위하여 아악부에서는 두 번째로 무동
의 정재 재현을 시도하였다. 영친왕 내외의 환국을 맞아 정재를 감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이왕직에서
내려지자 아악부에서는 무원(舞員)의 선정과 훈련, 및 복식과 의물 등을 제작했다. 이때 재현된 정재는
10종목으로,

<처용무>․<춘앵전>․<무고>․<보상무>․<봉래의>․<가인전목단>․<향령무>․<장생보연지무>․

<수연장>․<만수무> 등이다.10)
일제 강점기에 왕실을 위한 세 차례 잔치에서 공연되었던 정재 종목은 조선무악으로 이어졌다.
<표 3>에서 보듯이 조선무악에서 공연된 7종목의 정재들은 이전의 세 차례 잔치에서 공연되었던 정
재들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왕실을 위한 정재 종목만 파악되고 구체적인 춤 동작은 알 수 없었으나, 
조선무악으로 일제 강점기 버전의 정재 동작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8) 조경아, ｢일제강점기 기록을 통해 본 춘앵전의 역사성｣,무용예술학연구 제29집(서울: 한국무용예술학회,
2010), 111-117쪽 참조.
9) 김천흥, 심소 김천흥 무악 칠십년(서울: 민속원, 1995), 36-38쪽.
10) 성경린, ｢현행정재의 전통: 1920년대 무동정재를 중심으로｣, 관재 성경린 선생 구순기념 관재논문집(서울:
은하출판사, 2000), 52-80쪽. 예술논문집 9, 1980에 실린 글이 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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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선무악은 잔치 때에 행해진 정재가 아니라, 온전히 촬영만을 위해 행해졌다. 그리고 그 촬
영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일본 동경에 있는 영친왕 일가인 ‘이왕가’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
었다. 따라서 조선무악의 영상은 간접적으로 동경의 이왕가를 관객으로 하는 정재였던 것이다. 매
일신보에서 ‘리왕전하’의 명으로 조선무악이 촬영되었다고 했다. 한해 전인 1930년에 영친왕 내
외가 잠시 귀국하여 환송회를 받았을 때 무동의 정재 공연이 있었다. 다시 일본에 돌아가 억류되었기
때문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조선무악의 촬영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표 2. 일제 강점기 버전의 정재 공연
여령 정재
공연 종목

무동 정재

1913년 9월 8일
고종 62세 생신

1923년 3월 25일
순종황제 오순

1930년 7월
영친왕 귀국환송

1931년 6월 29일
조선무악촬영용

1

가인전목단

○

○

○

-

2

검기무

○

-

-

-

3

무고

○

○

○

○

4

만수무

-

-

○

-

5

보상무

-

○

○

○

6

봉래의

-

-

○

○

7

선유락

○

-

-

-

8

수연장

○

○

○

-

9

연백복지무

-

○

-

-

10

장생보연지무

○

○

○

○

11

처용무

-

-

○

○

12

춘앵전

○

○

○

-

13

포구락

○

○

-

○

14

항장무

○

-

-

-

15

헌선도

○

-

-

-

16

향령무

○

-

○

○

17

(승무)

○

-

-

-

총합

12종목(승무포함)

8종목

10종목

7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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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승 가치: 일제강점기 정재 전승 경로 및 변화 확인
조선무악은 전승적 가치도 크다. 조선시대의 정재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전승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일제강점기의 정재가 전승되기 위해서는 정재의 교육자와 공연
자가 모두 필요하다. 조선무악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정재의 교육이 지속되었음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 또한 촬영된 조선무악을 통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정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11) 조선무악은 가치가 있다.
조선무악이 나오기까지 일제강점기 정재의 전승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정재를 관할했던 장악원
은 1908년에 장악과로 축소되면서 남악(男樂)만 남았다. 여악은 엉뚱하게도 가무와 무관한 경시청(警
視廳)으로 넘어가 관리되었다. 이는 관기제의 완전 폐지를 의미한다.12)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는 정
재 무동조차 활동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왕실예술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궁중악을 지키고자 1909년 9월에 조
양구락부(調陽俱樂部)를 만들었는데, 조양구락부의 춤교사는 이병문․함화진(咸和鎭, 1884-1948)이었
다. 조양구락부는 1911년 6월에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로 개편되었고, 여악의 교육을 위해
1912년 다동(茶洞)에 여악분교실(女樂分校室)을 설치하여 하규일(河圭一, 1867-1937)이 맡아서 운영
했는데, 이후 다동기생조합이 되었다.13)
1913년에 행해진 고종의 62세 생신잔치에서 공연된 정재는 다동기생조합과 광교기생조합에서 맡았
다. 이들 정재의 교육은 아악사인 김영제(金甯濟, 1883-1954)와 아악수장(雅樂手掌)인 함화진이 맡았
다.14) 아악사와 아악수장의 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궁중음악기관인 아악대의
춤교사에게 지도를 받았으므로, 기생조합에 소속된 기생이 춤춘 정재는 여전히 궁중의 정재를 계승했
던 것이다. 두 선생 이외에도 정재의 창사와 노래의 교육은 아악사인 명완벽(明完璧, 1842∼1929)과 아
악수장인 이원근(李源根, 1850∼1918)이 맡았다.15) 창사를 교육했다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축소와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정재 공연에서 창사를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김천흥에 따르면, 1923년 3월 25일 순종황제 50세 생신잔치를 위한 공연에서 정재 선생은 김영제․함
화진․이수경이었다. 춤의 지도는 거의 이수경 선생이 담당했다. 이왕직 아악부양성소 학생들이 무동으
로 선발되었다. 1기생인 이병우(李炳祐), 박흥균(朴興均)과 2기생인 박성재(朴聖在)․이병성(李炳星)․서
상운(徐相雲)․강명복(姜命福)․김선득(金先得)․이순봉(李順奉)․김점봉(金點奉)․박영복(朴永福)․김천흥(金
11) 일제강점기 정재동작의 변화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인 손선숙, ｢20세기 초 궁중정재의 발현양상: 1931년도 영
상자료를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람.
12)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서울: 민속원, 2004), 82-83쪽.
13) 김영희,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서울: 민속원, 2006), 35-37쪽.
14) 朝鮮雅樂, 16a4-5. “雅樂師 金甯濟, 雅樂手掌 咸和鎭: 敎舞” 조선아악의 쪽수는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에서 원문이미지의 쪽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15) 朝鮮雅樂, 16a2-3. “雅樂師 明完璧, 雅樂手掌 李源根: 歌及唱詞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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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興) 9명이었다. 5개월간 8종목의 정재를 배워 공연했다. 김영제 선생이 준비해온 일본제 크림과 국
산 박가분(백색분)으로 분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눈썹과 뺨에 화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과 다르다
고 했다. 무용의상은 단령(團領)에 각띠를 매고 녹수화(綠繡靴)를 신었으며, 머리에는 망건을 매고 부
용관(芙蓉冠)을 썼다.16)
성경린에 따르면, 1930년 7월 영친왕 내외의 귀국 환영 공연에서 정재 선생은 김영제․함화진․이수경
이었다. 재현된 정재는 모두 10종목이었다. 정재 종목에 따라 지도 선생이 달랐는데 종합적 기초 훈련
과 일반 무동정재는 이수경이 맡아 지도했다. 춘앵전은 함화진이, 처용무는 김영제가 맡아 지도하였다.
춘앵전 공연자로는 처음에 김강본․김보남 둘이 뽑혔다가 결국 김강본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춤솜씨는
김보남도 빠지지 않았으나 얼굴이 너무 검었는데 비해, 김강본은 얼굴이 희고 기거동작도 여자처럼 유
연하여 춘앵전의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고 한다. 처용무는 김계선․고영재와 1, 2기 출신의 비교적 장신
이 맡고, 나머지 8종목의 정재를 주로 2, 3기가 추었다고 한다.17)
영친왕 귀국 환영 공연 한 해 뒤인 1931년에
촬영된 조선무악에서도 정재의 선생은 함화
진․김영제․이수경으로 일 년 전과 같았다.18) 조
선무악을 촬영하기 위해서 무악인 매일신보
에 “무악인(舞樂人) 팔십오(八十五) 명”이 출
연했다. 이는 정재를 공연하는 무동뿐만 아니라,
악사까지 모두 포함된 인원이다. 각 정재에 누
가 출연했는가는 알 수 없으나, 한 해 전과 비슷

그림 6. <봉래의>에서 김천흥(왼쪽)
조선무악

한 출연진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다. <봉래
의>와 <무고> 정재에서는 김천흥 선생이 무동
으로 출연했다.19)(<그림 6>)

지금까지 논의한 일제강점기 정재 계승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정재 교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일제강점기 정재의 교사로는 김영제‧이병문‧이수경‧하규일‧함화진이 활동하였다. 특히 김영
제와 함화진은 기생과 무동 모두의 정재 교사였다. 이들의 존재와 활동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정재 전통
이 일제강점기에도 전해질 수 있었다. 조선무악은 바로 그 증거이다.

16) 김천흥, 심소 김천흥 무악 칠십년, 36-38쪽.
17) 성경린, ｢현행정재의 전통: 1920년대 무동정재를 중심으로｣, 52-80쪽.
18) 동아일보 1979년 11월 26일자 기사. ‘섬세한 宮中舞의 影像再現’
19) 최해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이트, 국가지정기록물, 제10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9.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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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제강점기 정재의 교육
시기

어디서

학습

정재 교사

창사교사

1909

조양구락부

기생

-

이병문

-

-

함화진

-

1911

조선정악전습소

기생

-

이병문

-

-

함화진

-

1912

여악분교실

기생

-

-

-

하규일

-

-

1913

고종의 62세 생신

기생

김영제

-

-

-

함화진

명완벽
이원근

1923

순종 50세 생신

무동

김영제

-

이수경

-

함화진

-

1930

영친왕 귀국 환송

무동

김영제

-

이수경

-

함화진

-

1931

조선무악

무동

김영제

-

이수경

-

함화진

-

4. 미적 가치: 무동 정재의 미적 성취
조선무악은 ‘무동 정재’가 지닌 미적 성취와 느낌을 알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
이다. 조선무악을 감상한 뒤에 비로소 ‘무동 정재가 저런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왜냐
하면 수많은 정재 재현 작품들을 보았지만 대부분은 여악의 정재 전통을 잇는 여성 무원들의 정재 공연
들을 보는데 그쳤고, 무동 정재는 처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재의 공연자로는 성인 기녀, 동기, 무동이 있다. 그러나 공연자를 구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재 국립국악원 등에서 재현되는 정재 공연은 주로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이 공연을 담당한다. 그래서
공연자의 차이로 인해 본래 정재가 지닌 맛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연화대>는 동기(童
妓)가 출연해서 연꽃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성인 여성이 동기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선계
에서 연꽃 속에 담겨 내려온 신비로운 이미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조선시대 세종대에 무동제도가 도입된 이래, 무동은 예외없이 수염이 나기
전의 어린 남자아이여야 했다. 정재를 무동이 할 것이나 여악이 할 것이냐는 조선시대 내내 논란거리였
다. 세종대조차 무동제도가 다시 단절된 것은 장기지속이 불가능하며, 비용의 문제 때문이었다. 또한
무동이 공연이 여악에 비해서 공연의 수준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도 부가적인 이유가 되었다. 공연
을 하는 것은 흥취를 올리기 위함인데, 무동의 공연으로는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정재 전통을 되살리려는 김천흥, 이흥구의 정재 재현작업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천흥의 경우, 마지막 무동이라는 수식으로 노년까지 정재 재현 공연에 올랐으나, ‘춤추는 아
이’가 아닌 ‘춤추는 노인’일 뿐이었다. 필자가 극장에서 보았던 무동의 정재는 ‘춤추는 성인 남
자’ 혹은 ‘춤추는 노인’ 정재였을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무동의 정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즉
어린 남자 아이가 정재를 춤출 때의 미감을 경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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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악은 무동 정재가 지닌 미적 성취의 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조선
무악의 무동정재의 전반적인 느낌은 ‘밋밋하고, 단순하며 담박하다.’ 동작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
는다. 쉽게 쉽게 동작이 넘어간다. 현재 정재 재현공연에 비해 기교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어설프기까
지 하다. 정재 재현에서 흔히 경험하는 장중함, 기품 있는 고움, 우아함, 엄숙함이 덜하며, 거기에서 기
인하는 지루함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조선무악 필름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재생되는 것도 지루
함이 덜어내는 요인일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무동정재가 솜씨 낮은 춤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편안하
게 느껴진다. 기녀의 정재가 재현된 것과 다른 무동 정재의 담박한 미감을 체험하게 해주고, 정재에서
느낄 수 있는 향유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조선무악의 영상은 소중하다.

Ⅲ. 조선무악의 한계
1. 자료 한계: 무성영화
조선무악이 정재의 가장 오래된 영상기록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조선무악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지닌 한계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조선
무악의 한계로 가장 큰 것은 무성영화라는 점이다. 촬영되던 시기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겠으
나, 아쉬움이 크다. 우선 소리가 없는 영화이므로 정재의 반주음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
다. 반주악대의 연주 모습은 보여주며 생황이나 월금(?) 등의 악기도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상황은 알
수 있다. 현재 재현되는 정재보다 일제강점기에 악기 구성이 다양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소리가 없
기 때문에 <무고>에서 북을 치는 강도도 확인할 수 없다.

2. 내용 한계: 촬영용 소략한 정재
조선무악이 촬영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내용적 한계도 지닌다. 우선 궁중의 무악을 촬
영한다고 했지만, 궁중의례와 더불어 진행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빈이 없는 상태에
서, 일종의 공연처럼 촬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정재가 공연되는 연향에서 주빈이 북쪽에
서 남면을 하고 있었고, 정재 공연자는 주빈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정재를 공연했다. 그러나 촬영이었기
때문에, 정재 무동은 주빈을 등지고 서는 위치에서 정재를 촬영하였다.
조선무악의 가장 중요한 결함은 촬영용으로 제작되어 매우 소략한 정재의 형태라는 점이다. 조
선무악의 재생시간은 매우 짧다. 복원 및 재생되는 과정에서 빨라진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로 원래 빠
르게 촬영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의 <표 1>에서 제시했듯이 조선무악의 5종목은 정재별로
2분 내외로만 재생된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창사는 모두 생략되었고, 동작의 진행도 간략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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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진행되는 <봉래의> 정재조차도 창사를 부르는 모습
이 없다.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정재 공연은 조선과 달리 정재가 간략하게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상황이
반영된 듯하다.

Ⅳ. 맺음말: 조선무악의 활용
지금까지 1931년에 제작된 흑백무성영상인 조선무악의 가치와 한계를 논의했다. 조선무악이
지닌 가치로는 가장 오래된 정재 영상자료로서의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 버전의 정재를 보여준다는
내용적 가치, 정재 전승경로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승적 가치, 무동정재가 지닌 미적 성취를 체
험하게 한다는 미적 가치 등을 꼽았다. 그러나 조선무악은 일정한 한계도 지니고 있었는데, 반주 음
악이 들리지 않는 무성영화라는 자료적 한계점과, 촬영용으로 제작되어 매우 축약된 형태의 소략한 모
습이라는 내용적 한계점을 지녔다.
마지막으로 조선무악 어떻게 인식하면서 현재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글을 갈무리
하겠다. 현재 고려와 조선에서 전해졌던 54여 종의 정재는 대부분 재현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재
현작업을 할 때에는 조선의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무악의 존재는 문헌에서 비어있었던
동작 연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조선무악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취급하며 정재 재현에 모범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선무악은 이미 조선이 멸망한 뒤 일제강점기 버전의 정재일 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대
적 생명력을 잃은 뒤에 간신히 맥을 이어가는 상태의 정재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정재는 왕실을 위한
춤이었지만, 지방관아에서도 공연되는 공적인 춤이었으며, 임금이 개인사가에 내려주는 춤이기도 했
다. 즉 조선시대에 공적 공간에서 공연되던 공식적인 춤으로서, 살아 숨 쉬며 변화를 지속하는 동력이
있었던 춤이 바로 정재였다. 단적으로 <봉래의>만 하더라도 대규모의 출연진으로 웅장하기 이를 데 없
던 악학궤범의 <봉래의>와 조선무악 영상의 소탈한 <봉래의>는 같은 정재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크다. 따라서 <봉래의> 정재가 재현될 때, 세종대의 버전인지 일제강점기 버전인지 밝힐 필요
가 있다. 조선무악은 정재 재현의 중요한 자료이지만, 쇠락한 정재의 말단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
에 이를 우선적으로 정재 재현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재에서 연결 동작
의 모호함 등을 고민할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산임은 분명하다. 조선무악을 정재재현에 활
용할 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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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동아일보 1979년 11월 26일 기사.

‘섬세한 宮中舞의 影像再現’
장악원(掌樂院)출신 3인(人)이 지도한것
무대장치등 옛분위기 그대로
60년대 복원 궁중무(宮中舞)와 비교할 좋은자료
23일 동경(東京) 한국문화연구원이 공개한 7편의 조선왕조 궁중무용기록영화는 60년대 이후 겨우 시작
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필름기록보다 무려 40-50여년 앞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형문화재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원형을 상실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견된 기록영화는 당시
공연 참가자로 화면에 나타난 김천흥(金千興)씨가 증언에 나서 이 기록영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동경(東京)‘한국문화연(文化硏)’공개 조선조(朝鮮朝) 기록영화
김(金)씨에 따르면 순종(純宗)의 탄신공연을 준비하기위해 일제(日帝)의 강제합방과 함께 해체됐던
장악원(掌樂院) 출신의 함화진(咸和鎭), 김영제(金寧濟), 이수경(李壽卿)씨 등이 이왕직아악부(李王職
雅樂府)에 다시 소속돼 22년부터 새로 선발된 자신을 포함해 27명을 지도했다는 설명이다. 2년간의 무
용실기연습을 거쳤기 때문에 당시 궁중에서의 공연분위기에 익숙할수 있었고 특히 세분 스승은 장악원
(掌樂院)에서 세습해서 배운 무용솜씨라 완전한 궁중무용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발견된 필름에 수록된 춤의 내용을 검토하면 이제까지 궁중무용대본인 홀기(笏記)의 기
록에 따라 복원된‘좌(左)로 돌아라’,‘뒤로 돌아라’,‘발을 들어라’등 기본동작의 경지를 넘어서
미세한 동작 감정의 표현 무대장치 등 모든 방면에서 궁중무용의 분위기를 살려낼수 있을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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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김(金)씨보다 약간 후배인 성경린(成慶麟)씨는 당시의 원형필름이 발견됨으로써 오늘날 복원된 궁중
무용과 비교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성(成)씨는 처용무(處容舞)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요즈음은 반복되는 부분을 모두 생략、10분이내로 끝내고 있으나 이번 발견된 필름이 30분이상
걸리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완형(完型)임이 분명해 배울점이 많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록영화는 모두 무성(無聲)으로 각 궁중무용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제목과 일본어(日本語)로된
해설을 10초정도 보인 후 실제 무용장면이 시작됐다. 일본어(日本語)로 된 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래의(鳳來儀)
1435년(世宗17년) ‘여민락(與民樂)’, ‘치화평무(致和平舞)’등과같이 제작된 것으로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이 교대로 연주된다. 죽간자(竹竿子) 2명과 무기(舞妓) 8 명이 출현해 가로로 두줄로 늘어서
주악에 맞춰 구호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며 족도(足蹈), 대무(對舞), 배무(背舞), 회무(回舞)
를 거듭한다.
보상무(寶相舞)
조선조(朝鮮朝) 순조(純祖) 이후에 만든 것으로 반통(盤桶, 상같이 생겼으나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음)
을 앞에 넣고 무원(舞員) 6명이 두편으로 나뉘어 함녕곡(咸寧曲)등에 맞춰 춤을 추다 나무를 둥글게 깎
아 만든 채구(彩毬)를 구멍 속에 던져 들어간 사람은 꽃을 받고 못들어가면 얼굴에 먹칠을 하는 형태의
춤이다.
무고(舞鼓)
고려(高麗)때 이혼(李混)이 귀양살이 하면서 만든 춤. 조선조(朝鮮朝) 세종(世宗)때 특히 발달해 주로
북을 치는 원무(元舞) 4명과 보조하는 협무(挾舞) 4명이 함녕곡(咸寧曲)에 맞춰 빙빙돌며 춤을 춘다.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죽간자(竹竿子)가 좌우에 갈라서고 중무선모(中舞仙母)가 가운데 서고 4명이 그의 전후좌우에 벌려 서
서 주악에맞춰 사(詞)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나타냈다.
포구락(抛毬樂)
고려(高麗)때 초영(楚英)이 지은 것으로 여기(女妓)들이 주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사람키보다 높이
세워진 포구문(抛毬門)에 색칠한 공(彩毬)을 던져 들어가면 꽃을 받고 못넣으면 얼굴 먹점을 찍는 익살
스런 춤이었다.
향령무(響鈴舞)
사람이 ‘품(品)’ 자(字) 모양으로 벌려서서 가곡을 부르며 한삼(汗衫)속에 들어있는 방울을 흔들며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
처용무(處容舞)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의 오방처용(五方處容)이 등장. 상당히 큰 가면을 썼기때문에 남자중에서도
신체가 큰 사람만이 처용(處容)에 뽑혔다. 궁중(宮中)에서 귀신 악귀를 쫓는 춤으로 섣달 그믐날 나례
(儺禮)에 두번씩 공연됐다.
그림캡션 1. 포구락(抛毬樂)의 한 장면. 가운데 구멍에 색칠한 나무공을 집어넣는 일종의 유희(遊戱)다.
그림캡션 2. 기록영화중 처용무(處容舞)의 한 장면. 오늘날 보다 가면이 큰 것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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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흥과 <조선무악>을 통한 국립국악원의 무용복원 연구

Ⅰ. 머리말
심소 김천흥1)은 전통음악 및 전통춤 분야의 명인으로서 근현대 한국 문화예술의 역사를 한 몸에
담고 있는 인물이다. 어린 시절 구(舊) 한말 마지막 궁중문화를 경험했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문화를 지키고 이어왔으며, 굴곡을 겪은 국악과 춤이 현대사회로 안착되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현재 우리가 소위 전통예술이라고 칭하는 많은 종목들이 근현대에 발굴되거나
정립된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김천흥을 비롯한 근현대의 명인이 전통예술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김천흥은 1922년 이왕직아악부 아악생으로 입소하면서 국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왕직아악부
는 조선 말 궁중음악을 전승하던 기관이자, 국립음악기관의 맥을 잇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전신이다. 물
론, 김천흥의 예술이 궁중음악과 궁중춤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며, 민간음악과 춤을 배우고 전승하거
나 다양한 장르의 춤을 버무려 창작활동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김천흥의 활동상은 국립국
악원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고, 이에 따라 김천흥의 예술 인생과 국립국악원은 불가분의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천흥이 국립국악원과 함께 수행했던 정재 복원 작업을 살펴보면서, 국립국악
원과 무용계에 남긴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김천흥의 업적에 관련된 연구는 음악과 무용
두 분야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해금 등 국악 연주자의 시각으로 음악을
분석하거나 무용이론 및 역사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무용에 관해서도 김천흥이 국립국악원과
민간단체에서 폭넓게 활동하였기 때문에 창작과 전통, 복원 등이 다소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악원과 정재 복원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김천흥의 활동 양상과 내용을 살펴본
다. 이는 김천흥의 회고록 및 무용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하나의 관점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이 될 것
이다. 그리고 궁중정재의 복원 과정과 1931년에 촬영된 무용기록영화 <조선무악>의 내용 및 가치를 조
망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김천흥을 연주자, 무용가로서 주목했던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기획자이자 연구자로서의 김천흥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정재
복원의 경향과 성과를 통해 향후 전망을 가늠해 보고 정재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1) 심소(心昭) 김천흥(金千興; 1909~2007): 서울에서 출생하여 1922년에 이왕직아악부 아악생양성소 2기생으로
입소하였다. 김천흥고전무용연구소(1954), 한국가면극보존회(1958) 등 예술단체를 조직하여 전통예술 보급
및 제자 양성에 힘썼다. 196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해금과 일무 부문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1971년에는 제39호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말년에는 국립국악원 원로사범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에술상, 방일영문화상, 금관문화훈장 등을 수훈하였다. 김정
완․ 하루미 엮음, 김천흥의 해맑은 삶(서울: 민속원, 2009), 서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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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립국악원과 심소 김천흥의 예술 활동
김천흥이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한 무용복원 작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
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시기는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이왕직아악부에 김천흥이 아악생으로 입소한 이
후부터 국립국악원 개원 전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국립국악원이 개원한 후 활발한 공연활동을 했던
1970년대 후반까지이며,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이후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으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과 정재복원에 주력했던 시기다.

1. 이왕직아악부 내의 활동
김천흥이 이왕직아악부 내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에 입소한 것은 1922년이다. 2기생으로 입소한 김
천흥의 전공은 해금이었으나 부전공으로 아쟁과 양금을 다루었다.2) 당시 연주활동에 있어서도 아쟁,3)
공후4) 등을 두루 연주하였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김천흥 외 다른 아악생들도 전공 악기 외에도 여러 악
기에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5) 즉, 전공 이외에 다양한 악기를 다룬 것은 김천흥 뿐만 아니라 당시 이왕
직아악부원 양성소 출신 음악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김천흥의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내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연주보다는 오히려 궁중정재다. 종묘
제례의 일무는 모든 아악부원 학생들이 배우고 함께 연행했지만, 궁중정재는 모두가 다 익힌 것은 아니
었다. 순종황제 탄신 50주년 기념 경축진연을 위해 1~2기생 중 외모가 단정한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정재를 가르쳤는데, 김천흥은 이 때 무동으로 선발되어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6) 정재 수업은 정상적인
학과수업을 받고 난 후 야간에 이루어졌고, 스승으로는 김영제, 함화진, 이수경 등이 있었다.
김천흥과 함께 선발된 학생은 총 13명이었는데, 당시 익혔던 춤은 <가인전목단>, <처용무> 등 9가지
였고, 1923년 3월 25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진연에서 김천흥이 춘 춤은 <가인전목단>, <무고>,
<포구락>이었다. 이후로도 김천흥은 다양한 정재를 학습하면서 연주자뿐만 아니라 무용수로서의 기반
을 닦았다.7)
김천흥이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를 졸업한 1926년부터는 이왕직아악부에서 근무하면서 아악수보,
2) 위송이, ｢심소 김천흥의 무동정재에 관한 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3년), 13쪽.
3) 독일인 엑카르트가 촬영한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연주장면 중에 김천흥이 아쟁을 연주하는 모습이 보인다.
김정완․하루미 엮음,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24쪽.
4) 1938년 부민관 아악연주회에서 김천흥은 공후(와공후)를 연주하고 있다. 김정완․하루미 엮음,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35쪽.
5) 김정완․하루미 엮음,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28~29쪽.
6) 안수연, ｢김천흥의 춤 활동을 통한 사적고찰｣(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9쪽.
7) 위송이, ｢심소 김천흥의 무동정재에 관한 연구｣,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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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수, 아악수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공연 활동을 이어갔다. 무용관련 활동으로는 1930년 7월 영
친왕 근친환영회 공연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며, 이 때 공연된 정재는 <가인전목단>, <보상무> 등 10
종이었다. 이듬해인 1931년 6월 ‘조선음악회’ 공연에서는 <무고>, <보상무>, <봉래의>, <처용무>,
<포구락>, <향령무> 등 6종의 정재가 추어졌다. 이왕직아악부의 궁중정재는 1931년 6월 일본 조선총
독부 주최 하에 기록영상으로 남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무동정재(舞童呈才)>와 <조선무악(朝鮮舞
樂)>이다.
1940년 이왕직아악부 아악수장 직을 사임한 이후 국립국악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김천흥은 민간에서
활동하면서 예술의 폭을 넓혔다. 해방 후 1949년 이왕직아악부가 구왕궁아악부로 개칭되면서 김천흥
은 구왕궁아악부에서 활동을 지속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김천흥은 한성준에게 승무 등 민속춤을 배우
고 최승희의 무용 반주 녹음에 참여하는 등 민간예술을 접하는 한편 자신의 음악과 춤의 기량을 높이는
데 매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중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상은 향후 김천흥이 국악과 전통
춤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 작품을 기획하거나 공연하는 발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국립국악원에서의 활동
1951년 국립국악원이 개원하자, 김천흥은 예술사8)로서 국립국악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서무과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 주사, 국악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업무를 겸하여 국립국악원의 초기
기틀을 잡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그는 국립국악원에 머물지 않고 민간 예술단체, 대학 등에서의 교육과
공연 활동을 겸했다. 1956년 국악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촉탁, 강사 등을 거치면서9) 국립국악원 정악단
및 무용단원들의 교육에 관여했다.
1951년 국립국악원 개원 당시에는 정식 무용단원이 없었고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남자 연주자들이
외부 객원 무용수들과 협연하는 형태로 공연을 해 왔다. 1953년에 개최한 ‘국악연주회’에서는 10개
의 프로그램이 무대에 올랐는데, 이 중에는 김태섭 외 4명이 함께 한 처용무가 포함되어 있다. 1955년
창덕궁 낙선재에서 공연된 프로그램에도 5명의 남자 무용수가 <처용무>를 춘 것으로 기록되어 있
어,10) 그때까지만 해도 무용 레퍼토리는 <처용무>로 한정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용단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61년 중앙방송국 조선음악회11) 소속 국악연구생 중 여성 무용수들이
국립국악원 무용단원으로 이관되면서부터다. 중앙방송국이 창설될 때 김천흥은 아쟁 연주를 담당했
고, 1958년 국악연구생들을 모집하면서 무용 지도를 맡아 궁중정재를 전승하고 있었다. 국악연구생들
이 국립국악원에 입단하면서,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남성과 여성 무용수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에게 주
8) ʻ국악사ʼ로도 칭하며, 별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였다.
9) 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서울: 국립국악원, 2001), 115쪽.
10) 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459쪽
11) 1947년 9월 15일 성경린을 대표로 하여 창설되었다.(안수연, ｢김천흥의 춤 활동을 통한 사적고찰｣,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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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용을 지도한 이는 김보남이었고, 여성 무용수들에 의한 여령정재의 첫 재현 공연은 1961년 대한극
장에서 개최된 <국악대제전>에서 추어진 <가인전목단>이다.12)
무용단이 다른 연주단과의 합동공연이 아닌 단독으로 무대에 오른 것은 1977년 <춘계정기연주회>
가 처음이다. 제1부는 정악, 제2부를 정재로 구분하여 정재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는데, 이 때 추어진
정재는 <수연장>, <헌천화>, <사선무>, <아박무> 등 5종이었다.13) 그 후로도 순차적으로 궁중정재 공
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올렸는데,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승이 끊어졌던 정재들을 김천흥이 무
용단과 함께 복원한 결과였다.
김천흥은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궁중정재를 전승하고 무대공연으로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
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정재를 기반으로 각종 의궤와 홀기, 무보를 바탕으
로 조선조의 궁중정재를 복원했고, 이들이 무대 예술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응용했다. 궁중정재와 궁중음
악이 어우러지는 연례악은 지금까지 국립국악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3. 원로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김천흥은 국립국악원을 퇴직한 후 1981년 원로사범으로 임용되었다. 평소 무용 창작과 정재 복원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궁중무용 복원에 힘쓰게 된다. 김천흥의 회고14)에 따르면, 김
천흥이 이왕직아악부 시절에 배웠던 춤은 <처용무> 등 12종이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개원 당시 7~8
가지 정재를 전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왕직아악부 정재일람표에는 50여 가지의 정재 목록이 있는데
대부분 전승이 끊어진 것이 아까워 복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1977년 <수연장> 등 4종을 재현하여 무대에 올린 이래로 1980년대에는 궁중정재 40종 이상을 복원
하였다.15) 또한 궁중무용을 무보로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는데, 1986년에 발행된 궁중무용무보 제
1집부터 1999년 궁중무용무보 제9집까지 성경린과 함께 무용에 대한 자문과 고증을 담당했다. 이렇
게 무보로 정리된 춤은 제1집의 <처용무>를 비롯하여 제9집 <오양선>, <하성명>, <수보록>, <헌천화>
까지 총 26종이다.16)
이와 같은 일련의 행보로 인해 김천흥은 해금과 아쟁연주자로서보다는 무용가로서의 업적을 더 많
이 남기게 되었고, 1989년 김천흥의 무악 생활 60주년 기념 <심소 김천흥 궁중무용발표회>17)를 위시
12) 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461쪽.
13) 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187쪽.
14) 김천흥, 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서울: 민속원, 2004), 414쪽.
15) 김정완․하루미 엮음,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55쪽.
16) 그 후 제10집부터 제13집까지는 이흥구, 이애주 등의 감수로 <가인전목단> 등 7종이 무보로 기록되었다.
17) 심무회 주최, 1989년 11월 9일, 문예회관 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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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70주년 기념 공연 <舞樂生活 七十週年記念公演>18) 및 심소 김천흥 무악 칠십년 발간19), 2002
년 80주년 기념 공연 <심소 김천흥 선생>20), 1998년 김천흥의 구순기념공연 <심소 김천흥 선생과 정재
연구회>21) 등으로 무용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천흥은 1981년부터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정재를 강습했다.22)
2000년대 들어서서도 주 1회 출근하여 무용단 단원들을 지도하였는데, 무용 실기 뿐만 아니라 정재에
관한 원문 해석과 창사 등을 가르쳐 무용단원들이 정재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23) 2005
년부터는 기력이 약화되어 더 이상 공식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07년에 타계하였고, 이후의 궁중정재
전승 및 공연은 제자들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24)

Ⅲ. 김천흥과 <조선무악>을 통한 국립국악원의 무용 복원
앞서 국립국악원의 무용, 특히 궁중정재 전승에 있어서 김천흥의 공연활동과 교육이 지배적인 영향
을 미쳤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김천흥의 궁중무용 복원 내용과 특징, 그리고 2014년에 개최
된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에서 새롭게 조명된 <조선무악>의 내용 및 복원 공연 내용을 살펴보기
로 한다.

1. 김천흥의 궁중정재 복원
김천흥의 궁중정재 복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김천흥이 직접 배우고 공연했던 정
재를 재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헌을 통해 복원하는 것이다. 첫 번째, 김천흥이 배운 정재를 복원
하는 데는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 김천흥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무동으로서 궁중
정재를 공연한 산 증인이었다. 1920년대 이왕직아악부에서 김천흥이 배운 정재는 <가인전목단>, <만

18) 김천흥 무악동문회 주최, 1992년 9월 29일~30일, 국립국악원 소극장(현 우면당).
19) 김천흥, 심소 김천흥 무악 칠십년(서울: 민속원, 1995).
20) 심소 김천흥 선생 무악인생 80주년 기념공연 추진위원회 주최, 2002년 9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21) 정재연구회 주최, 1998년 12월 4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22) 김정완․하루미 엮음,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57쪽.
23) 김정완․하루미 엮음,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71쪽.
24) 김천흥의 유족과 제자들이 발족한 심소김천흥사업회에서는 심소 탄생 백년 기념 공연(2008년 3월 2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디지털아카이브 김천흥컬렉션 구축(2009년) 등 김천흥의 업적과 춤을 기념하며 궁중정재
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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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무>, <무고>, <보상무>, <봉래의>, <수연장>, <향령무>,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처용무>,
<춘앵전>, <포구락> 등 총 12종이었다.25)
한편, 국립국악원이 개원할 당시 무용단이 공연한 정재는 <처용무>가 유일했다. 그 이유는 당시 여
성 단원이 없었기 때문에 남성 무용수들이 공연할 수 있는 춤의 종목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이다. 여성무용수가 편입된 1962년부터는 <가인전목단>, <춘앵전>, <보상무>, <검무>, <무고> 등이
프로그램에 등장하고,26) 1976년 공연에는 <포구락>이 선보였다.27) 이들은 모두 김천흥, 김보남, 성경
린 등 이왕직아악부 출신 명인들의 지도에 의해 복원된 춤이다.
두 번째, 문헌을 통해 복원된 정재는 처음으로 무용만을 단독공연으로 올린 1977년 <춘계정기연주
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공연에서 <수연장>, <헌천화>, <사선무>, <아박무>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악학궤범』과『정재무도홀기』등 옛 문헌을 토대로 복원된 것이었다.28) 이후 1980년 6월에는 <오양
선>, <몽금척>, <향발무>, <하성명>이 발표되었고, 1981년에는 <하황은>,<제수창>, <무애무> 등 9종
의 정재가 복원되었다. 그밖에도 김천흥은 제자들과 함께 <봉래의>, <보상무> 등 10여 편을 복원하여
무대에 올렸다.
1987년에는 <궁중무용무복 재현발표회>29)에서 정재가 아닌 무복을 복원하여 무대에 올리기도 했는
데,『악학궤범』,『시용무보』를 토대로 새로운 궁중정재 의상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1970
년대에는 과거 이왕직아악부 시절에 전승되던 궁중정재를 공연장에 재현하였다면, 1980년대에는 문헌
을 통한 조선후기의 정재 복원이 활기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김천흥에
의해 복원 재현된 정재는 다음 총 31종에 이른다.
<근천정>, <첨수무>, <오양선>, <몽금척>, <향발무>, <하성명>, <하황은>, <제수창>, <무애무>, <사
선무>, <성택>, <최화무>, <헌선도>, <수보록>, <문덕곡>, <육화대>, <첩승무>, <박접무>, <초무>,
<고구려무>, <연화대무>, <학무>, <무산향>, <경풍도>, <아박무>, <수명명>, <곡파>, <헌천화>, <선
유락>, <심향춘>, <학연화대처용무합설>

궁중정재 복원과 전승에 대한 국립국악원의 노력은 1990년대까지 이어져, <99 국립국악원 정재제전
-궁중의 한나절 정취를 찾아서>에서도 <영지무>, <왕모대가무>가 새롭게 발표되었다.30) 이로써, 김천

25) 이한솔, ｢국립국악원의 궁중정재 전승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0쪽.
26) 재일한국거주민단 환영 <국악연주회>, 1962년 2월 11일, 국립국악원 연주실(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461쪽)
27) 국립국악원 개원 25주년 기념 주한 외국인을 위한 <국악연주회>, 1976년 4월 26일,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467쪽.
28) 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187쪽.
29) 궁중무용무복 재현발표회, 1987년 11월 11일, 국립극장 소극장
30) 1999년 11월 25~2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18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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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은 이왕직아악부에서 배웠던 정재 12종 외에 고문헌을 토대로 정재 31종을 복원했다. 1920년대 이왕
직아악부가 기록한 정재일람표에 전승된 정재가 52종31)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김천흥이 복원한
43종은 1920년대 정재의 약 83%에 해당된다. 나머지 정재들은 김천흥이 타계한 후 이흥구, 하루미에
의해 재현되어 현재 궁중정재는 52종에 이른다.32)

<표 1> 김천흥의 궁중정재 복원 및 공연 현황
연
대

정
재
복
원
공
연
현
황

이왕직아악부
정재일람표
처용무, 검기무, 수연
장, 포구락, 헌선도, 무
고, 오양선, 무애무, 육
화대, 연화대무, 향발
무, 아박무, 학무, 문덕
곡, 몽금척, 수보록, 근
천정, 수명명, 하황은,
하성명, 성택, 곡파, 봉
래의, 초무, 첨수무, 공
막무, 가인전목단, 보
상무, 춘앵전, 장생보
연지무, 망선문, 경풍
도, 만수무, 헌천화, 춘
대옥촉, 영지무, 박접
무, 심향춘, 춘광호, 고
구려무, 향령무, 사선
무, 제수창, 첩승무, 최
화무, 연화무, 연백복
지무, 무산향, 항장무,
사자무, 선유락

1928년
가인전목단 ,
만수무, 무고,
보상무, 봉래
의, 수연장,
장생보연지
무, 연백복지
무, 처용무,
춘앵전, 포구
락, 향령무

1952년
처용무

1962년

1980년

1980~1990년대

가인전목단,
검무, 무고,
보상무, 처용
무, 춘앵전

가인전목단, 검
무, 무고, 보상
무, 처용무, 춘
앵전, 오양선,
몽금척, 향령무

가인전목단, 만수무,
무고, 보상무, 봉래
의, 수연장, 장생보
연지무, 연백복지무,
처용무, 춘앵전, 포
구락, 향령무

근천정, 침수무, 오
양선, 몽금척, 향발
무, 하성명, 하황은,
제수창, 무애무, 사
선무, 성택, 최화무,
헌선도, 수보록, 문
덕곡, 육화대, 첩승
무, 박접무, 초무, 고
구려무,
연화대무,
학무, 무산향, 경풍
도, 아박무, 수명명,
곡파, 헌천화, 선유
락, 심향춘, 학연화
대무처용무합설, 영
지무, 왕모대가무

궁중정재의 복원 작업은 2001년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33)에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
다. <왕조의 꿈 태평서곡>은 국립국악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조선 정조 때 모친 혜경
궁 홍씨를 위해 개최한 회갑연 <봉수당진찬>을 무대에 재현한 작품이다. <왕조의 꿈 태평서곡>의 절
차는 연회의 시작 이후 취위(取位)에서 예필(禮畢)까지 16단계이며 연향의 시작과 주요 내빈들의 취위
(取位), 꽃과 음식을 올리고, 술을 올리는 의식을 거쳐 연향의 마무리까지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 관련 내용 일체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가 복원의 근거가 되었고,
31) 이순림, 심소 김천흥의 춘앵전(서울: 민속원, 2008), 38~39쪽
32) 이한솔, ｢국립국악원의 궁중정재 전승에 관한 연구｣, 46쪽
33) 2001년 4월 11~1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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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 오른 정재는 <헌선도>, <몽금척>, <하황은>, <포구락>, <무고>, <아박무>, <향발무>, <학무>,
<유황곡>, <연화대>, <환환곡>, <수연장>, <하운봉>, <처용무>, <첨수무>, <검무>, <선유락>34) 등 총
17종이었다. 문헌에 있는 곡 중 현전하지 않거나 아명(雅名)을 써서 본 곡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결과다.35) 김천흥과 성경린 두 원로가 공연 내용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다.
무대에 등장하는 혜경궁 홍씨 역으로는 혜경궁 홍씨의 7대손인 홍기숙씨를 초청하여 화제를 불러 모
았다. 2001년 초연 이후 국립국악원 대표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아 송년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으며,36)
매번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연향의 실제적인 의미를 살렸다. “전체의 시‧공간을
본래의 진찬보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무대에는 봉수당 진찬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구
성했다”는 연출의도에 맞게,37) 객석에 앉은 관객들이 궁중연향을 받는 것처럼 공연이 이루어졌다.
<왕조의 꿈 태평서곡>은 연향의식과 악가무가 일체를 이루는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품격과 가치 면
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무렵에는 국립국악원뿐만 아니라 김천흥의 제자들로 구성된 민
간단체에서도 정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공연이 기획되었는데,38) 이들의 공통점은 각각의 주제를 가지
고 의식을 갖추어 궁중무를 무대에 올렸다는 점이다.39) 정재와 궁중음악이 느리고 지루하다는 선입견
을 깨고 품격과 화려함으로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왕조의 꿈 태평서곡>은 이후 공연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국립국악원은 궁중의례를
복원하여 악가무를 동시에 선보이는 큰 공연들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세종 15년(1433년)에 열렸던 정
월 초하루 회례연을 재현한 <태평지악-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40)는 이전 작품인 <왕조의 꿈 태평서
곡>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조선조 의례의 복원 공연이었다.『악학궤범』세종의 음악에 대한 자주정
신과 박연의 아악 정비에 대한 일화를 연극적으로 풀어내 색다른 재미를 선보였다. 이전의 연례악 작품
들이 우아하고 화려한 궁중정재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예술적 자산을 보여주었다면, 이 공연은 조선 초
궁중악무의 창의성과 함께 예악의 통치이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41)
2015년에는 정악단 및 무용단 정기공연으로 <고종 대례의-대한의 하늘>42)이 무대에 올랐다.『고
34) <선유락>은 2001년 초연 당시에는 빠졌으나 2002년 재공연부터 포함되었다.
35)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 2001년 4월 11~1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공연 프로그램.
36) 가장 최근에 공연된 <왕조의 꿈 태평서곡>은 2015년 10월 30~31일, 창경궁 명정전.
37) 송혜진, <왕조의 꿈 태평서곡>, 2002년 4월 11~1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공연 프로그램.
38) <궁중의 한나절 정취를 찾아서>, 국립국악원, 1999년 11월 25~2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중궁정지명부조하
의>, 문화재청, 2000년 10월 14~15일, 창경궁 명정전; <고종 오순 경축 연향>, 한국전통문화연구원, 2001년 9
월 9일 덕수궁 함녕전 등.
39) 김영희, 춤풍경(서울: 보고사, 2015), 142쪽.
40) <태평지악-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 2008년 12월 18~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초연 이후 2009년, 2010년
에 재공연되었다.
41) 김영희, 춤풍경,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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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례의궤』43)를 토대로 고종의 황제즉위 의식을 현대공연으로 기획한 것인데, 의례와 음악, 연극적
요소를 조화시키는 것은 물론, 화려한 영상 효과를 첨가하여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연 및 아역을
비롯한 배우들, 특히 외국 공사 역할에 외국인 배우들을 섭외하는 등 연극적 요소가 더 강화되어 흥미
를 주었다. 이 공연은『고종대례의궤』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100년 전 우리의 현실을 지금 우리 현실
과 대비해 보면서 긍지와 애국심을 느끼게 했다는 점, 절제와 기품을 느끼게 해 준 의례의 구성과 품격
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44)

2. <조선무악>을 통한 무용 복원
<조선무악>은 이왕직아악부에서 전승하던 궁중정재의 실제 모습을 담은 유일한 영상 자료다. 조선
의 궁중정재는 고종대인 1901년 진연(辛丑進宴) 및 1902년 진연(壬寅進宴)을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를 맞아 공연할 명분을 잃었다. 1913년 덕수궁에서는 고종 황제 회갑일연과 탄신 62년을 기념한 진연
이 개최되었는데, 조선정악전습소45)와 이왕직아악부에서 음악을, 기생조합 출신의 기녀들이 정재를
공연했다. 규모는 물론, 공연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시대 궁중 연례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46) 변형, 축소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궁중악사들은 이왕직아악부에 재직하며 음악을 이어갔
지만, 무대와 명분을 잃은 음악과 춤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다.47)
이러한 상황에서 1923년 순종황제 오순기념 공연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궁중정재의 가치를 새롭
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기생들의 여령정재가 아닌 무동정재를 복원하여 공연에 올
렸고, 음악과 춤을 모두 이왕직아악부에서 담당했다. 정재를 지도한 이수경은 조선후기에 무동으로서
정재를 공연한 분이었고,48) 김영제, 함화진은 정재를 배우거나 춘 경험은 없었지만 조선말기 장악원에
서 무동이나 여령의 정재수업을 봤고 정재의 집박을 하기 위해서 춤의 내용과 진행을 잘 파악하고 있었
다고 전한다.49) 이 공연에서 춤을 춘 것을 계기로 이왕직아악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악생들을 뽑아 정
42) <고종 대례의-대한의 하늘>, 2015년 4월 16~18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43) 1897년 고종의 황제 즉위식을 기록한 의궤로 1898년에 제작.
44) 양혜숙, ｢고종대례의 “대한의 아들”｣, 춤 통권 471호(서울: 춤 편집부, 2015년), 문화살롱 코너.
45) 명완벽, 함화진 등 아악부 간부들이 교사로 활동했다(이수정, ｢이왕직아악부의 조직과 활동｣(한국학중앙연
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년), 108~109쪽.
46) 기존 진연의 공연 내용이 아닌 속악이 포함되기도 하고, 규모도 간소화되었다(강경호, ｢일제강점기 궁중연향
의 변모와 정재전승의 굴절｣, 전통무용의 변모와 현대적 계승(서울: 민속원, 2011), 152~154쪽.
47) 1910년 대한제국이 몰락하면서 장악원은 아악대로 축소되고 1913년에는 이왕직아악부라는 명칭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한제국 멸망 당시 아악대에는 189명의 악공과 악생이 있었으나 1913년 이왕직아
악부로 개칭되면서 인원이 축소되어 1922년에 이르면 최종 35명만이 남게 된다.(송방송, 한국음악통사(서울:
일조각, 1984), 525~527쪽.
48) 성경린 증언(경향신문 2004년 12월 2일자 기사)
49) 성경린, ｢한국무용사Ⅰ｣, 한국예술사총서Ⅳ(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85),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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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0년 영친왕 근친환영회 때 10종의 정재를 선보이게 됐는데, 조선총독부에서는 궁중정재
를 보고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듬해인 1931년 <조선무악>과 <무동정재>를 제작하였다.
<조선무악>과 <무동정재>는 1931년 6월 26일 비원 희정당에서 촬영되었다.50) 1931년 7월 5일자 <매
일신보> 기사에는 <봉래의>, <보상무>, <검무>, <장생보연무>, <포구락> 등 5종을 2개 필름에 제작하
였다고 되어 있다.51) 이 5가지 정재를 담은 것이 <무동정재>, 그리고 하루미가 기증하여 국립국악원이
보유한 <조선무악>에는 <향령무>와 <처용무> 2종의 정재가 담겨있다.
조선조 궁중에서 추어지던 정재는 그림과 무보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와 형태, 복식 등은 짐작
할 수 있지만 춤의 흐름을 알 수는 없다. 또한 이왕직아악부의 궁중무에 관한 기록은 조선조처럼 체계
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소략하고52), 그밖에는 김천흥, 성경린 등의 개인적인 기록 노트가 전부다. 따라
서 <무동정재>와 <조선무악>은 현재 전승되는 각각의 궁중정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유일한 영상 자료인 셈이다.53) 문서로 된 기록과 그림, 구전(口傳)으로만 알 수 있었던 궁중문
화의 역사와 형태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영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재 복원에 있어서의 의미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본다. 첫째, <조선무
악>과 <무동정재>는 무성영화다. 악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음악을 알 수 없어 춤과 음악의
조화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흑백에 화면이 매우 흐리기 때문에 의상과 무구의 색상이나 세부적인 모
습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동작과 모습에 비해 필름의 재생 속도가 빠르고 부자연스
럽다. <조선무악>과 <무동정재>에 담긴 정재의 특징을 조선조『정재무도홀기』와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54) 잦은 편집으로 인해 춤의 순서가 잘못되거나 대형 변화가 잘못 진행된 것이 있다. 또한 『정
재무도홀기』의 무동정재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무보나 홀기에 없는 춤사위가 보이
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조선무악>은 조선의 궁중정재가 1930년대에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계승되고 있었다는
점과 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조선무악>이 오늘날 전승되고 있
는 정재의 복원에 기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조선무악>에 수록된 정재들은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1920~1930년대에 공연되었고, 당시 정재를 췄던 김천흥은 해방 후 정재 전승과 복원 작업에 직접 참여
했다. 즉, 궁중정재의 복원은 김천흥의 경험과 예술성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 크고, <조선무악>은 김
천흥이 무동으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는 김천흥의 정재 복원 작업에 신뢰를 주는데 일조했다고
50) 김정완․하루미 엮음,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25쪽.
51) 김영희, ｢이왕직 아악부로 계승된 궁중무｣, 정재연구회 10주년 기념 궁중무 심포지움(2006년 11월 24일, 성
균관대학교 600주념 기념관) 자료집, 142쪽 재인용
52) 김영희, ｢이왕직 아악부로 계승된 궁중무｣, 정재연구회 10주년 기념 궁중무 심포지움 자료집, 130쪽.
53) 1921년 4월 12일 다나베 히사오가 조선의 궁중정재를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이때는 이왕직아악부 악사들이
연주하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다.
54) 손선숙, ｢20세기 초 궁중정재의 발현양상 연구｣, 한국무용사학 Vol.11, (한국무용사학회, 2010),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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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진다.
<조선무악>은 궁중정재의 재현공연에 수차례 활용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2014년 무용단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마지막 황태자, 조선의 꿈을 보다>55)를 꼽을 수 있다. 이 공연은 1930년 영
친왕 환국 근친환영회를 준비하는 이왕직아악부 아악생의 시선으로 궁중정재를 바라본다. 한 남성 무
용가가 성경린의 정재노트를 발견하면서 1930년 당시의 과거로 연결되어 당시의 정재가 재현된다.
공연 중에 <조선무악>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는 1930년에 개최되었던 영친왕 환국 근친환영회에서
의 정재 공연에 사실성을 부여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당시에는 10종의 정재가 추어졌으나, 이
공연에서는 <처용무>, <보상무>, <무고>, <춘앵전>, <봉래의>의 5종이 무대에 올랐다. 춤의 내용은
오늘날 국립국악원에서 전승하는 정재의 모습이었으나, 1930년대의 정재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반
주음악에 다소 차이를 두었다.
2014년 무용단 정기공연은 국립국악원에서 <조선무악>의 실체를 일반 관객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천흥을 비롯한 이왕직아악부원들이 전승하고 국립국악원이 보유
한 궁중정재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는 현장이었다고 보여진다. 화려했던 조선의 궁중정재를 보여주
는 게 아니라,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조망한 점,56) 그리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전개방식은 이
공연의 새로운 시도이자 특징이다.
1970~1980년대 궁중정재 레퍼토리의 복원과 재현으로 출발하여 2000년대에는 궁중의례의 종합적
인 무대공연화를 통해 내용을 확장했고, 역사적 사실을 담은 극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재가 지니는 역
사․문화적 가치를 드러냈다. 그리고 2014년 무용단 정기 공연은 역사성과 극적 요소를 강화하고, 궁중
정재 뿐만 아니라 창작춤을 곁들여 정재와 창작무용의 조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정재 복원 공연의 새로
운 전환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3. 김천흥과 <조선무악>에 의한 정재 복원과 창작 활용의 의미
정재의 교육과 공연은 궁중과 관아 등 정부의 지원과 통제 하에 이루어졌다. 민간에서 자생한 예술
과 달리, 정부의 흥망에 따라 기능이 강화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재는 일
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연이 개최된 사례도 있었고 여악
이 폐지되면서 민간으로 진출한 기생들에 의해 춤 자체는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왕조국가가 사라진 상
황에서 궁중정재는 규모나 기능면에서 사실상 전승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이후 공연된 정재는 모두 복원․재현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일차적으로는 정
재의 춤사위, 대형, 복식과 무구 등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이는 기예능을 보유한 원로 예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왕직아악부 당시에는 조선 말기의 진연과 정재를 직접 경험했던 이수경, 함화진,
55) 2014년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마지막 황태자, 조선의 꿈을 보다>, 2014년 4월 4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56) 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전지영, ｢2014년 상반기 정기공연 평론 -좋음의 제도화와 품위있
는 좋음에 대하여｣, 국악누리 2014년 5~6월호(서울: 국립국악원, 2014),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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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제가 있었고, 1951년 국립국악원이 건립한 이후에는 김천흥, 성경린, 김보남 등이 정재 복원의 중
심이 되었다.
원로 예술인의 기억과 예능을 통한 교육은 당신이 학습하고 공연했던 정재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이미 정재공연이 축소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전승될 수 있는
정재는 불과 12종이었다. 정재의 레퍼토리 확장과 전승 가치 창출을 위해, 문헌을 통한 정재 복원이 시
작된다. 사실 문헌을 통한 고증은 근래에 시도된 것은 아니다. 정재의 유형(有形)적 부분인 복식과 무
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방법을 써왔고,57) 해방 후 국립국악원에서도『의궤』,『정재무도홀기』,
『악학궤범』등을 참고하여 의상과 의물, 무구 등을 새롭게 제작하여 정재 공연을 풍부하게 하는데 활
용하였다.
그런데, 무보의 기록을 통해 정재 자체를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재는 대형 중심의 춤이기 때
문에, 무보나 홀기에는 대형만 기록되어 있고 춤사위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58) 말로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움직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창작이 불가피하다. <가인전목단>의
사례를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무보를 바탕으로 하되, 실제 춤으로 구성할 때는 <가인전목단>에 어우
러지는 춤사위를 얹어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문헌사료, 도상자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분석이 아닌, 김천흥을 비롯한 원로무용인들의 기억에 의
존하는 복원 작업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있다.59) 김천흥에 의한 정재 복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하
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 국립국악원 정재공연 영상자료와 『정재무도홀기』, 국립국악원에서
발간한 궁중무용무보의 내용도 상이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재복원 또는 재정리가 필요한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ʻ누가ʼ 고증을 하고 ʻ어떻게ʼ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다른 누군가가 고
증을 하고 재현을 하면 그 정재는 새로운 버전의 창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김천흥의 고증과 재
현은 대중과 후학들에게 신뢰를 얻을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재 전승과 복원공연을 주도
해 왔을 것이다.
김천흥은 정재의 춤사위를 바탕으로 <기본굿거리>를 창안했다. 이 춤은 김천흥무용연구소를 운영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본춤으로,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정재연구회에서도 궁중무 연습을 위
해 활용하고 있다.60) 궁중무의 보법과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어 정재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물론 정
재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험과 작업이 정재를 복원하고 창작하는 원동력이 되었
을 것이다.
한편, 궁중의 드넓은 야외에서 펼쳐졌던 정재는 ʻ진연ʼ이라는 정형화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57)『악학궤범』에 의거 처용탈을 새로 제작한 내용은 2014년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마지막 황태자, 조
선의 꿈을 보다> 프로그램 12면.
58) 김천흥, 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서울: 민속원, 2004), 397쪽.
59) 허동성, ｢한국 전통무용의 바람직한 계승 방향｣, 전통무용의 변모와 현대적 계승, 270쪽.
60) 김영희, 춤풍경,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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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틀의 공연 중 일부에 해당된다. 정재가 공연되는 동안 진연의 참여자들은 담소를 하거나 음식과
술을 즐기기 때문에, 정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의례에 따라 적절한 내용의 음악과 춤을 배치하는 것, 그
리고 화려한 정재와 음악이 자아내는 분위기와 흐름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무대와 객석으로 이루어진 프로시니엄 극장에서는 모든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오로지 공
연을 감상한다. 정재가 관객들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느리고 단조
로운 움직임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연출이 필요하다. 김천흥은 무보에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면 작품
소요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춤의 정수를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61) 정재만이
아닌 의례 전체를 재현하고 역사적 의미나 극적 구성을 더하는 방식도 정재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기획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재 공연 중에 무동이나 여령이 5언이나 7언의 한시를 노래하는 창사가 축소된 것도 대중을 의식한
결과였을 것이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은 창사교육을 통해 춤과 창사를 동시에 연행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었는데, 이 또한 김천흥의 교육 효과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창사를 정가 단원들이 대창(代唱)
하는 경우가 많고, 창사를 축소하여 부르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62) 하지만 한자로 된 한시를
대중 관객들이 이해할 수 없고, 창사가 길어지면 춤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창사의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김천흥과 <조선무악>을 통하여 국립국악원이 정재를 복원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
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천흥이 이왕직아악부로 출발하여 국립국악원과 맺은 인연을 정재
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재정리하고, 김천흥의 정재 복원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계
및 대중들에게 김천흥의 정재 전승과 복원에 대한 당위성과 신뢰를 제공한 1931년의 기록영화 <조선
무악>의 내용과 활용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재 복원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보나 홀기와 같은 문헌도, <조선무악>과 같은 영상도 아
닌 ʻ김천흥ʼ이라는 사실로 귀결하였다. 정재를 꽃피웠던 조선후기와 국립국악원의 건원 및 역할 정립
사이에 이왕직아악부라는 가교에서 몸소 정재를 익히고 추었던 실존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선무악>
은 김천흥이 정재를 전승하고 복원할 적임자라는 명분과 신뢰를 주는 근거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닐 뿐,
실제 정재 복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았다.
정재의 복원 양상은 세 단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재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춤사위를 복원하는 단
61) 김천흥, 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 396쪽.
62) 창사 축소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허동성, ｢한국 전통무용의 바람직한 계승 방향｣, 전통무용의 변모와 현대
적 계승,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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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김천흥과 그 제자들에 의해 조선후기 및 이왕직아악부 정재일람표에 기록된 내용이 거의 모두 복
원되었다. 두 번째는 정재를 아우르고 있는 조선조 궁중연례악, 혹은 회례연 등의 의식 절차를 복원하
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정재를 바탕으로 극적 내용을 구성하고 새로운 안무를 곁들여 창작 무용극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로, 이 때 활용된 기재가 <조선무악>과 같은 과거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재를 복원함에 있어서 그 토대는 사료와 도상자료 등 옛 문헌이 제공했지만 결국에는 창작
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속적인 움직임을 지니는 정재를 장면 단위로 기록한 무보나 글
로 설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불연속의 간극을 매우는 것은 창작일 수밖에 없으며, 김천흥은 이 창작
의 도구로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익혔던 정재와 여타의 춤사위를 활용했다.
김천흥은 정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창작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었다. 우울한 분위기와 축소된
형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궁중진연에서 직접 정재를 공연한 경험으로 후학들에게 정재를 전수할 수
있었고, 기록영화 <조선무악>이 김천흥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었다. 또한 젊은 시절 민간에서 활동하면
서 한성준 등 민속춤 명인, 최승희와 같은 현대무용가와 교류하여 춤에 대한 시야가 넓었다. 즉, 정재
복원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김천흥의 업적을 발판삼아 정재의 창조적 활용에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방식
과 관점으로 고증 및 재현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재현 공연들이 비교되면서 비판과 보완을 통해
각각의 특징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재를 활용한 창작 공연을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볼거리가 넘쳐
나는 현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아 정재의 예술성과 가치를 어필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공감대
를 얻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재에 대한 무용계 및 문화계의 가치 공유가 급선무고, 이를
바탕으로 무용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 초․중학생들에게 정재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마지막으로는 엄격한 궁중문화 및 정재의 문턱을 허물고 다양한 창작 기저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향후 정재가 보유하고 있는 깊은 멋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무용학계와 국악, 미학, 연극 등
인접분야에서 함께 연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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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 김천흥의 정재 재현작업 재조명

Ⅰ. 들어가며

올해로 심소 김천흥1) 선생님이 타계하신지 10주기 되는 해이다.
김천흥 선생님하면 장난기 가득한 미소년의 온화한 미소가 떠오른다. 정재를 지도하실 때에는 예리
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어느새 장구채를 잡으시고 온몸으로 힘있게 장단을 치시며 “이봐
이봐 껍죽대지말고 벼르며 추란말야~” 시범을 보이시며...“알아들어요!” “척 척” 보법을 강조하
시는 구음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당신 성에 안차면 눈을 지그시 감고 온몸으로 춤을 추
시며 장단을 쳐주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심소 김천흥이 정재를 시작한 것은 1922년 이왕직아악부 제2기생으로 1923년 순종황제오순탄신축
하 진연에 무동으로 뽑혀 함화진2), 김영제3), 이수경4) 세 분 스승으로부터 정재를 학습하면서 부터이
다. 후에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비롯한 민속무용의 기법을 터득하고, 광복 후에 가면무에도 관심을 기
울여 우리 전통무용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학식을 지니신 분으로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단절될 위
기에 처한 정재의 맥을 지켰다. 김천흥은 사명감을 가지고 1980년대 본격적인 정재 재현작업을 시작하
여 정재에 생명을 불어 넣어 재현 가능한 종목들을 거의 무대화 하여 현재의 정재가 존재하게 한 독보
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본 글은 심소 김천흥의 정재 재현 작업의 재조명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김천흥의 정재 재현 관련
많은 서적과 논문 등 다양한 연구 업적이 존재한다. 이러한 글들 대부분은 재현정재 종목의 나열에 그
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는 김천흥이 정재재현에 기반이 되었던 삶을 저서와 대담 자료 등을 통해 알
아보고, 다음으로 재현 작업의 여러 기록과 영상을 꼼꼼히 살펴서 분석하려 한다. 어떤 문헌을 근거로
재현하였는지, 재현에 중점을 둔 것 은 무엇인지, 연행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당시 정재재현 관련 이야
기는 무엇인지 등을, 그동안의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리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글은 김천
흥의 정재재현 작업의 재조명으로 김천흥의 정재재현의 기반이 되었던 삶 외의 생애와 그 밖의 예술적
업적들은 다루지 않을 것을 제한점으로 한다.
1) 글의 편의상 존칭은 생략한다.
2) 함화진(咸和鎭, 1889-1948): 고종 때의 악인 함재운(咸在韻)의 장자이기도 하다. 전공은 거문고이고 가전악
을 거쳐 1913년 제5대 아악사장 이었다. 『조선음악통론』,『증보가곡원류』등의 저서가 있으며 1945년 이
전의 유일한 국악 이론가였으며 정재에도 밝았다.
3) 김영제(金寧濟, 1883-1954): 고종 때의 악인으로 제1대 아악사장을 지낸 김종남의 손자이며, 순조조 효명세
자 대리청정시 많은 궁중무용을 안무한 김창하(金昌河)가 증조부이다. 가야금의 명인이고 정재에도 밝았으
며, 특히『時用舞譜』를 해석해서 재연시켜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고종 34년(1897)에 장례원 전악을 시작으
로 1911년 아악사를 거쳐 아악사장을 지내는 동안 악리 연구에 조예가 깊어서 악서 정리 및 편찬에 공헌하였
다.
4) 이수경(李壽卿, 1882-1940): 거문고의 명인. 가전악과 아악수장을 거쳐 아악사를 지냈으며 악기 제조에도
능해 거문고, 가야금, 단소 등을 제작해 명기(名器)를 남겼으며, 아악생들의 무용을 전담하여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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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현작업의 초기 활동

1. 이왕직아악부 시기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는 조선시대 장악원, 대한제국의 교방사. 장악과를 잇는 일제강점기에
이왕직 관련 음악을 담당하던 기구이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으로 단절된 정재는 1902년 마지막 진
연5) 이래 1923년 3월 25일 순종황제 탄신오순축하진연을 위하여 1922년 말에 아악부양성소 아악생 중
1기생 2명과 2기생 9명을 무동으로 뽑아 정재를 교육하면서 다시 시작 되었다.6) 김천흥은 1922년 2기
생으로 입학하여 무동으로 선발 되었다. 그는 왜 춤을 배워야하는지, 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화진,
김영제, 이수경 등 세 분 선생에게 5개월간 특별 훈련을 받았다. 특히 이수경선생은 병풍처럼 접혀진
궁중정재무도홀기(宮中呈才舞蹈忽記)를 참고하여 지도하였다.7) 이때 학습한 춤들은 <가인전목단>
<무고> <포구락>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보상무> <수연장> <춘앵전>등 8종이다. 이때의 공
연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으로 단절된 정재를 이왕직아악부에 의한 지도로 교육된 아악생들의 공연으
로 정재의 맥을 잇는 중요한 기틀이 된 공연이었다. 이 공연을 계기로 8종의 정재를 익히게 된 김천흥
은 1926년 하규일(河圭一)8)선생이 국악원 촉탁으로 오게 되고 <처용무> <봉래의> <향령무> <만수무>
를 더 배웠다. 이후 아악생의 수업과정에도 일무와 함께 법무(法舞)라는 이름으로 연례(宴禮)를 위한
정재수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아악생 기별로 이어진 정재는 1930년 7월 10일 영친왕9) 내
외의 환국(還國) 환영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때는 1926년 아악생 3기로 입학한 성경린, 김보남10)등도 참여하였다. 이때에 연행된 종목은 <처

5) 1902년(辛丑) 고종 등극 40주년 축하 진연. 1913년 고종 탄신 62세 축하진연이 있었으나 당시 이왕직아악부
에는 무동도 기녀도 없는 상황이라 민간에서 활동하는 광교기생조합과 다동기생조합의 기생들을 30명 뽑아
정재와 소리를 연행하였다.
6) 아악부양성소는 이왕직아악부가 아악의 보존, 육성을 목적으로 아악생을 양성하기 위해 부설한 아악생양성
기관이다. 이 양성소는 아악생을 공개 모집하는데, 1919년 1기 9명, 1922년 2기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
쳐 18명, 1926년 3기에 18명, 1931년 4기로 18명, 1936년 5기에 18명, 1941년 6기에 25명, 1945년 7기에
25명을 뽑아 육성 하였다. 김영희, 「이왕직 아악부의 궁중무 전승」『무용역사기록학』 제42호 (무용역사기
록학회, 2014), 14쪽.
7) 김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서울: 민속원, 1997), 36쪽.
8) 하규일(河圭一, 1867-1937): 가곡(歌曲)의 거장으로 종형 하청일이 가곡의 명가이고 친형인 하순일은 거문고
와 가곡의 명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춤에 능하여 하규일은 친형인 순일에게 궁중무를 배웠다. 1913년 다동기
생조합을 창립하고, 1926년-1937년까지 이왕직 아악부의 촉탁으로 취임하여 가곡, 가사, 시조를 전수했다.
궁중무인 봉래의, 처용무, 향령무, 만수무를 지도했고 사고무란 춤을 창작하였다.
9) 영친왕(英親王, 1897-1970): 영왕(英王) 이은(李垠)을 말하며 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다. 고종의 아들이며,
순종의 이복동생이다.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가 있었다. 1920
년 일본 왕족의 딸인 이방자와 정략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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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무> <춘앵전> <무고> <보상무> <가인전목단> <향령무> <장생보연지무> <수연장> <만수무> <봉
래의> 등 10종으로 김천흥은 <무고>와 <봉래의>에 출연했다. 다음해인 1931년 6월 29일에는 조선총
독부 주관으로 조선무악의 기록11)을 위하여 창덕궁에서 ‘이왕가 고전 조선무악(朝鮮舞樂)’의 제목
으로 <봉래의> <보상무> <무고> <포구락> <장생보연지무>와 <처용무> <향령무>등을 촬영하였다.
당시 23세인 김천흥은 1926년 아악부를 졸업하고 아악수보를 거쳐 아악수로 있으면서 이 촬영에도 참
가하여 <봉래의> <무고> <장생보연지무>를 춤췄다. 김천흥은 비록 본인의 의지에 의해 춤에 입문하진
않았지만 1923년 순종탄신축하진연을 기점으로 12종의 궁중무용을 익혀 어전(御前) 공연과 기록을 위
한 촬영에 참여하였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정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표1> 김천흥의 이왕직아악부 시기의 정재 공연 목록
일시

공연명

공연내용

김천흥 참여작품

1923년
3월25일

순종황제탄신 오순
(五旬)경축공연

가인전목단, 무고, 포구락, 장생보연지무, 연
백복지무, 보상무, 수연장, 춘앵전, 처용무

가인전목단,
포구락

1930년
7월10일

영친왕 내외분 환국
(還國) 근친공연

처용무, 춘앵전, 무고, 보상무, 가인전목단, 향
령무, 장생보연지무, 수연장, 만수무, 봉래의

무고, 봉래의

1931년
6월29일

이왕가 고전 조선무
악(朝鮮舞樂)

봉래의, 보상무, 무고, 포구락, 향령무, 장생보
연지무, 처용무

봉래의, 무고,
장생보연지무

무고,

2. 민속 무악(舞樂)의 만남
김천흥이 민속춤을 처음 접한 것은 1937년경 이왕직아악부에 근무하면서 당시 판소리의 명고수이며
전통춤의 대가인 한성준(韓成俊)을 찾아가 승무 전바탕을 배우면서이다. 그리고 당시 무용가 최승희의
무용음악 녹음에 참여하게 되어 <낙랑의 벽화> <무당춤> <장고춤> <부채춤> 등을 녹음하였는데 최승
희의 음악에 대한 주의력, 음악과 춤의 일치된 조화를 이루어 내려는 노력을 보며 민속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12)
1926년 아악부를 졸업하고 아악수와 아악수장을 거쳐 1940년 6월 아악부를 사직하게 된 김천흥은
조선권번 기생양성소 학생담당 사무원을 맡게 된다. 그곳에서는 하규일선생이 <춘앵전> <무고> <검

10) 김보남(金寶男, 1912~1962): 음악인이며 무용가. 1926년 이왕직 아악부 양성소 제3기생으로 입소하여 피리
를 전공하였고, 후에 아악수(雅樂手)·아악수장(雅樂手長)·아악사(雅樂師)가 되었다. 춤에 소질이 있어 박성
재 김천흥의 두 선배와 더불어 한성준 무용연구소에 나가 승무를 배웠고, 1950년대까지 고전무용가로 크게
활약하였다. 특히, 무용교육에 진력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중앙여자중학교, 신광여자중학교 등 많은 학교에
출강하여 무용을 지도하였다.[검색일: 2017.7.29.] 한국민족문화백대백과.
11) 당시 조선 총독부는 조선왕조의 궁중문화인 아악을 강력히 폐지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인
1931년 일본 궁내성 소속 아악전습소 강사 다나베히사오에 의해서 정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무동들
의 정재를 재연하여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12) 김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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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연화대무> <장생보연지무>등 정재를 지도하였고, 한성준선생이 <승무> <살풀이춤> <소고춤>
<봉산탈춤> 등 민속무를 지도하였다. 특히 관심 있는 춤 수업을 눈여겨보며 그 동작들을 기억해 두기
도 했다. 또한 <춘앵전>을 시간제한 등으로 원전을 축소시키고 재구성13)하여 춤추는 현장에 맞게, 관
객에 맞게 같은 춤이더라도 춤의 순서를 조절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재에 바탕을 두고 재구성한 <사
고무(四鼓舞)>라는 작품도 보았고, 승무 북을 칠 때는 사람이 직접 드는 것을 북틀에 걸어서 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공연 기법을 경험하게 된다. 김천흥에게 이때의 경험들은 궁중무용 뿐 아니라 폭 넓은 무
용의 길을 걷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1942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권번이 문을 닫게 되자 경
성일보에서 모집하는 산업전사위문공연단14)에 참여하여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공연에 참여하였고, 생계
를 위하여 굿판의 반주를 하며 무가(巫家)의 음악과 지역의 차이 등 굿에 대해 알게 되고, 불교의 재의
식(齋儀式)인 나비춤, 바라춤, 법고 등을 보게 되는 등 무속 악무들도 접하면서 후에 당시의 아쉬움을
술회하기도 하였다.
“당시 내가 조금만 더 지각이 있었더라면 그 계기에 굿의 형식과 종류, 절간의 재 풍습 등 무속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을 법도 하다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무심히 따라가 해금만 연주했던 방관자적 태도
가 새삼 후회롭다.” 15)

김천흥은 1940년 아악부를 사직하고 생계를 위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민속악계 예인들과
교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예술체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조선
음악협회가 국악원16)으로 개칭되고 무용부장을 맡으며 창단공연인 대춘향전(大春香傳)에 함화진과 참
여하였으며 무용강습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다양한 민속무악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재와
민속무의 맥이 만나 새롭고 더 큰 예술세계의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당시, 이왕직아
악부도 구왕궁아악부로 개칭되고 김천흥은 1948년 구왕궁아악사 촉탁으로 있으면서,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부산 피난지 생활을 하게 된다. 부산 피난지에서 무용강습회를 열게 되면서 강사로 인기를 얻
게 되며 본격적인 무용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만난 제자의 발표회를 2회 열게 되는데, 김천흥의 안무
와 지도로 <승무> <살풀이> <소고춤> <초립동> <바라춤> <화랑무> <검무> <춘앵전> <어부일기>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장면>등을 발표하였다.17) 이러한 공연발표의 경험은 또 다른 무용 활동의 밑거
13) ‘여기서 춘앵전(春鶯囀)을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감안하여 축소, 창사한 후에 중령산과 세령산 사위 등
은 빼고 바로 도드리 사위로 넘어가거나 심할 때는 도드리 사위도 빼고 타령 사위만 추고 넘어갔었다.’ 김
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126쪽.
14) 공연단 모집 내용은 1, 2, 3대로 나눠 1대는 양악대, 2대는 민요만담가, 코미디언, 유행가수와 반주악사, 3
대는 경서도소리, 무용 반주 악사들이었다. 춘앵전, 승무, 검무, 한량무, 사고무와 경기 잡가와 경서도, 남도
민요등을 공연하였고 간혹 일본 민요를 불러야 했다. 김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131-132쪽.
15) 김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137쪽.
16) 해방 후, 전통음악인들이 조직한 가장 큰 규모의 국악연구 및 연주단체로 설립당시 명칭은 국악원이고
1948년 8월 대한국악원으로 단체명을 변경하였다. 초대 원장에 함화진, 부원장에 박헌봉이 선출되었고 문화
국 산하에 아악, 정악, 기악, 창악, 무용 등의 부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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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되었다. 1951년 부산에서 구왕궁아악부가 국립국악원으로 국회에서 설치령이 통과되어 국립국악
원으로 개원하게 되고 예술사로 피명되었다.

3. 김천흥고전무용연구소 개소(開所)
서울로 환도(還都) 후 국악원 생활을 하면서 1955년에 김천흥고전무용연구소를 열게 되었고 본격적
인 무용가의 길을 걷게 된다. 무용연구소는 1978년까지 23년간 운영하는 동안 15차례 이사를 하는 어
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시기는 많은 제자 양성과 여러 차례 무용발표회와 제자 발표회를 통하여 창작
무용 활동과 정재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재의 복원과 재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1922년 이왕직아악부의 진연에 참여로 무용에 첫발을 디딘 후 아악부의 사직과 광
복, 6.25 전쟁, 부산 피난지의 생활,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정재와 민속무용의 다양한 예술활동의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1956년 제1회 김천흥한국무용발표회를 개최하면서 무용가 김천흥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20여종의 소품으로 구성된 제1회 발표회는 궁중계통, 민속계통, 사찰계통, 창작계통으로 나누어 작
품을 선별하고 특히 정재에 각별히 역점을 두어 공연하였다. 이 발표회에서 그동안 정재를 많이 접하지
못했던 일반인에게 정재의 진가를 보이려는 야심찬 의도를 가지고 <무고(舞鼓)>를 <대고무(大鼓舞)>
로, <포구락(抛毬樂)>을 <채구희(彩球戱)>로,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을 <모란만정(牧丹滿庭)>으
로 새로운 이름을 붙여 전통을 근거로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공연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변
화를 주어 무대에 올리게 된다.
“전통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어쩌나하는 염려를 하면서도 내가 20년대초 학생시절에 배운 춤의 원형
에 기반을 두고 형태의 다양화, 변화있는 구성, 동작의 개발, 음악의 다변화, 무대적인 감각 등을 살려
궁중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18)

제2회 발표회부터는 소품들과 함께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여 무용극 창작을 시작하였다. 2회는 처용
무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처용랑(處容郞)>을, 3회는 <흥부전(興夫傳)>, 4회는 신라시대 신기한 피리
를 소재로 한 <만파식적(萬波息笛>) 등 창작무용극을 안무 발표하고 3차례 아동무용발표회에서 어린
이 정서에 맞게 <춘향전(春香傳)>과 남사당인형극 꼭두각시를 무용극화한 <꼭두각시>를 안무 발표하
였다. 이러한 무용극의 음악은 김기수19)에게 부탁하여 새로이 작곡했는데, 먼저 안무를 끝내고 음악에
17) 김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222쪽.
18) 김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262쪽.
19) 김기수(金琪洙, 1917-1986): 대금 연주가며 국악작곡가, 교육자. 1936년 이왕직아악부 아악생 양성소를 졸
업하고, 1936년 이왕직의 신곡 공모에서 <황화만년지곡>으로 당선된 후 많은 신작 국악곡을 작곡하였다.
1972년 국악원장, 1977년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이 예능보유자로
지정 받았다. 김천흥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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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장단수와 종류, 속도와 변화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작곡을 의뢰했다. 이는 김천흥이 한
국의 악·가·무를 섭렵하였기에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안무에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음악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창작활동의 결과로 1960년 <처용랑>으로 ‘서울
시 문화상’과 1970년에 <만파식적>으로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게 된다. 1955년부터는 그
동안 대한국악원과 부산피난시절 국립국악원의 여러 강습회를 통한 후학양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화
여대 무용과에 출강하여 전문 무용가 배출을 위한 제자양성에 힘쓰게 된다. 이러한 후학양성의 결과로
여러 제자들의 무용발표회를 통하여 이왕직아악부에서 배웠던 정재를 재구성 안무하였고, 1980년의
정재 재현을 위한 선험(先驗)을 갖게 된다.
<표2> 김천흥 무용발표회 및 제자 발표회
일시
1956.
7.3~4
1959.
12.6~7
1960.
10.22~24
1963.
1.4~6
1964.
11.14~15
1969.
12.6~7
1972.
6.23~24
1975.3.15
~13

공연명
제1회
김천흥 한국무용
발표회
제2회
김천흥 한국무용
발표회
제3회
김천흥문하생
발표회
제3회
김천흥 무용발표회
제3회
김천흥 문하생
아동무용발표회
제4회 김천흥
무용발표회
김천흥
무악생활50주년
기념(제5회
무용발표회)
송성희
무용발표회

작품
1부-대고무, 습작, 승무, 즉흥무, 허수아비, 어부일기, 농총풍경,
궁녀도, 농악무
2부-채구희, 마을소녀, 바라춤, 오월의 처녀, 목동, 검무, 보검무,
풍속도, 효도, 가면무, 모란만정
1부-인형노리, 달맞이, 승무 즉흥무, 초립동, 부채춤, 널뛰기,
화랑무, 촛불, 인형과 남매, 향발무
2부-처용랑(3막5장)

장소

시민회관

시공관

1부-처용랑
2부-춘향전(3막5장)

원각사

1부-흥보전(4막)
2부-가면극, 봉산탈춤(전7과장)

국립극장(구명동
예술극장)

1부-소품
2부-무용극, 꼭두각시

드라마센터

1부-포구락, 구름, 선도희, 무산향, 헌천화, 즉흥무, 농구희
2부-무용극, 만파식적(5막21장)

국립극장(구명동
예술극장)

가인전목단, 사자무, 처용무, 춘앵전(김천흥출연), 학무

국립극장(구명동
예술극장)

무고, 선유락, 포구락, 학연화대무
(안무 및 연출)

이대강당

1974.
6.22~23

이애주 춤판

춘앵전, 학무
(지도 및 출연)

국립극장 소극장

1974.
12.21

김매자
무용발표회

대고무
(안무 및 지도)

부산 시민회관

1975.
9.27~28

이청자
무용발표회

사선무, 수연장
(안무 및 지도)

국립극장
(구명동예술극장)

1975.
11.5

제6회
김천흥 전통무용
대공연

가인전목단, 보상무, 사자무, 연화대무, 처용무, 춘앵전, 학무,
향발무

부산 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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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악원 정재 재현 활동
국립국악원에서 연행된 정재의 공연기록은 국립국악원과 국악진흥회가 개최한 국악감상회20)를 통
해 찾아 볼 수 있다. 국악감상회에서는 민속무용을 포함해 두 작품 정도의 춤이 추어졌는데, 이때 공연
된 종목은 <채구희> <장생보연지무> <무고> <춘앵전> <가인전목단> <포구락> <검무> <처용무> 등
이었다. 당시는 국립국악원 내에 무용단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악감상회에서 무용은 김천흥 문
하생과, 김보남 문하생이 담당하였고, 1959년 6월부터는 국악사 양성을 목적으로 모집하여 정재를 훈
련 받은 KBS 방송전속국악연구생21)들이 주로 공연하였다. 이때 공연 된 정재는 김천흥이 이왕직아악
부에서 학습한 정재들과 1956년 제1회 무용발표회에 재구성 된 작품들이 국악감상회를 통하여 국악원
무대에 올려졌다.
이렇듯 이왕직아악부에서 학습한 춤 12종의 정재를 비롯하여 민속무악의 교류로 쌓아진 다양한 춤
활동과 여러 번의 무용발표회를 통한 소품 및 창작무용극의 작품 발표, 춤 강습회, 제자발표회 등의 작
업들이 뿌리가 되어 1977년 4월 13일 국립국악원의 춘계정기발표회를 통하여 정재 재현의 무대를 시도
한다. 그동안 국악원의 공연 형식은 악·가·무가 함께하는 종합프로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1부에서는
정악으로 <여민락만> <보허사> 2부에서는 <수연장> <헌천화> <사선무> <아박무>로 그동안 연희되
지 않았던 정재들로만 구성하여 공연하였다. <수연장> <헌천화> <사선무>는 김천흥의 재현안무로 이
루어졌고, <아박무>는 당시 연구원으로 근무한 문일지가 재현안무 하였다. <수연장>은 이왕직아악부
시절 두 번의 어전 공연을 위하여 배우고 연행된 종목으로 50여년동안 재공연 되지 않았던 종목이었다.
김천흥은 당시에 학습한 기억과 기록을 가지고 1975년 이청자 무용발표회 때 미리 무대에 올려 다듬고
정리하여 재현하였을 것이다. <헌천화>는 이미 1969년 제4회 김천흥무용발표회때 <포구락> <선도희
(헌선도에 근거를 두고 만든 작품)> <농구희(보상무를 근거로 만든 작품)> <무산향>과 같이 발표하였
다. 1969년의 <헌천화>가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 확인은 안되었지만 아마도 홀기를 근거로 어느 정도
헌천화의 형식을 갖춘 작품이었으리라 유추해 본다. 1977년 <헌천화>는 이러한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20) 국악감상회는 상설공연 성격의 공연으로 국립국악원과 국악진흥회 주최로 정악, 민속악, 정재, 민속무용 등
의 레파토리로 구성 되어졌다. 1956부터 1977년까지 123회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월례국악강습 수강생들
이 주요 관객이 되었다.
21) 서울 중앙방송국이 국악의 발전과 유능한 국악사 양성을 목적으로 1958년 2월부터 KBS 방송 전속 국악연
구생이라 칭하고 1기 26명에게 국악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악연구생 중 소정과정을 이수한자는 전속 국악사
로 채용하였다. 1956년 6월부터 국립국악원과 국악진흥회 주최로 개최한 국악감상회에서 중앙방송 전속 국
악연구생들이 정재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1961년 5월 16일에는 방송국 국악사 양성을 위하여 김천흥에게 정
재, 성금련에게 가야금산조, 이창배에게 민요수업을 담당케하여 방송과 연예에 참여하다가, 1961년 국립국악
원 여자연주원으로 이관되어 제반 연주 활동에 참여하였다. 1961년 8월 제2기 방송 전속 국악연구생을 모집
하게 되고 1, 2기생 중 일부가 국립국악원에 입단하게 된다. 1962년 12월 31일 발령 받은 국악 및 정재를
담당했던 방송전속 국악연구생은 1기 8명과 2기 14명으로 22명이었고, 이들이 국립국악원 무용단 초창기 멤
버인 것이다. 국립국악원, 『건원 1400년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 (서울: 국립국악원, 2001),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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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완성도 있는 재현을 하였을 것이다. 1977년의 공연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작품의 전개 상
황을 확인 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22)
“금년도 첫 번째가 되는 이번 춘계정기발표회에는 그동안 자주 연주되지 않았던 곡목과 사장되어 있
다시피하는 궁중정재 중 일부를 재현하여 발표함으로써 국악중흥의 터전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통 국악
예술의 가치관을 새로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소 생소하고 지루한 느낌이 들지도 모를
까 저어되지만 전통예술의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발전적 비약을......”23)

1977년 당시 국립국악원장 직무대리인 김성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재 공연에 관객들이 지루해
할까 걱정하며 전통예술의 발전과 비약을 위하여 성원해 달라는 인사말을 남긴다.
당시 1970년대 춤계는 신무용이 퇴조하고 전통춤이 재인식 되는 시기이며 시대의 변모에 따라 새로
운 것에 대한 모색과 함께 새로운 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한국 창작춤이 출발하던 시기였다. 이러
한 무용계 흐름은 정재재현의 시도와도 맥을 같이하여 문헌에 남아있는 정재의 원형을 찾아 전통춤을
재인식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었을 것이다.

1. 1980년의 정재 재현
1977년 춘계정기발표회가 정재 재현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이후는 곧 본격적인 정재 재현을 목표로
국악원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단원의 확충과 의상 및 소용되는 도구 등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김천흥은 1980년 본격적인 정재 재현 작업에 착수한다. 첫 출발은 1980년 6월 16일 ‘전통
무용발표회’란 타이틀로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렸다.
『전통무용발표회』
일시: 1980. 6. 16 (월, 19:00)

장소: 국립극장 소극장

주최: 국립국악원

재현안무: 김천흥 집박: 김천흥 음악: 국립국악원 연주단
출연: 국악원 무용단(23명) 찬조출연: 국악원 연주단(처용무-5명, 의물-10명)
작품

오양선

춘앵전

승전무

몽금척

처용무

향발무

하성명

근거

정재무도
홀기

아악부
전승

무형문화재

정재무도
홀기

아악부
전승

악학궤범

악학궤범

소요시간

13분40초

10분49초

20분42초

14분57초

18분58초

5분44초

12분10초

22) 국립국악원이 국립극장에서 서초동 청사로 이전한 것이 1987년이다. 국립국악원 자료실도 1987년 서초동
청사로 오면서 개원하여 특히 1987년도 이전의 자료는 국악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기증으로 이루어져 있
어서 자료의 부실함이 있다. 특히 영상 자료에 있어서는 더 그러하다. 국악원 정재 재현사업과 관련된 ‘전
통무용발표회’ 영상 자료는 1980년 1종, 1981년 3종, 1982년 2종, 1983년도 상·하반기 전통무용발표회의
영상기록은 찾을 수 없고 프로그램만 남아 있다.
23) 국립국악원(1977. 4. 13), 「춘계정기발표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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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목의 작품 중 <오양선> <몽금척> <향발무> <하성명> 등이 재현된 작품으로 23명의 무용단과 처
용무는 남자연주단이 출연하였고, <하성명> 의물은 여자연주단 10명이 담당하여 총 38명이 출연하였
다. 23명의 무용단 중 <하성명> 족자를 든 이금미는 경기민요를 하는 연주단 이었다.
<오양선>은 재현 작품으로 좌우에 정절, 용선, 작선, 미선과 개 2개를 배설하여 10명의 의물를 세웠
으며 오양선의 무원은 오방색 복식을 입고 허리를 숙여 반절로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의『정재무도홀
기』를 근거로 재현함을 무도(舞蹈)의 진행으로 알 수 있었다.
<춘앵전>은 이왕직아악부 시절 배운 것으로 『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현행 축약해서 추는 수수쌍
불, 좌우소전, 소수수, 도수아 등을 모두 추었다. 의상은 현행과 같고 족두리와 비녀에 옆댕기를 늘어트
리고 현행보다 긴 7색의 한삼 속에 북채를 잡고 춤을 춘다. 물론 이때의 다른 정재들도 7색의 긴 한삼을
끼고 춤추는데 북채를 들지는 않았다. 이는 독무인 <춘앵전>의 춤사위를 확대해 보이기 위하여 북채를
이용한 듯하다.
<승전무>는 경남통영에서 전승되는 민속무용으로 정재인 무고가 지방으로 분포되어 토착화된 작품
으로 김천흥은 많은 종류의『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를 쓰면서 <승전무>나 <검무>가 궁중의 기녀로
부터 파생된 것을 알고 정재재현 무대에 같이 올렸다. 원무가 무대 뒤쪽에서 등장하여 북채 잡는 사위
까지 전과장을 3번의 원무창사와 함께 20분 넘게 추어졌다. 필자가 1986년도에 국악원 무용단에 입단
하여 <승전무>를 배울 때는 이미 시간의 제약으로 도입부의 북채 잡는 사위는 모두 생략되어 원무가
북채를 이미 잡고 협무와 같이 등장하여 춤추고, 창사도 1회 생략되어 있었다.
<몽금척>은『정재도홀기』를 근거로 재현하였다. <몽금척>의 진행에 있어 반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시키고, 창사는 한 구씩 부르고 수악절 창사는 두 구만 부르고 생략하였고, 회무삼잡(回舞三匝) 같
이 반복되는 춤의 구성은 한번(一匝)으로 생략시켰다.
<처용무>는 남자연주단이 출연하였다. 1920년대 아악부에서 학습한 것으로 현행처럼 축소된 절차
가 아닌 평진으로 등장하여 창사(신라성대소성대)-전배-상대-상배-동서상대-동서상배-우선회무의 과정
을 거쳐 오방 상대무를 두 번하고 좌선회무-낙화유수-창사(산하천리국에)-퇴무까지 전과정을 연행했으
며 창사도 무원들이 직접 불렀다.
현행은 국가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때에는 처용무 보존회에서 전 과정을 연행하지만 그 외 국악원등
일반 공연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부분 축약되어 연행되어지고 있다.
<향발무>는 이미 1959년 ‘제2회 김천흥한국무용발표회’에서 선보였다.『악학궤범』을 근거로 재
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8명의 무용수가 등장하여 창사 1구만 부른다. 현재 국악원에 그대로 전승되
어 추어지고 있는 인기 종목 중에 하나이다.
<하성명>도『악학궤범』을 근거로 재현되었다. 『악학궤범』의 초입배열도를 보면 1대 홍의(紅衣),
2대 남의(襤衣), 3대 녹의(綠衣)로 되어있는데 이때의 의상은 1대 홍의, 2대 녹의, 3대 남의로 2대와 3
대의 의상이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긴 하성명사(賀聖明詞)도 대폭 축소하여 부르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무대의 요건을 거의 갖추고 재현된 첫 무대는 이왕직아악부 시절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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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까지 부르던 창사를 1구만 부르거나 생략시키고, 수악절 창사나 하성명사는 과감히 축약 시키고 형
식적으로 반복되는 회무삼잡(回舞三匝) 등의 구성들도 축약, 무대화 시켜 관객들의 지루함을 줄이려
하였고 최대한 원전을 근거로 재현하려는 김천흥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홀기에 나온 춤사위를
바탕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정재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춤사위를 차용하여 변화를 주
었음을 볼 수 있었다.

2. 1981년의 정재 재현

『전통무용발표회』
일시:1981. 5. 18(월, 19:00)~19(화, 15:00, 19:00)

장소:국립극장 주최:국립국악원

재현안무: 김천흥 집박: 최충웅, 정재국 음악: 국립국악원 연주단
출연: 국립국악원 무용단(22명) 찬조출연: 국악고등학교(16명)
작품

가인전
목단

춘앵전

하황은

사선무

하성명

제수창

오양선

무애무

처용무

몽금척

근거

아악부

아악부

정재무
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악학
궤범

정재무
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아악부

정재무
도홀기

소요시간

7분
40초

7분
39초

10분
27초

6분
57초

13분
51초

9분
46초

12분
44초

10분
22초

11분
39초

13분
56초

1980년의 4작품의 재현작업에 힘입어 다음해인 1981년에는 3회의 공연에 걸쳐 무려 20종의 작품을
재현한다. 1981년 5월18일~19일의 공연에서 <가인전목단> <춘앵전> <하황은> <사선무> <하성명>
<제수창> <오양선> <무애무> <처용무> <몽금척> 등 10작품이 공연 된다. 이중 재현되어진 작품은
<하황은> <제수창> <무애무> 등 세 작품이다. 여자 연주단 2명을(이금미-경기민요, 김미숙-거문고) 포
함하여 22명의 무용단과 16명의 국악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이 찬조 출연하여 38명이 출연하였는
데,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은 여자연주단들이 담당했던 의물로 출연하였다.
<가인전목단>은 <쌍가인전목단>으로 좌우 10명씩 20명이 등장한다. 이춤은 아악부시절 배운 것과
『정재무도홀기』를 참고하여 ‘제1회 김천흥무용발표회’ 때 <가인전목단>을 재구성한 <모란만정>
을 1956년 국악원의 국악감상회를 통하여 국악원에 지금까지 그대로 전승되어온 종목 중에 하나이다.
현행 순서와 똑같다.
<춘앵전>은 1980년에 추어진 순서에서 수수쌍불, 좌우소전, 소수수, 도수아가 축약되어 현행의 춘
앵전과 같이 짧게 추어 졌으며 여전히 북채를 한삼 속에 잡고 춘다.
<하황은>은『정재무도홀기』를 근거하여 재현하였다. 김천흥은『정재무도홀기』에는 보이지 않는
좌우의 의물에 대해 『악학궤범』의 정재도설을 기준으로 배열하였다고 밝혔다.24)
24) 김천흥 글. 하루미·최숙희·최해리 편.『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 (서울: 민속원, 2005),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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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무>는 1977년 재현된 작품으로『정재무도홀기』를 근거해서 재현 하였다. 청·홍·흑·백 의
상을 입고 춤추며, <승전무>의 동작 중 쌍우리를 차용하는 등 다양한 춤사위로 구성하였다. 또한 똑같
은 진행과정이 앞뒤로 반복해서 나오면 팔의 춤사위를 달리 안무하여 변화를 주었다.
<제수창>은 『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된 작품이다.
<무애무>는 신라시대 원효대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춤으로 전대 2인과 후대 10인이 등장하는『정
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하였으며, 전대 2인이 무애를 잡는 과정에서 승전무의 북채 잡는 궤무(跪
舞)의 춤사위를 차용하였다.
<처용무>는 1980년 공연에 했던 순서를 축약하여 현행의 추어지는 처용무와 같은 순서로 공연 되었
다. 처용무의 기록은 『악학궤범』,『정재무도홀기』그리고 아왕직아악부 시절의 춤을 기록한 이병성,
성경린 노트25)와 김기수 무보(1956년) 등이 전해진다. 현행 처용무는 이왕직아악부의 처용무를 근거
로 축약하여 추고 있다.
<하성명> <오양선> <몽금척>은 1980년 재현 때와 같이 공연 되었다.
10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처용무> <춘앵전>은 원전을 축소, 재구성하여
축약해서 추었다. 문헌에는 구성대형, 이동경로, 회무나 이동시 팔의 동작, 중심무원이 움직일 때 나머
지 무원의 움직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승으로부터 학습한 것과 스스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무력을 동원하여 작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김천흥은 반복 되는 대형이나 기록에 보
이지 않는 춤사위 등은 그동안 스승에게 학습 받은 것과 다양한 춤 활동의 경험, 스스로 체득한 춤의 어
법으로 작품을 완성 시켰다. 김천흥은 정재의 계승을 당부하며 안무의 변을 남겼다.
“궁중무용은 조선조 왕조의 종말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하여 3~4종을 제외한 대부분은 반세기 이상을
문헌으로만 전할 뿐 재현을 보지 못해 항상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었다.......(중략)
우리 궁중무용 50여종 중에서 금년말까지 체질화(体質化)되는 것은 15종인데 나머지는 계속 노력을 해
서 되도록 빨리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재현 안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
고 다만 문헌에 상세하지 못한 경우에는 춤의 조화를 찾아 보완하거나 1920년대 나의 어린 시절에 배
운 바에 따랐다. 그리고 춤사위 없이 시간만 소요되는 창사는 대폭 축소 시켰다. 우아한 우리 전통예술
의 진수라 할 궁중무용을 재현하면서 후학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애써 체질화한 이 귀중한 예술을 부지
런히 갈고 닦아 면면히 전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26)

25) 당시의 기록은 김천흥과 함께 순종황제 오순 탄신 진연과 영친왕 환국 환영 공연에 무동으로 참여한 이왕
직아악부 2기생인 이병성(李丙星, 1909-1960): 피리 전공과 양금을 겸공 하였고 아악수·아악수장·아악사
를 역임)과 아악부 3기생으로 영친왕 환국 환영 공연에 무동으로 참여한 성경린(成慶麟, 1922-2008): 거문
고를 전공하였고 국립국악원 악사장,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고 연주자와 교육
자로 국악 발전과 계승에 공헌)이 이왕직아악부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개인적으로 필사한 무의(舞儀: 춤 의
식)에 춤의 순서와 음악 구호, 치어 등이 기록 되어있다.
26) 국립국악원(1981. 5. 18~19). 「전통무용발표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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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용발표회』
일시: 1981. 10. 27 (화, 19:00)
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주최: 국립국악원

재현안무: 김천흥 집박: 정재국, 김중섭 음악: 국립국악원 연주단
출연: 국립국악원 무용단(28명) 찬조출연: 국악고등학교(16명)
작품

성택

최화무

헌선도

수보록

문덕곡

육화대

근거

악학궤범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

악학궤범

악학궤범

정재무도홀기

소요시간

11분36초

13분15초

9분57초

12분9초

12분33초

11분54초

1981년 하반기 ‘전통무용발표회’는 10월 27일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상반기에 3종목을 재현하고 하반기에는 <성택> <최화무> <헌선도> <수보록> <문덕곡> <육화대> 6
종목 모두 재현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19명의 무용단과 여자연주단 9명을 포함하여, 국악고등학교 학
생 16명이 찬조 출연하여 44명이 출연한다.
<성택> <수보록> <문덕곡>은『악학궤범』을 근거로 재현하였고 <최화무> <헌선도><육화대>는
『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 되었다. <성택>은 반주음악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으며 활발하고 역
동적인 춤사위를 차용하였고, <최화무>는 오방색의 복식을 입고 다양한 춤사위 등을 사용하였다. <헌
선도>는『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하였는데 의물의 등장은『고려사』「악지」의 기록에 근거하
여 죽간자 창사 이후 좌우 의물이 진입하였다. <문덕곡>은 노래 중심의 춤인 만큼 악장을 한 번도 생략
안하고, 다만 축소해서 불렀다. 또한『악학궤범』에는 춤의 대형이나 춤사위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13명의 무용수가 다양한 대형과 춤사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재현의 작품들 중 <성택>은 반주 음악의 구성 변화를 주었으며, 반복되는 구성과 창사는 생략
하였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정적인 현재의 정재무대 보다도 화려하고 역
동적인 무대 구성으로 원전에 근거하면서도, 형식과 격식의 정재를 다변화 시켜 무대화 하려는 김천흥
의 정재재현에 대한 생각들이 엿보이는 점이다.
『 心韶 金千興先生 宮中舞樂發表會』
일시: 1981. 11. 9 (월, 14:00, 19:00)
장소: 문예회관 대극장

주최: 심무회

안무: 김천흥
구성: 이흥구 음향: 박선봉 조명: 김의중 무대감독: 서신원 음악: 국립국악원연주단
출연: 심무회 회원(12명) 국립국악원 무용단(19명)
작품

박접무

봉래의

고구려무

보상무

첩승무

연화대무

무산향

만수무

수연장

경풍도

근거

정재무
도홀기

아악부

정재무
도홀기

아악부

정재무
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아악부+
정재홀기

정재무
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소요
시간

6분
32초

13분
37초

5분
12초

12분
6초

13분
28초

8분
6초

9분
1초

9분

11분
13초

6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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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상하반기 2회의 전통무용발표회를 통하여 9종목의 정재를 재현하고 1981년 11월 9일 문예
회관 대극장에서 김천흥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심무회 주최로 ‘심소 김천흥선생 궁중무용발표회’를
갖는다. 12명의 심무회 회원과 19명의 국악원 무용단이 출연하여 1부에 <박접무> <봉래의> <고구려
무> <보상무> <첩승무>를 2부에 <연화대무> <무산향> <만수무> <수연장> <경풍도> 등 10작품을 발
표한다. 이미 발표한 <수연장(1977)> <무산향(1969)>을 제외하고 8종목을 재현하는 무대였다. <봉래
의> <보상무> <만수무>는 1920년대 이왕직아악부에서 학습한 기억과 홀기를 토대로 재현하였고, 나
머지 작품들은『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 하였다.
<박접무>는『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하였으며 심무회 회원들이 출연 하였다. <박접무>는 이
때의 재현 이후 국악원에 변함없이 그대로 전승되어 현재까지 자주 추어지는 춤이다. 이 공연에서 심무
회 회원들은 그동안 국악원 재현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큰머리를 착용하였다.
<봉래의>는 의물의 배설 없이 8명의 무원과 죽간자만 등장하고 국악원 단원들이 춤췄다. 이때의 재
현은 1927년경 아악부 시절 세분 선생의 학습을 토대로 무대와 시간성을 염두에 두고 재현하였다고27)
밝힌바와 같이 많은 악장들을 생략하였고 죽간자 구호를 만성환심(萬姓歡心)으로 불러 이왕직아악부
에서 학습한 봉래의를 재현하였다.
<고구려무>는『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되었으며 심무회 회원들이 출연했다. 1981년 이후
1982년 국악원 전통무용발표회에서 공연되어졌고, 1995년 한차례 재연된 이후 공연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무의 홀기에는 상대-엽무-혹면, 혹배-진퇴 선전이무 등의 간단한 대형만 기록으로 전하는데,
김천흥은 홀기의 대형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구성과 춤사위를 넣어 재현하였다.
<보상무>는 아악부시절 배운 춤을 토대로 재현하였는데,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스승인 이수
경에 의해 재연 전수 되었다고 한다.28) 1, 2, 3 대(隊)가 각각 보상반을 회무하는 대목은 시간의 소요로
2대만 회무하고, 나머지 1, 3대는 생략하여 원형을 지키면서 반복되는 구성은 축소시켜 지루함을 보완
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첩승무>는 『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 되었으며 심무회 회원들이 출연하였다. <문덕곡>과
같이 춤보다도 노래가 중심이 되는 춤으로 악장을 축소하여 10번의 창사를 모두 불렀다. 이는 정재 재
현에 있어 악장이 중심인지, 춤이 중심인지를 파악하여 무조건 시간의 제약을 적용해 창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특성을 살려 재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무산향>은 1969년 4회 김천흥무용발표회 때 추어진 춤으로 당시 심무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흥
구29)가 출연하였으며 현행과 똑같은 순서로 추어졌다.
27) 김천흥 글. 하루미·최숙희·최해리 편.『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 536쪽.
28) 김천흥 글. 하루미·최숙희·최해리 편.『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 585쪽.
29) 이흥구(李興九): 1940~1961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제1회 졸업생으로, 김보남, 김천흥, 한영숙
에게 한국무용을 사사 했다. 1980년 국립국악원에 입단하여 1996년~1998년 국립국악원 무용단 감독으로 재
직했고 그해 퇴직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기능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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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대무>는『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 되었다.
<만수무>는 아악부시절 학습한 것을 토대로 재현하였다고 밝혔는데30) 아악부에서 전승된 만수무와
『정재무도홀기』의 만수무의 차이는 족자(簇子)와 선도반(仙桃盤)의 유무이다. 이때의 재현은『정재
무도홀기』의 족자와 선도반을 사용하였다. 의상은 순조 기축년이 『진찬의궤(進饌儀軌)』무동복식을
근거하여 화금포(花錦袍)와 남질흑선상(藍質黑縇裳)을 여령복식으로 색감을 맞춰 입고 봉족자와 봉선
도반은 백우호령(白羽護領)과 백우엄요(白羽掩腰)를 착용하였다. 이 공연을 위하여 제작한 의상이었다
한다.
<수연장>은 아악부 시절 학습한 것을 토대로 재현하였다.『정재무도홀기』와 아악부의 수연장은 회
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정재무도홀기』는 좌우대가 교차하여 3바퀴(三匝) 돌고, 아악부의
회무는 S자 형태로 회무하여 다음 대형으로 진행하는데, 아악부시절 학습한 것을 토대로 재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경풍도>도 『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하였으며 심무회 회원들이 출연하였다.
이 공연을 위하여 심무회는 의상을 고증 제작하고 큰머리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족자나 보상반등 소
도구를 직접 만들어 공연을 준비하였다고 한다.31)
이번 공연에서도 김천흥은 1923년대 정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구성하였으며 지난 1980년과
1981년의 국악원 재현 공연에서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1923년 정재 재현시에 몸소 보았고 또 무동이였던 나로서는 사장된 정재를 모두 재현하여 궁중무용
의 맥을 이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늘 느끼어 왔으나 실제로는 의상과 의물 그밖에 여건 등으로 망
설여 오던 터였다. 그러나 국립국악원의 협력으로 작년부터 그 사업에 착수하여 이미 14종을 재현하였
다. 매회 공연 후에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어서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손질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역시 1923년대의 정재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되고 시간상의 문제로 창
사와 대형구성 춤사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씩 감축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32)

물적‧인적 자원을 구비하고 1980년에 1회, 1981년에 3회에 걸쳐 국립국악원과 심무회 공연을 통하여
아악부시절 학습한 춤 중 <춘앵전> <처용무> <가인전목단> <봉래의> <보상무> <수연장> <만수무>
등을 재구성 안무하여 무대에 올렸고, 문헌을 근거하여 20종의 춤을 재현안무 하였다.

30) 김천흥,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448쪽.
31) 하유미선생님과의 대담중, 2017. 7. 31.
32) 심무회 (1981. 11. 9), 「심소 김천흥선생 궁중무용발표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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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2년의 정재 재현
『전통무용발표회』
일시: 1982. 4. 7 (수, 15:00, 19:30)
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주최: 국립국악원

재현안무: 김천흥 집박: 정재국, 김중섭 음악: 국립국악원 연주단
출연: 국립국악원 무용단(20명) 찬조출연: 국악고등학교(15명)
작품

수명명

곡파

향령무

연백복지무

심향춘

아박무

근거

악학궤범

악학궤범

아악부

아악부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

소요시간

16분5초

10분4초

6분23초

20분15초

10분

9분29초

1982년 4월 7일 상반기 ‘전통무용발표회’가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수명명> <곡파> <향령무> <연
백복지무> <심향춘>33) <아박무> 6종목 모두 재현하는 공연 이었는데, 국악원무용단 20명과 15명의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찬조 출연하였다.
<수명명>과 <곡파>는 악학궤범에 근거하여 재현되었으며 <수명명>은 의물 15인을 입체적으로 배
열하였다.
<향령무>는 아악부시절 학습한 춤으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이수경선생에 의해 학습한 것을
근거로 재현되었다. 품자(品) 형으로 서서 계락(界樂) 곡에 맞춰 대형의 변화 없이 간단히 팔의 움직임
과 굴신으로 방울의 소리를 낸다. <향령무>는 이때의 재현공연 이후 다시 연행되지 않았다. <연백복지
무>도 아악부시절 학습한 춤과『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 하였다. <심향춘>은『정재무도홀기』
를 근거로 재현 하였고 큰절로 시작을 하였다. <아박무>도 4명의 무원이 등장하여 춤추는『정재무도홀
기』를 근거로 재현 하였으며 시작과 끝을 큰절로 하였다.

『전통무용발표회』
일시: 1982. 10. 13 (수, 19:30) 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주최: 국립국악원

재현안무: 김천흥 연습지도: 이흥구 집박: 이승렬, 정재국 음악: 국립국악원 연주단
출연: 국악원 무용단(19명) 찬조출연: 국악원 연주단(18명)
작품

근청전

박접무

초무

승전무

만수무

고구려무

장생보
연지무

진주검무

근거

악학궤범

정재무
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무형문화재

아악부+정재
무도홀기

정재무
도홀기

아악부

무형문화재

소요시간

15분20초

8분45초

6분40초

24분4초

11분45초

5분33초

16분54초

12분58초

33) 침향춘으로도 읽힌다. 창사에 심향정북리요지(沈香停北理腰脂)라는 말이 있어서 심향춘이라는 제목이 되었
다. 심향정(沈香亭):당명황(唐明皇, 현종)의 대궐 흥경지(興慶池) 동쪽에 있는 정자. 대궐의 모란을 흥경지에
옮 심고 양귀비와 꽃구경하며 즐기던 정자로, 열대에서 나는 향나무인 심향(沈香)으로 지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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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상반기에 6종의 정재를 재현하고 바로 하반기인 1982년 10월 13일에 ‘전통무용발표회’가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열린다.
19명의 국악원 무용단과 18명의 여자연주단들이 대거 찬조출연을 하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흥구
가 연습지도로 프로그램에 기록되었다. <근천정> <박접무> <초무> <승전무> <만수무> <고구려무>
<장생보연지무> <진주검무> 등 8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승전무>와 <진주검무>
를 제외하고 6작품에 ‘재현’이라고 표시 되어 있지만 이미 1981년도 ‘심무회’ 주최 심소 김천흥선생 궁
중무용발표회에서 <박접무> <만수무> <고구려무>가 재현되어 공연되어져서 실상은 <근천정> <초무>
<장생보연지무>가 재현되는 셈이다. <근천정>은『악학궤범』을 근거로 재현되었고 선모는 홍의(紅
衣), 좌협무는 남의(襤衣), 우협무는 녹의(綠衣)를 입고 족자는 백우호령(白羽護領)과 백우엄요(白羽掩
腰)를 입고 있다.
<박접무> <만수무> <고구려무>는 1981년 ‘심무회’ 공연 때와 거의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만
<만수무>의 봉선도반 나오는 위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뀌었는데, 좌측에서 나와 서쪽을 향하여 앉
는 것이『정재무도홀기』의 기록이다. <박접무>는 1981년 공연과 1982년 공연의 연행시간이 2분13초
차이가 있다. 1982년 공연에서는 전년도 공연을 좀더 다듬어 대형 사이에 약간에 춤을 더 넣었고, 극장
의 크기 차이로 대형 진행의 박자 수에 차이가 좀 있었다. 또한 환대이무(換隊而舞)에서 1981년도에는
동서가 먼저 환대했고 1982년에는 남북이 먼저 환대하는 차이를 보였다. <고구려무>는『정재무도홀
기』에는 6명의 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의 공연에서는 8명의 무원이 춤을 춘다.
<초무>는 『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되었는데 홀기에는 2명의 무원으로 아주 간단한 무보만
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현공연에서는 다양한 춤사위로 6분40초를 춤춘다.
<장생보연지무>는 오방색 의상을 입고 1920년대 아악부 시절 학습한 춤으로 재현하였으며 1956년
국악감상회에서 공연된 기록이 있다. 선모의 치어가 『정재무도홀기』에는 흠유아 성상일덕(欽惟我 聖
上一德)이고 아악부 때에는 흠유아 전하일덕(欽惟我 殿下一德)으로 성상(聖上)을 전하(殿下)로 낮춰
부르는데 아악부때의 창사를 그대로 불렀다. 그리고 사변 산작화무에서 오변 수수무로 넘어가는 과정
이『정재무도홀기』는 좌우일불일전(左右一拂一轉)이고 아악부때에는 우삼전이퇴(右三轉而退)로 기
록되어있는데 이때의 공연에서는 아악부의 기록으로 오른쪽으로 세바퀴 돌며 오변으로 진행한다.
이때의 공연에서는 국악원의 이전의 공연에서 보이던 족두리와 비녀의 머리 장식에서 큰머리가 등
장하였다. 복식도 의궤에 기록된 무동의상의 색감 등을 적용, 여령화하여 최대한 고증에 맞춰 입으려는
노력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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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3년의 정재 재현
『전통무용발표회』
일시: 1983. 6. 7 (화, 19:30)
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주최: 국립국악원

재현안무: 김천흥 연습지도: 이흥구 집박: 정재국, 김중섭 음악: 국립국악원 연주단
출연: 국악원 무용단(20명)
작품

학·연화대·처용무합설

근거

악학궤범

소요시간

28분58초

헌천화

오양선

첩승무

무산향

봉래의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
6분18초

13분40초

13분28초

9분1초

아악부
13분37초

*참고 영상이 없는 관계로 가장 근접한 같은 공연을 참고하여 소요시간을 작성했다.

다음 해인 1983년 6월 7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상반기 ‘전통무용발표회’가 열린다. 기존 공연
에 비해 여자연주단이나 국악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출연기록은 없고 19명의 국악원 무용단만
출연하였다. 작품의 인원 구성으로 보아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처용무는 기존처럼 남자 연주단
이 출연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연화대·처용무합설> <헌천화> <오양선> <첩승무> <무산향>
<봉래의>의 6종목이 공연 된다. <헌천화>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을 제외한 4작품은 국악원 재현
무대와 심무회 주최 김천흥 전통무용발표회에서 이미 재현 되었다.

『전통무용발표회』
일시: 1983. 11. 25 (금, 19:30) 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주최: 국립국악원

재현안무: 김천흥
연습지도: 이흥구 집박: 정재국, 이동규 음악: 국립국악원 연주단
출연: 국악원 무용단(19명) 찬조출연: 국악고등학교(21명)
작품

수연장

사선무

경풍도

봉래의

첨수무

선유락

근거

아악부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

아악부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

소요시간

11분13초

6분57초

6분23초

13분37초

5분2초

11분8초

*참고 영상이 없는 관계로 가장 근접한 같은 공연을 참고하여 소요시간을 작성 하였다.

1983년 11월 25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전통무용발표회’가 열렸다. 19명의 무용단원과 선유
락의 집사기와 동기로 4명의 연주단과, 21명의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찬조 출연하였다.
<수연장> <사선무> <경풍도> <봉래의> <첨수무> <선유락>을 발표한다. <선유락> 외에는 이미 재
현된 작품들로 구성 되어졌다. <선유락>은 1975년 제자 ‘송성희 무용발표회’ 때에 김천흥의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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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무대에 올렸으나, 그때는 개인발표회로 무원의 구성과 소품 등을 다 갖추진 못했을 것으로 추측
되고, 김천흥도 1983년의 <선유락>을 재현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선유락>은 국악원 무용단 19명과
국악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 21명과 국악원 남녀연주단 4명이 집사기와 닻과 돛을 잡고 있는 동기 역할
인 집정·집범을 맡았다. 총44명의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였다.『정재무도홀기』에 기록된 선유락의
구성은 내원 10명, 외원 32명, 동기(집정·집범) 2, 집사기 2명으로 총 46명으로 김천흥은 문헌에 기록
된 인원에 맞춰 재현을 시도하였다. 위에서 밝혔듯이 국악원 자료실에는 1987년 국악원 서초동 청사
개원 이전의 자료는 모두 갖춰져 있지 않다. 정재 재현 시기인 1980년부터 1983년까지 4년간 ‘전통무
용발표회’ 영상 자료는 1980년 1종, 1981년 3종, 1982년 2종, 1983년도 상·하반기 전통무용발표회의
영상기록은 찾을 수 없고 프로그램만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영상자료가 없는 종목 중 <학연화대처용
무합설>은 ‘84 무용예술큰잔치(1984.11.12)’로, <선유락>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축
전(1986.11.12)’로 <헌천화>는 ‘전통무용·정가·농악과 사물놀이(1988.7.5)’로 <첨수무>는 ‘전
통무용발표회(1993.4.30) 등의 영상들을 참고 하여 살펴보았다.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은 먼저 처용 5인이 평진으로 걸어 들어와 처용무를 전바탕 추고 학 4마리가
사방에서 날아 들어와 다양한 대형과 춤사위로 춤추며 무대 후면에 배설된 4개의 연통으로 가서 쪼으
면, 4명의 동기는 연통에서, 다른 4명이 동기는 좌우에서 나와 8명의 동기들이 화려하게 춤추다가 다시
처용과 학이 나와 조화롭고 화려한 합설의 구성으로 춤춘다. 『악학궤범』에 근원을 두고 재현 하였지
만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김천흥의 안무력이 더하여져 다양한 대형과 춤사위, 각 춤들의 조화와 무대
구성력이 돋보이는 정재 작품 중 가장 화려하고 장중한 작품이다.
<선유락>은 1983년 재현 당시에는 44명의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였다. 1986년 공연에는 26명의 무
원과 동기와 집사기 등 30명으로『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현 되었다. 14명의 내원은 배에 연결된
뱃줄을, 14명의 외원과 돛 위에 연결 된 끈을 잡고 돌다 뱃줄을 내려놓고 서로 상대(相對) 상배(相背)
환대(換隊)하며 춤춘다. 내원과 함께 외원은 돛 위에 연결된 뱃줄을 잡고 춤추는데 화려한 색의 뱃줄을
연결하여 화려함이 더욱 돋보이게 안무하여 김천흥의 무대 연출 감각이 드러난다. 또한 홀기의 기록은
매우 간략하여 회무와 어부사(漁父詞)의 기록 외엔 없고 춤에 관한 구체적인 대형이나 춤사위 기록은
없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록을 가지고 다양한 구성과 춤사위로 안무하여 현재의 선유락이 탄생된 것은
김천흥의 안무력과 예술성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헌천화>는 1969년 제4회 김천흥 무용발표회 때 공연되어진 바 있다.『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재
현되어 현재까지 전승되어 추어지고 있다.
<첨수무>는 현재의 검기무가 검을 바닥에 놓고 시작하는데 첨수무는 박을 치고 춤이 시작 되면 악사
가 검을 들고 들어와 무대에 놓고 나가는 점만 다르다.
김천흥은 1980년부터 1983년까지 4년간 문헌을 근거로 30여종을 재현하였고 아악부에서 학습한 정
재 중 12종목을 재구성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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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3년 이후 정재 재현과 활동
1985년 9월 4일 전통무용발표회에서 이미 재현된 5종목과 함께 <검무>가 공연된다. 검무는 1920년
아악부 시절에 학습을 안했고 공연 종목에 편입되지 않았던 종목으로 1910년 여기가 해산되고 민간의
권번으로 파생된 <검무>를 1940년대 조선권번에서 사무원으로 있던 때에 기생들의 <검무> 동작 등을
참조하여 제1회 김천흥무용발표회에서 공연하였고 이것을 다듬어서 홀기를 근거로 재현한 것이라 한
다.34) 이렇게 김천흥에 의한 재현작업은 1985까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 이후 김천흥은 1992년에
<사자무>와 <학무>를 재현 발표하게 된다.
1992년 9월 29일 김천흥의 무악생활7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린다. ‘심무회’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
무> <춘앵전> <검무> <사자무> <무산향> <학무> <처용무>와 <살풀이>, <승무>를 공연하였다. 이 공
연에서 김천흥은 70주년의 기념의 공연이지만 특별한 공연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재무도홀기』
를 근거하여 동작 및 사자탈을 문헌에 가깝게 새로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사자무>는 1972년 제5회,
1975년 제6회 김천흥 무용발표회에서 이미 공연 되어졌었는데 홀기를 근거로 보완하여 재현하였다고
한다.35) 영상에서 확인한바 사자탈의 입이 오므렸다 벌어졌다 하며 눈, 귀, 눈썹이 움직여 더욱 생동감
있고 힘이 있어 보였다. <학무> 또한 <사자무>와 같이 1972년과 1975년 공연되어졌는데 1992년 학탈
을 홀기의 기록을 참고하여 만들었고 춤도 공연 했던 학무를『정재무도홀기』를 근거해서 다듬고 정리
하여 재현하였다.
<표3> 김천흥 정재 재현표
일시

공연명

장소

종목

안무

1977.4.13

춘계정기
발표회

국립극장
소극장

수연장, 헌선도, 사선무, 아박무(안무:문일지)

재현안무:
김천흥

1980.6.16

전통무용
발표회

국립극장
소극장

오양선, 춘앵전, 승전무, 몽금척,
처용무, 향발무, 하성명

재현안무:
김천흥

1981.5.18
~19

전통무용
발표회

국립극장
대극장

가인전목단, 춘앵전, 하황은, 사선무, 하성명,
제수창, 오양선, 무애무, 처용무, 몽금척

재현안무:
김천흥

1981.10.
27

전통무용
발표회

국립극장
대극장

성택, 최화무, 헌선도, 수보록, 문덕곡,
육화대

재현안무:
김천흥

1981.11.9

궁중무용
발표회

문예회관

박접무, 봉래의, 고구려무, 보상무, 첩승무,
연화대무, 무산향, 만수무, 수연장, 경풍도

재헌안무:
김천흥

1982.4.7

전통무용
발표회

국립극장
대극장

수명명, 곡파, 향령무, 연백복지무,
심향춘, 아박무

재현안무:
김천흥

1982.10.
13

전통무용
발표회

국립극장
대극장

근천정, 박접무, 초무, 승전무, 만수무, 고구려무,
장생보연지무, 진주검무

재현안무:
김천흥

1983.6.7

전통무용

국립극장

학연화대처용무합설, 헌천화, 오양선, 첩승무,

재현안무:

34) 하유미선생님과의 대담 중, 2017. 7. 31.
35) 김천흥 글. 하루미·최숙희·최해리 편.『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 636-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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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공연명

장소

종목

안무

발표회

대극장

무산향, 봉래의

김천흥

1983.11.
25

전통무용
발표회

국립극장
대극장

수연장, 사선무, 경풍도, 봉래의,
첨수무, 선유락

재현안무:
김천흥

1984. 9. 4

전통무용
발표회

국립극장
대극장

하황은, 장생보연지무. 검무. 곡파. 무산향.
가인전목단

1992.9.29

무악생활
70주년
기념공연

국악원
소극장

일무, 춘앵전, 검무, 살푸리, 사자무, 무산향,
학무, 승무, 처용무

재현안무:
김천흥

Ⅳ. 정재 재현 관련 이야기
국악원무용단의 시작은 KBS 방송전속국악연구생부터로 볼 수 있다. 1923년 순종황제 탄신오순기념
공연을 위하여 이왕직아악부 출신 무동들의 어전 공연을 시작으로 1902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진연
을 끝으로 단절되었던 정재의 맥은 이왕직아악부 6기생까지 근근히 이어져왔다. 1951년 국립국악원이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개원하고 이곳에 ‘일소당’이라는 극장에서 1956년부터 국악강습생들을 위해 마
련한 공연인 ‘국악 감상회’에서 악·가·무 종합형태의 공연을 하게 된다. 이 공연은 정재와 민속무용
등 두 작품의 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는 국악원 내 무용단이 없었던 때로, 김천흥과 김보남 문
하생들이 공연을 담당하였다. 1958년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유능한 국악사 양성을 목적으로 여자 국악
연수생을 모집하여 악·가·무를 교육하였는데 이 때 춤 교육은 김천흥이 담당하여 정재 등을 가르쳤
다. 이들을 ‘KBS 국악연구생’이라 칭하고 1959년 6월부터 국악원 주최 국악감상회에서 정재의 공연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962년 이들 연구생 중 1기생과 2기생 22명이 국립국악원 여자 연주원으로 흡
수되어 국립국악원의 공연에서 무용을 담당하게 되니 이들이 국악원 무용단의 초창기 멤버가 된 셈이
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립국악원에 여악사가 없었으니 1910년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악원에 여
악(女樂)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악사들은 정재 뿐 아니라 악기연주와 가곡 등을 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무용담당 단원들은 1970년대를 거쳐 소규모로 유지되어 오다가 1980년 재현작업을
위하여 단원들을 증원하게 된다. 1980년 첫 번째 정재재현 작업에 38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무용전공
23명중 경기민요를 전공한 이금미를 제외하고 1980년 이전에 무용담당 단원들은 8명 정도에 불과했고
1980년 1월 1일부로 14명의 단원들이 발령을 받아 22명이 되었다. 이때에 <처용무>는 남자 연주단(이
동규, 김종식, 김응서, 김재원, 배양현)이 담당하였다. 국립국악원이 개원하고 ‘국악감상회’등 여러 공
연에서 <처용무>는 계속 공연 되어 왔었고 출연은 연주단 맡았다. 연주단이 <처용무>를 춤추고 공연
하는 것은 이왕직아악부의 전통으로 당연한일로 여겼을 것이다. 1986년 국악원 무용단에 남자 단원들
이 입단하면서 그들이 <처용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처용무>는 남성춤이라는 인식이 계승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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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정재 공연은 춤뿐만 아니라 의물과 소품을 옮기는 역할 등 많은 출연진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공연에서는 10명의 여자 연주단이 참여해서 <하성명>의 의물을 담당했다. 이후 여자연주단들
은 1980년대 재현공연에서 춤뿐만 아니라 의물의 역할을 수행하여 부족한 무용단의 역할을 해 주었으
며 국악고등학교 학생들도 꾸준히 찬조 출연하여 정재 재현 사업에 일조를 하였다.
1980년도 이전까지는 무용 연습을 위한 무용단의 공식적인 연습실이 없었다. 1973년도 장충동의 현
국립극장이 신축되기 이전에 국립국악원은 국악고등학교(현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 자리) 2층에 조그
만 연습공간과 강당, 사무실 등에서 생활하다 국립극장이 신축되면서 국립극장 소극장(현 달오름극장)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셋방살이를 하였다 한다. 2층에는 조그만 정악반과 민속반 연습실이 있었고 원로
선생님들이 쓰시던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무용연습 공간이 없어 정악반과 민속반의 연
습시간을 비껴가며 사용했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로비와 공연이 없는 날에는 소극장 무대를 전전하
며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1980년 인원이 보강되고 공연을 위한 연습공간이 부족하니 대극장 지하의
극단연습실을 빌려 쓰거나 화장실 앞이라도 공간만 있으면 찾아다니며 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공연이
임박해서는 주로 국립극장 3층 로비에서 연습을 이어나가 공연하였다 한다. 지금의 환경과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조금의 불평이나 말들이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선생님들의 지
도에 따랐다한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풍요로운 공연 환경 속에서도 막상 공연을 하려면 곤란한 일들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연을 목표로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
여 정재 재현 공연이 가능했던 것 같다.
1970년대까지 소규모 단원들의 공연에서 1980년대 재현공연에서 대규모의 단원들이 무대에 오르려
니 의상 및 소품 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몇몇 의상과 의물, 소품들을 준비
하고도 부족한 의상들은 기존에 보유했던 것을 총동원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초기『악학궤범』에 근거
해서 재현한 작품들은 조선초기 여기복식과 형태는 달라도 최대한 문헌에 맞춰 색깔 등을 맞춰 입었으
며, 후기『정재무도홀기』에 의한 재현작품들은 기본 여기복식에 순조 진찬의궤(1829)를 근거로 최대
한 의상을 갖춰 입으려한 흔적들이 엿보였다. 또한 특별히 기록되지 않은 작품들은 황초단삼(黃綃單
衫)의 기본의상만을 입지 않고 의궤에 기록된 무동복식을 근거로 여령복식에 색감 등을 맞춰 다양하게
의상을 입어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를 연출하였다. 그러면서도 <장생보연지무> <최화무> <사선
무>와 <오양선> 등의 의상은 의궤의 복식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방색 의상을 착용하였는데, 이
는 이왕직아악부 때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1980년 재현당시 머리 장식은 지금과 같이 큰머리가 아니
고 족두리에 비녀였는데 1981년 심무회 주최 김천흥 궁중무용발표회 때 큰머리가 처음 등장 하였다.
이후 1982년 10월 국립국악원 공연에서도 큰머리가 등장하였고 이후 큰머리와 족두리를 번갈아 사용
하다 1990년대 큰머리로 정착되었다. 또한 춘앵전의 공연에서 7색의 긴한삼 속에 북채을 잡고 뿌리는
데, 이는 큰 무대에서 독무인 춘앵전의 춤사위를 확대해 보이고 풍성한 한삼의 움직임을 강조하려는 듯
보였다. 소품의 제작도 어떠한 표본 없이 처음 만드는 것들이어서 제작자가 몇 번을 오고가며 교정을
보아 어렵게 완성시켜 무대에 올렸다 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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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재재현 당시의 무용단원의 상황, 연습실 환경과 의상, 소품, 등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때의 상황은 연주단이 의물을 들고 무원으로 합세하여 춤을 춘다든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연습하고
심지어 화장실 앞이라도 공간만 있으면 연습했고, 부족한 의상이라도 최대한 원전에 맞게 입어 재현하
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는 김천흥이 정재재현 작업에 예술적 열정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정재의 맥을 이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루어낸 결과인 것이다.

Ⅴ. 나오며

지금까지 심소 김천흥의 정재 재현 작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재 재현작업의 기반이 되었던 김천
흥의 예술 활동을 문헌을 통해 알아보았고 1980년대 정재 재현에 대하여 재현당시의 영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근거한 문헌과 연행시간, 재현에 중점을 둔 점과 재현에 관련된 제반 이야기들도 알아보았다.
정재 재현의 뿌리가 된 것은 이왕직아악부 시절 학습한 12종목들이다. 이 종목들 중에는 <처용무>
<춘앵전> 과 같이 근근이 공연되어져 전승된 것도 있고, <무고> <포구락> <가인전목단>처럼 아악부
시절 학습하여 어전(御前) 공연과 기록공연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원형에 바탕을 두고 형식의 변화
를 주고 무대적인 감각을 살려 재구성한 작품도 있다. 또한 아악부 때의 기록 노트를 바탕으로 1920년
대의 기억과 현존하는 문헌을 참고하여 재현한 작품으로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수연장> <보
상무> <봉래의> <향령무> <만수무> 등의 작품이 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4년간 김천흥에 의한 정재 재현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1977년 시
도된 정재 재현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현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9차례의 전통무용발표회를
통하여 문헌을 근거로 30여종의 정재가 재현 안무 되었고 12종의 아악부시절의 정재는 재구성 안무되
어 정리되고 다듬어 졌다. 이 기간은 정재재현의 황금기로 재현이 가능한 거의 모든 종목이 무대에 올
려 졌으며 현재까지 국악원 무용단에 전승되어 국악원 정재의 핵심이 되었다. 현재까지 각 시대별 문헌
에 수록된 정재는 57종인데, 그중 55종이 재현 되었다. 나머지 두 종목은 <교방가요> <관동무>이다.
<교방가요>는 독립된 정재라기보다는 임금의 대가 행로에서 가요를 올릴 때 <학무>와 <연화대무> 등
을 올리는 행사의 일환으로 100명의 기녀들이 가요를 부르는 종목이다. <관동무>는 아직까지 관련 홀
기가 발견되지 못한 종목이다. 아악부 시절의 정재 12종목과 문헌에 기록된 정재 33종목을 합하여 45
종의 정재가 김천흥에 의하여 재현, 재구성되어 글로만 기록되어진 정재에 생명을 불어 넣어 오늘날까
지 살아 숨쉬는 다양한 정재의 레파토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천흥의 뒤를 이어 정
재를 담당한 이흥구에 의하여 1993년에 발견된『무동각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망선문> <춘광호>
<영지무> <연화무> <춘대옥촉>등 5종과 <항장무>가 재현 되었고, 이흥구의 뒤를 이은 하유미37)에 의
36) 하유미선생님과 1980년~1983년에 전통무용발표회에 무용으로 참여한 이화정(무용), 이금미(경기민요), 황
애자(해금), 김미숙(거문고)의 대담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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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광수무> <공막무>가 재현되었다. 이로써 문헌에 기록된 57종의 정재 중 <교방가요>와 홀기가
발견되지 않은 <관동무>를 제외하고 제례의식의 춤인 <보태평> <정대업>을 합하여 55종은 정재가 모
두 재현 되었다.
<표4> 김천흥 문헌근거 정재 재현표
악학궤범

정재무도홀기

이왕직아악부

향발무,하성명,문덕곡,
수보록,문덕곡,수명명
곡파,근천정,
학연화대처용무합설

오양선,몽금척,하황은,사선무,제수창,무애무,
최화무,헌선도,육화대,박접무,고구려무,첩승무,
연화대무,무산향,
경풍도,심향춘,아박무,초무,헌천화,
선유락,첨수무,검기무,학춤,사자춤

무고,포구락,보상무,
봉래의.처용무,춘앵전,
향령무,만수무,수연장,
장생보연지무,연백복지무,
가인전목단

9종

24종

12종

정재 재현에 연행된 시간을 보면 특별한 몇 종목(학연화대처용무합설, 처용무, 연백복지무. 장생보
연지무)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10분내외 였다. 물론 요즘은 연행시간이 10분이 넘어가면 지루하다하여
점점 축소, 생략되어지는 경향이 많으나 만약 홀기의 기록대로 다 연행한다면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어
야 한다. 김천흥은 정재재현에 있어 반복되는 구성, 춤사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창사는 과감히 생략
축소했다. 그러면서도 원형의 훼손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무대화로 재현 하였다. 물론 정재는 창사의
의미가 중요한 춤이다. 그러나 현대는 한자를 쓰는 시대가 아니므로 아무리 좋은 가사 내용도 이해를
못한다면 지루함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정재의 무대화에서 창사의 생략과 축소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재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정재에 관련 홀기가 기록된 문헌으로는『고려사』「악지」『악학궤범』『정재무도홀기』가 있다.
김천흥은『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24종을 재현했다.『정재무도홀기』에 전하지 않는 8종과 세 홀기
모두 기록이 있는 <향발무>를 포함하여『악학궤범』을 근거로 9종을 재현을 하였고,『고려사』「악
지」에 의한 재현은 한 종목도 없었다.『고려사』「악지」는 무원(舞員) 수와 가사를 중심으로 기록되
어 춤의 이동경로나 동작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악학궤범』에는 구성대형, 이동경로, 춤
사위, 중심무원이 춤출 때 나머지 무원의 움직임 등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있다.『정재무도홀
기』는『악학궤범』에 상세히 기록된 설명들은 반복하지 않고 생략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김천흥
의 정재재현은 주로『정재무도홀기』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문헌에 의한 재현이 아니라 여러 문헌의 통합적인 분석과 스승에게 학습 받은 경험, 민속무와 탈춤의
경험과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통달하고 몸에 밴 예술적 영감과 「무형문화재보고서」등 여
37) 하유미(河瑠美): 1972년 국악원 연주원으로 입단하여 퇴직한 후, 1989년 재입단하여 지도위원 안무자를 거
쳐 2014년에 퇴직하였다. 김천흥-이흥구-하유미의 궁중무용 계보를 이루며 ‘궁중의 한나절 정취를 찾아
서’(1999) ‘정재들여다보기기’(2001) ‘태평서곡(2001)’등을 재구성안무하는 등 이전의 정재 소품 레파
토리 구성 발표 형식에서 탈피하여 정재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 한편 공연을 극화시켜 재미를 더한 무대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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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저술활동으로 쌓여진 지식들이 축척되어 정재재현 작업에 반영되었으리라 본다. 그 결과 글로만의
추상적인 기록을 근거로, 다양한 대형의 구성, 이에 따른 춤사위의 연구와 그의 예술성과 안무력이 더
하여져 오늘의 정재로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 세기를 춤으로 살아온 김천흥 만이 쌓을 수 있는 금자탑 인 것이다.
김천흥은 삶의 다양한 예술적 활동과 정재와 민속무를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악·가·무 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무대연출의 기법 등을 이용하여 재현 가능한 모든 종목의
정재를 재현하였다. 김천흥의 이러한 정재 재현이 큰 뿌리가 되어 후에 국악원 정재를 담당한 이흥구와
하유미에 의한 나머지 종목의 정재 재현이 가능했다. 그리고 후에 국악원의 정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
획되고 공연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김천흥의 정재 재현은 우리나라 정재의 맥을 이었을
뿐 아니라 정재 콘텐츠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고 오늘날 국립국악원이 존재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김천흥의 태산 같은 춤 활동과 예술적 행적, 업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놀라며 정재의 단편
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정재 전공자라 내세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앞선다. 또한 그동안 재미라는 이
유와 행사 연출이 목적이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김천흥에 의해 살아 숨 쉬는 정재로 탄생한 종
목들이 이름만 유지하며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다양한 정재의 연
행과 전승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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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심소 김천흥은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고 불리는 궁중무용의 대표적인 인물로 1922년 열세 살 때 이
왕직아악부 2기생으로 들어가 1923년 3월 25일 『순종황제 오순 탄신경축진연』때 순종황제 앞에서
궁중무용을 추었다. 김천흥이 이왕직아악부에서 접한 궁중무용으로는 <가인전목단>, <무고>, <보상
무>, <수연장>, <연백복지무>, <장생보연지무>, <처용무>, <춘앵전>, <포구락> 등 이다. 이왕직아악
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김천흥은 1980년도부터 국립국악원 주최 『전통무용발표회』를 통해 궁
중무용을 복원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왕직아악부의 궁중무용공연은 3회의 어전공연과 1회의 해외공연, 그 외 이습회 등의 공연이 있었
다. 어전공연은 첫 번째로 1913년 9월 9일 『고종 탄신 62세 축하연』1), 두 번째 1923년 3월 25일 『순
종 탄신 오순 축하연』2), 세 번째 1930년 7월 10일 『영친왕 환국 환영연』3)등이 있었다.4) 어전공연에
서 <가인전목단>, <무고>, <수연장>, <장생보연지무>, <춘앵전>은 매번 공연되었다. 이 중 김천흥이
이왕직아악부에서 직접 추었던 <무고>5)와 9변으로 나누어져 춤의 절차가 잘 나타난 <장생보연지무>6)
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의궤』나 『홀기』의 기록은 옛 춤의 원형에 실마리를 제공할 뿐 전체적
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복원자의 경험이나 미적 태도, 의식이 반영되
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심소 김천흥의 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결실인 궁중무용 복
원 작품을 연구하여 거기에 드러난 심소 김천흥의 궁중무용 복원양상과 창조정신 살펴보고자 한다.

1) <항장무>, <포구락>, <선유락>, <무고>, <장생보연지무>, <향령무>, <춘앵전>, <검기무>, <가인전목단>, <헌
선도>, <수연장>, <승무>.(김영희(2016),「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과 이왕직아악부」, 『순종 탄신 오순 경축
연의 시대적 의미 조명』 자료집, 28쪽 참조.)
2) <가인전목단>,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무고>, <포구락>, <보상무>, <수연장>, <춘앵전>.(김영희
(2016),「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과 이왕직아악부」, 『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의 시대적 의미 조명』 자료집,
29쪽 참조.)
3) <처용무>, <춘앵전>, <무고>, <보상무>, <봉래의>, <가인전목단>, <향령무>, <장생보연지무>, <수연장>, <만
수무>.(김영희(2016),「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과 이왕직아악부」, 『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의 시대적 의미
조명』 자료집, 30쪽 참조.)
4) 1940년 11월 9일 일본황기 2600년 봉축공연, 이습회 공연 등.(김영희(2016),「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과 이
왕직아악부」, 『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의 시대적 의미 조명』 자료집, 36~37쪽 참조.)
5) 고려 충렬왕 때 시중 이혼이 영해에 유배되었을 때 해상에서 부사를 얻어 북을 만들었다. 그 북소리가 웅장
해 두드리며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무고이다. 고려사｢악지｣에는 무원은 2인, 창사는 정읍사를 노래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조선조 성종 때에는 무원이 8인으로 증가되어 8인 전원이 북채를 들고 추었고,
조선후기 순조 29년 효명세자가 창사인 정읍사를 한시로 바꾸고 원무가 4인으로 축소되고 협무가 18인이 등
장하였고, 이후 협무가 8인, 4인 으로 무원의 변화가 있다.
6) 순조 29년에 순조의 보령 40세와 즉위 30년을 경축하기 위해 효명세자의 예제로 만들어져 초연된 춤이다.
송나라 황제의 생신 때 쓴 <장생보연지악>의 곡명을 <장생보연지무>의 명으로 수용하고, 춤 이름을 헌종 14
년 무신진찬에서 <장춘보연지무>로 개명하고, 고종 14년 정축진찬에서 다시 <장생보연지무>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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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은 궁중무용의 절차가 잘 나타난 고종30 계사년 정재무도홀기(이하 ‘『정재무도홀
기』’)와 김천흥이 복원한 궁중무용영상(이하 ‘영상자료’)을 비교하되 김천흥이 이왕직아악부에서 궁중
무용을 접하였으므로 이왕직아악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 「노트」를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영상자료로는 김천흥이 정재를 복원했던 시기(1978~1987)7)의 국립국악원 주최
『전통무용발표회』에서 추어진 <무고>, <장생보연지무>를 검토할 것이다. 정재무도홀기와 영상자
료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특징을 알아보고,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 「노트」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김천흥이 복원한 궁중무용의 복원양상과 창조정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1980년대 궁중무용 복원작업의 배경과 과정
김천흥은 1950~60년대에 개인공연을 통해 이왕직아악부에서 배운 궁중무용을 바탕으로 <대고무>,
<농구희>, <선도희>, <채구희>, <모란만정> 등을 안무하며 창작활동을 하였다. 이후 1978년 국립국악
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궁중무용 복원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다. 김천흥은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김천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인제 그래 가지구 그렇게 열댓 가지를 배웠어요. 그랬는데, 궁중무가 기록은 그 후에 찾아보니깐….
그전엔 찾지도 않았지, 뭐. 찾아보니깐 쉰 몇 가지가 있어요. 기록으로, 정재홀기로, 무도홀기로, 쉰 몇
가지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는 인제 70년대 지나서 80년대 모두 했는데 민속무용단이 모두 생겨서 서울
시립 …(중략)… 우리선생님이 가르치신, 홀기를 보고 가르치시고, 홀기에 준해서 가르치셨고…. 그렇
게 추셨는지 모르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래두, 우리 선생님 가르치신 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가 추고 그러는데, 이것이 해서 수요를 늘려 놔야겠다. **는 자꾸 늘어나는데, 국악원이 늘고 모두
단체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80년대 그 국악원에다 진정을 허기를…. 그때 무용단이 있었어
요. 여자 무용단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인제 가르쳐서, 가르쳐서 발표도 하고, 그것을 재현 작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8)

위의 내용을 보아 1970~80년대 민속무용단이 생겨나고, 무용계의 민속학자들이 많은 민속무용을 발
굴하여 무대 위에 공개되며 김천흥은 이왕직아악부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록으로만 남겨놓을 건가에
대한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 끝에 김천흥은 궁중무용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요를 늘리고자 하였
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에 궁중무용 복원작업을 제안하여 국립국악원 무용단을 통해 복원되어 공연된
7) 본 연구에서는 박은영의 춘앵전(보고사, 2008, 50~57쪽 참조.)의 분류방법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1. 이왕직아악부양성소시절(1922~1950) 2. 국립국악원 개원 및 김천흥무용연구소 개소(1951~1967)
3.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 지정(1968~1978) 4. 국립국악원 연구원 피명으로 궁중무용재
현시기(1978~1987) 5. 개별활동시기(1988~2007)
8) 김천흥 구술, 김영희, 서한범 채록.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05 『김천흥金千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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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 진다.
앞의 내용과 함께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김천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렵지만 어떡해? 그때야 뭐 어떡해. 그 이, 어떤 것은 문장이 알 수가 없어. 동작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어. 앞으로 나갔다, 뒤로 나갔다, 예를 들면 돌았다, 팔을 어떡했다는 건 없어. 그걸 어떡하느냐 말이
야, 그 기록이. 그러니깐 그거 내가 생각을 어렌지해가지고, 이것은 안 들고 올라갔으니깐 이것은 들면
서 올라간다든지, …(중략)… 형태 구성도 좀 다양하게 맨들고…. …(중략)… 시각적으로 변태가 오구,
사방을 짰으면 오방을 짰고, 오방을 짜면 사각이 되구. 똥그래미가 몇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맨들
수 있잖아? 기록이 있으니깐?｛보기 좋게｝그렇게 맨들었어요. 그래서 궁중무 하나는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어?9)

다음은 1982년 4월 7일 『전통무용발표회』 팸플릿 내용의 일부분이다.
呈才는 삼국시대부터 朝鮮王朝에 이르기까지 宮中에서 추어지던 춤이다. 朝鮮王朝가 끝남과 때를 같
이하여 대부분의 呈才는 단절되고 전승된 것은 9種에 불과하다. 그래서 國立國樂院은 呈才의 재현 사
업에 착수하여 1980년에는 響鈸舞등 4種을 재현하고 1981년에는 四仙舞등 20種을 재현하여 모두 24種
을 재현했다. 그러니깐 현재 보유한 呈才는 33種이고 앞으로 舞譜에 의해 재현할 수 있는 13種을 합하
면 모두 46種에 이른다. 이번에 재현하는 呈才는 受明命, 曲破, 響鈴舞, 演百福之舞, 沈香春, 牙拍舞등 6
種이다. 呈才의 재현 안무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心韶 金千興 선생이 맡고 있다. 현존하는 舞譜는 춤사
위가 글로만 기록되어 있고 그나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춤사위를 알아내는데
는 呈才를 많이 추어 몸에 밴 이가 아니면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다행히 金千興 선생이 이 중요한 일을
맡아 주시니 우리 전통무용의 재현 傳承은 전망이 밝다고 할 것이다.

앞의 두 기록을 보아 김천흥은 『홀기』의 내용만으로 궁중무용 복원작업을 하는 것에는 한계를 느
껴 홀기와 이왕직아악부에서 선생님들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작을 구성하거나 대형에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복원된 궁중무용들이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립국악원 주최 『전통무용발표회』10)
9) 김천흥 구술, 김영희, 서한범 채록.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05 『김천흥金千興』,
202쪽.
10) 전통무용발표회 (주최: 국립국악원, 복원: 김천흥)
공연명

날짜

전통무용발표회

1980년 6월 16일

전통무용발표회

1981년 5월 18-19일

전통무용발표회

1981년 10월 27일

전통무용발표회

1982년 4월 7일

전통무용발표회

1982년 10월 13일

장소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작품
오양선,춘앵전,승전무,몽금척,처용무,향발무,하성명
가인전목단,춘앵전,하황은,사선문,하성명,제수창,오양
선,무애무,처용무,몽금척
성택,최화무,헌선도,수보록,문덕고,육화대,성택,최화
무,청성곡,헌선도,수보록,천년만세,문덕곡
수명명,곡파,세악염불도드리타령,향령무,연백복지무,
생소병주,침향춘,아박무
근청전,박접무,초무,승전무,만수무,고구려무,장생보연
지무,진주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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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40여종이 공연되었고, 이외에도 다른 주최를 통해 <검기무>, <경풍도>, <보상무> 등 궁중무
용을 복원되어 공연 되였다. 이처럼 궁중무용은 김천흥의 노력으로 보존, 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Ⅲ. <무고>의 분석
1. 계사년 『정재무도홀기』
계사년 『정재무도홀기』는 고종 30년(1893년)의 자료로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고 영인
본은 1974년 장사훈의 『한국전통무용연구』와 1980년 국립국악원에서 간행한 『한국음악학자료총
서』 제4집 등에 있다. 기록된 궁중무용은 총 38종11)으로 이것은 한 잔치에서 공연된 궁중무용의 홀기
가 아니고, 세 잔치에서의 정재종목을 하나로 엮은 무도홀기로 보인다.12) 기록방식은 작품별로 작품명,
배열도, 춤의 순서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배열도에는 무원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고, 작품에 따라
작대도가 추가되어 있다. 계사년 『정재무도홀기』는 19세기 말에 추어진 궁중무용의 진행절차, 춤사
위, 반주음악을 기록한 1차 자료로 현시대에 궁중무용연구와 복원에 문헌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사년 『정재무도홀기』를 본 연구에서는 주요자료로 사용하겠다.
공연명

날짜

전통무용발표회

1983년 6월 7일

전통무용발표회

1983년 11월 25일

전통무용발표회

1984년 3월 16일

전통무용발표회

1984년 10월 19일

전통무용발표회

1985년 4월 26일

전통무용발표회

1986년 12월 10일

전통무용발표회

1987년 6월 12일

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작품
학·연화대처용무합설,헌천화,오양선,첩승무,무산향,
봉래의
수연장,사선무,경풍도,봉래의,첨수무,선유락
무고,처용무,무애무,승전무,봉산탈춤,선유락
춘앵전,처용무,성택,진주검무,제수창,박첩무
연백복지무,문덕곡,침향춘,만수무,고구려무,육화대
성택,사선무,향발무,살풀이,승무
학연화대처용무합설,몽금척,무고,작법

11) <가인전목단>, <검기무>, <경풍도>, <고구려무>. <만수무>, <몽금척>, <무고>, <무산향>, <무애무>, <박접
무>, <보상무>, <봉래의>, <사선무>, <사자무>, <선유락>, <수연장>, <아박무>, <연백복지무>, <연화대무>,
<오양선>, <육화대>, <장생보연지무>, <제수창>, <처용무>, <첨수무>, <첩승무>, <초무>, <최화무>, <춘앵
전>, <침향춘>, <포구락>, <하황은>, <학무>, <항장무>, <향령무>, <향발무>, <헌선도>, <헌천화>.
12) 한자로 기록한 홀기와 한글로 적은 홀기가 함께 나오는 점과 한자홀기 마저 다른 서체로 기록되어 있고,
한 잔치에서 23종 이상의 정재가 공연한 사례가 의궤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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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무도홀기』의 <무고>13)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이 연주되면 악사가 북과 북틀 및 북채 여덟 개를 가지고 들
어와 전내에 놓고 북채는 북 앞에 나누어 놓고 나간다.
◦원무 4명은 춤을 추며 북 앞까지 나간다.
◦염수족도하고 꿇어 앉아 면복하고 북채를 잡고 일어서면 악지하고
창사(누월위가선 재운작무의 인풍회설영 환사연쌍비)를 부른다.
◦창사가 끝나면, 음악을 연주하고, 협무 8명은 춤을 추며 북 앞으로
나가서면서 악지하고 창사(보갱경경곡 갈고화노강 영신가완전 만
무일쌍쌍)를 한다.
◦창사가 끝나면, 음악을 연주하고, 무원 12명은 두 팔을 펴 들고(고

자료1. 『정재무도홀기』 중 <무고>

성에 따라 족도한다.) 사방으로 대를 지어 장구의 고성을 기다린
다.(채편으로 한 가락을 친다.) 장구의 고성과 함께 일제히 북채를 들어 북 장단에 북을 치고 북을 등
지면 회선한다.
◦무원 12명은 2대로 나뉘어 선다.
◦박을 치면 면복하고 북채를 본래의 자리에 놓고 일어선다.
◦박을 치면 두 손을 펴 들고 뒤로 물러나고, 악사가 들어와서 북과 북채를 가지고 나가면 악지한다.

2. 소화 4년 「무의」
소화 4년 「무의」는 1929년의 자료로14) 표지에 ‘舞義’라고 인쇄
되어 있고, 그 옆에 ‘소화4년, 1929년, 성경린 소장’이 수기로 기록되
어 있다. 「무의」는 인쇄본이며 총 22쪽으로 <봉래의>(3쪽), <무고>(2
쪽), <처용무>(2쪽), <춘앵전>(2쪽), <향령무>(2쪽), <가인전목단>(2
쪽), <수연장>(2쪽), <만수무>(2쪽), <보상무>(2쪽), <장생보연지무>(3
쪽) 총 10종의 궁중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작품별로 작품명, 유래, 초입
배열도, 춤의 순서 순으로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소화 4년 <무고>15)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2. 소화 4년 「무의」 표지

13) 樂奏慶萬年之曲(鄕唐交奏)樂師奉鼓臺趺及抱槌八箇人置於殿內槌置分排鼓前而出 ○拍 元舞四人舞進鼓前 ○拍
斂手足蹈而跪俛伏執槌起立 樂止 唱詞 鏤月爲歌扇 裁雲作舞衣 因風回雪影 還似燕雙飛 訖 ○拍 (鄕唐交奏) ○
拍 挾舞八人舞進鼓前 樂止 唱詞 寶箏瓊瓊曲 羯鼓花奴腔 永新歌宛轉 蠻舞一雙雙 訖 ○拍 (鄕唐交奏) ○拍 並
舞作(隨鼓聲足蹈) 四方分隊垂待鼓聲(鞭擊一腔) 鼓聲一齊擔槌鼓腔擊鼓而背鼓回旋 ○拍 舞十二人分二隊足蹈而
立 ○拍 俛伏槌置本處起立 ○拍 舞作足蹈而退樂師入鼓及抱槌而出 樂止.
14) 논자가 석사논문을 쓰며 이흥구에게 받아 복사 본을 소장하고 있다.
15) 一 樂奏咸寧之曲 舞作而進 元舞執槌 樂止 元舞奏唱詞 唱詞 鏤月爲歌扇 裁雲作舞衣 因風回雪影 還似燕雙飛
一 樂奏咸寧之曲 元舞退舞 挾舞進前執花 樂止 挾舞奏唱詞 唱詞 寶箏瓊瓊曲 羯鼓花奴腔 永新歌宛轉 蠻舞一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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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은 원무 4명, 협무 4명으로 무원은 음악이 연주되면 앞으
로 나와 원무가 북채를 들고 창사(누월위가선 재운작무의 인
풍회설영 환사연쌍비)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원무는 뒤로 가고 협무는 앞으로 나와 삼지
화를 들고 창사(보갱경경곡 갈고화노강 영신가완전 만무일
쌍쌍)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협무는 뒤로 물러나고 원무는 다시 앞으로
나와 같이 춤추고 함께 돌면서 진퇴한다.
◦원무는 북을 치고 음악은 옥연환지곡으로 변하고 다시 수룡
자료3. 소화 4년 「무의」중 <무고>

음지곡으로 변한다. 원무는 또 여러 번 북을 친다.
◦음악이 멈추고, 무원은 퇴장한다.

소화 4년 「무의」의 무고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고, 정재무도홀기와도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 소
화 4년 「무의」에서 추가된 부분은 첫째, 협무가 삼지화를 들고 춤을 추는 것과 둘째, 원무 창사 후 협
무가 앞으로 이동을 할 때 원무도 뒤로 함께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협무 창사 후 원무는 앞, 협무는 뒤로
이동하는 것이다. 반면, 생략된 것은 6박의 사방대형과 7박의 2대 대형, 8박 북채 내려놓기, 9박 무퇴하
는 것이다. 무원에 있어 원무 4명은 같으나 협무가 정재무도홀기는 8명, 소화 4년 「무의」는 4명이
등장한다. 16)

3. 성경린 「노트」
성경린 「노트」는 이흥구가 성경린에게 받아
소장하고 있는 자료17)로, 수기로 기록되어 있으
며 1쪽부터 56쪽까지 상단에 번호가 적혀져 있
다. 한문을 기본적으로 하되 부가적인 설명에서
는 한글과 일본어로도 표기하였다.
「노트」의 구성을 보면 1쪽은 표지로 <자료
4>와 같이 ‘정재(呈才)’라고 적혀있고, 여백에
<무고>, 죽간자 등의 설명이 필기되어 있다. 2쪽
자료4. 성경린 「노트」
표지

자료5. 성경린 「노트」
목차

은 <자료5>와 같이 목차처럼 작품명이 기록되어

雙 一 樂奏咸寧之曲 挾舞退舞 元舞復進前 俱舞作同旋進退 元舞鳴鼓 樂變玉連環之曲 更變水龍吟之曲 元舞又
鳴鼓數回 樂止 舞退.
16) 위송이, 「심소 김천흥의 무대정재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년), 37쪽.
17) 2008년부터 이흥구가 발간한 『한국궁중무용총서』에 성경린의 「노트」로 기록되고 무보로 연구되어 있
다. 이 자료를 논자가 석사논문을 쓰며 이흥구에게 전체를 받아 복사 본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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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3쪽부터 50쪽까지 <봉래의>(7쪽), <장생보연지무>(9쪽), <춘앵전>(4쪽), <처용무>(5쪽), <향
령무>(2쪽), <무고>18)(4쪽), <보상무>(4쪽), <가인전목단>(4쪽). <수연장지무>(5쪽), <만수무>(4쪽)
총 10종의 궁중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작품별로 대부분 작품명, 초입배열도, 춤의 순서, 유래의 순으로
설명되어 있다. 춤의 순서는 박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고, 창사와 작대도도 기록되어 있다. 51쪽부터
56쪽까지는 술어약해와 연습 일정이 메모되어 총 5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린 노트의 <무고>19)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이 연주되
고 무원 8명이
대무를 추며 나
아간다.
◦염수하고 궤고,
북채를 가지고
놀면서 춤춘다.
◦양손에 북채를
자료6. 성경린 「노트」 중 <무고>

잡는다. (협무는
꽃을 잡는다. 북

채를 잡고 종좌한다.) 북채를 받들고 일어나면 음악을 그친다. (양손을 든다.)(좌·우 소매를 잡는
모양을 한다.) 원무는 창사(누월위가선 재운작무의 인풍회설영 환려연쌍비)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춤을 춘다. (원무와 같다.) 원무가 뒤로 가면 협무는 앞으로 나온다. (원무는 후
대가 되고 후대는 전대가 된다. 사이사이로 나오고 물러난다. 물러날 때는 뒷걸음으로 간다.)
◦음악을 그친다. 원무는 염수하고 서고, 협무는 꽃을 받들고 선다. (양손을 들고 좌·우 소매를 잡
는 모양을 한다.) 협무는 창사(보갱경경곡 갈고화노강 영신가완전 만무일쌍쌍)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춤은 협무가 뒤로 가고 원무가 앞으로 나온다. 전대와 후대가 사이사이로 앞으로
나오고 물러난다.
18) <자료5>에 따르면 무고는 6과 7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19) 一拍 樂奏咸寧之曲(三絃도드리) 二拍 舞八人作元舞挾舞隊舞進 三拍 斂手而跪 四拍 弄槌而舞(坐作八手舞 右
手推出 左手推後 左手推出 右手推後 挾舞從元舞但弄花) 五拍 兩手執槌(挾舞執花 執槌踵坐) 六拍 奉槌起立 七
拍 樂止 (兩手擡擧) (左右袖作把形) 元舞 唱詞 鏤月爲歌扇 裁雲作舞衣 因風回雪影 還侶 燕雙飛 八拍 樂奏咸
寧之曲 九拍 舞作(元舞同) 元舞退挾舞進 (元舞作後隊 後隊作前隊 間進間退 退作後步) 十拍 樂止 元舞斂手而
立挾舞奉花而立(兩手擡擧左右袖作把形)挾舞唱詞 寶箏瓊瓊曲 羯鼓花奴腔 永新歌宛轉 蠻舞一雙雙 十一拍 樂奏
咸寧之曲 十二拍 無作挾舞退元舞進前後於隊間進間退 十三拍 小退而舞 十四拍 元舞分四方向鼓而舞 挾舞分四
隅作間方位向內而舞 十五拍 元舞向鼓舞進舞退而舞(一步進一步退一步는一長短) 十六拍 垂手足蹈而舞(左右手下
垂隨樂節足蹈左右手推前推後推前同時右手推로는 鼓下冠을 擊한다. 三次或二次) 十七拍 弄鼓而舞(垂槌鼓面一
鼓一低而轉槌) 十八拍 鳴鼓而轉換其方而舞 (待杖鼓雙聲右手一齊擔槌鳴鼓時背鼓 右旋換立方位挾舞隨元舞作後
立方位右旋)北西南방皆如東方十五拍至十八拍儀 樂 花袖則待樂變風雲慶之曲而一齊唱鼓風雲慶會之曲에는手鳴鼓
(복는염불에는 지운다는 표시가 되어있고 풍운경지곡에는 打令이라는 메모가 있다.) 三十一拍 元舞及挾舞圓
鼓回旋而舞 三十二拍 還復初列而舞退 三十三拍 舞進 三十四拍 斂手俛伏置槌 三十五拍 起立 三十六拍 舞作而
後退 三十七拍 樂止舞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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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물러나
서 춤을 추고,
원무는

사방

으로 나뉘어
서 북을 향해
춤춘다. 협무
는 네 모퉁이
로 나뉘어서
자료6. 성경린 「노트」 중 <무고>

간방위를

만

들어 안으로

향하며 춤춘다.
◦원무는 북을 향해 춤추며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나며 춤을 추고, 수수하고 족도하며 춤춘다.
◦북을 가지고 놀면서 춤춘다.
◦북을 울리면서 돌고 그 방향에서 춤춘다.
◦원무와 협무는 둥글게 북을 돌면서 춤춘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춤추며 뒤로 간다.
◦춤추며 앞으로 나와 염수하고 면복하고 채를 내려놓는다.
◦일어나 나서 춤추며 뒤로 물러난다.
◦음악을 그치고, 무원이 퇴장한다.
성경린 노트의 <무고>는 정재무도홀기의 대부분이 수용되고 창사에 있어 원무 창사가 차이가 있
다.20) 그 외 네 가지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협무가 삼지화를 들고 춤을 추는 것과 둘째, 원무가
창사 후 협무가 앞으로 이동을 할 때 원무도 뒤로 함께 이동하고 셋째, 협무가 창사 후 원무는 앞, 협무
는 뒤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7박의 2대 대형을 만들고 무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
재무도홀기에서 원무가 북채를 처음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와야 함으로 춤의 진행상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무원에 있어 원무 4명은 같으나 협무가 정재무도홀기는 8명, 소화 4년 「무의」는 4
명이 등장한다.21)

20) 원무의 창사 중 4절에 『정재무도홀기』에는 ‘還似燕雙飛’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린 「노트」에는 ‘還
侶燕雙飛’라고 기록되어 있다.
21) 위송이, 「심소 김천흥의 무대정재에 관한 연구」,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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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천흥 복원 <무고>
다음은 국립국악원에 소장된 1987년 6월 12일 전통무용발표회(장소: 국립극장 소극장)의 <무고> 영
상(이하 ‘김천흥 복원 <무고>’)자료(등록번호: B001775)를 정리한 것이다.
◦무대에 무고 북과 북채, 꽃 4쌍씩 놓여있고, 전대에는 원무 4명이 후대에는 협무 4명이 서있다. 음악
은 도드리, 빠른 도드리, 타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이 연주되고 원무와 협무 8명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
◦무원 8명이 두 팔을 옆으로 펴들고 앞으로 나가서 원무는 북채 앞에 협무는 꽃 앞에 선다.
◦무원 8명은 앉아 원무는 북채를 협무는 꽃을 얼른 다음 원무는 두 손 한삼을 걷고 북채를 집고 협무
는 꽃을 집는다.
◦무원 8명이 일어나면 원무 4인은 두 손을 모아 얼굴 앞에 들고 협무는 염수하고 서서 있다.
◦원무 4명은 창사(누월위가선)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고 원무와 협무는 두 손 옆으로 펴들고 원무는 뒤로 가고, 협무는 앞으로 나와 줄을 바
꾸어 선다.
◦협무 4명은 두 손을 모아 얼굴 앞에 들고 원무는 염수하고 서서 있다.
◦협무 4명은 창사(보쟁경경곡)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고 원무와 협무는 두 손 옆으로 펴들고 협무는 뒤로 가고, 원무는 앞으로 나와 줄을 바
꾸어 선다.
◦무원 8명은 뒤로 물러나 원무는 동, 서, 남, 북으로 서고 협무는 북의 네 귀퉁이로 나누어서 북을 향해
선다.
◦원무는 북 앞으로 들어가고 협무는 서서 어깨춤을 춘다.
◦무원 8명은 두 손 내려 앞에 여민다. 원무는 북채로 북 밑모서리를 치고 옆으로 들며 위로 북채를 모
아 춤을 추고, 협무는 북을 향해 춤을 춘다.
◦원무는 살짝 물러났다가 들어와 북을 치며 춤을 추고, 협무는 북을 향해 춤을 춘다.
◦원무는 원무끼리 협무는 협무끼리 한 자리씩 바꾸며 춤을 춘다.
◦무원 8명은 북을 향해 선다.
◦무원 8명은 두 손 내려 앞에 여민다. 원무는 북채로 북 밑모서리를 치고 옆으로 들며 위로 북채를 모
아 춤을 추고, 협무는 북을 향해 춤을 춘다.
◦음악이 빠른 도드리로 변하고, 원무는 모은 북채를 어르고, 협무는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며 감는다.
◦원무는 북에서 물러났다가 북으로 다시 들어와 양손을 위로 뿌리고, 협무는 양손을 염수해 안으로 모
은다.
◦음악이 타령으로 변하고, 원무는 북을 치며 춤을 추고, 협무는 북을 향해 춤을 춘다.
◦원무는 원무끼리 협무는 협무끼리 한 자리씩 바꾸며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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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8명은 북을 향해 선다.
◦무원 8명은 두 손 내려 앞에 여민다. 원무는 북채로 북 밑모서리를 치고 옆으로 들며 위로 북채를 모
아 춤을 추고, 협무는 북을 향해 춤을 춘다.
◦원무는 북에서 물러났다가 북으로 다시 들어와 양손을 위로 뿌리고, 협무는 양손을 염수해 안으로 모
은다.
◦무원 8명은 왼쪽으로 돌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한 원을 만들어 회무한다.
◦회무하여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정면을 본다.
◦무원 8명은 전진한다.
◦무원 8명은 두 손 내려 앞에 여미고, 두 손 옆으로 들어 펴들고 후퇴하여
◦두 손 내려 앞에 여미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춤을 끝낸다.22)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무고>를 비교해보면 생략된 것은 북과 북채를 처음자리에 놓는 것으
로 영상에서는 북과 북채가 다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영상이 시작되고, 원무와 협무의 창사 뒷부분이 생략
되어진 것이다. 반면, 추가 된 것은 첫째, 처음과 끝에 인사를 하는 것과 둘째, 협무가 삼지화를 들고 춤
을 추는 것이다. 셋째, 4박에서 협무가 앞으로 이동을 할 때에 원무가 뒤로 이동하는 것과 넷째, 협무 창
사 후 원무가 앞, 협무가 뒤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북을 향하는 것 마지막으로 2대 대형 후
‘무진’하여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다.23) 무원에 있어 원무는 4명으로 같지만 협무는 정재무도홀기는 8
명, 김천흥 복원 <무고>에서는 4명으로 소화 4년 「무의」, 성경린 「노트」와 같게 나타난다.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무고>를 비교하여 간단히 정리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무고> 분석
김천흥 복원 <무고>에서
생략부분

∙ 창사 간소화
∙ 8박 북채를 처음 자리에 내려놓기
∙ 춤의 처음과 끝에 인사
∙ 협무가 앉아 삼지화를 들고 춤을 춤

김천흥 복원 <무고>에서
추가부분

∙ 4박 협무가 앞으로 이동 할 때 원무가 뒤로 이동
∙ 협무 창사 후 협무가 뒤, 원무가 앞으로 이동
∙ 북을 향함
∙ 2대 대형을 만들고 앞으로 춤추며 나옴

차이점

∙ 무원의 차이

1차 자료인 『정재무도홀기』와 이왕직아악부의 자료인 소화 4년 「무의」, 성경린 「노트」와 김천
22) 위송이, 「심소 김천흥의 무대정재에 관한 연구」, 62~65쪽 참조.
23) 위송이, 「심소 김천흥의 무대정재에 관한 연구」,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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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복원 <무고>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무고> 비교표
순번

분류

춤의 진행

『정재무도
홀기』

소화 4년
「무의」

성경린
「노트」

김천흥 복원
<무고>

무원

원무4명
협무8명

원무4명
협무4명

원무4명
협무4명

원무4명
협무4명

1
2

추가

인사

X

X

X

O

3

1박

전진

O
(원무4인)

O
(무원8명)

O
(무원8명)

O
(무원8명)

4

2박

5

O

O

O

O

삼지화
악지 창사(원무)

북채

X
O

X
O

O
O

O
O

소품

6

3박

음악 연주

O

O

O

O

7

4박

협무 앞 이동

O

O

O

O

8

추가

원무 뒤 이동

X

O

O

O

10

추가

삼지화

X

O

X

X

11
12

4박
5박

악지 창사(협무)
음악 연주

O
O

O
O

O
O

O
O

13

추가

원무 앞
협무 뒤 이동

X

O

O

O

사방대형

O

X

O

O

14
15

6박

소품

북치기 회무

O

O

O

O

16

추가

북을 향함

X

X

X

O

17

7박

2대 대형

O

X

O

O

18

추가

무진

X

X

O

O

19

8박

북채 처음 자리
놓기

O

X

O

X

20

9박

무퇴

O

X

O

O

21
22

추가
9박

인사
퇴장.악지

X
O

X
O

X
O

O
O

<표 1>를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의 「노트」를 통하여 분석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정재무도홀기의 내용 중 김천흥 복원 <무고>에서 생략된 부분은 두 가지이다. 창사가 부분 생략
되어진 것으로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 「노트」에는 『정재무도홀기』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김
천흥 복원 <무고>에서는 창사를 간소화 하여 부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 김천흥이 무대화 작업
을 하면서 생략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8박의 북채를 처음자리에 내려놓는 것이다. 북채를 내
려놓는 것은 성경린 「노트」에는 기록되어 있고, 소화 4년 「무의」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의」
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축약되어 있어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천흥 복원 <무고>에서 추가된 사항은 여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춤의 처음과 끝에 인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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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둘째, 협무가 원무와 같이 앉아 삼지화를 잡고 춤을 추는 것이다. 삼지화의 경우 정재무도
홀기뿐만 아니라 어느 『의궤』, 『홀기』 그리고 도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소화 4년 「무의」
와 성경린 「노트」에 ‘집화(執花)’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왕직아악부에서 꽃을 북채와 같이 두고 시작
하였을 것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협무가 삼지화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은 이왕직아악
부 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4박에서 협무가 앞으로 나올 때 원무가 뒤로 이동하는 것과 넷
째, 협무가 앞으로 나와 창사를 한 후, 다시 원무와 협무의 줄을 바꾸어 원무가 앞에 나온 후 사방대형
으로 가는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또한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 「노트」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아 이왕직아악부 때부터 추가되어진 부분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을 향하는 것으로 정재무
도홀기에서 북을 향한다는 기록은 없지만 북을 치기위해서는 북을 보고 쳐야 함으로 춤의 진행상 있
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2대 대형을 만들고 앞으로 나오는 것 또한 정재무도홀기에는 기
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채를 처음 위치에 놓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와야 함으로 춤의 진행상 있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무고>의 차이점은 무원에서만 나타나는데 정재무도홀기는 원무4
명, 협무 8명 총 12명이 춤을 추고, 김천흥 복원 <무고>에서는 원무 4명, 협무 4명 총 8명이 춤을 춘다.
<무고>가 나타난 여러 의궤들을 찾아보면 춤추는 무원은 원무는 4명이고, 협무의 경우 없거나 4명, 8명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무고>의 협무의 인원은 연행되어 질 때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 「노트」에 원무 4명, 협무 4명 총 8명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아 이왕직아악
부 때는 8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어 추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Ⅳ. <장생보연지무>의 분석
1. 계사년 『정재무도홀기』
『정재무도홀기』의 <장생보연지무>24)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樂奏八千春秋之曲 步墟子令 ○拍 竹竿子二人足蹈而進立 樂止口號 廲日舒長 開盛宴於寶殿 祥雲蔥籠 張勻
樂於彤庭 敢冒宸顔 謹陳口號 訖 ○拍 鄕唐交奏 ○拍 竹竿子二人足蹈小退相對而立 ○拍 仙母與左右挾四人舞
進 ○拍 仙母足蹈小進而立樂止致語 欽惟我 聖上一德 克享天心 景籙無彊 昇平之樂 祝華之宴 以長生不老之壽
歌之而頌也 訖 ○拍 鄕唐交奏 ○拍 仙母舞作小退而立樂止 ○拍 步虛子令仙母與左右挾四人斂手足蹈隨樂節唱
詞前段 天門海日先紅 絳紗玉斧 瑞氣怡融 承天嘉奏天樂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靡靡柳 澹澹風 ○拍
後段 九重春色蟠桃宴 羅衫葉葉舞一遍 再拜陳三願 一願 聖壽無彊 二願 朝野淸晏 三願 勻天樂老萊衣 歲歲年年
此盃獻 訖 樂止 ○拍 鄕唐交奏 ○拍 仙母與左右挾四人足蹈北向而舞 一變 相對舞 ○拍 仙母足蹈左右挾小進足
蹈 ○拍 相對舞左右人從左從右側立 二變 垂手舞 ○拍 仙母小進足蹈 垂手舞 三變 相背舞 ○拍 左右挾斂手足
蹈 ○拍 相背舞○拍 仙母斂手足蹈小進 四變 散作化舞 ○拍 左右挾散作化舞 ○拍 仙母足蹈出隊 開袖左右乍轉
隨樂節以袖高低 ○拍 一高一低而半蹲 左旋左袖乍斂右袖擧而轉 右旋右袖乍斂左袖擧而轉 以袖加頟 左右橫袖拂
左右一轉 五變 垂手舞 回立北向 左右挾回入北向垂手舞 ○拍 仙母足蹈小退 自花舞回立北向時後一雙左右轉進
作內行前一雙左右轉進作外行 六變 五方舞 ○拍 仙母與左右挾五方舞相背 左顧右袖擧左袖如彎 右顧左袖擧右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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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 『정재무도홀기』중 <장생보연지무>

◦무원은 죽간자 2명, 선모 1명, 협무 4명으로 음악이 연주되면 죽간자가 앞으로 나와 구호(여일서장
개성연어보전 상운총롱 장균 악어동정 감모신안 근진)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죽간자 2명이 서로 마주보며 물러나고 선모와 협무가 앞으로 나온다.
◦선모는 조금 더 나와서 치어(흠유아 성상일덕 극향천심 경록무강 승평지락 축화지연 이장생불노지
수 가지이송야)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선모는 조금 뒤로 물러나고 선모와 협무는 수악절 창사 전단 (천문해일선홍 강사옥
부 서기이융 승천가주천락 금붕은아일총총 양란채 무회파 미미류 담담풍)과 후단(구중춘색반도연
나삼엽엽무일편 재배진삼원 일원 성수무강 이원 조야청안 삼원 균천악 노래의 세세년년차배헌)을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선모와 협무는 북쪽을 향해 춤을 춘다.
◦선모는 제자리에서 족도하고 협무는 앞으로 나와 좌, 우가 상대하며 춤을 춘다. (일변 상대무)
◦선모는 앞으로 조금 나와 수수무를 한다. (이변 수수무)
◦협무는 염수, 족도하며 상배하고 선모는 뒤로 물러난다. (삼변 상배무)
◦선모가 앞으로 나아가 산작화무대형을 만들고 좌우사전과 이수고저를 하고 반준과 사염을 한다. (사
변 산작화무)
◦북향하여 수수무를 하고 선모는 뒤로 조금 물러나고 협무는 좌우로 돌며 안과 밖으로 가서 한 줄을
만든다. (오변 수수무)
◦오방대형으로 가서 상배하고 춤을 춘다. (육변 오방무)
◦선모와 협무는 돌며 북쪽을 보고 염수, 족도한다. (칠변 염수무)
◦좌, 우 협무가 사선무25)를 춘다. (팔변 사선무)
如彎 七變 斂手舞 ○拍 仙母與左右挾 回立北向 斂手足蹈 八變 四仙舞 ○拍 左右挾 四仙舞 自四仙舞 回旋作
九變時 挾舞 前一雙 小展 開則 後一雙 從中足蹈而進 前後 互換作斂手舞 九變 斂手舞 ○拍 左右挾 足蹈回立
○拍 回旋斂手 ○拍 竹竿子二人 足蹈小進 北向立 ○拍 仙母與左右挾 足蹈小進齊立 舞進而退 樂止 竹竿子二
人 口號 綺席繡筵 己呈千般之舞 玉管朱絃 旣奏九成之曲 再拜階前 相將好去 ○拍 奏長生寶宴之樂 後叚 ○拍
竹竿子二人 足到退立 ○拍 仙母與左右挾 舞進而立 ○拍 斂手足蹈 ○拍 舞退樂止.
25) 회선하여 9변의 대를 만드는데, 협무 앞의 한 쌍은 작게 펼쳐 벌려 나가고 뒤의 한 쌍은 가운데로 쫓아 나

- 89 -

무용역사기록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엄

◦협무는 족도하여 돌아서고 선모와 협무는 회선하여 염수한다. (구변 염수무)
◦죽간자가 나와 북향하고 선모와 협무도 앞으로 조금 나와 서고 죽가자가 구호(기◦석수연 기정천반
지무 옥관주현 기주구성지곡 재배계전 상장호거)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죽간자가 조금 물러나고 선모와 협무는 앞으로 나와서고 염수, 족도한다.
◦뒤로 물러나고 음악이 그친다.

2. 소화 4년 「무의」
소화 4년 「무의」의 <장생보연지무>26)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원은 죽간자 2명, 선모 1
명, 협무 4명으로 음악이 연
주되면 죽간자가 나와 구호
(여일서장 개성연어보전)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선모와 협
무가 앞으로 나와 선모가 치
어(공유아 전상일덕 극향천
자료8. 소화 4년 「무의」중 <장생보연지무>

수)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선모가 뒤

로 물러나고 선모와 협무는 수악절 창사 전단 (천문해일선홍 강사옥부 서기이융 승천가주천락 금
붕은아일총총 양란채 무회파 세세류 담담풍)과 후단 (구중춘색반도연 나삼엽엽무일편 재배진삼원
일원 만수무강 이원 하청해연 삼원 균천악 구여송 세세년년차배헌)을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좌측을 내용을 춤으로 따른다.
◦무제일변 상대무, 무제이변 수수무, 무제삼변 산작화무, 무제사변 삼전무, 무제오변 오방무, 무제
육변 대전무, 무제칠변 사선무, 무제팔변 회선무, 무제구변 복열무를 춘다.
◦죽간자가 구호 (기석수연 기정찬반지무)를 부르고 음악이 연주되면 죽간자가 뒤로 물러나고 선모
와 협무는 앞으로 나와 염수, 족도하고 뒤로 물러나고 음악이 그친다.
가고, 전대와 후대가 서로 대를 바꿔 염한다. (이흥구・손경순, 『조선궁중무용』 (서울: 열화당, 2000), 136
쪽)
26) 樂奏長春不老之曲 竹竿子進而立 樂止 竹竿子 奏先口號 唱詞 廲日舒長 開盛宴於寶殿 一 樂奏豊慶之曲 舞進
伊立 中舞奏致語 致語 恭惟我 殿上一德 克享天壽 一 樂奏豊慶之曲 中舞小退復列 樂止 舞隨樂節唱奏兩段 前
段 天門海日先紅 絳紗玉斧 瑞氣怡融 承天嘉奏天樂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細細柳 澹澹風 後段 九重
春色蟠桃宴 羅衫葉葉舞一遍 再拜陳三願 一願 萬壽無彊 二願 河淸海宴 三願 勻天樂九如頌 歲歲年年此盃獻 訖
一 樂奏 咸寧之曲 仍以舞作如左義 舞第一變 相對舞 舞第二變 垂手舞 舞第三變 散作化舞 樂變玉連環之曲 舞
第四變 三轉舞 樂變水龍吟之曲 舞第五變 五方舞 舞第六變 大轉舞 舞第七變 四仙舞 舞第八變 回旋舞 舞第九
變 復列舞 樂止 竹竿子奏後口號 唱詞 綺席繡筵 己呈千般之舞 一 樂奏水龍吟之曲 樂止 舞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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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4년 「무의」의 <장생보연지무>의 기록을 『정재무도홀기』와 비교해 보면 매우 간단히 기록
되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소화 4년 「무의」에 기록이 생략되어진 부분은 다섯 부분으로 창사의 생략과
변화27)와 3박의 죽간자가 구호 후에 서로 마주보며 물러나는 부분, 31박의 죽간자가 구호 후 물러나는
부분, 32박에 선모와 협무가 앞으로 나오고, 33박에 염수, 족도하는 부분이다. 소화 4년 「무의」에만
기록되어진 내용은 일변이 시작하기 전 기록된 ‘仍以舞作如左義’으로 이는 ‘좌측의 내용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좌측에는 일변부터 구변까지 기록되어 있다. 소화 4년 「무의」에는 일변 상대무, 이변 수수무,
삼변 산작화무, 사변 삼진무, 오변 오방무, 육변 대전무, 칠변 사선무, 팔변 회선무, 구변 복열무로 『정
재무도홀기』와는 일변과 이변을 제외한 삼변부터의 춤의 명칭이 다르다.28) 또한, 춤의 명칭만 기록되
어 있고 춤사위나 대형에 따른 내용도 모두 생략되어 있어 구변의 순서만 알 수 있을 뿐 춤사위나 대형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가없다.

3. 성경린 「노트」
성경린 「노트」의 <장생보연지무>29)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7) 『정재무도홀기』와 소화 4년 「무의」의 <장생보연지무> 창사 비교

『정재
무도
홀기』

죽간자
선구호

선모 치어

수악절
창사 전단

수악절
창사 후단

죽간자
후구호

廲日舒長 開盛
宴於寶殿
祥
雲蔥籠
張勻
樂於彤庭 敢冒
宸顔 謹陳

欽惟我 聖上一
德 克享天心 景
籙無彊 昇平之
樂 祝華之宴 以
長生不老之壽
歌之而頌也

天門海日先紅 絳紗玉
斧 瑞氣怡融承天嘉奏
天樂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靡靡
柳 澹澹風

九重春色蟠桃宴 羅衫葉
葉舞一遍
再拜陳三願
一願 聖壽無彊 二願 朝
野淸晏 三願 勻天樂老
萊衣 歲歲年年此盃獻

綺席繡筵 己
呈千般之舞
玉管朱絃 旣
奏九成之曲
再拜階前 相
將好去

恭惟我 殿上一德
克享天壽

天門海日先紅 絳紗玉
斧 瑞氣怡融承天嘉奏
天樂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細細
柳 澹澹風

九重春色蟠桃宴 羅衫葉
葉舞一遍
再拜陳三願
一願 萬壽無彊 二願 河
淸海宴 三願 勻天樂九
如頌 歲歲年年此盃獻

綺席繡筵 己
呈千般之舞

소화 4년 廲日舒長 開
「무의」 盛宴於寶殿

28) 『정재무도홀기』와 소화 4년 「무의」의 구변 비교
일변
『정재무도홀기』 상대무
소화 4년
「무의」

상대무

이변

삼변

사변

오변

육변

칠변

팔변

구변

수수무

상배무

산작화무

수수무

오방무

염수무

사선무

염수무

수수무

산작화무

삼전무

오방무

대전무

사선무

회선무

복열무

29) 一拍 樂奏長春不老之曲 二拍 竹竿子足蹈而進 三拍 竹竿子足蹈而立樂止口號 廲日舒長 開盛宴於寶殿 四拍 樂
奏豊慶之曲 竹竿子相對而立 中舞與左右挾舞進 五拍 斂手足蹈而立 六拍 中舞小進而立樂止致語 欽惟我 殿下一
德 克享天心 七拍 樂奏豊慶之曲 八拍 中舞舞作復位樂止 九拍 樂奏長春不老之曲中舞與左右挾足蹈隨樂節唱前
段 天門海日先紅 絳紗玉斧 瑞氣怡融 承天嘉奏天樂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細細柳 澹澹風 十拍 後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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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은 죽간자 2명, 선모 1명, 협무 4명
으로 음악이 연주되면 죽간자가 앞으로
나와 구호(여일서장 개성연어보전)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죽간자가 서로 마주보
며 물러나고 선모와 협무가 앞으로 나
온다.
◦선모는 조금 더 나와서 치어(흠유아 전
하일덕 극향천심)를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선모는 조금 뒤로 물
러나고 선모와 협무는 수악절창사 전단
(천문해일선홍 강사옥부 서기이융 승천
가주천락 금붕은아일총총 양란채 무회
파 세세류 담담풍)과 후단 (구중춘색반
도연 나삼엽엽무일편 재배진삼원 일원
성수무강 이원 조야청안 삼원 균천악
구여송 세세년년차배헌)을 부른다.
◦음악이 연주되면 선모와 협무는 북쪽을
향해 춤을 춘다. 좌, 우대가 서로 마주
보며 상대하고 상배하며 춤을 춘다. (일
자료9. 성경린 「노트」 중 <장생보연지무>

변 상대무)

◦선모는 앞으로 조금 나와 수수무를 한다. 상배하며 춤을 춘다.30) (이변 수수무)
九重春色蟠桃宴 羅衫葉葉舞一遍 再拜陳三願 一願 聖壽無彊 二願 朝野淸晏 三願 勻天樂九如頌 歲歲年年此盃
獻 訖 樂止(樂奏咸寧之曲) 十一拍 中舞與左右挾舞作后退 十二拍 落後中舞左右挾四方而進 一變 相對舞 十三拍
左右挾東西相向而舞 十四拍 〃 相對而舞 十五拍 〃 相背而舞 二變 垂手舞 十六拍 中舞小進左右挾相向內而舞
十七拍 垂手而舞 十八拍 舞作相背舞 三變 相背而舞 十九拍 垂手舞 〹拍 中舞與左右挾舞作 〹一拍 中舞(斂手)
足蹈小進 四變 散作化舞 〹二拍 左右挾散作化舞 〹三拍 開袖左右乍轉(先左側 後右側) 〹四拍 隨樂節以袖高低
〹五拍 一高一低而半蹲 〹六拍 左旋左袖乍斂右袖擧而轉 右旋右袖乍斂左袖擧而轉 〹七拍 以袖加頟而舞 〹八
拍 左右橫袖拂後斂左右三轉而退 五變 垂手舞 回立北方 〹九拍 回立北向垂手舞(中舞小退) 〺拍 中無與左右挾
長垂手三轉身 〺一拍 舞作(開袖) 六變 五方舞 〺二拍 中母與左右挾作五方舞相背 〺三拍 斂手而舞 〺四拍 左
顧右袖擧右袖如彎(以袖高低)打令全長短折要 〺五拍 右顧左袖擧左袖如彎 七變 斂手舞 〺六拍 左右橫手拂右三
轉乍斂手舞 〺七拍 中舞與左右挾 回入北向 斂手足蹈 〺八拍 左右一大轉 〺九拍 舞作(以袖高低) 四十拍 左右
挾 作四仙舞而進 八變 四仙舞 四十一拍 前隊向南而舞 四十二拍 前一雙 小展 開則 後一雙 從中 舞進 前後 互
換而舞 九變 斂手舞 四十三拍 中舞與左右挾 垂手而舞 四十四拍 舞作(開袖)-次 以袖高低 四十五拍 還復 其隊
而舞 四十六拍 回旋斂手(左旋) 四十七拍 還復 初列而舞進 四十八拍 中舞與左右挾 足蹈斂手 薺立 樂止 竹竿子
二人 口號 綺席繡筵 己呈千般之舞 四十九拍 樂奏 前樂 五十拍 中舞與左右挾 舞進 五十一拍 斂手足蹈 五十二
拍 竹竿子 足蹈而退 中舞與左右挾 舞退樂止.
30) 삼변 상배무에서 진행되어야하는 춤이 미리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 92 -

심소 김천흥의 궁중무용 복원양상과 창조정신 :
<무고>, <장생보연지무>를 중심으로

◦수수무, 염수를 하고 선모는 염수, 족도한다. (삼변 상배무)
◦산작화무대형을 만들고 좌우사전과 이수고저를 하고 반준과 사염을 한다. (사변 산작화무)
◦북향하여 수수무를 하고 선모는 뒤로 조금 물러나고, 협무는 좌우로 돌며 안과 밖으로 가서 한 줄을
만들고 무작한다. (오변 수수무)
◦오방대형으로 가서 상배하고 춤을 춘다. (육변 오방무)
◦선모와 협무는 양손을 뿌려 내리며 돌아 북쪽을 보고 염수, 족도한다. 좌우일대전, 무작, 사선무이진
을 하며 춤을 춘다. (칠변 염수무)
◦좌, 우 협무가 사선무를 춘다. (팔변 사선무)
◦선모와 협무는 수수무, 무작, 이수고저하고 회선하여 처음 대형으로 돌아가 족도, 염수한다. (구변 염
수무)
◦죽간자가 구호 (기석수연 기정찬반지무)를 부르고 음악이 연주되면 선모와 협무는 앞으로 나와 서고
죽간자가 물러나고 선모와 협무도 물러나고 음악이 그친다.
성경린 「노트」의 <장생보연지무>와 『정재무도홀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변 상대무, 이변 수
수무, 삼변 상배무, 사변 산작화무, 오변 수수무, 육변 오방무, 칠변 염수무, 팔변 사선무, 구변 염수무로
일변부터 구변까지의 춤의 순서는 같지만 생략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다. 생략된 부분으로는 창사의
생략과 변화31)와 12박의 선모족도, 협무 무진, 15박의 염수, 족도하는 부분과 16박의 상배무, 19박에
선모가 앞으로 나오는 부분, 25박에 좌우협무가 사선무를 추는 부분, 26박 협무가 돌아서는 부분, 28박
에 죽간자가 앞으로 나와 북향하는 부분, 구변의 춤이 끝나고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가는 부분, 31박에
죽간자가 뒤로 물러나고, 33박에 선모와 협무가 염수, 족도하는 부분이다. 추가되어진 부분은 일변에
서 ‘상향이무’와 ‘좌, 우 상배’하는 부분, 이변에서 ‘무작상배이무’, 삼변에서 선모가 염수, 소진하기 전
에 ‘수수무, 무작’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오변에서 22박 후에 ‘무작’이 추가되었고, 육변에서 오방무 상
31) 『정재무도홀기』와 성경린 「노트」의 <장생보연지무> 창사 비교

『정재
무도
홀기』

성경린
「노트」

죽간자
선구호

선모 치어

수악절
창사 전단

수악절
창사 후단

죽간자
후구호

廲日舒長 開盛
宴於寶殿
祥
雲蔥籠
張勻
樂於彤庭 敢冒
宸顔 謹陳

欽惟我 聖上一
德 克享天心 景
籙無彊 昇平之
樂 祝華之宴 以
長生不老之壽
歌之而頌也

天門海日先紅 絳紗玉
斧 瑞氣怡融承天嘉奏
天樂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靡靡
柳 澹澹風

九重春色蟠桃宴 羅衫葉
葉舞一遍
再拜陳三願
一願 聖壽無彊 二願 朝
野淸晏 三願 勻天樂老
萊衣 歲歲年年此盃獻

綺席繡筵 己
呈千般之舞
玉管朱絃 旣
奏九成之曲
再拜階前 相
將好去

欽惟我 殿下一
德 克享天心

天門海日先紅 絳紗玉
斧 瑞氣怡融承天嘉奏
天樂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細細
柳 澹澹風

九重春色蟠桃宴 羅衫
葉葉舞一遍 再拜陳三
願 一願 聖壽無彊 二
願 朝野淸晏 三願 勻
天樂九如頌 歲歲年年
此盃獻

綺席繡筵 己
呈千般之舞

廲日舒長 開
盛宴於寶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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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하고 ‘무작’이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다. 칠변에서는 24박 앞에 양손을 뿌려 내리며 회전하는 것과
24박 뒤에 좌우일대전, 무작, 사선무이진이 추가되었다. 구변에서는 26박 뒤에 수수무, 무작, 이수고저,
환대이무가 추가 되고, 27박 뒤에 초열이무진의 기록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33박 뒤에 죽간자가
뒤로 간다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4.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
다음은 국립예술자료원(서초동)에 소장된 1982년 10월 13일의 전통무용발표회의 장생보연지무 영
상(이하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자료(청구기호: VTB-0009; VD 전통무용8204)를 보고 정리
한 것이다. 무대에 죽간자 2인, 선모 1인, 협무 4인이 있고, 죽간자는 녹의 선모와 협무는 청, 홍, 황, 흑,
백의 오방색으로 의상을 입고 있다. 장단은 향당교주, 도드리, 빠른도드리, 타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간자와 무원 모두가 인사를 한다.
◦죽간자가 앞으로 나아가서고 구호(여일서장)를 부른다.
◦죽간자는 서로 마주보고 뒤로 물러나고 무원은 무작하여 무진한다.
◦선모는 앞으로 소진하여 치어(흠유아 성상)를 부른다.
◦선모는 무작하여 소퇴하여 염수한다.
◦무원은 수수무를 하며 수악절 창사(천무내일선홍 강사옥부서기이융승천가주천락 금봉은아일총총
양란채무회파 세세류담담풍)를 부른다.
◦무원은 뒤로 물러난다.
◦선모는 뒤로, 협무는 사각형으로 이동한다.
◦앞의 두 무원은 뒤를 돌아보고, 협무 4명은 안쪽으로 돌아선다.
◦선모는 수수무를 하고, 협무 4명은 안쪽으로 들어온다. (일변 상대무, 이변 수수무)
◦협무 4명은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고, 선모는 중앙으로 나온다. (삼변 상배무)
◦선모가 무대 앞쪽으로 나와 산작화무형태에서 춤을 춘다. (왼쪽, 오른쪽 90도씩 회전→이수고저→수
수무→비리→왼쪽으로 180도 회전하며 오른손을 들어 뿌리고, 왼쪽으로 180도 회전하며 오른손을 뿌
려 내린다. 반대로도 한다.→이수고저) (사변 산작화무)
◦회전을 하며 일렬을 만들어 수수무한다. (오변 수수무)
◦무원이 무작하여 오방대형으로 가서 밖을 보고 이수고저를 한다. (육변 오방무)
◦회전을 하며 일렬로 간다. (칠변 염수무)
◦이수고저하며 사방대형으로 이동한다. 협무 4명은 이수고저를 하며 앞, 뒤 교차하고, 선모는 앞으로
나온다. 협무 4명은 이수고저를 하며 앞, 뒤 교차하여 제자리로 가고, 선모는 뒤로 이동한다. (팔변
사선무)
◦무원 5명은 이수고저를 하며 회무를 하고, 처음 한 줄로 가서 염수한다. (구변 염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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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간자는 안으로 들어와서 정면을 보고 구호(기석수연)를 부른다.
◦무원은 무작하여 앞으로 나와 염수한다.
◦죽간자와 무원은 뒤로 물러나서 염수하고 인사한다.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를 비교해보면 생략되어진 것은 창사의 생략과 변
화32), 일변에서 선모가 족도하고 협무가 소진하는 것과 13박 뒤에 좌, 우대가 상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변에서 29박의 선모와 협무가 앞으로 나와 서는 부분과 뒤로 물러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31박에
죽간자가 뒤로 가는 부분이다. 추가되어진 부분은 처음과 끝에 인사를 하는 것과 일변에서 ‘상향이무’
가 추가되어 있다. 오변에서 22박 뒤에 ‘무작’이 추가되었고, 육변에서 23박 뒤에 ‘염수’가 추가되어 있
다. 칠변에서는 24박 앞에 양손을 뿌려 내리며 회전하는 것과 24박 뒤에 ‘좌우일대전, 무작, 사선무이
진’이 추가되었다. 구변에서는 26박 뒤에 ‘수수무, 무작, 이수고저, 환대이무’가 추가 되고, 27박 뒤에
‘초열이무진’의 기록이 추가되었다.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 분석
∙ 구호, 치어, 수악절창사의 간소화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에서
생략부분

∙ 일변-선모 족도, 협무 소진 / 좌, 우 상배
∙ 구변-선모, 협무 족도 소진
∙ 31박-죽간자 족도 퇴립
∙ 춤의 처음과 끝에 인사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에서
추가부분

∙ 오변-무작
∙ 육변-염수
∙ 칠변-양손을 뿌려 내리며 회전, 좌우일대전, 무작, 사선무이진
∙ 구변-수수무, 무작, 이수고저, 환대이무, 초열이무진

『정재무도홀기』와 이왕지아악부의 자료인 소화 4년 「무의」, 성경린 「노트」와 김천흥 복원 <장
32) 『정재무도홀기』와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의 창사 비교

『정재
무도
홀기』

김천흥
복원<장
생보연
지무>

죽간자
선구호

선모 치어

수악절
창사 전단

수악절
창사 후단

죽간자
후구호

廲日舒長 開盛
宴於寶殿
祥
雲蔥籠
張勻
樂於彤庭 敢冒
宸顔 謹陳

欽惟我 聖上一
德 克享天心 景
籙無彊 昇平之
樂 祝華之宴 以
長生不老之壽
歌之而頌也

天門海日先紅 絳紗玉
斧 瑞氣怡融承天嘉奏
天樂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靡靡
柳 澹澹風

九重春色蟠桃宴 羅衫葉
葉舞一遍
再拜陳三願
一願 聖壽無彊 二願 朝
野淸晏 三願 勻天樂老
萊衣 歲歲年年此盃獻

綺席繡筵 己
呈千般之舞
玉管朱絃 旣
奏九成之曲
再拜階前 相
將好去

欽惟我 聖上

天門海日先紅 絳紗玉
斧 瑞氣怡融承天嘉奏
天樂 金鳳銀鵝一叢叢
揚蘭茝 舞廻波 細細
柳 澹澹風

생략

綺席繡筵

廲日舒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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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연지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장생보연지무> 비교표
춤의 진행

정재무도홀기

소화 4년
「무의」

성경린 「노트」

김천흥
복원<장생보
연지무>

1

무원

죽간자 2명
선모 1명
협무 4명

죽간자 2명
선모 1명
협무 4명

죽간자 2명
선모 1명
협무 4명

죽간자 2명
선모 1명
협무 4명

2

음악연주

○

○

○

○

3
4
5

1박
2박

인사
죽간자 진입, 구호
음악연주

×
○
○

×
○
○

×
○
○

○
○
○

6

3박

죽간자 마주보며
물러남

○

×

○

○

순번

분류

7

4박

선모, 협무 무진

○

○

○

○

8

5박

선모 소진 치어

○

○

○

○

9
10

6박
7박

음악연주
선모 소퇴

○
○

○
○

○
○

○
○

11

8박

선모, 협무 수악절
창사(전단)

○

○

○

○

12

9박

선모, 협무 수악절
창사(후단)

○

○

○

×

13

10박

음악연주

○

○

○

○

14

11박

선모, 협무 북향

○

×

○

○

추가

좌측의 내용을
따른다

×

○

×

×

○

○

○

○

17

12박

○

×

×

×

18

추가

일변 상대무
선모 족도,
협무 소진
상향이무

×

×

○

○

19
20

13박
추가

좌, 우 마주 상대
좌, 우 상배

○
×

×
×

○
○

○
×

이변 수수무

○

○

○

○

15
16

21
22

14박

선모 소진 수수무

○

×

○

○

23

추가

무작상배이무

×

×

○

○

삼변 상배무

○

×
(산작화무)

○

○

24
25

추가

수수무, 무작

×

×

○

×

26

15박

염수, 족도

○

×

×

○

27

16박

상배무

○

×

×

○

28

17박

선모 염수, 소진

○

○

○

사변 산작화무

○

×
×
(삼진무)

○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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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린 「노트」

김천흥
복원<장생보
연지무>

춤의 진행

정재무도홀기

소화 4년
「무의」

30

산작화무 대형

○

×

○

○

31

선모 무진

○

×

×

○

좌우사전
수악절 이수고저

○

×

○

○

반준, 사염

○

×

○

○

오변 수수무

○

×
(오방무)

○

○

순번

분류

19박

32
33

20박

34
35

21박

북향 수수무

○

×

○

○

36
37

22박

선모 소퇴
장수수삼전신

○
○

×
×

○
○

○
○

38

추가

무작

×

×

○

○

육변 오방무

○

×
(대전무)

○

○

39
40

23박

오방무 상배

○

×

○

○

41

추가

염수

×

×

○

○

23-1박

회전하며 소매를
활모양으로 만듦

○

×

○

○

칠변 염수무

○

×
(사선무)

○

○

42
43
44

추가

양손을 뿌려 내리며
회전

×

×

○

○

45

24박

회립북향, 염수, 족도

○

×

○

○

46

추가

좌우일대전, 무작,
사선무이진

×

×

○

○

팔변 사선무

○

×
(회선무)

○

○

좌우협 사선무

○

×

×

○

구변 염수무

○

×
(복열무)

○

○

47
48

25박

49
50

26박

협무 족도 회립

○

×

×

○

51

추가

수수무, 무작,
이수고저, 환대이무

×

×

○

○

52

27박

회선염수

○

×

○

○

53

추가

초열이무진

×

×

○

○

54

28박

죽간자 족도, 소진,
북향

○

×

×

○

55

29박

선모, 협무
족도소진제립

○

×

○

×

무진이퇴
죽간자 구호

○
○

×
○

×
○

×
○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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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린 「노트」

김천흥
복원<장생보
연지무>

춤의 진행

정재무도홀기

소화 4년
「무의」

30박

음악연주

○

○

○

○

31박

죽간자 족도 퇴립

○

×

×

×

60

32박

선모, 협무 무진이립

○

×

○

○

순번

분류

58
59

61

33박

염수 족도

○

×

×

○

62
63

추가

죽간자 족도이퇴
무퇴

×
○

×
○

○
○

×
○

64

34박

인사

×

×

×

○

악지

○

○

○

○

65

<표 3>을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의 「노트」를 통하여 분석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정재무도홀기의 내용 중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에서 생략된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구
호, 치어, 수악절창사가 간소화 된 것이다. 둘째, 일변에서 선모가 족도하는 동안 협무가 조금 앞으로 나
오고 부분과 좌, 우대가 상대하는 부분은 같지만 그 후 좌, 우대가 상배하는 부분이다. 셋째, 구변에서 선
모와 협무가 조금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부분이다. 넷째, 31박에 죽간자가 뒤로 물러나는 부분이다.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에서 추가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춤의 처음과 끝
에 인사를 하는 것이다. 둘째, 춤사위 추가로 오변에서 ‘무작’, 육변에서 ‘염수’, 칠변에서 ‘양손을 뿌려
내리며 회전, 좌우일대전, 무작, 사선무이진’, 구변에서 ‘수수무, 무작, 이수고저, 환대이무, 초열이무진’
이 추가 되어 있다. 소화 4년 「무의」의 경우 각 변별로 춤의 명칭만 기록되고 세부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성경린 「노트」에서는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에 추가되어진 부분이 같게 추가되어진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아 김천흥이 이왕직아악부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복원작업을 한 것
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재무도홀기』와 심소 김천흥이 복원한 1980년대 국립국악원 주최 『전통무용발
표회』의 <무고>와 <장생보연지무>영상자료를 비교하여 심소 김천흥의 궁중무용 복원양상과 창조정
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무고>와 <장생보연지무>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김천흥이 궁중무용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음
과 같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춤의 시작과 끝에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한 『정재무도홀기』, 이왕직아악부의 자
료인 소화 4년 「무의」, 성경린 「노트」에서는 인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김천흥이 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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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장생보연지무>를 중심으로

『무용한국』33)(1985년 춘하호)에 무고에 대한 회고록에 ‘음악 삼현도드리를 연주하고 무8인 고개 숙
여 인사한다’, ‘두 손 내려 앞에 여미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춤 끝낸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국립
예술자료원(서초동)에 소장된 1931년 ‘조선무악’34)(청구기호: DD김천흥3101; DVD1618)영상을 참고
하면 영상이 간단히 편집되어 춤의 전체는 알 수 없지만 <장생보연지무>, <보상무>, <포구락>에서 무
원이 춤의 처음이나 끝에 양손을 앞에 여미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이왕직아악부에서는 궁중무용이 추어질 때 처음과 끝에 인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사에 있
어 조선시대의 궁중무용에서는 궤하고 면복 하였으나 이왕직아악부 때에는 간단히 허리만 숙여 인사를
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의례를 중요시 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형식은 사라지고 여흥
으로서의 궁중무용만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35) 김천흥은 궁중무용을 복원하며 이왕직아악부
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적용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사의 간소화이다. 1980년대 김천흥이 복원한 궁중무용에서는 창사가 간소화 되어 불러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이것은 궁중무용이 무대화가 되면서 변화되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시
대의 궁중무용은 왕이 오랜 시간 잔치에서 의례와 여흥을 즐기는 가운데 추어졌던 것으로 시간적 제약
이 없고, 주가 무용이기 보다는 악‧가‧무 전체였다. 하지만 궁중무용이 무대에 올려 지며 무용이 주가 되
고, 시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창사를 간소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형에 있어 큰 변화는 없었다. 『정재무도홀기』에 춤의 모든 대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나
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춤의 과정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김천흥이 복원한 궁중무
용의 대형은 『정재무도홀기』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형들이었다.
넷째, 춤의 절차에 있어 생략되거나 추가 되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왕직아악부의
자료인 소화 4년 「무의」와 성경린 노트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김천흥이 복원작업을 할 때에
문헌과 이왕직아악부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에
서 죽간자가 후구호를 하는 부분이 『정재무도홀기』와 이왕직아악부의 자료들과 다르게 나타난다.
『정재무도홀기』에서는 ‘죽간자 북향→선모, 현무 소진→죽간자 구호→음악연주→죽간자 퇴립→선모,
협무 무진→염수, 족도→무퇴, 악지’ 하지만 김천흥 복원 <장생보연지무>에서는 ‘죽간자 북향→죽간자
구호→음악연주→선모, 협무 무진→염수, 족도→무퇴, 인사, 악지’ 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그리고 춤의 절차에 있어 『정재무도홀기』에서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복원을 할 때에는 함께 이루
33) 김천흥은 1984년 춘하호부터 1995년 가을‧겨울호까지 궁중무용에 관하여 약 10여 년간 글을 연재하였다.
이것이 『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 중 궁중무용 「유형별 고찰」부분으로 엮어져있다.
34)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봉래의>(2분8초), <보상무>(2분19초), <무고>(1분46초), <장생보연지
무>(1분13초), <포구락>(1분 42초)로 총 5작품이 9분8초로 기록되어있다.
35) 진연의 경우 출궁-배례-작헌례-진탕-진찬-진화-진대선-진소선-환궁-예필을 골자로 하여 의례 중간 중
간 음악과 정재가 올려진다. 그런데 순종 오순연은 넓은 정전 앞마당을 비워두고 행각에서 연회가 진행되었
다. 이것은 곧 악대 배치가 전정헌가도 등가도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도 조선시대 의례와 같이 절
차에 맞춰 연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례 중간에 음악과 무용을 하지 않고 행사 이후에 하였다는 것
은 오순연이 조선식 의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 할 수 있다.(이수정(2016)「순종탄신 오순 경축
기념연의 음악」, 『순종 탄신 오순 경축연의 시대적 의미 조명』 자료집, 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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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장생보연지무>에서 협무가 일변 상대무를 할 때에 선모는 이변 수수무
를 하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김천흥이 복원과정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
약을 받으며 변화되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김천흥은 1980년대 궁중무용 복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았다.
첫째, 문헌과 이왕직아악부에서 체득한 것으로, 김천흥은 몸으로 직접 체득한 것과 고려사, ｢악지｣,
악학궤범, 홀기등 여러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복원하였다. 조선시대의 궁중무용은 의례를 중요시
하여 형식의 나열이었으나 김천흥은 궁중무용의 여러 형식 중 춤을 위주로 복원하였다. 음악은 반주로
사용하고 창사를 축소하는 등 형식이 간소화는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보아 문
헌에 충실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대적 상황과 주변 상황의 영향이다. 프로시니엄 무대가 생겨 궁중무용이 궁중의 뜰이 아닌 프
로시니엄 무대에 올려 졌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며 여러 주변 상황들에 적합하게 무대화되었다.
셋째, 1950년대 창작활동과 여러 경험이다. 1980년대 궁중무용복원에 앞서 1950년대 김천흥의 창작
작업과 국악과 민속무용, 기방생활에서의 교방무용, 조사보고서를 통한 지방무용 등도 1980년대 궁중
무용 복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넷째, 감상자의 변화이다. 감상자가 왕에서 일반 관객으로 바뀌면서 현대의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관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 창사가 생략 등 형식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1980년대 궁중무용을 프로시니엄 무대에 올리며 무대화과정을 통해 변화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이것은 궁중무용의 무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김천흥의 창조정신을 정리해 보면, 김천흥이 복원한 궁중무용은 새로
우면서도 전통과 문헌해석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김천흥의 창조정신은
스스로의 경험, 미적 태도, 의식 등을 바탕으로 실현된 복원양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주체
로서의 예술가의 경험은 전통과의 단절보다는 복원과 문헌해석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
문에 복원은 전통의 계승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줌으로서 우리를 전통의 연장선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복원양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략과 추가는 단순한 복원이 아닌 복원자의 경험에 바탕을 둔 변화의
수용, 새로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예술가의 가능성은 예술작품
의 가능성으로 탈바꿈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작품의 미적경험이라 할 수 있는 관객의 경험과 의미는 단
순한 전통의 확인을 넘어 시대적 변화의 수용이라 할 수 있고, 새로움과 변화의 수용은 바로 창조의 과
정이 된다.
다음으로, 김천흥의 미적 태도 의식이 복원 과정에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그의 창조정신이 무엇인
가 가늠할 수 있다. 작품의 원형에 대한 존중과 시대적 변화의 수용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
로써 춤의 과정에서 생략되고 추가되는 것은 복원양식의 새로움, 작품의 새로움이 된다. 예술의 근현대
화의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규범은 곧 작품의 중요한 새로운 미적규범이 되며, 주체
로서의 예술가와 감상자로서의 관객은 작품을 위해 공존할 수 있다. 김천흥의 미적 태도 의식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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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서의 작품을 실현하는 면모를 보여주며 그 결과 궁중무용의 한계를 지양하고 현대적 의미의 무
대, 관객을 실현 가능케 한다. 때문에 그의 창조정신은 미적 태도와 의식 등이 반영되어 드러난 복원양
식과 그 작품 안에 있다고 할 것이며, 김천흥의 미적지향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무대라는 공
간을 통해 환골탈태 될 수 있었다 말 할 수 있고, 프로시니엄 무대에 올려 지면서 궁중무용은 서양식 무
대에서 예술화 과정을 거치며 전문예술인을 통하여 무대 예술로의 독립화 과정을 걸을 수 있었다 할 것
이다.
이러한 창조정신을 통해 김천흥이 복원한 궁중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맥이 끊어졌던 궁중무
용을 계승하고, 무대화를 통해 현 시대에 걸 맞는 궁중무용으로 발전시켜 대중예술화화 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김천흥은 1980년대 궁중무용 복원과정에서 문헌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무대화 과정을 통해 궁중
무용의 특징인 시용예술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궁중무용의 무대화에 피해 갈 수 없는 상황
이었고, 궁중 뜰의 궁중무용을 프로시니엄 무대에 걸맞은 궁중무용으로 예술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러므로 김천흥의 1980년대 궁중무용 복원 작업은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예술로 나아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김천흥은 이러한 점에서 전통과 복원 그리고 시용을 넘나드는 예술적 능력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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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무용극 <처용랑>의 1차 재현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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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 김천흥의 자료현황과 자료활용에 대한 연구

Ⅰ. 머리말
올해는 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작고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까지 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추모행사
에 여러 번 기획 및 진행으로 함께 하고, 추모 10주기에는 이렇게 발제까지 참여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
롭다. 필자의 심소 김천흥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실물이 아닌 선생님의 자료들과 시작되었다. 2008년
한국춤문화자료원 준비위원회(현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 자료정리팀2)은 ‘김천흥 컬렉션’을 무용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팀의 일원으로 김천흥 선생님의 만남이 시작이었다. 한 개인의
생애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생활용품인 보청기, 모자, 카세트, 책상 등과 무수히 쓰고 지
우고를 반복했을 것 같은 이면지 위의 무보와 대본, 기획안 등의 긁적거림의 흔적, 그리고 둘째 아드
님3)의 정성이 담긴 사진들로 김천흥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심소 김천흥은 1909년 생으로, 1922년 이왕직아악부 아악부원 양성소에 제2기생으로 입소를 시작하
여 2007년 타계하기까지 무용과 국악에 영향력 있는 전통예술인이었다. 그는 화재로 또 피난을 계기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남겨두었다. 특히 필자가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자료
로는 무용극<만파식적> 스크랩북이 있었다. 거기에는 공연 프로그램은 물론 공연의 극장계약서, 무보
및 대본, 악보, 공연허가서, 사진 등의 공연 준비단계 부터 공연 후까지의 과정이 담겨져 있었다. 그렇
게 자료들로 만난 심소 김천흥은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무보작업 및 기록, 자료모음 등을 진
행한 듯 했다. 또한 필자4)가 그 자료들을 통해 본 그는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창작에 대한 마음
이 열려있음을 짐작할 수도 있었다. 아마도 전통예술계를 위해 창작에 대한 열의를 마음속 아쉬움으로
품고 전통춤 복원 및 재현(공연, 교육 등)에 평생을 헌신하며 자료모음집들을 후대에 선물로 주었을 거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 ‘심소 김천흥의 자료현황 및 자료활용 사례’ 연구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아카이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용ㆍ국악 넓게는 공연예술의 확대된 예술 기록 및 활용방법의 매뉴얼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중요성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자료들의 현황과 활
용 된 사례들을 파악하여 김천흥 연구의 매개가 되는 정보공유의 두 번째 목적을 가진다. 연구방법으로
는 필자가 그동안 참여했던 (사)한국춤문화자료원의 활동5)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심소 김천흥의 자료
2) 한국춤문화자료원 준비위원회 자료정리팀은 2007년 12월 준비위원회 결성 이후 2009년 한국춤문화자료원이
되면서 아카이브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였다. 자료정리팀은 유시현(당시 연구위원) 박사님을 필두로 권혜경,
김윤숙, 오정은으로 팀이 구성 되었으며, 이후 윤지현, 손선숙, 김도연, 이소연 등이 아카이브팀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는 무용 전문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해리, 양민아 공동대표, 그 외 연구원 등
이 아카이브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3) 김천흥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은 김정완으로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자료관 관장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사진을 취미로 시작하여 김천흥 선생님과 지인들의 공연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김천흥 선생님의 사진이 그동안 잘 보관되고 있었던 가장 큰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4) 필자는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고 있어서 이론적인 시각과 더불어 실기인(창작, 교육 등)으로의 시각으로도 심
소 김천흥 선생님을 폭넓게 이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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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한 행사 자료(행사기획안, 프로그램, 자료집, 도서 등)와 온라인(신문기사, 관련사이트 검색)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Ⅱ. 심소 김천흥의 자료 현황

심소 김천흥의 자료현황은 기증(기탁, 대여기증 등)과 참여를 통해 생성 된 ‘김천흥 컬렉션’으로 운영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증 된 순서로는 2002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2004-2005년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2007, 2010년 국립국악원, 2008년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 2014년
국립무형유산원, 2015년 국가기록원, 2016년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이렇게 총 7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기증연도에 따라 각 기관의 성격과 김천흥컬렉션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하와이주립대학교 한국학센터6) [2003년 김천흥 기증]
김천흥은 1960년대부터 하와이에서 배한라무용연구소와 하와이주립대학에서 공연과 교육을 통해
인연이 이었다. 1995년에는 하와이주립대학교 객원교수로 초빙 받아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다. 이러한
인연은 2001년 당시 에드워드 슐츠(Edward J. Shultz) 하와이주립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이 김천흥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직접 김천흥의 자택을 방문하여 기증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2002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에 자료 기증이 진행되며 김천흥 컬렉션이 만들어 졌다. 김천흥
컬렉션은 국악(무용)과 관련한 시청각자료(영상, 음악)와 도서류 등이 포함 된 총 2,000여점이 보존되
고 있다.

5) 심소 김천흥과 관련한 행사는 거의 (사)한국춤문화자료원과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가 함께 하였다.
6) 김천흥 컬렉션이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에 기증되었다는 신문기사[검색일: 2017.7.31.]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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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7) [2004년 구술채록, 2005년 자료 기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은 1979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실을 시작으로 1987년 한국문
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로 개관이전, 1992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과 예술의 전당 자료관
과 통합을 걸쳐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하여, (재)국립예술자료원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통합하여 현재까지 국내 최대의 예술자료의 메카(중심)로 서초동 본원
과 대학로 분원을 통해 예술기록으로는 최대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자료원의 주요업무는
자료수집에서부터 자료생성 등의 다양항 예술기록과 관련한 업무이다. 그 중에서도 예술자료원의 주
요사업이면서 김천흥과 관련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카이브(자료수집 및 보존 등)와 예술인 구술
채록사업에서 볼 수 있다.
2004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연구기획으로 진행 된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시리즈’에 구술자로 김천흥이 선정되었다. 당시 채록연구자로는 무용
분야는 김영희, 국악분야에는 서한범이 채록연구자로 참여하여 무용은 5회차, 국악은 2회차로 진행되
었다. 김천흥은 생애사 구술채록을 통해 이왕직아악부 시절, 일제 해방과 전쟁 후의 무용/국악 활동 및
상황, 무형문화재 조사와 작품(전통, 창작) 활동, 정재재현 작업 등을 구술하였고, 예술자료원에서는 구
술채록 결과물로 시청각 자료와 채록(녹취)문 자료집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이후 2005년 김천흥은 에
술자료원에 본인 소장 VHS영상자료 48건을 디지털변환 기증을 통해 시청각 자료로 기증하였다. 그 기
증자료는 예술자료원 기준 종합 분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통무용 및 전통음악 영상 48건으로 분류되
어 있다. 그 외에도 구술채록을 통해 생성 된 채록문에 삽입 된 이미지 자료(프로그램, 사진 등)가 예술
자료원 Da-Arts 홈페이지를 통해 121건이 함께 검색되고 있다.

7) 김현옥, 「예술자료원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현황과 발전」 국악아카이브 연구기획 학술세미나 디지털시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치 창조 (서울: 국립국악원, 2016) 44-69쪽.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구술자 김천흥, 채록연구자 김영희, 서한범),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
사 구술채록사업 시리즈 05: 김천흥 金千興』,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Da-Arts 구술채록: 김천흥 편 [검색일: 2017.08.01.],
http://www.daarts.or.kr/handle/11080/162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Da-Arts 아카이빙 자료: 김천흥 [검색일: 2017.08.01.],
http://www.daarts.or.kr/SimpleSearch?kwd=%EA%B9%80%EC%B2%9C%ED%9D%A5
위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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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국악원8) [2007년 김천흥, 2010년 하루미9)(김천흥)를 통해 입수 됨]
국립국악원은 1951년 개관이후, 국악의 보존과 보전 그리고 창작활동을 위해 공연과 연구 등을 하
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 중 ‘자료(아카이브)’와 관련한 국립국악원의 역사는 1987년 국악연구실(국악
자료실)이 설치되어 공연기록물 및 도서자료 등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1995년 국악박물관을 개관하면
서 일반인들에게 유물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07년 국악아카이브라는 전문화 된 사업이 시작되면
서 본격적인 국악인들의 자료수집이 수증되었고, 온ㆍ오프라인에서 자료들을 열람하는 디지털아카이
빙10)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방법은 ‘자체기록물 수집(이관)’과 ‘외부자료
구입 및 기증’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김천흥의 자료는 2007년 8월 김천흥의 작고 이후 심소 김천흥기념사업회를 통해 2그 해에 국
립국악원에 입수되었고, 본인의 ‘공연, 방송, 강의 등의 자료’ 총 7,374점으로 1931년에서부터 수집당
시(2007)까지의 자료로 구성되어있었다. 기록유형별 개수는 음향 53점, 동영상 59점, 이미지 3,588점,
복합 873점, 텍스트 2,801점이다. 2차로는 김천흥의 제자 하루미를 통해 2010년에 수집되었고, ‘김천흥
의 공연, 방송, 문화재 전승 활동 기록’ 총 990점으로 1956년에서 2007년까지의 자료로 구성되었다. 기
록유형별 개수는 음향 21점, 이미지 873점, 복합 96점이다. 자료의 대부분은 국립국악원 활동, 국내외
공연, 교육 등과 관련 시청각자료와 스크랩북(프로그램, 신문, 육필원고 등)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4. (사) 한국춤문화자료원11) [2008년 기탁, 무용최초 디지털아카이브(김천흥 컬렉션) 생성]
2007년 8월 김천흥 타계 후 유족들과 제자들로 구성 된 심소김천흥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김천
흥의 보존과 더불어 자료 활용을 위해 기념사업회 내에 자료관을 만들었다. 당시 무용계에서는 춤전문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져 최해리, 김현주, 유시현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2007년 12월 한국춤문
화자료원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숙)가 발족되었다. 이후 2009년 한국춤문화자료원(원장 신상미)이
설립되고, 2011년 사단법인으로 등록, 2013년에는 공동대표(최해리, 손선숙, 장지원, 전주현, 양민아,
8) 권혜경, 「국악자원 집성ㆍ활용을 위한 ‘국악아카이브’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악아카이브 연구기획 학술
세미나 디지털시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치 창조 (서울: 국립국악원, 2016) 15-21쪽.
노예리, ‘김천흥 컬렉션’, 『국악누리』, 2017 3,4월호(서울: 국립국악원, 2017). 4-5쪽. 참고하여 작성함.
9) 하유미, 하루미 두 가지 이름을 모두 사용 중이며, 특히 심소 김천흥 선생님 관련 자료들 중 두 가지 이름으
로 기재 된 것들은 한 사람임을 확인 할 수 있음.
10) 국악아카이브 (www.archive.gugak.go.kr), 2012년 개설되어 디지털화 된 국악원 자료를 온라인에서도 열
람할 수 있음.
11) 유시현, 권혜경, 김현주, 최해리, 「무용가 개인컬렉션의 데이터 (DB) 구축을 위한 춤자료 분류체계 연구:
김천흥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 제17권, 2009 117-142.
윤지현, 「김천흥컬렉션의 춤기록화 현황과 전망」, 『심소 김천흥 선생 5주기 추모문화제: 기억 속 긴천흥
의 예술, 오늘의 예술이 되다』, 국립국악원,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비간행물,2012. 39-54쪽.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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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나)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국내 최초 무용 디지털아카이빙을 시작으로, 개인 및
단체 아카이빙 사업, Dance Post.Korea 춤웹진 발간, 연구용역, 무용 인력배출 등의 다양한 사업 확장
을 통해 무용계 독보적인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당시 최해리, 김현주, 유시현 연구자들 중심으로 국내외 무용아카이브를 연구하여 김천흥 컬
렉션의 DB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물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정리팀이 구성되어 유시
현 연구자를 주축으로 권혜경, 그리고 오정은, 김윤숙이 2008년 7월~2009년 2월까지 디지털 아카이빙
에 필요한 DB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후 2015년에 미입력 된 DB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었다.
김천흥 컬렉션은 한국전쟁 당시 자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유실되고 1950년대
이후부터 생성되어 2007년 8월 김천흥의 타계 후까지 남긴 유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자료의 종류는 공
연프로그램(약 380개), 무보 및 대본(약 59개), 포스터 및 전단(약 42개), 신문 및 잡지기사(약 600개),
영상 및 음악(약 141개), 의상 및 소품(약 34점), 사진(약 1,000점), 서신(약 84개), 상벌(약 52개), 소장
물품(약 42점), 생활용품(약 55점), 도서(약 798권)으로 총 3,800여점으로 구성되어있었다.
타 기관에서 예술자료만을 포함 한다면, (사)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는 생활용품, 소장물품 등을 포
함하여 김천흥 개인의 활동영역의 범위를 크게 가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부터 최근까지도 김천흥의 자료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Ⅲ. 심소 김천
흥 자료 활용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 국가기록원12) [2013년 국가기록물 지정]
국가기록원은 2013년에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을 통해 김천흥 컬렉션을 ‘국가기록물: 제10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로 지정하였다.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홈페이지에
서는 지정 된 12건의 기록물들이 설명되고, 자료들이 일부 공개 되어 있다.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메뉴가 생성되어 있으며, 최해리(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 이사장)의 글과 시청각자료가 담
겨져 있다. 글에는 개요,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의 의미, 전통무용의 복원과 대중화, 전통무용의
복원과 대중화로 구성 되어있다. 글과 함께 이미지 10건과 영상 2건이 있으며, 내용은 춘앵전 의상과
공연모습(1991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팸플릿(1959년), 제2회 김천흥 한국무용발표회 처용
랑 팸플릿(1959년), 삼천리가무단 하회별신가면무용극 팸플릿(1964년), 종묘제례악 일무(佾舞)사진
(1945년 경), 복원된 민속탈 사진, 제1회 김천흥무용발표회 사진(1956년), 조선무악 영상 일부(1931년),
처용무 영상 일부(1972년), 김천흥 신작무용발표회 <처용무> 문교부허가 대본(1959년), 『한국무용기
본도보』(1954년)이다. 2017년 하반기에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김천흥컬렉
션이 기증 될 예정이다.
12)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제10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글 최해리)[검색일: 2017.7.27.]을
참조하여 작성함.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9.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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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무형유산원13) [2014년 기증]
국립무형유산원은 2014년도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자료들을 기증 및 전시 등을 위한 사업을 진
행 해 왔다. 이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및 제 39호 <처용무> 보유자였던 심소 김
천흥의 자료 요청이 있었다. 2014년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과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은 국립
무형유산원과의 논의 후 ‘처용무 전승관련 스크랩북’ 2권과 ‘춘앵전 의상’ 총 3건을 기증하였다. 홈페이
지를 통해 기증 된 자료 프로그램북을 PDF로 공개하고 있으며, 유산원에서 전시도 이루어 졌었다.

7.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2007년 유품정리]
2007년 심소 김천흥 타계 후 유족들과 제자들로 구성 된 심소김천흥기념사업회(회장 김정수)를 발
족하였다. 이 후 고인의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 기념회 내 자료관(관장 김정완)을 설립하였고, 좀 더
전문적인 자료 활성화를 위해 2008년 한국춤문화자료원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숙)에 자료들을 기탁
하였다. 2012년 심소 김천흥기념사업회는 활동범위를 넓혀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이사장 김정수)
로 명칭을 바꾸었고, 한국춤문화자료원과 공존하던 사업장을 분리하여 2015년 지금의 개포동 사업장
으로 옮겼다. 현재는 아악일무보존회(회장 김영숙)와 함께 사업장을 공존하고 있으며, 공간의 대부분
을 김천흥 컬렉션 전시 및 자료보관장소로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기탁되었
던 자료들은 현재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 외에는 올해 하반기
국가기록원에 기증 될 예정이다. 보존회는 심소 김천흥의 예술정신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기 위해 지속
적인 추모행사, 출판, 전시[자체]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Ⅲ. 심소 김천흥 자료활용 사례
1. 연도별 심소 김천흥의 자료활용 사례 리스트 분석
본 자료활용 사례는 세세한 자료활용의 예시로 보기보다는 그동안의 자료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연도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심소 김천흥의 생전의 자료활용은 한성준 <승무>재현, 궁중무용 복원
등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2007년 심소 타계이후 남겨진 자료들을 활용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1) 2008년, 심소 김천흥 탄신 100년 기념 행사

13) 국립무형유산원: 2014 기증자료집 02 제1호 종묘제례악_제39호 처용무 고 김천흥. [검색일: 2017.07.27.]
을 참조하여 작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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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 김천흥이 2007년 99세로 돌아가신 후, 유족과 제자들로 구성 된 심소김천흥기념사업회가 같은
해 구성 되며 그 다음해에 처음 행사를 진행 하게 되었다. 2008년 3월 29일 김천흥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국악원과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가 공동주최로 기념공연과 전시를 열게 되었다. 장
소는 김천흥이 전통예술을 위해 공헌했던 국립국악원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자료활용 콘텐츠가 이루
어졌었다. 그리고 ‘심소 김천흥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은 심소 김천흥 선생님 다큐영상, 전보현의 <춘
앵전>, 서울대학교 국악과 <천년만세>, 처용무보존회 <처용무>,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기본굿거
리>, 종묘제례악보존회 <종묘제례악>으로 진행되었다. 이 공연에서는 심소가 궁중무용을 배웠던 당시
의 모습을 재현하듯 선보인 전보현(당시 국립국악학교 학생)의 <춘앵전>과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이화
여자대학교 무용과 김천흥 장학생들이 함께하고 문화재 보유자로 지내시던 처용무보존회와 종묘제례
악보존회가 함께한 것이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도 김천흥의 수식어
가 되어버린 ‘마지막 무동’ 타이틀이 들어 간 <마지막 무동의 미소> 전시는 ‘자료활용 사례’의 시작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김천흥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사진자료들을 활용한 달력을 제작하여
문화예술계에 배포하였다.

`

<심소김천흥 탄생 100년’기념공연>
일시: 2008년 3월 29일/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심소 김천흥 탄생 100년’기념 <마지막 무동의 미소> 전시
일시: 2008년 3월29일~6월28일
장소: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기획전시실

그림 1 심소 김천흥 탄생 100주년
기념달력(출처: 한국춤문화자료원)

2) 2009년, 무용 최초 무용디지털아카이빙 <김천흥컬렉션> 오픈
심소 김천흥기념사업회는 2007년 12월에 김천흥의 유품들을 한국춤문화자료원 준비위원회(현 한국
춤문화자료원)에 위탁했으며, (사)한국춤문화자료원 자료정리팀을 구성하여 유시현(당시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권혜경, 김윤숙, 오정은과 팀을 이루었다. 자료정리팀은 1년간의 연구한 끝에 김천흥 자료에
대한 분류체계와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하였고, 2009년 1월에 디지털 아카이브 김천흥 컬렉션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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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9년 당시, 한국춤문화자료원 홈페이지 캡쳐화면(www.kdrc.or.kr)

(www.kdrc.or.kr) 했다. 2009년 당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매체별, 연도별 등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자료이미지와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었으며, 개인컬렉션은 개인의 활동 영역 및 자료 매체 등에 따라 DB
구성이 상이 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는 (사)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좀 더 세부적인 DB 검
색활용을 위해 새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잠시 운영이 중지되어있다.
3) 2009년, 심소 김천흥 선생 타계 추모 2주기 추모사진집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김천흥의 사진자료들을 활용한 추모사진집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활용
의 예로 볼 수 있다. 대신 사진집은 사진자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천흥의 아드님 김정완
과 제자 하루미의 자료수집과 제자 최해리(당시, 한국춤문화자료원 연구위원)의 교정 등의 참여로 견
고하게 진행되었다. 추모사진집은 유족 김정완의 발간사와 최해리의 김천흥 소개글로 시작이 되며, 목
차와 가계도로 김천흥의 전반적인 생애를 살펴 볼 수 있게 된다. 전쟁이전 소실 된 사진 자료들은 관련
자료들을 추가삽입을 하였고, 사진과 관련한 문구 등의 정보는 <심소 김천흥 무악 칠십년>의 글을 사
용하였다고 한다. 심소 김천흥의 ‘출생과 유소년 시절’로 본 출생지 지도표기 등이 포함을 더하여, ‘이
왕직아악부 시절’의 국악 공연활동 등의 사진, ‘국립국악원 시절’의 궁중무용 복원공연 등의 사진, ‘국
내활동’, ‘국외활동’으로 본 연주자, 무용가 김천흥의 모습과 전통예술 세계교류를 가늠할 수 있는 모
습, ‘수상경력으로 최고임을 확인하며’, ‘취미활동’, ‘김천흥의 가족들’의 사진을 통해 인간미 넘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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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발견하고, ‘사직작가들이 본 김천흥’으로 해맑은 웃음을 간직한 깊이를 살펴보고, ‘김천흥의 소천
이후’의 탄생 100주년 행사 사진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을 때 ‘금관문화훈
장 서훈기념 우표제작’을 한 우표사진은 단순한 우표보다는 김천흥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하나의 콘
텐츠로 자료활용의 흥미를 가지게 하였다.

심소 김천흥 선생 타계 추모 2주기 추모사진집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출간
출간일: 2009년 8월/ 출판사: 민속원/ 엮은이: 김정완, 하루미
출판기념회 일시: 2009년 8월 17일
출판기념회 장소: 국립국악원 담소원
그림 3 심소 김천흥의 해맑은 삶
도서 표지이미지(출처: 심소
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4) 2012년, 심소 김천흥 추모 5주기 추모문화제
심소 김천흥의 자료활용의 최대집대성 된 행사라 볼 수 있는 <심소 김천흥 5주기 추모문화제>는
2012년 8월 개최되었다. 심소의 자료들을 활용한 전시, 학술심포지엄, 렉쳐퍼포먼스, 특강 등이 이루어
졌었다.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와 국립국악원 공동개최, 한국춤문화자료원 주관, 국립예술자료원,
정재연구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관계자 모두의 헌신으로 알차게 열린 행사라 볼 수 있다. 특
히 심소의 ‘창작무용극 처용랑(1막1장) 재현 공연’과 ‘추모5주기 기념 문집 발간: 전시도록, 학술논문
집’ 그리고 ‘김천흥을 추억하다’ 에피소드 글 모음은 후세들에게도 연이어 김천흥의 예술세계 및 정신
을 이어가는 중요한 행사라 볼 수 있었다. 이번 학회 심포지엄에서도 연구발표에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
되었음을 연구자들의 참고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2013년, 심소 김천흥 선생 추모 6주기 기념 <만파식적> 재현공연
위 4)에서 자료 활용 재현시연 공연으로 <처용랑>을 진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2013년 정재연구회
(예술감독 김영숙)와 이화공연문화연구센터(센터장 조기숙)주최로 정재연구회에서 주관하여 서울문
화재단과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후원으로 김천흥의 창작무용극 대표작인 <만파식적>(1969)을 재
현공연하게 되었다. 한국 근현대 예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심소 김천흥 선생의 자료(유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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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작품을 재현함으로써 예술자료의 창조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개인무용가의 예술세계
및 근현대 한국무용사를 재조명하는 것이 본 공연의 목적을 가졌었다.
<만파식적(萬波息笛)>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를 심소 김천흥의 안무와 죽헌 김기수의 작곡
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또한 문공부 창작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어 1969년 12월에 국립극장에서 처음 발
표되었던 작품이며, 1970년 예술원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전통무인 궁중무와 민속무에 바탕을 두고 창
작한 작품으로 당시 유행하던 신무용의 무용극과는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으므로 1960년대 근현대 예
술작품세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초연 당시에 국악관현악이 생음악으로 반주하였으며, 무대장
치·조명 등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창작무대를 시도하였다. 또한 안무가가 직접 작품의 주인공역을 소
화하여 작품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높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재현시연에 사용 된 자료들은
(사)한국춤문화자료원이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의 위탁으로 소장하고 있는 무용극 <만파식적> 대
본, 팸플릿, 신문기사, 음원 등의 수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재현공연 하였었다.14)

심소 김천흥 선생 추모6주기
‘기억 속에 살아있는 무용극 두 번째
<평화를 부르는 소리-만파식적(萬波息笛)>’
일시: 2013년 10월 2일(수), 오후 8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그림 4 1959년 <처용랑>
프로그램 표지(출처: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6) 2014년, 심소 김천흥선생 7주기 추모문집 <전통예술에 놋다리 놓기> 발간
추모 7주기를 맞이하여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주최)와 한국춤문화자료원(주관)은 심소 김천흥
과 관련한 연구논문 모음집을 발간하였다. 한국춤문화자료원 총서01 <전통예술에 놋다리 놓기: 심소
김천흥 연구>는 김천흥과 관련한 신문기사, 학위논문, 연구논문, 공연축사 등을 ‘놋다리’로 섹션별
구분하여 담고 있다.
14) 위 내용은 필자가 지난 2013년도 정재연구회 <만파식적>공연 보도자료 작성한 내용을 일부 수정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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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대표 연혁과 채희완의 서문 <김천흥의 예술세계의 바탕 1: 그 사람에 그 춤>을 시작으로 ‘놋다
리1: 기념사를 통해 본 김천흥’에서는 이규태, 정병호, 김채현, 성경린, 차범석, 한명희의 심소 자체의
인간미와 생활을 곁에서 본 분들의 글 내용으로 이어갔다. ‘놋다리2: 생애 연구를 통해 본 심소 김천흥’
에서는 김명곤, 박성희, 구히서, 문애령, 안수연, 이세기, 주디 반 자일, 김명숙, 이한녀, 유정숙의 심소
의 예술세계와 생애를 다룬 연구물들로 이어졌다. 그와 또 연결하여 ‘놋다리3: 음악 활동을 통해 본 김
천흥’에서는 그의 국악활동 중 대표악기인 ‘해금’과 관련한 연구물을 이진원, 한갑수의 논문 두 편으로
담아냈으며, ‘놋다리4: 작품 연구를 통해 본 심소 김천흥’에서는 최경란, 반달, 김영희, 박은영, 김경숙
을 통해 궁중정재 재현작업과 창작무용극 활동 등을 담은 내용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놋다리5: 아
카이브 자료와 작품복원을 통해 본 심소 김천흥’은 심소의 자료활용을 통한 아카이브와 재현시연을 다
룬 연구물로 이어졌다.
아마도 심소 김천흥을 알고 싶거나 연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비매품으로 (사)
한국춤문화자료원 또는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를 통해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7) 2016년, 추모 9주기 심소 김천흥 강좌와 기록관리 전공자들이 찾는 예술아카이브
지난 추모행사들의 전시, 공연 등을 이어 2016년에도 추모행사를 통해 김천흥의 자료활용은 강좌로
진행되었다.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와 한국인물전기학회 공동주최로 열려 ‘심소 김천흥’ 인물을
다루는 강좌였다. 이 날 연사는 심소 김천흥과 관련한 행사에 중심이 되어 진행을 주도했던 최해리(현,
한국춤문화자료원 이사장)이 ‘세기의 한국예술인 심소 김천흥의 99년’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2016년
3월 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아카이브 수업특강’(강사_ 양민아 한
국춤문화자료원 공동대표)의 일환으로 ‘심소 김천흥과 그의 전통예술관련 기록’이라는 주제로 심소김
천흥무악예술보존회 김천흥콜렉션 전시물과 자료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이 이어졌었다.

2. 창작무용극 <처용랑>의 1차 재현 사례분석
심소 김천흥의 자료활용 사례로 지난 2012년 추모 5주기에 <처용랑> 제1막 1장 재현시연을 담아보
았다. 본 내용은 필자가 2013년 경기대학교 수업(강사 최해리) 참관 시 ‘논문연구법’ 수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작품분석15)이다. 1959년 자료들을 바탕으로 2012년 재현시연을 함께 구성하여 기록이 자료로
남고, 그 자료가 실연이 되고 또 다시 기록으로 남아 자료로 활용되는 구성을 살펴 볼 수 있다.

15) 경기대학교 수업에 제시 된 최해리의 작품분석 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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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oje-2013-the-1

김천흥의 무용극 <처용랑>(1959) 재현시연(2012) 작품 분석
공연(작품명)

무용극 <처용랑> 제1막 1장/ 재현시연作

공연자(단체)

사단법인 아트컴 판 정재연구회

공연일자

2012년 10월 19일(금)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분석자

오정은(한국춤문화자료원)

특이사항

1959년 자료(안무노트, 사진 소량)
2012년 자료(재현보, 채보, 영상, 사진)

1) 공연(작품)개요
(1) <처용랑>(1959), 목적 및 기능
- 당시 전통적인 무용극(한국무용)이 없던 시기에 창극, 연극 등에서 본 연출방식을 도입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본인의 학습바탕(궁중무악, 민속무악 등)을 기준으로 역사적인 소재와 춤을 극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작품에서는 <처용무>를 바탕으로 준비되었다.16) 김천흥 무용대본에 따르면
“<처용무>는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궁중무용으로 민간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귀중한
문화재를 시대적인 작업과 현대인의 감정에 맞추어 널리 알리며 보다 나은 예술작품으로서 발전향상
을 기하려는데 그 뜻을 둔다.”17)라고 기록 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극화 된 양식을, 내면적으로는 전
통의 대중화를 염두 한 첫 무용극이다.
(2) <처용랑>(2012), 재현목적
- 궁중무용으로 널리 알려진 심소 김천흥의 창작활동을 살펴보는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심소 김천
흥의 5주기 추모문화제 ‘朝鮮 마지막 舞童’>이 지난 2012년 10월 19일에 진행되었다. 본 추모문화
제에서는 전시 및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학술세미나에서 김천흥의 무용극 <처용랑>18)(1959) 서
곡에서 1막 1장까지 재현시연 되었다. 김천흥의 제자인 김영숙(정재연구회 예술감독)이 재현시연을 준
비하였다.
(3) 작품배경 정보
- <삼국유사>권2 ‘처용랑 망해사(處容郞望海寺)’조: “처용이 부른 노래를 〈처용가〉라 하며
16) 문애령 대담(2001), 『한국 현대무용사의 인물들』, 눈빛. 김천흥 편의 관련 부분을 축약.
17) 1959년 <김천흥 신작무용발표회 문교부허가 대본>으로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18) 1960년 서울시문화상 수상(광복 후 무용으로는 최초 문화상 수상, 당시 무용부분이 없어서 연극분야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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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 정재인 <처용무>는 그가 춘 춤에서 유래된 듯하다.”19)
- <처용무>(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란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궁중무용 중
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 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
를 부르며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20)
(4) 내용
- 원작(1959): <처용무>의 원작인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3막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사 없이
무용과 음악으로만 극을 이룬다.
- 재현 시연 작(2012): 김천흥의 무용극 <처용랑> 중 서곡에서 1막 1장을 재현 시연한다. 1막 1장의
내용은 “개운포에서 헌강왕의 연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용이 나타나 난무한 상황을 연출하여 동해
용왕이 소원하던 절을 지어주기로 하면서 상황은 정리된다. 용왕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나 춤과 노래
로 위안을 하는데, 헌강왕이 절을 짓기로 하면서 용왕의 아들 처용을 궁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5) 동일소재에 따른 유사 공연 사례
- 울산시립무용단 제26회 정기공연 <처용랑(處容郞)>(2010. 11. 26(금),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
장): ‘처용설화(處容說話)’의 가면무용에서 유래된 ‘처용무’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
재되면서 ‘처용’이라는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울산시립무
용단이 처용, 아리(처용 부인), 역신을 중심으로 한 무악가극(舞樂歌劇) 『처용랑(處)容郞)』(2장 9막)
으로 꾸며지는 작품은 처용화상을 모신 제사상 앞에 삼신할미가 처용 혼을 부르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모습을 드러내는 처용과 해신들의 합창, 그리고 동해용왕과 일곱 왕자의 춤, 수신(水神)들의 춤,
물고기의 춤 등이 무대를 형형색색 화려하게 수놓으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처용랑>은 국수
호의 대본, 강상구의 음악, 배삼식의 시, 이경수 연출 및 안무를 맡았다.21)
2) 구조분석(2012년 재현 시연 작)
(1) 서사구조
가. 인물22): 처용, 헌강왕, 용왕, 용왕의 아들들, 무희

19) 포털사이트 다음 백과사전 <처용랑망해사> 정보.
20) 문화재청 홈페이지 <처용무> 정보.
21) 울산종합일보 홈페이지 기사(2010.11.24).
22) 프로그램에 기록 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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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처용

한문

處容

명칭

처용의 모습은 사진으로 유추해 낼 수밖에 없다. 처용은 용왕
의 아들이며, 춤과 노래에 능하다. 헌강왕이 처용에게 미녀와 혼
인하게 하여 서울에서 살게 한다. 역신이 처용의 처에게 반하여
사람으로 변해 처용의 처를 유혹하는데, 이를 본 처용은 화를 내
기는커녕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처용의 예술적인 감각과 너
그러운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그림 5 1959년 <처용랑> 초연사진
(출처: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

명칭

한글

헌강왕

한문

憲康王

개운포에서 연회를 즐기던 모습에서 풍류시인 같은 여유로움
과 용이 나타나 난무한 상황을 연출하는 과정에서도 침착함을
나타내는 인물
그림 6 2013년 정재연구회 <처용랑>
재현시연 사진(출처: 정재연구회)

명칭

한글

용왕과 용왕의 아들들

한문

龍王, 龍子

기후변화를 주어 헌강왕을 위협하다가도 소원하던 절을 지어
주겠다는 헌강왕의 승낙에 노래와 춤으로 답하는, 감성적인 인물
그림 7 2013년 정재연구회 <처용랑>
재현시연 사진(출처: 정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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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글

무희

현지어

舞姬

무희 중 <무애무>를 추는 2인을 사진에 담았다. 헌강왕의 연
회에서 가장 처음 선보이는 궁중무이다. 본 작품의 배경시기인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포교하기 위해 표주박을 들고 춤을 춘
것에서 유래되었다. 실제로는 고려시대에부터 전해지는 춤이다.
그림 8 2013년 정재연구회 <처용랑>
재현시연 사진(출처: 정재연구회)

나. 사건 및 배경
- 1막 1장: 신라시대 헌강왕이 동쪽 해변 개운포라는 곳에서 연희를 베풀어 무희들의 춤이 벌어진
다. 왕이 무희들의 춤에 도취된 때 홀연 안개가 끼고 바람이 일며 천둥번개가 진동하고 가까운 거리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용이 나타나 정신없이 하는 것을 왕이 이상하게 여기고 일관에게 묻는다. 일관은
동해용왕의 작전이온데 이 근처에 절을 지어달라는 용왕의 소행이라고 알린다. 왕이 이를 승낙하자 안
개가 걷히고 날이 밝아지며 용왕이 여러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서 춤과 노래로서 위안한다.
왕은 용왕의 뜻을 받아 용왕의 아들인 처용을 다리고 궁정으로 돌아간다.
다. 인물간의 관계
- 헌강왕과 용왕의 관계에서 현대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모습을 보이며, 등장인물의 역할에서도 대
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계급사회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무애무>를 추는 과정에서도 무희들을 위
해 표주박을 가지고 나오는 호로악사의 등장과 춤추기 전 왕에게 예를 표하는 모습 등이 상하계급의 양
상을 보인다.
라. 플롯구조(시쿼스)
- 헌강왕의 연회장에서 <무애무>를 선보이겠다는 예를 갖추고 춤을 시작한다. 동해바다에 안개가
서서히 나타나며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친다. 왕은 일관에게 사태파악을 한 후 용왕이 소원하던 절을 지
어주는 것에 승낙한다. 이를 알고 용왕이 본인의 아들들과 함께 나타나 춤을 추며 기뻐한다. 하늘은 개
의고, 축하연이 펼친다.
(2) 표현양식(연출자, 관객 입장에서 기록)
(2)-1 전체
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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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뒤 스크린 영상에서 동해 배경을 나타내며, 용좌에 앉은 왕과 신하들은 중앙 뒤편에 위치한
다. 무희들은 상ㆍ하수에서 등장하여 왕 앞에 머물다 관객 쪽을 바라본다. 무희들은 춤을 마친 뒤 왕
일행의 좌우 끝부분에서 자리한다. 용왕은 하수에서 중앙으로 등장한다. 이후 용자들은 상ㆍ하수에서
등장한다. 진행한다. 용왕과 용자들이 좌우로 퇴장하며 스크린 효과로 막은 내린다.

나. 수반요소
1959년
a. 제작진

2012년
a. 제작진

ㆍ구성안무(김천흥)

ㆍ재현구성(김영숙/ 정재연구회 예술감독)

ㆍ작곡(김기수)

ㆍ지도(이미주/ 화동정재예술단 단장)

ㆍ음악(해경악회)

ㆍ연출(배종섭/ 사단법인 아트컴판 감독)

ㆍ의상(김천흥 무용연구소 의상부)

ㆍ음악감독(홍동기/ 풀림앙상블 판 대표)

ㆍ소품(김붕기)

ㆍ채보(계성원/ 풀림앙상블 판 동인)

ㆍ조명(천명식)

ㆍ연주(풀림앙상블 판)
ㆍ영상제작(디지믹스)

b. 연행자

b. 연행자

ㆍ처용(김천흥)

- 사단법인 아트컴 판 정재연구회 외 찬조출

ㆍ처용의 처(김영옥)

연진

ㆍ역신(송영자)

ㆍ헌강왕(이상윤/ 렉나드 댄스프로젝트 단원)

ㆍ헌강왕(송영자)

ㆍ일관(최지환/ 한성대학교 재학생)

ㆍ궁녀(김진희, 이해옥 외 3명)

ㆍ신하(남상준/ 한성대학교 재학생)

ㆍ용왕(김명자)

ㆍ무애무(박성민, 김혜지/ 정재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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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용자(김청자, 황능자, 김수향, 조순명,

ㆍ용왕(안시향/ 정재연구회 회원)
ㆍ처용(이승주/ 정재연구회 회원)

곽재순, 김군자, 신인숙, 이진자)
ㆍ무희(김군자, 조대순, 조순명, 김수향,

ㆍ용자(박혜연, 송영인, 조윤지, 이지우,
윤상미, 박수정, 김명미/

황능자 외 11명)

정재연구회 회원)
ㆍ봉위의(진가영/ 정재연구회 회원, 이승연,
이가영/ 화동 정재예술단 단원)
ㆍ호로악사(박소현, 조현정/ 화동정재예술단
회원)

다. 무대: 대체적으로 영상과 음악활용/ 무대를 중심 기점으로 배열, 안정된 배치사용

사진

설명

서곡이 시작되며, 서서히 막이 오른다. 이른 새벽이 열
리는 듯 한 시작이다. 영상은 동해바다를 표현하고 있다.

조명이 밝아지며 가운데 용좌에는 헌강왕이 앉아있고,
왼쪽부터 작선, 개, 미선 순으로 서있다. 왕의 좌쪽으로는
일관, 우쪽으로는 신하가 자리한다.
<무애무>를 추는 무희들은 호로악사들과 함께 상하수
에서 등장한다.

신라시대를 배경으로는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의상은
정재연구회 소장된 것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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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신하와 일관은 왕에게 무희들의 춤을 설명하는 듯 춤을
춘다. 무희들이 춤을 추는 중 안개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
작한다.

천둥번개 치며 웅장한 소리는 영상과 함께 효과를 더한
다. 1959년 당시에는 조명으로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하수에서 용왕이 등장하며, 왕과 절을 짓는 다는 승낙을
얻은 제스처 이후 환해진 무대. 공연장이다 보니 왕은 상
징적이요. 객석을 향해 춤을 춘다.

용자들이 기쁨의 춤을 추며 원무를 한다. 이때 동작은
처용무의 동작과 김천흥의 민속적인 동작들로 이루어져
전통적 창작 춤사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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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1막 1장의 끝을 알리는 장면으로, 용왕이 처용을 헌강왕
에게 소개시켜준다. 출연진 대부분이 여성무용수로 구성
되어 있어, 처용탈을 착용하였다. 처음 장면과 같이 영상
으로 마무리.

* 위 사진들은 2013년 정재연구회 <처용랑> 재현시연 사진(출처: 정재연구회)

라. 의상
* 신라시대 의상 제작을 하지 못하고, 배역에 맞추어 정재연구회 소장 의상을 활용.
사진

내용
현강왕(황룡포 착용)
일관과 신하(양관 제복 착용)
개, 작선, 미선(단의 착용)
무애무 무희(단의 착용)
악사(홍주의 착용)
용왕과 용자(처용가면과 흑장삼 착용)
- 신라와 고려 때 기록에 흑포사모(黑布紗帽)하였다는 것
을 바탕으로 활용

* 위 사진들은 2013년 정재연구회 <처용랑> 재현시연 사진(출처: 정재연구회)

(2)-2 분야별 특징 표현양식
가. 춤분야
- <처용랑>은 상징적인 춤동작이 있기 보다는 내용의 스토리 전개에 더 효과적인 구도를 취한다. 궁
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단련된 김천흥의 춤을 바탕으로 재구성 된 동작이 주를 이룬다. 특히 무애무에
서는 김천흥의 기본무보와 양주별산대놀이 동작을 바탕으로 원효대사의 포교모습을 상징하는 무대구
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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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분야
- 1959년 초연 당시, 김천흥이 제시한 장단수와 동작으로 김기수가 작곡을 하였다. 이는 해경악회 연
주자들에 의해 생음악으로 연주되었다. 당시 녹음자료가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실에 남아있으나, 비트
가 빠르게 녹음되어있어 수정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채보를 통해 새롭게 녹음하여 MR로 사용하였다.

1959년 <처용랑> 악보 내용
(1막 1장)
서곡 : 1분 25초 취타 8각
무애무: 중모리 10각, 5분 25초, 굿거리 19각, 자진타령 94각
용의 춤: 생음악
용자들의 춤: 도드리 8각, 타령 6각, 4분 5초 8각, 굿거리 44각
2012년 <처용랑> 복원 악보 내용(오선보 일부)

- 128 -

심소 김천흥의 자료현황과 자료활용에 대한 연구

Ⅲ. 맺음말
본 연구는 ‘심소 김천흥 자료현황 및 자료활용 사례’를 통해 예술기록 및 활용의 매뉴얼로 살펴보는
것과 김천흥 연구의 매개가 되는 정보공유의 목적을 가졌었다. 하여 필자가 그동안 참여했던 (사)한국
춤문화자료원의 활동23)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심소 김천흥의 자료 등을 활용한 행사 자료(행사기획안,
프로그램, 자료집, 도서 등)와 온라인(신문기사, 관련사이트 검색)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심소 김천흥의 자료현황’을 통해 국내외 김천흥 컬렉션과 구술사 등을 통해 생성 된 기증
기관 일곱 곳을 알 수 있었다. 2003년에는 타인의 권유와 본인의 선택으로 하와이주립대학교 한국학센
터에 전통예술자료들을 기증하여, 하와이에 있는 한국문화예술 연구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
였다. 이어 200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을 통해 시청각자료 디지털변환 기증과 구술사
자료집 등을 남겨 생생한 20세기 김천흥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 2007년에는 전통예술의 허브라 불리는 국립국악원에 본인의 전통예술자료들을 기증하며, 작
고 후 2010년 제자 하루미가 그동안의 심소의 국립국악원 활동자료 등을 추가 기증하면서 국립국악원
의 역사의 한 켠을 이어가게 한 것으로 보였다. 이 후 2007년 심소 김천흥 기념사업회(현, 심소김천흥
무악예술보존회)가 결성 되고, 2008년 (사)한국춤문화자료원에 기탁하면서 김천흥의 삶과 예술세계가
담긴 박물류와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가 무용 최초 디지털아카이브 개인컬렉션 생성, 국가기록물 지정,
국립무형유산원 기증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연도별 심소 김천흥의 자료활용 사례 리스트 분석’을 통해 심소 김천흥 탄생 100주년, 추모
문화제, 자료집 발간, 디지털아카이브 생성, 특강 등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전시, 공연, 심포지엄, 자
료집, 렉쳐퍼포먼스 등의 새로운 자료생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한 개인의 역사가 자료로 남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 작품을 생성해 내며, 그 작품이 다시 자료로 남는 순환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창작무용극 <처용랑> 제1차 재현시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무용재현 또는 활용 된 창작작
업에서의 자료활용 예시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시대적인 무대 환경과 기록되는 결과물들의 미비함은 안
무가로 하여금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근접하게 재현을 하는 정도의 결과물로 1959년 김천흥 <처
용랑>의 초연 작 자료와 2012년 정재연구회(김영숙) <처용랑> 재현시연 자료들을 바탕으로 활용 진행
을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이 후 아카이빙 활용 창작작업 또는 재현 작업 시 참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소 김천흥은 무보들과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춤을 바탕으로 국립국악원에서 복원 및 재현 작업을
하였으며, 이어 한성준 <승무> 재현 및 본인의 글모음집, 회고록, 구술사 등을 통해 시간을 자료화 및
23) 심소 김천흥과 관련한 행사는 거의 (사)한국춤문화자료원과 심소김천흥무악예술보존회가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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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화 했다. 특히 창작무용극 작업에서도 대본허가서, 프로그램, 기획안, 무보, 악보 등의 자료들을 생
성, 수집 등을 통해 자료화를 생활화 했었다. 그리고 그의 유족과 제자들을 주축으로 ‘김천흥 컬렉션’
생성 및 활용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미술평론가 이선영에 따르면 “자료로부터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작품 역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작품이 자료들을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은 “모든
것을 필연의 한 조각으로 삼아 정교한 퍼즐 맞추기를 시도하는 방식이거나, 보다 열린 방식으로 파편을
파편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였다.24) 이는 단순히 자료보존에 그치지 않고
자료들이 활용되고 심소 김천흥의 예술세계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 추모행사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자료를 통해 만난 심소 김천흥 선생님은 수많은 세월을 이겨낸 은행나무와도
같았다. 전쟁과 피난길을 통해서도 전통예술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활동과 기록들, 그리고 후세에도
잘 사용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증한 자료들은 살아 숨 쉬는 전통예술의 역사를 직면 할 수 있게 하는
창구와 같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들의 현황과 그 세부적인 활용작업들을 자세히 담지 못했다. 이 후 심소 김천흥
의 자료활용에 대한 사례분석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접근 매뉴얼이나 작
품생성까지의 결과물들을 다룬 후속연구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24) 2015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자료집 VOL.3. <밖으로 나선 아트아카이브> (2015) ‘창작과 비평, 그리고 역사
의 기본이 되는 아카이브’ 이선영(미술평론가)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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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 김천흥 컬렉션의 DB구축과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Ⅰ 서론
자료가 외부로부터 수집된 이후, 자료 관리의 첫 시작은 정리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
료가 담고 있는 내용과 맥락, 규모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초석 작업이 시작
된다. 정리(arrangement)는 ‘아카이브 원리와 계층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직화하는 지적·물
리적 과정이자 결과’라고 정의된다.1) 자료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 격납 또는 복원 등을 위한 사전 준
비 작업인 물리적 과정이 동반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출처(principle of provenance)와
원질서(original order) 존중 원리에 따라 자료의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조직화하며, 그에 따라 자료정보
기술(記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출처의 원칙은 기록이 생산된 출처를 존중하여 다른 출처를 갖고
있는 기록과는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원질서 유지의 원칙은 기록의 생산자가 기록을 생산하
거나 수집·축적한 순서와 질서를 유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료정보 기술(archival
description)은 '자료나 기록들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설명하고 위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생성 또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의된다.2) 자료의 계층적(level of description)·집합적(unit of
description) 기술을 통한 맥락 정보와 각 개체에 대한 상세 기술을 통한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류와 기술 작업을 시작으로 등록, 보존, 활용의 단계로 이어져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자료
등록 시스템이나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시에 데이터 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관리 초
기 단계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관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술 기관이나 단체들은 예술 활동의 증거로써 기록
이 갖는 본질적 특성과 예술 그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층적·집합적으로 자료의
질서를 잡는 정리 단계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3) 체계적인 조직화와 전문 정보 기술은 자료 조직과
전체 맥락을 비롯해 각 개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료관리 시스템이나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시, 검
색의 정확성과 효용성을 높여 관리자와 이용자로 하여금 접근과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최근 예술 분야에서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집 자료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에 많은 관
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의 각기 다른 삶과 발자취, 그리고 예술이라는 장르의 특수
성을 반영하는 반면, 표준체계 적용의 편의성과 일관성 모두를 고려해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상당한
고민과 노력을 요한다.
본 연구는 김천흥 컬렉션의 자료 정리 작업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이를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된 논점에 대해 다루려 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자료관리
과정에 있어서 정리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리 과정을 통해 구축된 분류체계와 기술항목이 시스템
1)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Second Edition. p10
2) ISAD(G). p11
3)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217-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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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실시간 DB입력 개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Ⅱ 김천흥 컬렉션 구축과정
1. 김천흥 컬렉션의 DB구축
2007년 8월, 김천흥의 타계 후 그의 삶과 예술을 기리기 위한 '심소김천흥기념사업회'가 발족하면서
유족들이 기증한 유품을 토대로 김천흥 자료관이 만들어 졌다. 김천흥 관련 자료는 김천흥의 삶과 예술
활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무보, 대본, 프로그램, 사진, 의상과 소품
등 약 2,400점의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1959년 처용랑 초연 공연과 관련한 기록이나 육
필로 작성한 궁중정재 무보 등은 한국 전통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김천흥이 타계한 해
12월, 한국춤문화자료원은 그것을 수증 받아 김천흥 컬렉션이라고 명명하고 자료 정리를 위한 분류체
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하였다.4) 연구자들은 궁중음악과 춤에 헌신한 김천흥의 삶과 예
술세계 전반을 반영한 분류체계인 맥락적 분류법을 통해 컬렉션을 정리하고자 했다. 이 연구를 토대로
2008년 7월에 본격적으로 자료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체계는 한 개인의 삶과 예술 활동의 사전 이해 없이는 자료 이용에 매우 제한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9년에 추가로 연구 및 발표한 논문5)에서는 자료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이용자들
의 인식과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리자 및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접하기 위해 추후 디지털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자료 관리 초기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가 시스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 검색이 비교적 용이한 자료의 형태 중심 분류법을 취하
면서 자료 생성의 맥락과 타 자료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 분류체계를 다시 고안
했다. 자료의 형태별로 11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했는데 프로그램, 무보 및 대본, 포스터 및 전단, 의상
및 소품, 신문 및 잡지기사, 영상 및 음악, 사진, 서신, 상벌, 소장물품, 생활물품 등이다. 이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 2010년과 2015년에 추가적으로 자료목록 수정 및 추가 등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러
한 과정은 김천흥 컬렉션 구축을 위한 초기 작업 당시 개인 무용가에 대한 컬렉션을 구축한 선행사례가
없었고, 춤 자료 특성에 부합한 분류체계로써 이용자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설계 특성
을 반영한 분류체계를 개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6)

4) 김현주, 유시현, 최해리. 「기억에서 기록으로: 김천흥 춤자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춤자료의 분류체계 모
색」. 『제4회 한국무용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한국무용기록학회, 2008). 193-210쪽.
5) 유시현, 권혜경, 김현주, 최해리. 「무용가 개인컬렉션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춤자료 분류체계 연
구:김천흥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7권. (한국무용기록학회,2009). 117-144쪽.
6) 윤지현. 「춤기록화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춤문화자료원의 김천흥 컬렉션을 중심으로」.『대한무용
학회논문집』 제70권 4호. (대한무용학회, 2012). 65-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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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정기록물 제10호 정리지원 사업
김천흥 컬렉션은 한 예술가의 삶의 발자취가 담긴 기록의 차원을 넘어 한국 근현대 예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 전통예술의 전승과 보존, 예술의 새로운 창작 활동에 귀한 자산이 된다. 국가기록
원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의 훼손과 멸실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김천흥 컬렉션은 2013
년 12월,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기록물 제10호로 지정되었
다.7)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 약 3개월에 걸쳐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에서는 국가지정기
록물 제10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관련 기록물 정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목적은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정리 지원 사업은 자료
관리와 보존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의 일환으로 목록 정리와 정보기술 작업이 주요 사업 내용이었다. 한
국춤문화자료원은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총 2,400점의 기록물 통합목록을 작성하고 자료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차, 2차 작업을 통해 2,400점의 자료 목록을 생산했었으나 자료에 대한 분류체계
개발과 자료 전체 목록 생성에 주력했기 때문에 자료 정보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나 오류 수정 작업은
다소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록에 따른 각각의 자료들을 육안으로 다시 확
인하고 정보 수정과 상세 정보를 기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던 자료 분류체계 및 기술 항목과 공공기록물을 주로 다루는 국가기록원에서 민간기록
물로써 정의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기술항목의 결합이 필요했다. 많은 부분이 유사했지만 항목의 개념
과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고, 개인 컬렉션이자 예술자료로써의 김천흥 컬렉션의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의 추가 기술이 필요했다. 김천흥 컬렉션과 같은 예술자료는 그 특수성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국
가기록원이 제시한 정형화된 분류체계와 기술항목에 대입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류에 대한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국
가기록원의 요구에 따라 문서, 시청각, 박물의 세 개의 상위 계층을 만들었다. 개별적 특수성을 갖는 개
인 컬렉션이나 예술 자료보다는 공공기록물을 주로 다루는 국가기록원은 문서, 시청각, 박물의 단순하
고 포괄적인 카테고리에 따라 자료를 분류시킬 것을 원했다. 하지만 자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존의 분
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요구한 세 개의 카테고리를 상위계층에 추가하여 문서에는 프
로그램, 포스터 및 전단, 무보 및 대본, 신문잡지기사, 원고, 서신, 기타 서류를, 시청각에는 영상과 음
향 자료를, 박물에는 의상 및 소품, 소장물품, 생활물품을 포함시켰다. 추가된 상위계층에 분류시키면
서 육안으로 실물과 목록을 다시 대조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작업 중 한 가지 발견한 문제는,
기존 자료 목록에 의하면 김천흥의 축사나 인사말이 담긴 프로그램과 그것에 대한 친필원고가 함께 묶
여 1건으로 프로그램에 분류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필원고의 위치나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허

7)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http://www.archives.go.kr/next/data/nationalArchiveSta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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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필이 담긴 원고의 경우 비교적 그 가치가 특별하고, 원고에 담긴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원고의 첨
삭이나 추가 메모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원고들
을 보면 편지봉투나 잡지, 신문, 전단지 등의 이면지를 활용하는 등 김천흥의 검소한 생활습관을 보여
주기도 하며, 후면의 광고나 기사들은 근현대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맥락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에 프로그램 카테고리에 함께 묶여 등록되
어 있던 친필 원고들은 별도로 분리하여 신규 건으로 ‘원고’ 카테고리에 다시 추가하였다. 그리고 맥
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자료임을 기술 항목에 표기하였고 이는 추후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경우
키워드를 통해 함께 결과로 도출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차 정리 이후 정재재현기록과
관련한 원고나 교재나 서적의 출판을 위해 작성한 원고 등도 추가 발견되어 원고 카테고리로 포함시켜
목록을 추가하였다. 정재재현기록 일부를 ‘원고’ 카테고리에 분류하면서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관련한
고려가 필요했으나, 친필 원고의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감수가 필요하였고 검색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입력으로 관련 자료가 함께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분류체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 자료 정보에 대한 기술 작업을 시작했다. 자료 정보
기술과 관련해서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주요 작업 내용은 한국춤문화자료원의 기존 항목
과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기술 항목을 통합한 새로운 기술 항목에 기존 정보를 대입시키는 것이었다. 이
는 새로 자료 목록을 만들고 정보를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1차 작업으로 기
존의 자료 목록에 대한 정보를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8) 기존 목록
의 경우 ‘내용’ 이나 ‘비고’와 같은 항목에 생산자나 수행장소, 원본매체, 보존 상태 등의 내용들이 종합
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단어별 또는 내용별로 세분화했다.9) 2차 작업으로 세분화
된 정보를 새로 구성된 기술 항목에 재입력하였다.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 확인된 정보가 있다면 보충하
기도 했다. 기존 목록과 크게 달라진 점은 초기에 개발된 기술 항목은 확인 가능한 정보에 따라 또는 필
요한 정보에 따라 자료 카테고리 별 그 수와 종류의 차이를 두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 기술 항목의 종
류와 수를 통합하였고 이를 모든 자료에 적용시켰다. 대부분 비슷했으나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먼저 ‘연번’이라는 항목으로 새로운 자료 번호가 부여되었지만 분류체계의 카테고리를 반영한 기존 번
호는 하나의 항목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야, 수행 장소, 주최 및 주관, 후원 및 협찬, 보
존 상태 항목을 추가했다. 분야의 경우 음악과 무용이라는 장르를 넘나들고 이에 더해 미술 등 다른 예
술 장르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김천흥의 삶을 반영하였고, 수행 장소나 주최 및 주관, 후원 및 협찬의
경우에도 장소나 단체를 중심으로 김천흥의 예술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보존 상태의 경우 자료 상태를 확인하고 추후 포장과 격납, 복원 처리 등
의 물리적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자료를 확인하며 A부터 D까지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입력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몇몇의 D단계의 자료들은 신속한
8) 이음스토리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Ⅲ장 컬렉션의 분류 부분에서 상세히 다룬다.
9) 이 작업의 경우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업체 이음스토리에서 작업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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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처리가 요구된다.
모든 정보 기술은 서술형보다는 간단명료한 명사형 표기로 수정하였다. 자료 목록에 기술된 정보들
은 단어에 따라 검색 키워드로써 검색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적이다.
다음 표는 최종적으로 정리된 분류체계와 기술항목이다.
[표 1] 김천흥 컬렉션 자료 분류체계
문서

프로그램

포스터
및 전단

시청각

영상

음향

박물

의상 및
소품

소장
물품

원고

신문잡지
기사

사진

무보
및 대본

서신

행정 서류

생활
물품

[표 2]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등록항목

연번
(레이블)

컬렉션

세부유형

형태

원본매체

관리번호

생산자
(생산기관)

생산년도
(시작)

생산년도
(끝)

생산일자

보존기간

보존방법

규격

쪽수(매수)

페이지
(첫페이지)

페이지
(끝페이지)

언어

재질

수량

공개여부
(목록)

공개여부
(내용)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출처구분

원본 구분

디지털화
여부

입수일

수신자
(발신자)

보존장소

기록물위치

저작권

주지사항

분류체계

내용요약

기록물명
(본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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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추가 등록항목

기존번호

분야

수행장소
(공연장소)

주최 및 주관

후원 및 협찬

보존상태

이와 같은 분류체계와 기술항목으로 총 2,400여점의 자료 재정리를 마쳤다. 작업 과정 중 원고 카테
고리로 추가된 자료들도 있지만 반대로 2000년대 이후 자료 중, 단순 출판 자료 이고 김천흥과 관련한
맥락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컬렉션에서 제외시켜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수량인 2,400점에 맞
춰 최종 목록을 완성했다.
자료의 메타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과 맞물려 한국춤문화자료원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료 정보
를 실시간 입력하고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함께 실행했다. 이음스토리는 분류체계 분석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Ⅲ 김천흥 컬렉션의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1. 컬렉션의 분류체계
김천흥 DB 분류를 위한 메타데이터 분석 및 자료 분류의 시작은 ‘1단계’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설
계 특성을 반영한 기존 11개 카테고리(박물류, 프로그램, 영상 및 음반, 포스터 및 전단, 무보대본, 카드
/인사장, 고소, 축사 및 격려사, 정재재현기록, 삼천리가무단공연 외, 사진)를 기반으로 하여 ‘유형’
별로 분류 후 그에 맞는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이후 공통 메타데이터 적용을 위하여 기존 유형별 항목
을 재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4] 1단계 분류

콜렉션

ᄋ 박물류:
수여기관

자료종류

일련번호

설명(재질/크기/구성/형태/언어)

ᄋ 프로그램:

콜렉션

분야(음악, 무용, 기타)

자료종류

입수일

일련번호

장소

관련형태(안무/출연/기획/지도/축사/관람)

연도(월/일)

연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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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종류

입수출처

주최 및 주관
언어

내용

공연명
후원 및 협찬

입수일

입수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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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종류

컬렉션

ᄋ 영상 및 음반:
자료유형

일련번호

제작년도

인명/단체명(공연주체)

발행처(제작자/제작기관)

설명(공연실행일/수록내용/자료형태/시간)

장소

입수일

자료종류

컬렉션

ᄋ 포스터 및 전단:

주최 및 주관

연도(월/일)

제목

후원 및 협찬

자료종류

콜렉션

종류(무보/대본)

입수출처

일련번호

설명(종류/크기/자료형태/언어/관련자료)

ᄋ 무보대본:

자료명(제목)

입수일

입수출처

일련번호

연도(월/일)

공연명

연도(월/일)

보낸이

설명(페이지 수/크기/자료형태)

이면지 내용(유/무)

입수일

자료종류

콜렉션

ᄋ 카드/인사장:

입수출처

일련번호

카드종류

제목

ᄋ

자료종류

콜렉션

ᄋ 고소:

설명

축사

및

자료형태

ᄋ 정재재현기록:
내용

기록형태

제목

콜렉션

입수일

연도(월/일)

신문명/기관명

송사대상자

자료종류
축사대상

기록종류

일련번호

실린곳

일련번호

발행사

연도(월/일)
사진유무

연도(월/일)

춤 이름

일련번호

자료주제

자료형태

신문명/잡지명

사진유무

자료종류

기록유형

ᄋ 삼천리가무단공연 외:
연도(월/일)

자료유형

콜렉션

격려사:

축사 및 격려사 종류

일련번호

콜렉션

제목 및 내용

자료종류
글쓴이

입수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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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사진:
색채
입수일

콜렉션
크기

자료종류

일련번호

자료형태 및 매수

연도

제목

장소

촬영자

설명(인물정보/관련메모유무/필름유무)

입수출처

<2단계>로 11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항목을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등록항목’과 맞추며 동시에 향
후 ‘공통 메타데이터’ 구현을 위하여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었다. 관련 유형별 항목을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형적, 맥락적 가치를 고려하여 메타데이터 설계를 재구성 하
였다.
[표 5] 2단계 분류

① 연번 *규칙에 의한 자동생성
② 기존번호(콜렉션+자료종류+일련번호) /
예: P1-RML-1)
③ 기록물명(본제목) /예)국악연주회
④ 분야 /예)음악
⑤ 유형 /예)문서
⑥ 형태 /예)일반문서
⑦ 원본매체 /예)종이
⑧ 원본구분 /예)복본
⑨ 세부유형 /예)박물류
⑩ 생산년도(시작) /예)1953-03-28
⑪ 생산년도(끝) /예)1953-03-28
⑫ 생산일자 (수행일자) *자동계산 /예) 80일
⑬ 생산장소 /예)이화대학 강당
⑭ 생산자(생산기관) /예)국립국악원
⑮ 내용요약 /예)수연장지곡 외 연주, 춘앵무
출연

ⓐ 쪽수(매수) /예) 16(8)
ⓑ 페이지(첫) /예) 1
ⓒ 페이지(끝) /예) 16
ⓓ 언어 /예)한국어
ⓔ 수량 /예) 1
ⓕ 입수일
ⓖ 출처구분
ⓗ 주최 및 주관 /예)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후원 및 협찬 / 한국춤문화자료원
ⓙ 관련형태 (안무/출연/기획/지도/축사/관람)
ⓚ 규격
ⓛ 비고
ⓜ 수신자(발신자)
ⓝ 보존방법 /예) 원본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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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컬렉션 분류방식에서 국가기록원 요구항목으로 재구성한 후 통합적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류된 정보들은 그 맥락적 유형으로 상호간에 참조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DB 설계
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LOD10)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6] DB 테이블 구성
광역코드
예술장르
국내지역
해외지역
언어

코드

아카이브
축척

인물

단체

공간

자료번호
임의코드
*이름(한글)
이름(영어)
*이름(원어)
다른이름(한글)
다른이름(영어)
다른이름(원어)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광역코드
지역코드
소속단체
설명
첨부파일
이미지

자료번호
임의코드
*단체명(한글)
단체명(영어)
*단체명(원어)
설립년도
대표자 선택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설명
첨부파일
광역코드
지역코드
메모

자료번호
임의코드
*공간명(한글)
공간명(영어)
*공간명(원어)
단체 선택
이벤트 선택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광역코드
지역코드
설명
첨부파일
메모

지역코드

지역코드

지역코드
직업분류
국적
조직

아카이브
활용

사전

이벤트-1
자료번호
임의코드
*이벤트명(한글)
이벤트명(영어)
*이벤트명(원어)
이벤트기간
공간/장소 선택
기록물 선택
기록물선택
광역코드
지역코드
설명
첨부파일
메모

기록물

자동코드
임의코드
명칭(한글)
명칭(영어)
명칭(원어)
그룹(=이벤트)
광역코드
지역코드
생산장소
유형
형태
원본매체
생산년도

생산일자
생산장소
생산자
노출여부
내용
첨부파일
페이지(시작)
페이지(끝)
분량
수량
출처구분
입수일
주최및주관
후원및협찬
기록물규격
비고

지역코드
세부유형

이벤트-2

이벤트-...

...

...

사전(진행중)
동의어
반의어
유사어
상위범주
하위범주

10) LOD(linked open data) LOD는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와 ‘공개 데이터(Open Data)’ 성격을 모두
갖는 데이터다. 즉, 링크드 데이터 구축 원칙에 맞게 만든 개방형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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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카이브 시스템
김천흥 컬렉션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국가기록원에 제공되고 동시에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도록 ‘반응형 디지털 아카이브 응용솔루션 BH2_A1’에 탑재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을 통하여 폭넓은 사용자(시민, 장르별 예술가, 연구자, 행정가 등)의 다양한 활용(인물, 장소, 시간, 유
형, 단체, 지역 등) 관점에서의 검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반응형 아카이브 응용솔루션 BH2_A1’의 화면 구성

3. 시스템의 확장
현재 심소 김천흥 자료의 수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활용의
범위 확장을 위해서는 실시간 입력 DB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진행 중인 무용사전 구축이 완료되면
온톨로지11) 구성요소인 클래스(class), 인스턴스(instance), 관계(relation), 속성(property)을 구분할
11) ontology: 공유된 개념화(shared conceptualization)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formal and
explicit specification). 온톨로지는 단어와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는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층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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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 데이터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카이브를 목적성을 구현할 수 있으리
라 기대한다.

Ⅳ 결론 및 제언
이번 정리 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인 컬렉션이자 예술 자료의 정리 작업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개인이나 단체의 컬렉션의 경우 각 컬렉션에 따라 맥락적 특성
을 반영한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록 유형이나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분류체계와 기술항목
의 적용은 자료 검색과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뿐더러, 여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통합 관리 및
검색에 있어 용이하다. 오히려 개인 컬렉션이나 공연예술자료의 고유한 분류체계는 개인 컬렉션에 대
한 이용자의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자료검색과 이용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고, 컬렉션마다 다
른 체계를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여러 컬렉션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컬렉션의 경우 자료의 종류와 규모가 천차
만별이고, 무엇보다 자료 주체의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한 개
인이나 단체의 삶의 방향과 굴곡, 발자취를 온전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이 필수적으
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식의 정리와 관리를 통해 관리자들은 충분한 맥락 정보와 전문 자료 정
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 역시 자료 생산 주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이
용할 수 있음으로써 전문 아카이브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트리구조 형태의 단계별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단체 컬렉션뿐만 아니라 많은 공연
예술자료들은 트리구조, 즉 수직체계(hierarchy levels)를 갖춘 계층적 분류와 그에 따른 집합적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문원(2011), 이창민·이호신(2014)12) 등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들의 경우 수직체계를 갖춘 계층적 관리와 집합적 기술보
다는 각 자료 건별 목록관리와 등록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뉴욕공연예술도서관이나 영국 V&A
공연예술아카이브, 람버트 댄스 아카이브 등 공연예술자료를 다루는 많은 경우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며 트리구조의 수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건별 기술뿐만 아니라 집합적 기술을 통해
계층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직체계를 갖춘 자료의 분류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한눈에 파
악할 수 있고 단계별, 그룹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료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포함되어 있어, 웹 기반의 지식 처리나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지식 공유, 재사용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 응용의 가장 중심적 개념으로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스키마와 구문 구조 등을 정의한
언어가 온톨로지 언어(ontology language)이며, 현재 DSML+OIL, OWL, Ontolingun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온톨로지 [ontology]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2) 이창민, 이호신.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와 기술 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
학회지』 8. (한국정보관리학회, 2014). 37-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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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원하는 자료 외에도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빠르게 찾고 꺼낼 수 있다. 자료를 컬렉션
(collection)에서 시리즈(series), 폴더(folder), 파일(file), 아이템(item)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분류를
통해 트리구조를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집합적 기술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개인이
나 단체의 컬렉션이나 공연예술자료의 경우 특정 활동이나 공연이 하나의 맥락으로 묶일 수 있고 그 하
위 단계로 업무별, 기간별로 나누어 질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지향
하고, 자료 생성 배경과 맥락, 고유한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 작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는 지속적인 보충과 수정을 통한 전문 자료 정보
기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많은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또는 유사한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 자료 목록과 최소한의 필수 정보는 제공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특수한 배경 정보나
자료 관련 전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자료 생산이나 수집, 입수 과정에 대한 배경 정보나
전문 정보는 그 과정에 있었거나 자료 주체와 매우 가까운 사람,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카탈로
거(cataloguer)로써 작업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자료 생산자나 수집자, 또는 그들과 관련한 주변 인물들을 통해 얻게 된 산 이야기, 숨어있는 이
야기들과 전문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컬렉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전문 기관으로써 컬
렉션을 통해 1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이면의 이야기들과 수준 높은 전문 정보
를 제공할 때 컬렉션은 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자료의 출처와 원질서 원리를 바탕으로 자료 종류와 규모, 고유한 특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작업으로써 아키비스트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따른다.
아키비스트는 사전에 컬렉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며, 추후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바
탕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컬렉션의 관리 및 보존, 검색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시스템
전문과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료 검색 및 관리 체계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자료 및 정보 이용의 확장과 편의
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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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한성대학교)

- 150 -

지정토론 2
황희정(국민대학교 콘서바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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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회 소개

무용역사기록학회는 2014년 4월 20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이며 글로컬한 무용
학문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가 통합해서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용학회입니다. 본 무용학회는 세계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내
무용연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한국 무용학의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학술활동 및 국내외 무용연구자간 정보
교류를 통해 무용예술의 인문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보다 수준 높은 무용연구의 향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학술지 및 연구서적 발간
1. 본 학회의 학술지 무용역사기록학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글로컬 시대
에 부응하는 전문 무용학술지를 지향하며 연간 총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합니다.
2. 또한,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들이 저자가 되는 <무용역사기록학 총서>를 발간합니
다. 앞으로 <무용역사기록학 총서>는 무용사와 무용기록 연구를 위한 충실한 동반자
가 될 것입니다.

학술심포지엄 및 공연 개최
1. 본 학회는 국내외 무용학의 새로운 담론과 의미 있는 쟁점을 주제로 국내 학술심포지
엄과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
국 무용학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2. 본 학회는 기록과 연구에 기반을 두는 재구성, 재현, 창작 등의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무용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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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1. 본 학회는 무용과 무용학에 대한 통합적 검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는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
여 <무용역사기록학 월례특강>을 개최합니다.
2. 본 학회는 무용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고취시키고,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용학 글쓰기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무용연구 풍토의 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장학 및 학술 장려 사업
1. 본 학회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 편집 체험을 통한 장학금 지급, 연구 카운셀링
등 다양한 후견 사업을 실시합니다.
2. 본 학회는 심소 김천흥 무악예술보존회의 후원으로 <심소 김천흥 신진연구자상>을
제정하고 신진 무용학자들의 학술 활동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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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회 입회 원서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 회원번호 및 학회 기재사항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신청일자

년

회원구분

이름

월

일

평생회원 (

)

기관회원 (

)

일반회원 (

)

회원번호
학회 기재사항

정회원 (

)

준회원 (

)

명예회원 (

)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남 (

)

여 (

)

영어

우편물 수령지

집 (

) 직장 (

)

주소
연락처
소속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직위

전공분야
학교명

학력
사항

대학(원)

전공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석사
박사

회원혜택 회원은 논문투고의 자격이 주어지며, 학술지 무용역사기록학을 수령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심포지엄, 연구윤리포럼, 월례특강 등
각종 행사를 안내받고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입회 원서를 작성하여 학회의 메일로 보내시고 회비를 학회계좌로 송금한 후
사무국장에게 확인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① 학회메일: ds_dh@daum.net
② 학회계좌: 신한 100-030-155768(예금자명: 무용역사기록학회)
③ 사무국장: 김보슬 010-9169-5797 / 사무간사: 김유희 010-5169-7600
회

비 ① 평생회원 30만원 ② 기관회원 연 10만원 ③ 일반회원 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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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무용역사기록학』제46호 논문 투고 안내

무용역사기록학회의 학술지 무용역사기록학은 참신한 학술 논문과 전문 서평 및 학술
자료를 게재하여 무용학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용역사기록학은 한국연
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연간 총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정기적
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각 호별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글로벌한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무용역사기록
학회는 9월 30일 발행 예정인 무용역사기록학 제46호에 게재할 학술 논문, 전문 서평
및 학술 자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6호
특집논문 주제도 함께 예시합니다. 아울러 주변 연구자분들께 본 학회의 회원가입과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원고내용 학술 논문, 전문 서평, 학술 자료
① 제47호 특집 주제: 조선무악의 전승 맥락과 심소 김천흥의 학예 정신
(12월 31일 발간)
원고내용 ② 무용 인문사회학 관련 논문
원고분량 ① 논문: A4용지 20매 이내(표제, 본문, 각주, 국문․영문초록, 참고문헌 포함)
원고분량 ② 서평: A4용지 5매 내외(제목,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 본문 포함)
원고분량 ③ 자료: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검토 후 확정
원고작성 무용역사기록학 간행 규정 및 원고작성 요령 참조
원고마감 2017년 10월 31일(발간예정일: 2017년 12월 31일) http://dsdh.jams.or.kr
* 42호부터 원고접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온라인투고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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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회 학회지 목록(33호~45호)

『무용역사기록학』제33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2
3

33

이호신

제목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존재론적 특성에
11-34 무용 한국어
관한 연구

특집논문
무용연구에서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에
‘무용자료의 조기숙
35-62 무용 한국어
관한 연구: ‘실기기반 연구’를 중심으로
구축과 활용’
무용사 서술을 위한 무용구술채록문의
최해리
63-86 무용 한국어
색인어 추출 연구

4

노인대상 예술통합형 창의적
김현주 움직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연구

5

구한말 무속의 윤리적 폐단과
무금(巫禁) 시행의 의미:
목진호
113-134 무용 한국어
<독립신문>․<매일신문>․<황성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6

남성무용수 이미지에 대한
배성한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인식 차이 135-152 무용 한국어
분석

2014
7

논문

이종숙

87-112 무용 한국어

경기도도당굿 군웅거리 선굿춤 연구:
153-174 무용 한국어
오수복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8

정도전 악장 정재의 가무악 요소에
담긴 상징과 비유:
조경아
<몽금척>․<수보록>․<문덕곡>을
중심으로

9

한경자 북한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전개 207-236 무용 한국어

10

Moving after Auschwitz: The
Thomas
Feldenkrais Method® as a
Kampe
Soma-critique

11

손선숙

12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들의
양민아 공연예술활동 연구를 위한
시금석(試金石)

265-270 무용 한국어

이찬주 한국 고대춤 연구의 지침서

271-274 무용 한국어

13

서평

175-206 무용 한국어

237-258 무용 한국어

궁중잔치 공연예술연구를 위한 사료의
261-264 무용 한국어
활용방법과 중요성을 제시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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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무용역사기록학』제34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2

3

34

2014

박성호

제목
무용사 관점의 한국춤 창작 재고:
조선후기 춤 특성을 중심으로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9-34 무용 한국어

1920년대 러시아한인예술단
특집논문
양민아 내한공연의 무용사적 의미:
35-60 무용 한국어
‘무용사 연구를
디아스포라 문화연구의 관점으로
위한 새로운
한국무용사 연구를 위한 도상해석학
담론’
이정민
연구방법론 모색:
·
61-90 무용 한국어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을 통한
전은자
고구려 고분벽화 분석
무용을 통한 심성교육: 문헌분석에
기반한 가능성과 과제 탐색

4

박혜연

5

손선숙 조선 초기 궁중정재의 대무․배무 검토 117-142 무용 한국어

6

호남 우도농악 판굿의 시대적 변이에
양옥경 관한 연구: 호남 우도농악 판굿 공연 143-168 무용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7

이정명

8

이정명
전문무용수의 심리․동작 이미지화
·
과정(PKIP) 체험연구
김정명

논문

움직임 수업을 통한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신체심리 경험 연구

91-116 무용 한국어

169-196 무용 한국어

197-226 무용 한국어

9

장정윤

머스 커닝햄의 <스퀘어게임>(1976)에
227-250 무용 한국어
관한 연구

10

조경아

조선후기 내연(內宴)과 외연(外宴)의
251-278 무용 한국어
정재 구성 비교

11

창의적 무용교육을 위한 무용교사의
황인주 리더십 모형에 관한 연구: 임파워링 279-298 무용 한국어
리더십을 중심으로

12

Choi,
A LMA Analysis on Han within the
Won299-326 무용 한국어
Movements of Seung-mu
sun

13

서평

이종숙 한국춤 관심의 현주소에 답하다

329-333 무용 한국어

전주현 400년의 발레역사를 기록한 책

335-337 무용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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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5호
vol. 연도 순서
1

2

35

2014

저자

제목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唐詩에서의 춤동작에 대한 문학적
김미영
9-30 무용 한국어
형상화Ⅱ
특집논문
‘무용 텍스트의
무용구술채록문의 분석과 해석을
분석과 해석’ 최해리 통한 한국근현대무용사 서술의 한계 31-72 무용 한국어
극복

3

남선희
· 김수악 살풀이춤 연구
김미숙

4

박대선 자각수련방식을 응용한 궁중무술의
·
89-128 무용 한국어
김정명 몸학적 연구

5

이혜경

6

정다진 고령자의 인지능력발달과 삶의 질
· 향상을 위한 스퀘어 스텝 프로그램의 149-168 무용 한국어
황규자 효과

7

논문

무용치유의 연구 동향 분석: 국내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73-88 무용 한국어

129-148 무용 한국어

조경아 조선시대 중국 사신의 춤 향유

169-196 무용 한국어

안무가의 안무참여방식에 따른
저작권의 인정과 그 효과

197-234 무용 한국어

8

조상혁

9

조정희 무용수의 ‘몸 주체성’ 인식에 기반한
· 안무자의 작품분석 : 무용작품
235-261 무용 한국어
조기숙 <Walk>를 중심으로

10

한경자 최승희춤의 아시아적 후원환경론

263-282 무용 한국어

11

무용교육프로그램 성과평가모형
황인주
개발에 관한 연구

283-300 무용 한국어

12

황희정

무용학에서 연구윤리의 쟁점과 교육
301-318 무용 한국어
방향성 연구

13

김호연

근대 무용 연구의 토대를 위한 새로운
321-326 무용 한국어
인식

장지원

구술사를 통한 역사의 재탐색과
새로운 방향성 모색

서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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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30 역사 한국어

부록

『무용역사기록학』제36호
vol. 연도 순서

1

2

36

2015

저자

제목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생태예술, 북미원주민의 의례 속의
특집논문
조경만 비의도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9-48 무용 한국어
‘커뮤니티
실천
댄스의 역사와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근원, 흐름,
전망’
최해리
49-70 무용 한국어
확장

3

김보람
김백봉 <선의 유동>의 미학적 고창:
·
헤겔의 예술미를 중심으로
전은자

4

김윤지
· 조선후기 춤 교섭과 그 문화적 이해 97-126 무용 한국어
김운미

5

김정명

6

개인 무용가의 춤 기법 전승을 위한
남수정 언어적 춤 묘사에 대한 연구: 최현 151-182 무용 한국어
기본무를 중심으로

7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Ⅰ):
손선숙 <가인전목단>․<몽금척>․<무고>․<아박>․ 183-222 무용 한국어
<포구락>을 중심으로

논문

71-86 무용 한국어

토마스 하나의 소마이론: 체험양식의
127-150 무용 한국어
변조를 중심으로

8

유지영

한국무형문화재 춤 전자문화지식지도
223-250 무용 한국어
구축을 위한 설계방안 모색

9

유화정

한국소설에 나타난 춤추는 여성상:
251-174 무용 한국어
1910년대-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10

이병관 직업무용단 단원들의 직무 긴장이
· 직무 만족, 무용단 조직 몰입 및 이직 275-296 무용 한국어
성소영 의도에 미치는 영향

11

정겨울
아이돌 춤에 관한 연구: 소녀시대 춤
·
297-324 무용 한국어
<Gee>를 중심으로
조기숙

12

전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에 관한
홍애령 질적 연구: 발레교수전문성의
325-350 무용 한국어
발달과정 탐색

13
14

서평

권혜경

연희 연구 성과 집대서, 새로운 단계로
352-358 무용 한국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사전

이송 김백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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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63 무용 한국어

『무용역사기록학』제37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2

37

장정윤

제목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헤로디아드>에 관한 미학적 고찰:
니체의 여성적 진리를 중심으로

9-34 무용 한국어

특집논문
Symptoms of Fin de siècle that
‘20세기
Appeared in the Movements of
예술사조와 춤 Chung,
Isadora Duncan and Ruth St.Denis, 35-56 무용 영어
현상’
Eunju
the Pioneers of American Modern
Dance

3

김미영

조선시대 문집에 묘사된
소매춤[袖舞]의 문학적 형상화

57-80 무용 한국어

4

박현정

무용과 졸업생의 취업준비과정 및
직업만족도 분석

81-100 무용 한국어

5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Ⅱ):
손선숙 <보상무>․<수연장>․<장생보연지무>․
<향령무>․<헌선도>를 중심으로

101-138 무용 한국어

2015

논문
6

소매틱 접근을 활용한 움직임
전미현 수업에서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139-164 무용 한국어
연구

7

조경아 조선시대 일본 사신의 춤 향유

8

문화예술교육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홍애령 요소로서 무용소양(Dance Literacy) 195-222 무용 한국어
함양과정 탐색

9

농악사 연구의 범주와 방법을 새롭게
김영희 제시하였다: 김정헌, 한국 농악의 223-226 무용 한국어
역사와 이론(한국학술정보, 2009)
서평

10

165-194 무용 한국어

편집장의 부재로 좋은 기회를 놓친
국립국악원의 영문 학술서 : 한국
한국어
시이달
227-238 무용
음악학 시리즈 6 한국의 춤
, 영어
(국립국악원, 2014)

- 164 -

부록

『무용역사기록학』제38호
vol. 연도 순서

1

38

저자

특집논문
‘인류 역사
속의 무보’

제목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기욤 루이 페쿠르(Guillaume Louis
Pécour)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한
앙트레 에스파뇰 (Entrée Espagnol
장은주
11-32 무용 한국어
pour un homme et une femme)>
안무분석: 1704년 보샹-푀이예
무보를 중심으로
국내무용단체의 SNS활용실태분석: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2

권혜인

3

김경숙 한영숙류 승무의 당악과장 특성 연구 57-74 무용 한국어

4

김호연

일제강점 말기 무용 활동과 그 변화
75-98 무용 한국어
양상: 무용의 관계와 경향을 중심으로

5

이자헌

호남우도농악 징춤 연구: 박옥주류를
99-130 무용 한국어
중심으로

2015
6

논문

33-56 무용 한국어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신데렐라>
최정윤
분석: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계모와 두 131-154 무용 한국어
조기숙
자매
처용무와 기공의 접목을 통한
건강처용무 개발 연구

7

최흥기

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Yoo,
Movements of Smartphone Users
Si-Hy
173-198 무용 한국어
through Laban Movement Analysis
un
and Bartenieff Fundamentals

9

한국무용사학의 새 지평을 연 성과물:
국제학술올림픽 출품의 목표를
송방송 향하여 (김영희, 김채원, 김채현,
199-219 무용 한국어
이종숙, 조경아 공저,
『한국춤통사』(서울: 보고사, 2014))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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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2 무용 한국어

『무용역사기록학』제39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고유미 한국춤에 나타난 교태미의 표상과 그
11-34 무용 한국어
김호연 의미: : 임이조의 전통춤을 중심으로
1930년 일본 중문화 속의 ‘최승희’
표상 : 화보잡지 SAI SHOKI
이현준
PAMPHLET(1~3권) 분석을
중심으로

35-57 무용 한국어

3

미국 대학생의 한국춤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김경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州)의 학을 중심으로

59-96 무용 한국어

4

김연진 봉산탈춤 팔목중과장의 순환구조로
전은자 본 구나성

97-116 무용 한국어

5

초기 소비에트 연방의
양민아 민중문화로서의 춤 공연예술
현상연구

117-140 무용 한국어

2

39

특집논문
‘근현대 춤
인물사 조명’

제목

2015
6

논문

중국 중세 ‘서역 3무’의 중원 유입과
이채문 전개양상 : 호선무․호등무․자지무를 141-162 무용 한국어
중심으로

7

임수경 무속모티프를 활용한 무용시극(詩劇)
163-188 무용 한국어
김선정 창작방법 시론(試論)

8

전유정 한국 창작뮤지컬 안무의 시적 흐름에
189-212 무용 한국어
정은자 관한 고찰

9

황인주

무용교육연구의 철학적 사고체계
분석

10

황희정

전통춤에서 안무변화와 매체 교체의
231-249 무용 한국어
의미 해석

11

왜곡의 시정에 의한 전통의 복원과
재평가: 이종숙, 종묘제례악
나정원
251-257 무용 한국어
일무佾舞의 왜곡과 실제
(서울: 민속원, 2012)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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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저자
특집논문
‘무용공연과
기록’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송범의 작품 연구에 한 再考:
9-26 무용 한국어
1940~1970년 신문 기록을 중심으로

이호신 공연예술의 기록에 관한 제언

27-53 무용 한국어

3

강현숙 ‘고유수용감각’에 기반한 무용
조기숙 창작과정 연구

55-56 무용 한국어

4

김백봉 <선의 유동>의 도상해석학적
김보람
고찰: 파노프스키의 방법론을
57-108 무용 한국어
전은자
활용하여

5

몸알아차림(somatic awareness)에
기반한 요가자세 및 움직임이 갖는
김안나
109-140 무용 한국어
자기 조절과 치유 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Ⅲ) :
<관동무>․<광수무>․<무산향>․<무애무>․
손선숙 <선유락>․<연화무>․<처용무>․<초무> 141-186 무용 한국어
․<춘앵전>․<침향춘>․<학무>․<향발무>
정재도를 중심으로

논문

40

이찬주

제목

7

≪한국 현춤작가 12인전≫의 작품
유승관 경향 연구: 남성 한국무용 안무가를 187-220 무용 한국어
중심으로

8

공연예술로서 가․무․악(歌․舞․樂)의
윤영숙 현적 수용 : 서울예술단 ‘가무악’,
‘가무극’ 장르 중심으로

221-246 무용 한국어

9

예술춤 활성화를 위한
교양무용교육의 효율적 방안:
윤지은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중심으로

247-270 무용 한국어

10

한혜주

11

궁정발레의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주는 책
문애령 (장 오리외 지음, 카트린 드 메디치 305-314 무용 한국어
－검은 베일 속의 백합(도서출판
들녘, 2005), 이재형 옮김)

2016

서평
12

몸적학습을 통한 ‘몸의 인격성’
체험연구

271-303 무용 한국어

전통춤 계승자들의 무보, 누구를 위한
기록일까?
최해리 (김명수, 조선의 마지막 춤꾼 이동안: 315-319 무용 한국어
재인청 춤의 기억과 김명수식 춤
표기법(서해문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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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욱

노(能)의 춤과 계보: 노
<잇카쿠센닌(一角仙人)>을 중심으로

9-26 무용 한국어

이종숙

陳暘 樂書로 본 북송 아무(雅舞)
고찰

27-55 무용 한국어

3

김용복 한국춤 미학의 기초개념 연구 시론

57-82 무용 한국어

4

예술 비전공 교사의 예술교육 활용
가능성에 한 연구: 장애아동 상
김현주
83-110 무용 한국어
예술통합적 방법을 적용한 일반교과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5

유진주 한국무용사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한
111-128 무용 한국어
염현주 교육과정 개발방향의 탐색

6

전미현

1
2

특집논문
‘아시아춤의
전통성’

논문
41

2016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저자

소매틱움직임 프로그램이 노인의
건강요소에 미치는 영향

129-158 무용 한국어

7

전아람 데보라 콜커(Deborah Colker) <Mix>
김형남 작품 중 <등반>에 나타난 융복합성 159-186 무용 한국어
정연수 분석

8

전예화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새로운 가치
187-210 무용 한국어
분류를 위한 시론

9

정향숙

문묘일무(文廟佾舞)에 내재된
절도(節度)와 교육적 기능

10

최혜선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방문객
235-259 무용 한국어
만족도 조사에 따른 발전 방안연구

11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춤꾼의
일생
김호연
261-266 무용 한국어
문철, 하늘이 내린 춤꾼 이매방
평전(서울: 새문사, 2015)

서평
12

우리 춤의 역사교과서: ‘우리 무용
100년’
이동우
김경애․김채현․이종호, 우리 무용
100년(서울: 현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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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73 무용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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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1

2
3

42

2016

제목

김영희 이왕직 아악부의 궁중무 전승

수록 연구
페이지 분야
9-36

언어

무용 한국어

특집논문
‘순종탄신 나정원 융희황제 재위 시 황실의례의 정치 37-58 무용 한국어
적 의미와 오순탄신 거동
오순 경축연의
시대적
순종 탄신 오순 경축 기념연의 무동
59-84 무용 한국어
의미조명’ 이수정 종재와 음악
순종 탄신 오순 만찬연의 무동정재
85-116 무용 한국어
연구

4

이종숙

5

김용목 처용탈 변화요인 고찰

6

박혜연 소매틱(Somatics) 기반 움직임 교육
141-168 무용 한국어
조기숙 원리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7

재현공연을 의한 무용기록물의 가치
이소연
와 활용에 관한 연구 : <영성제>와 169-190 무용 한국어
박주석
<사직대제>를 중심으로
논문

119-140 무용 한국어

8

이정민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무용
전은자
191-212 무용 한국어
학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
채정민

9

이지현

10

국내외 뮤지컬 전공학과 내 무용 교
전유정 육 과정 분석을 통한 안무교육의 필 235-260 무용 한국어
요성

11

조윤주 봉산 사상좌춤의 춤사위 용어 연구 261-290

12
서평
13

현대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을 위한
213-234 무용 한국어
작품의 구성요소 연구

민속에 바탕을 둔 우리춤의 원류 탐
색
고유미
293-298 무용 한국어
양종승, 우리춤 담론
(민속원,2014)
세기(世紀)를 넘어 다시 만나는 조
택원의 자전적 기록
양민아
299-305 무용 한국어
조택원,조택원
(서울:지식공작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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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

2016

저자

특집논문
‘아시아춤의
글로컬리즘’

제목

일본 아악(雅楽)의 악가(楽家)
박태규 연구: 악소보임(楽所補任)의
한반도계 성씨를 중심으로+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9-34 무용 한국어

한국 사설무용공연단의 국제적 활동
35-52 무용 한국어
전개양상

2

유진주

3

현대 미술작품에서의 무용 및
무용치료에 관한 기록적 요소들
임성윤
53-78 무용 한국어
고찰: 피카소, 잭슨 폴락과 마티스의
사례

4

장악원 무동과 기녀의 춤을
조경아 사가(私家)에 내려주다: 정원용
79-111 무용 한국어
회방연(回榜宴)의 사례를 중심으로

5

최원선

LMA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박병천流
112-141 무용 한국어
진도북춤 춤사위의 특성 연구

6

허가영

21세기 다문화사회의 무용교육:
142-173 무용 한국어
다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으로

7

황인주

몸 미학과 무용과의 미학적 관계성
174-195 무용 한국어
연구

8

황희정

최승희의 춤추는 몸과 일상에
196-214 무용 한국어
나타난 근대 신여성의 여성성 연구

9

한국 전통춤을 사관(史觀)으로
진단하고 전망하다
이종숙 김영희, 춤풍경(舞風景):
217-224 무용 한국어
전통춤평론집 (경기 파주: 보고사,
2016)

논 문

서 평
10

컨템포러리 댄스의 생생한 현장에
대한 기록
장인주, 세기의 안무가:
장지원
225-231 무용 한국어
무용평론가 장인주가 만난 20세기
춤의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 인물
30(경기 파주: 이콘출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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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목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1

김호연

글로컬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본
최승희

2

박영광

신분 언어 계시: 최승희의 무용실체
27-64 무용 중국어
특징 시론

3

44

저자

특집논문
알프레
‘최승희 춤의
도
국제성’
최승희: 멕시코에서 춤춘 반도의
로메로
무희
카스틸
라

9-26 무용 한국어

65-96 무용 영어

4

주디
최승희의 춤에 나타난 한국의 근대성 97-131 무용 영어
반자일

5

춤비평: 글을 통해 나타나는 작품 이
김민정 미지 추론의 구성요소와 의미:국립현
135-158 무용 한국어
박순자 대무용단 <이미아직>작품을 중심으
로

6

김연정

한성준춤 다시보기
:시대인식과 춤인식을 바탕으로

7

김재리

퍼포먼스 아카이브의 현재성
185-212 무용 한국어
:컨템포러리 무용의 신천을 중심으로

8

미디어 미디어 담론이 생산하는 전통
유화정 춤의 이미지 연구: 2016년 TV역사드213-234 무용 한국어
라마와 관련 인터넷기사를 중심으로

논 문

159-184 무용 한국어

김수악류 전통춤의 전승 양상과 정착
235-254 무용 한국어
과정 연구

9

이동준

10

뉴용시티발레단 광고의 기호학적 함
의: 뉴욕시티발레단 젊은 후원자의 하
이영주
255-274 무용 한국어
루(NYC Ballet's Young Patrons
Circle)를 중심으로

11

소마 춤에서 몸과 소통: SCL‘움직임
조기숙 을 통한 경청과 소통실습’을
275-300 무용 한국어
중심으로

12

서 평

춤꾼에 대한 흔적과 기록
김호연 김인권 전수향, 춘당 김수악의 논개303-306 무용 한국어
살풀이(여산서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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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5

저자

제목

수록 연구
언어
페이지 분야

A Study on the Socio-historical
Construction of Ballet as Fine Art
김수인 in Korea
9-40 무용 한국어
특집논문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무용학연구
nationalism
의 새로운
방법론’
미하일 바흐친의 사유로 본
주송현 송파산대놀이의 그로테스크
41-63 무용 한국어
김운미 리얼리즘 연구

3

공자(孔子)의 미학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춤의 심미성(審美性) 연구
강기화
67-82 무용 한국어
<문묘일무>․<강선영류태평무>․<동래
학춤>을 중심으로

4

김소영

‘낙화유수’ 의미로 본 정재동작의
83-102 무용 한국어
이미지 고찰

문진수

남사당놀이에 내재된 춤적 요소와
103-130 무용 한국어
가치연구

2017

5

논 문

6

백거이(白居易) 시(詩)에서 나타나는
이화진 호무(胡舞)와 대곡악무(大曲樂舞) 131-148 무용 한국어
양상

7

장소정 <백조의 호수> 국내 전막 초연작에
149-176 무용 한국어
조윤라 대한 역사적 고찰

9

서 평

‘한국 근대 무용사’를 통해 본
윤영숙 격변기 속 춤의 궤적 김호연, 한국 179-183 무용 한국어
근대 무용사(서울: 민속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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