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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춤과 호남춤의 생태문화적 비교

용인대 명예교수   
이병옥

Ⅰ. 지역춤의 생태문화적 배경-‘ 남은 춤, 호남은 소리’? -

우리는 흔히 ‘ 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고 한다. 그러나 명쾌하게 그 배경을 설명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란 공유하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의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도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르고 지역민의 삶과 생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
난다. 
우리나라도 국토는 작지만 지역마다 풍속이 다르고 말씨도 다르다. 따라서 노래나 
춤도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살아온 생태환경
에 따라 각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적응방식이 다른데서 형성된 민속문화이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을 자연계와 공생하는 생명체로 보고 자연의 생태환경에 맞게 
문화를 형성해간다는 취지에서 연구하는 제3의 민속학인 생태민속학(ecological 
folklore)1)이 두되었다. 그리고 춤도 생태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게 되어 춤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민속학적으로 볼 때, 필자는 지역춤을 형성하는 중요한 생태문화적 
요인으로는 ①생업적 요인, ②기후적 요인, ③지리적 요인, ④풍속적 요인, ⑤역사
적 요인, ⑥사회적 요인, ⑦종교적 요인, ⑧음악적 요인, ⑨의상적 요인2) 등이 복

1) 임재해(2002),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도서출판 당 , 6~9쪽.
   황금용·황정민(1992), 식물의 신비생활, 서울: 정신세계사. 35~53쪽.
   이병옥(2003), ｢탈춤에 나타난 북방춤과 남방춤의 계통적 비교｣, 공연문화연구 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5쪽.
2) 정병호(1991), 한국의 민속춤, 서울: 삼성출판사. 34~45쪽.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265~275쪽.
   이병옥(2009), 한국무용민속학, 도서출판 노리, 35~41쪽.
   이병옥(2009), ｢경기지역춤의 문화권적 특징연구｣, 우리춤연구 제10집.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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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춤은 이와 같은 요인으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양태를 띤 춤들이 발생하
기도 하고 교류를 통해 변천하면서 춤문화권과 지역춤을 형성한다. 
한국의 지역문화를 비교하는 데는 광역적으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
기도 하고 같은 남부권이라도 남권과 호남권은 또 다른 생태환경으로 비교 상
으로 삼기도 한다. 일례로 ‘소리는 호남, 춤은 남’이라는 말도 생태문화적 환경비

교에서 비롯한 것이다. 

춤 형성 배경 춤 형성 요인 세부 요인

자연풍토적 
배경

생업적 요인 수렵, 유목, 농업

기후적 요인 냉온, 일조, 건습

지리적 요인 산악, 평야, 밀림

사회환경적 
배경

풍속적 요인 세시풍속별

역사적 요인 국가, 시대

사회적 요인 신분, 행정구역, 교류

민족문화적 
배경

종교적 요인 무, 불, 도, 힌, 회, 기

음악적 요인 악기, 선율, 장단

의상적 요인 무복, 예복, 평복, 소품

<표 1> 지역춤 형성의 요인=복합  작용 

 

<그림 10> 지역춤 형성의 요인 

       

          

우리나라 지역 명칭인 남(嶺南)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인 문경의 조령(鳥嶺,
새재)의 이남이라는 의미고, 호남(湖南)은 충청도에 있는 금강(錦江: (錦江: 湖江)의 
아래라는 의미이다. 
이는 조선후기 사림(士林)으로 불리는 지방의 많은 인재들이 관계(官界)로 진출했
는데 그중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들이 많았고, 많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고 
농업생산력의 비중이 다른 도에 비해 커서 이때부터 경상도, 전라도라는 도를 지칭
하는 명칭 신 남(嶺南) 호남(湖南)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삼국시 에 북쪽은 고구려와 남쪽은 신라와 백제로 찬란히 문화의 
꽃피웠으나, 백제는 별망하고 신라는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또한 호남은 부분이 
평야지 로 풍요롭고, 남은 백두 간의 줄기로 산악지 와 평야지 가 공존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지방 춤과 호남지방 춤의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규명하기 
위해서 생태민속학적 접근방법으로 양쪽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생태민속학적 특성을 연구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춤사위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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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문화권의 보편적 특성만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인류민속학적 방법이다. 
지역춤의 연구 상은 호남의 향토성이 강한 민간춤(허튼춤, 탈춤, 농악춤, 소리
춤)을 상으로 생태환경적 요인으로 형성된 춤사위 특성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고
찰한다.    
연구 제한점으로는 생태환경에 따른 춤의 일반적 특징을 적용하여 지역춤의 특징
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춤의 구체성보다는 춤의 ‘보편성’과 ‘공유성’을 고찰하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남춤과 호남춤의 유형별로 생태환경적 특징을 낱
낱이 서술하기는 한계가 있어 도표를 통해 핵심적 특징을 요약 정리한다. 

Ⅱ. 남춤과 호남춤의 생태문화적 배경과 춤 특징

우리나라의 남부지방(호남, 남)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과 같은 온화한 기후를 
가진 곳을 말한다. 따뜻한 남쪽지방은 공통점으로 춤의 종류도 많고 흥겹고 멋스러
운 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은 같은 남쪽지방이지만 지형
적으로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백두 간의 산악지 가 많은 경상도 기질과 넓은 
평야지 가 많은 전라도 기질이 다르고 생활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춤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기후와 지리환경에 따른 춤문화 특징
예술인류학자 박정진에 의하면 “무용인류학적으로 추운지방으로 갈수록 수직운동, 
더운지방으로 갈수록 수평운동이 많다. 수직운동은 몸과 발이 뛰어오르는 가벼운 
준비동작과 무릎굴신이 중요하고, 수평운동에는 발의 옮김과 엉덩이나 손을 움직이
는 동작이 중요하다”3)고 하 다.
이병옥도 아시아 북방의 추운지방으로 갈수록 추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약하는 
‘뛰는춤’, ‘멀리뛰기걸음’, ‘뿌리는 춤사위’, ‘상하굴신춤’, ‘도약무’를 추고, 따뜻한 
남방지방은 ‘앉은춤’, ‘건들걸음’, ‘휘젖는 춤사위’, ‘굴신춤’, ‘답지무’를 춘다고 하

다.4)  
무용생태학적으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추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따뜻한 햇볕을 
향한 수직춤이 많다, 수직춤은 발과 다리를 많이 사용하여 하늘을 향해 몸과 발이 
뛰어오르거나 비상하는 입체적인 도약과 무릎굴신이 많이 이루어진다. 더운 지방으
로 갈수록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평적인 춤을 춘다. 수평춤은 몸통 사용을 억제하
고 발의 옮김과 엉덩이춤과 손을 주로 사용하는 평면적인 답지춤을 춘다. 

3) 정범태(2006), 한국백년1, 눈빛출판사. 12~13쪽.
4) 이병옥(2011), ｢ 남춤의 생태민속학적 고찰｣, 한국무용연구 29권 2호, 한국무용연구회, 84~85쪽.  
   이병옥(2003), ｢탈춤에 나타난 북방춤과 남방춤의 계통적 비교｣, 공연문화연구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3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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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추운 지방, 산악지대 춤(북방) 따뜻한 지방, 평야지대 춤(남방)

기후
추운지방 : 추위극복=도약, 수직춤, 강렬한 특징. 

수직춤=발과 다리를 많이 사용, 천상지향 몸과 발
이 비상, 입체적인 도약과 무릎굴신 많음.

따뜻한 지방 : 더위극복=수평적, 부드러운 춤. 

수평춤=몸통 사용을 억제, 발의 옮김과 손을 
주로 사용, 평면적인 답지춤

지리 
산악지대 춤: 이동성이 비교적 적고 상향적, 발산
적, 단조롭고 빠른 춤. 농악은 약하지만 장례춤 발
달. 남성소리춤, 향촌형의 별신굿탈춤

평야지대 춤 : 종류 다양, 대지지향 하향춤. 농
악춤, 탈춤, 소리춤, 허튼춤 등 상하춤폭이 작
고 좌우춤폭은 넓은 춤사위. 예술성이 높고 빠
르지 않으면서도 흥이 넘쳐 흐르고 멋을 가진 
춤.

혼합
지역

추운지방(수직춤)+더운지방(수평춤)=혼합문화(수직·수펑춤)

산악지대(상향춤)+평야지대(하향춤)=혼합문화(상향·하향춤)

상하춤폭과 좌우춤폭 모두 큰 입체춤, 혼합된 특성과 다양성.

<표 2> 기후와 지리환경에 따른 춤 특징

김온경에 의하면 “경상도는 산세가 웅장하여 품성이 강하고 꿋꿋하여 춤세 역시 
폭이 넓고 ‘동적’이며, ‘즉흥적인 춤태’를 지닌 토속성을 진하게 내포하고 있다”5)고 
하 다. 
백두 간 일 의 산악지역은 밭농사가 주를 이루어 농악은 약하지만 주로 정월 보
름의 동제(洞祭)와 지신밟기를 위주로 하고, 장례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달되
어 회다지춤이 성행하고 있고, 소리춤과 같은 춤은 지게목발춤과 지게놀이춤이나 
고사리꺾기 등 산악생활을 반 한 남성소리춤들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는 
비교적 고형으로 보이는 서낭제(城隍祭)와 관련한 소박한 향촌형의 별신굿탈춤(강
릉, 하회, 경산)이 전승되고 있다.
반 로 평야지역은 농사가 잘되고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도 한결 여유가 있고 성격이 유순하며 교통이 좋아 문화의 교류가 빈번하므로 춤 
또한 같은 형의 춤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춤의 종류도 많고 다양하여 지를 향
한 하향춤이 많으며, 춤의 유형도 농악춤, 탈춤, 소리춤, 허튼춤 등으로 폭넓게 전
승되고 있다. 이러한 춤들은 비교적 예술성이 높고 그리 빠르지 않으면서도 흥이 
넘쳐 흐르고 멋을 가진 춤이 많다.6)

그러나 남춤은 따뜻한 남쪽지방이면서도 추운 지방적 성향이 공존하고 있어 추
운지방의 ‘수직춤’과 따뜻한 지방의 ‘수평춤’이 혼재되어 다양한 ‘수직·수평춤’이 존
재하며, 산악적 특성과 평야적 특성이 혼재되어 산악지 에서의 하늘을 향해 도약
하는  ‘상향춤’과 평야지 에서 농경 지를 향한 ‘하향춤’이 혼합되어 ‘상향·하향’이 
복합된 상하진폭이 큰 날개사위 양상을 띠어 남지방 학춤사위같이 춤폭이 넓고 
비교적 활달하지만 북쪽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호남춤은 더 부드럽고 춤폭이 작지만 넓게 쓰는 수평춤과 지지향의 
하향춤이고 유연성이 있는 여밀사위가 많은 여성적인 춤이라 할 수 있다. 

5) 김온경(1991), 부산·경남 향토무용총론, 부산: 도서출판 한국평론. 244쪽.
6) 이병옥(2009), 한국무용민속학, 도서출판 노리,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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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영남지방 호남지방

기후
지리

따뜻한 남쪽지방이지만 산간이 많아 추운지방의 수직
춤이 공존(하늘을 향해 몸과 발이 뛰어오르거나 비상
하는 도약춤과 입체춤, 무릎굴신다리춤)

산악지대+평야지대=혼합문화(산간평야)

(천상지향상향춤+대지지향하향춤)=직선적인 상향사
위춤과 부드러운 곡선적인 하향손짓춤이 복합된 직곡
선적이고 상하의 진폭이 큰 ‘날개사위’, ‘학춤사위’이 
발달, 

발춤에서는 천상지향의 도약춤과 대지지향의 답지춤
이 혼합된 ‘도약답지춤’(배김새춤사위, 사뿐도약춤사
위)

상하사위, 입체춤, 다양한춤

따뜻한 남쪽지방의 수평춤(몸통 사용을 억제하고 
발의 옮김과 엉덩이춤과 손을 주로 사용하는 평면
적인 답지춤, 평면춤, 손춤)

평야지대-평야문화
(대지지향 하향춤)=부드럽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곡선미를 갖추고 아래로 여밀사위의 ‘하향춤’이 많
고 손목놀림이 많은 ‘손짓춤’과 발걸음춤은 부드럽
게 대지를 밟아주는 ‘답지(踏地)춤’. 대지지향춤, 

답지무, 대지지향춤사위, 바람막이사위, 살풀이춤
이나 승무의 복무.

 좌우사위, 평면춤 

교통
산간교통불편-지역폐쇄성, 가문페쇄성-문화전파늦음-

개별문화
평야교통편리-개방적-문화전파빠름-집단문화(서민
문화)

기질 강인(산악지대), 예절범절(양반,봉건사상)
후덕, 평화, 단합노동(평야농경), 공동체나눔(서민, 

농민)

생업 논농사와 밭농사, 임업과 농업 논농사 중심

문화권 백중문화권(밀양백중놀이) 추석문화권(추석농악)

<표 3> 남춤과 호남춤의 생태환경  비교 

민속춤의 유형에서 남은 탈춤(오광 , 야류)과 농악( 구, 김천, 진주)이 발달하
으나 소리춤(월월이청청)은 약하다. 호남은 넓은 평야와 농경지가 많아 농악(우도, 
좌도 전지역)과 소리춤(강강술래)이 더 발달한 곳이다. 

 
2. 역사와 풍속에 따른 춤 특징
우리나라는 비록 넓은 땅을 가진 민족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역사적 배경에 따
라 각기 다른 기질과 세시풍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한국의 향토문화가 분화되고 정착된 역사적 시기를 어느 시 로 잡고 있는가가 관
건이다. 그것은 체로 원시부족사회와 상고부족국가를 거쳐 광역의 토개념이 형
성되면서 고 민족국가를 형성한 삼국시 로 보고 있는 것이 역사 민속학계의 정
설이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
권, 신라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언어적으로는 삼국시 의 
고어를 쓰고 있을 정도로 그 때의 생활과 관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춤도 나름

로 모양이 다르다. 
또한 연중세시풍속에서 축제성이 강한 중심세시문화를 지역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민속학계의 일반적 통설은 추운 북부지방(고구려권)의 단오문화권, 따뜻한 남쪽의 
서해지역(백제권)은 추석문화권, 동부지방(신라권)의 백중문화권(단오·추석복합문화
권)7)으로 구별한다.
그런데 역사민속 문화권 분류와 세시풍속 문화권 분류는 문화지도가 약간 다르지
만 여러모로 유사한 권역을 지니고 있어 함께 분석해보기로 한다.
추운지방인 단오문화권(고구려권)은 북방민족의 태양숭배사상이 강한 유풍을 지니

7) 단오추석문화권을 필자는 백중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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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수직·도약적인 천상지향춤을 추며, 태양에너지가 가장 강한 음력 오월단오
절을 태양절처럼 중시하며 보리농사의 추수를 하고, 벼농사 모내기도 이때를 맞추
어 끝내고 벼가 착근할 때까지 농한기 풍농기원축제를 벌인다. 즉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수직춤, 즉 몸통을 위로 비상하거나 땅을 차고 뛰어오르는 도약춤, 입체춤
과 동체춤이 많고, 또 수직춤에는 몸과 발이 뛰어오르는 도약춤과 무릎의 굴신춤과 
어깨춤이 중요하다.
따뜻한 추석문화권(백제권)은 주로 남부지방으로 충청과 호남지방의 넓은 평야가 
있는 곡창지 로써 일년 농사의 성과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가을추석에 풍년을 가
져다 준 천신과 특히 지신에 감사드리며 그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된다. 그래서 이
들은 지모신을 더 숭배하는 지지향적 하향춤과 땅을 자근자근 밟는 듯 한 답지
춤, 수평적인 양팔들사위와 여밀사위의 하향춤을 추게 된다. 즉 더운 지방으로 갈
수록 수평과 평면춤이 많다. 남부 수평춤에는 발의 옮김과 엉덩이나 손을 움직이는 
평면춤과 말초춤과 단전호흡이 중요하다. 
백중문화권(신라권)은 벼농사에서 김매기가 끝나는 백중날에 호미를 씻어 걸어두면
서 그동안 농사일의 노고를 풀고 격려하고 한 달 후 추석절까지 농한기로 풍농을 
간절히 기원하는 농악을 치면서 천신과 지신 모두에 바치는 농신제를 지내면서 상
향춤과 하향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인다. 따라서 남지방은 도약춤과 답지춤의 양
면성이 혼합된 양상의 춤으로 활기차게 뛰었다가 사뿐히 즈려밟는 춤이다.8)

박정진에 의하면 “단오문화권(북한지역)은 춤이 중심(산 놀이), 추석문화권(충청, 
호남)은 노래(판소리),이며, 추석·단오복합문화권(강원·경상도)은 춤·노래(들놀음) 등
이다. 이러한 특성이 춤에서 드러날 때는 체로 단오권은 수직·입체적이고, 추석
문화권은 수평·평면적이고, 복합권은 그 중간(수직·수평과 입체적·평면적)이다. 민속
학자 김택규는 단오권이 ‘도당굿-입체적·동적’, 추석권이 ‘당산굿-평면적·정적’, 복
합권이 ‘별신굿-평면적·동적’인 것으로 보았다.”9)

한편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 문화는 기후적으로 한 지방으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질이 기마민족의 향을 받아 진취적이고 전투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춤은 거칠고 활달하며 전투적인 ‘전진춤’을 춘다. 이러
한 춤은 이들의 해서지방의 탈춤이나 무당춤과 같은 춤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발짓춤들을 보면 무폭(舞幅)이 크고 절도가 있는 ‘도약춤’이 많고, 손짓춤은 각을 
이루며 직선적이고 발산적으로 위로 뿌리는 ‘상향뿌림춤’이 많다. 따라서 이렇게 
손사위를 위로 날리며 추는 고구려적인 한삼춤을 가리켜 ‘사위춤’이라도 부르고 있
다. 
백제문화권은 광 한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농경문화가 발달하 고 남중국에서 불
교를 받아들여 불교문화 또한 발달하 다. 이들은 식생활이 풍부하고 문화수준이 

8) 이병옥(2009), ｢경기지역춤의 문화권적 특징연구｣, 우리춤연구 제10집, 한양우리춤연구소, 20쪽.
9) 정범태(2006), 한국백년1, 서울: 눈빛출판사.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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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기에 유순하고 향락적이며 낙천적인데다가 예술감각이 발달하 다. 그러기에 
농경에 바탕한 예술과 불교적 예술이 발달하 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부드
럽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곡선미를 갖추고 아래로 여미는 ‘하향춤’이 많고 손목놀림
이 많은 ‘손짓춤’과 발걸음춤은 부드럽게 지를 밟아주는 ‘답지(踏地)춤’이 생활화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백제적인 손짓춤의 특징이 그 로 남아서 오늘
의 예인춤인 살풀이춤이나 승무와 같은 춤으로 이어진 것이라 본다. 이들은 추석 
때가 되면 엄청난 햇곡식과 햇과일의 추수를 천신과 지신에 감사드리는 추석문화
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풍년을 들게 한 너른 논밭을 향한 ‘ 지
지향춤’을 추며 지모신에게 감사드린다. 
신라인은 무뚝뚝하지만 담백하고 의리가 있는 인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화
랑도를 통해 합심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 고, 합병 후에는 고구려, 백제, 당 문화 
등을 받아들여 나름 로 통합신라문화를 형성하 다. 
따라서 신라문화권은 지금도 경상도 문화가 주축을 이루면서 발춤에서는 고구려의 
천상지향의 도약춤과 백제의 지지향의 답지춤이 혼합된 ‘도약답지춤’을 추고, 손
짓춤은 고구려의 절도가 있는 상향사위춤과 백제의 부드러운 곡선적인 하향손짓춤
이 복합된 직곡선적이고 상하로 진폭이 큰 ‘날개사위춤’으로 전승되고 있어 오늘날 
‘학춤사위’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라적인 춤의 특징은 덧배기장단(굿거리장
단)에 추는 다양한 몸짓과 손짓이 어우러진 ‘덧뵈기춤’과 무릎을 굽혀 땅에 발을 
깊이 박았다 풀어내는 ‘배김새춤’이라 할 수 있다.10) 
역사적으로는 남지방은 성읍국가시 부터 진한과 변한의 초기문화부터 신라와 
가야문화로 이어졌다가 통일신라로 통합되었다. 특히 가야인 악성 우륵이 창제하
다는 가야금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는「가야지무」,「한기무」,「미지무」,「 금무」가 있
었고, 우륵이 신라에 귀화하여 계고에게는 가야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각각 가르쳤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한다. 뿐만 아니라 황창무
(검무)와 처용무, 상염무, 무애무, 오기 등 남성춤도 있었다고 전하며, 도솔가무, 회
소곡, 그리고 팔관회나 연등회의 가무백희 등 민간생활과 밀접한 순순한 놀이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11)

결국 남지방은 추석·단오가 복합된 백중문화권으로 춤·노래(들놀이, 별신굿)로 수
직·수평적이며, 평면적·동적인 춤, 마당춤과 방안춤이 함께 발달, 한(限)과 신(神)의 
복합된 멋(美)의 정서, 압지춤, 배김새, 흥겹고 여흥적인 어르는 춤의 특성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지방은 마한과 백제로 이어지면서 풍요로운 농경문화와 다양한 농
경민속과 추수감사와 민간춤들이 전승되어 다양한 농악과 강강술래 같은 여성적인 
소리춤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백제멸망 후 궁중춤들은 소멸되었고, 나라 잃은 슬품

10) 이병옥(2009), 한국무용민속학, 도서출판 노리, 39쪽.
11) 김온경(2007), ｢부산·경남춤원류 연구｣, 우리춤연구, 제1회 학술심포지엄. 우리춤연구회. 1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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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나위 음악이 발달하면서 씻김굿과 삼현육각에 맞춘 허튼춤과 살풀이계통춤
들이 발달하 다. 결국 호남지방은 추석문화권으로 노래와 소리춤이 발달하면서 수
평춤, 지지향춤(하향춤), 답지춤, 여성춤, 손짓춤, 곡선춤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권 고구려 단오문화춤 신라 백중문화춤 백제 추석문화춤

풍속에 따른 춤문
화권
<단오문화권>

<백중문화권>

<추석문화권>

단오문화권은 북방민족의 
태양숭배사상, 도약적인 
천상지향춤, 음력 오월단
오절을 태양절, 모내기 후 
벼가 착근할 때까지 농한
기 풍농기원축제.

백중문화권은 중부지방인 경
기과 영남권, 김매기가 끝나
는 백중날 풍농을 간절히 기
원하는 천신과 지신 모두에 
바치는 농신제, 상향춤과 하
향춤,  

추석문화권은 남부지방으로  
넓은 평야가 있는 곡창지대, 

추석에 풍년을 가져다 준 천
신과 특히 지신에 감사축제, 

지모신을 더 숭배하는 대지
지향적 하향춤.

역사에 따른 춤문
화권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고구려문화권의 춤은 거
칠고 활달하며 전투적인 
‘공격춤’ 발짓춤들을 보면 
무폭(舞幅)이 크고 절도가 
있는 ‘도약춤’.

손짓춤은 각을 이루며 직
선적이고 발산적으로 위
로 뿌리는 ‘상향뿌림춤’. 

‘사위춤’

도약적인 천상지향춤.

신라문화권의 손짓춤은 고구
려의 상향사위춤과 백제의 
부드러운 곡선적인 하향손짓
춤이 복합된 직곡선적이고 
상하의 진폭이 큰 ‘날개사위’, 

‘학춤사위’이 발달, 덧배기춤.

발춤에서는 고구려의 천상지
향의 도약춤과 백제의 대지
지향의 답지춤이 혼합된 ‘도
약답지춤’, 

백제문화권 춤은 향락적이며 
낙천적이고 부드럽고 우아하
며 아름다운 곡선미를 갖추
고 아래로 여미는 ‘하향춤’이 
많고 손목놀림이 많은 ‘손짓
춤’과 발걸음춤은 부드럽게 
대지를 밟아주는 ‘답지(踏地)

춤’. 예인춤인 살풀이계통춤
이나 승무, 대지지향춤.

<표 4> 역사와 세시풍속에 따른 춤문화권

비교 영남지방 호남지방

역사
(상고시대)

진한-토백이+중국 진(秦)유민(발음에 엑센트형
성)-중국북방계 문화(밭농사)+토속문화=俗喜歌舞

飮酒 有瑟 其瑟形似筑彈之亦有音曲/ 俗喜歌舞飮

酒鼓瑟

마한-토백이+남방 도작민(稻作民)-남방농경문화
(논농사)+토속문화=晝夜飮酒歌舞立大木縣鈴鼓/

節奏有似鐸舞 

삼국시대
전기, 후기신라1000년-경주(영남)-정치문화중심지
-왕족귀족= 양반문화중심
삼국통일의 기쁨-흥겨운 춤 발달

백제700년-왕족과 귀족문화인멸-서민, 농민문화중
심
백제멸망의 슬품-한맺힌 춤 정서

조선시대
조선-안동권씨, 김씨 양반세도, 남성중심-남성중
심의 탈춤-오양반춤

조선-군악,농악- 농민중심, 남성, 농업의 여성문화

근현대
임진왜란-승전무,일제시대-서양문물유입지, 625동
란-국립국악원창설, 부마민주화운동-시국춤

동학란-농민운동, 농악(군악)

씻김굿, 시나위반주-살풀이춤, 

<표 5> 남춤과 호남춤의 역사문화  비교 

비교 영남지방 호남지방

중심문화

양반문화-양반춤-선비학춤, 교방춤(검무, 포구락, 

승무, 승전무, 고무, 한량무, 남무)-풍류춤
개별문화- 개인허튼춤, 개인풍자(병신)춤-밀양백중
놀이
민중적- 덧배기춤, 탈춤

농민문화-농악, 강강술래 -신명
집단문화- 집단민속춤

민중적-민속춤(농악춤, 소리춤), 예인춤(승무, 

살풀이춤)

도향문화
도시문화(공연문화-사당패, 오광대- 구경춤-한량춤, 

팔선녀춤)

공연자와 관객의 분리

시골문화(놀이문화- 참여춤-보릿대춤, 발림춤, 

소리춤발달)

공연자와 관객이 공동참여

종교문화

유교문화(양반중심), 궁중교방춤 전파(진주교방춤, 

승전무, 통영검무), 

불교문화(서민 절실-유교중심 양빈풍자성 강함-오
광대양반춤), 사찰학춤

불교문화(서민중심)-승무, 

세습무속- 살풀이춤

<표 6> 남춤과 호남춤의 사회문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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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적 배경이 따른 춤 특징
한편 음악과 춤은 가장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진 문화이기 때문에 음악적 풍속
이 곧 춤 풍속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악문화권은 곧 춤문화
권을 가르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음악문화권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민요문화권은 경서도토리권(서도권, 경기
권), 육자배기토리권, 메나리토리권(동북권, 동남권)으로 나눈다. 이는 소리춤 역
의 중요한 문화권이 된다. 그러나 또다른 음악권 분류로 무속음악권이 있는데, 춤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화권은 시나위음악권이다. 시나위는 호남지방 무속반주음악
에서 비롯한 명칭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음악이 곧 이 지역 무속춤과 예인춤의 춤
반주에 절 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으로 음악과 춤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
권의 정서가 아주 조적이라는 점이다. 즉 신라의 음악과 춤은 삼국을 통일한 기
쁨과 환희의 정서가 음악과 춤에 반 되어 흥겨운 덧배기장단에 신명나는 덧배기
춤을 추는 ‘덧배기춤문화권’인데 비해, 백제는 망국(亡國)의 한(恨)을 굿을 통해 표
현하는 시나위음악에 맞춰 한(恨)의 살풀이춤을 추어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이다. 
그래서 백제문화권은 음악적으로는 ‘시나위음악권’이라고 하며, 춤으로는 ‘살풀이춤
문화권’이라고 한다. 그런 현상은 신라지역에서는 한의 정서가 있는 살풀이장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지방은 살풀이춤이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2) 그
러므로 똑같은 수건춤이라도 남지방에서는 흥겹고 멋드러진 덧배기장단(굿거리장
단)에 수건춤을 추므로 ‘진주교방굿거리춤’, ‘교방입춤’, ‘수건입춤’ 등으로 불린다. 
따라서 살풀이춤은 백제문화권인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지방에서만 전승되는 살
풀이장단에 맞춰 추는 수건춤을 말한다. 시나위 장단에 따라서는 호남시나위(3분박 
4박자)와 경기시나위(2분박 6박자)13)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호남살풀이춤과 
경기 도살풀이춤의 반주음악이 다르다.
호남춤은 흩어지다 모아진 진한 산조를 장단 삼아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을 넘
나들며 자지러질 듯 혹은 숨죽일 들 사위를 펼치는 구구절절 맺힌 한과 삶의 애환
을 한 차원 높은 흥으로 승화한 것으로 농경사회의 향을 받아 민초들의 고단함
이 녹아있으면서도 풍족한 먹거리로 인해 풍과 흥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
징이다.
그러나 남춤은 활달한 덧배기장단을 바탕으로 특유한 투박함과 남성미가 넘치는 
신명과 흥이 절로 나오면서 활기차고 진취적이면서 춤집이 큰 춤사위로 소리보다 
춤이 돋보이고 또한 양반문화구조 속에 멋과 태가 고운 여성적인 춤사위도 함께 
전승되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춤문화가 발달하 다.  

12) 남지방에서 현재 전승되는 구살풀이춤은 호남출신의 재인인 박지홍이 구 동권번에 춤을 가르쳐 
전파된 춤이며, 장단은 굿거리장단에 춤을 춘다. 또한 시나위음악은 호남지방의 인접한 남지방 일부(예
전 가야지역, 통 , 진주)에 전파되어 있다. 

13) 이보형, 황루시(1971), ｢경기도남부 도당굿의 춤과 음악｣, 경기도 도당굿, 열화당,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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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영남지방 호남지방

역사적 배경

영남춤은 신라 삼국을 통일한 기쁨과 환희의 정
서가 음악과 춤에 반영.

음악적으로는 ‘메나리음악권’으로, 흥겨운 덧배기
장단에 신명나는 춤을 추는 ‘덧배기춤문화권’ 

호남춤은 백제 망국(亡國)의 한(恨)을 굿을 통
해 표현하는 시나위음악에 맞춰 한(恨)의 춤. 

음악적으로는 ‘시나위음악권’이라고 하며, 춤으
로는 ‘살풀이춤문화권’

음악토리 메나리토리-억세고 강열, 민요 육자배기토리-애조, 구성짐, 판소리  

수건춤(살풀
이춤) 차이

신라지역에서는 한의 정서가 있는 살풀이장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남지방은 살풀이춤이 전
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똑같은 수건춤이라도 영남지방에서는 
흥겹고 멋드러진 덧배기장단(굿거리장단)에 수건
춤을 추므로 ‘진주교방굿거리춤’, ‘교방입춤’, ‘수
건입춤’ 등으로 불린다.  

(대구살풀이춤(권명화)도 살풀이장단이 아니라 굿
거리장단에 춤을 춘다)

살풀이춤은 백제문화권인 서울, 경기, 충청, 전
라도지방에서만 전승되는 살풀이장단에 맞춰 
추는 수건춤.

 시나위 장단에 따라서는 호남시나위(3분박 4

박자)와 경기시나위(2분박 6박자)로 약간의 차
이를 보이고 있어 호남살풀이춤과 경기 도살풀
이춤의 반주음악이 다르다

장단

덧뵈기장단(기가 센 장단)_굿거리류의 춤장단-전
문춤 수준, 세마치장단 -밀양아리랑
‘흥( )겨운춤’,  ‘태(態)가 좋은춤’,  ‘멋진춤’, ‘풍
물가락춤’

중모리장단(부드러운장단)- 6박자의 긴 소리장
단-춤은 발림 및 허튼춤 수준, 중중모리장단-진
도아리랑
‘한맺힌춤’, ‘소리가락춤’, ‘속깊은춤’

반주악기와 
예인춤

단장고에 구음을 얹어 ‘굿거리춤’ 또는 ‘입춤’ 추
는 단출한 표현 기법에 더 익숙한 편이었다. 그리
고 현악기인 가야금 하나에만 맞추어 추는 단아
하면서 현란한 춤

삼현육각(피리,해금,대금,장고,북)과 현악기(아
쟁, 가야금) 등의 화려한 악기반주의 시나위 가
락에 계면조의 애원성으로 추는 춤 ‘살풀이춤’,

‘입춤’

선율과 민속
춤

풍물중심의 덧배기장단(굿거리장단)에 추는 다양
한 몸짓과 손짓이 어우러진 ‘덧배기춤’과 무릎을 
굽혀 땅에 발을 깊이 박았다 풀어내는 탈춤과 허
튼춤의 ‘배김새춤’이 발달,

춤으로 굿을 함. 

선율중심(삼현육각+아쟁, 가야금)인 무속시나
위음악으로 소리가 주, 춤이 부수인 ‘소리춤(강
강술래)’ 발달 

소리로 굿을 함.

<표 7> 남춤과 호남춤의 음악문화  비교 

결국 백제문화권의 춤은 우리춤의 보편적 정서인 한·흥·멋·태 중에서 ‘한’과 ‘멋’이 
특히 돋보이고, 신라문화권인 남지방의 춤은 ‘흥’과 ‘태’가 돋보이는 차이가 있
다.

4. 민속춤 유형에 따른 춤 특징

1) 농악춤
농악의 전승 여부의 제일 조건은 마을공동제에 농악  동원 여부와 벼농사 중심 
여부에 따라 크게 향 받는다.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무당들
이 마을 제사를 지내고 경기 및 충청과 경북지역에서는 무당과 농악 가 합동으로 
제를 지내는데 비해 전라도와 경남지역에서는 농악 가 주축이 되어 제를 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이북 지역은 농악의 전승력이 약한 편이고,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농악은 예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14)

14) 정병호(1986), 농악, 열화당.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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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농악은 경상도 농악을 말하는데 이곳의 농악에서 동해안쪽은 농악은 동농악
과 유사한 점이 있고 경북의 북부에 위치한 김천지방의 농악은 충청농악, 호남좌도
농악과도 유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방은 농경문화가 발달한 곳이므로 농
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우도농악과 좌도농악, 두가지 파가 있다. 
우도농악은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평야지 의 농악을 말하고 좌도농악은 전주, 
남원, 여수로 이어지는 산악지 의 농악을 가리킨다. 그러나 죄도농악은 남진주 
등지와 같은 내륙이며 가까운 지역으로 공통점이 많다.
 또 농악춤 중에 지신밟기는 남, 동지방에서는 주로 마을 농악꾼들이 하고 경
기와 충청, 그리고 호남지방에서는 마을농악패 말고도 걸립패들이 하는 수가 많다. 
호남지방에 걸립농악이 고도로 발달한 이유는 곡창지 이기 때문에 많은 쌀로 후
한 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광 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걸립농악이 
한층 예능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풍물가락은 지역에 따라 특색을 달리하는데, 호남우도풍물굿가락은 다채로움과 풍
성함이, 남풍물가락은 꿋꿋하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이다. 

2) 탈춤
탈춤 예능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를 제외한 황해
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지방이다. 그러나 평안도나 제주도의 경우 등굿에서 
무당들이 탈놀이를 하고 있으며, 전라도의 경우는 농악에서 잡색(雜色)들이 각종의 
가면을 쓰고 가무극 하는 놀이가 있다. 또 남지방은 오광 와 야유를 중심으로 
탈춤이 발달되었으며, 그 특징은 춤집이 보통이고 수평적이며 자유로운 춤 틀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중성적이고 중년적이며 흥겹고 여흥적이며 어르는 춤사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3) 무속춤
무속은 한국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종교로서, 가장 원초적 
요소가 짙은 의식절차를 지니고 있고, 오랫동안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근본이며, 악
가무 예술의 근원성을 지닌 토착종교이며, 한국인의 삶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무속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신이 내려서 무당인 된 
강신무와 로 무당집안으로 이어지는 세습무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의식의 
진행과 춤이 다르다. 
무당춤은 무당과 지역에 따라 춤의 이름을 달리 하고 있다. 가령 강신무당이 추는 
춤을 신령춤(神靈舞)라하고 세습 무당의 춤을 축원춤(祝願舞)라 한다.
남부지방인 남과 호남은 같은 세습무권으로 되었다. 그러나 같은 세습무권이라 
할지라도 남지방과 호남지방이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호남지방은 전형적인 세
습무적 성향을 지닌 반면, 남무속은 세습무이면서 연행방식은 강신무적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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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내포하고 있다.
남무속은 동해안별신굿과 남해안별신굿에서, 호남무속은 진도씻김굿에서 그 차이

를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음악적인 면에서는 남무속은 강신무적인 특색인 타악중
심의 빠른 장단의 춤과 소리중심으로 연행하고 있으나, 호남무속은 느린 시나위 음
악에 다양한 현악기가 첨가되어 소리중심으로 연행된다. 
무복은 강신무에 비해 양쪽 모두 단순하여 죽은 자를 위한 굿은 남은 ‘오구굿’이
라하고 호남은 ‘씻김굿’이라 한다.

4) 소리춤과 허튼춤
앞서 농악춤, 탈춤, 무속춤에 해 호남지방의 춤을 비교해 보았다. 그밖에 소리
춤과 허튼춤, 예인들의 춤에서도 호남간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다. 
소리춤은 남성들이 추는 춤과 여성들이 추는 춤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체적으로 
원무 형식의 집단 무용이나 이 춤의 특징에 따라 놀이적인 것이 혼합된 춤과 본격
적인 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리춤에서 가장 흥겹고 신나게 추는 호남 여성춤으로는 전라도 남부 해
안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강술래와 부수적으로 추는 고사리 꺾기, 청어엮기와 
풀기, 담넘기, 덕석몰이, 바늘귀 끼기, 남생아 놀아라 등이 있고, 경북지방은 덕
의 월월이청청, 달람세, 절구세 등과 안동지방의 놋다리밟기, 둥둥데미, 실감기 등
을 들 수 있다. 

호남 남성춤으로는 전북 익산 지방의 지게목발춤과 경상북도 안동군 임하면의 
논둑밟기와 경상남도 밀양군 부구면의 지게목발춤 등을 들 수 있다.15) 체로 여
성소리춤이 남성소리춤보다는 발달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남지방보다는 호남
지방이 소리춤이 더 발달 되어 있다. 즉 남지방은 소리보다는 춤과 놀이성이 강
하고 호남은 소리성이 더 강하다. 
그리고 누구나 즉흥적으로 추는 허튼춤에서도 호남이 차이를 보이는데, 호남지방
은 주로 신체 어느 관절만 부분적으로 추는 가벼운 보릿 춤을 비롯한 막 기춤, 
어깨춤, 홍두깨춤 등이 있는데 비해, 남지방은 절굿 춤(도굿 춤), 엉덩이춤, 황
새춤(학춤), 번개춤, 활개춤, 몽두리춤16), 보릿 춤, 소쿠리춤17)등 흥겹고 활기찬 
덧배기춤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덧배기춤18)은 악귀신을 달래거나 위로하
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춤으로 강하고 춤폭이 커서 박력과 위엄, 
그리고 남성적 기질을 그 로 나타내고 있다.19)

그러므로 부산· 남지방 허튼춤(덧배기춤)은 일정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분

15) 이병옥(2009), 한국무용민속학, 도서출판 노리, 175~177쪽.
16) 정병호(1991), 한국의 민속춤, 서울: 삼성출판사, 45쪽.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647쪽.
17) 김온경(1982), 한국민속무용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274쪽.
18) 김온경(2007), 부산·경남춤원류 연구, 우리춤연구소, 제1회 학술심포지엄. 19쪽
19) 김온경(1983), ｢경남 덧배기춤 고, 한국무용연구 제2집. 한국무용연구회,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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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유형 영남지방 호남지방

농악춤

농악 발달-  남성적 원박적인 리듬과 북춤(오북춤), 

화려한 고깔소고춤, 판굿보다 지신밟기춤, 쇠와 장
구춤보다 징과 북춤발달, 힘찬 덧배기가락과 춤 발
달, 개인놀이보다 집단놀이발달. 뒤풀이춤 발달. 판
굿
예외: (진주지역은 영호남 양면성)

농악 더 발달-잔가락(섬세한 연주), 장고중심, 

여성적, 쇠와 장구춤 중시, 가면잡색놀이, 당산
제와 마당밟기 중심, 우도농악(부포상모춤, 고
깔소고춤, 장구가락이 가장 발달. 악기별 개인
놀이 발달), 좌도농악(고깔보다 전립을 쓰고 채
상소고춤, 가락이 빠르고 윗놀이 발달, 집단놀
이발달)

탈춤

오광대, 야류-오양반중심춤, 말뚝이춤(양반풍자춤 
강함)

남성중심 탈춤, 손,팔춤사위, 어름새, 무릎굽힘새, 매
듭춤, 이음춤, 압지무, 배김새, 자유로운 춤, 중년적, 

흥겨움, 여흥적, 어르는 춤

호남탈춤-농악잡색춤 미약

여성춤
(소리춤)

소리춤 덜 발달- 영덕의 월월이청청, 달람세, 절구세 
등과 안동지방의 놋다리밟기, 둥둥데미, 실감기 

소리춤 아주 발달- 진도, 해남강강술래와 부수
적으로 추는 고사리 꺾기, 청어엮기와 풀기, 담
넘기, 덕석몰이, 바늘귀 끼기, 남생아 놀아라 등
등, 

남성춤
(소리춤)

역사적으로 남자춤(우륵의 만덕에게 춤사사, 처용
무, 상영무, 황창무, 오기), ‘남성풍류꾼’의 햔량춤(전
문 예인이 아니면서 춤에 능통한 남성들)

남성소리춤-안동군 임하면의 논둑밟기와 경상남도 
밀양군 부구면의 지게목발춤

 박수무당인 악사가 주로 남자, 이들이 재인춤, 

기방의 스승이 됨, 남자승무.

남성소리춤- 전북 익산 지방의 지게목발춤

예인춤
남성한량춤, 흉내춤 발달(학춤, 구불춤, 두꺼비춤), 

기방춤, 소고입춤
기방춤, 살풀이춤

무속춤
강신무적 성향을 함께 내포한 세습무, 타악중심의 
빠른 장단의 춤중심과 소리, 별신굿, 오구굿

전형적인 세습무적 성향, 느린 시니위 음악에 
다양한 현악기가 첨가된 소리중심과 춤, 씻김
굿

허튼춤
절구대춤(도굿대춤), 엉덩이춤, 황새춤(학춤), 번개
춤, 활개춤, 몽두리춤 등 흥겹고 활기찬 덧배기춤들
이 많이 발달

신체 어느 관절만 부분적으로 추는 가벼운 보
릿대춤을 비롯한 막대기춤, 어깨춤, 홍두깨춤 

발달유형 남성춤 발달, 허튼춤 발달, 탈춤 발달
여성춤 발달, 소리춤 발달, 농악춤 발달
남성농악이 대부분이지만 여성농악도 있음

악무비교 영남은 ‘춤’ 호남은 ‘소리’

<표 8> 남춤과 호남춤의 종합  비교 

방하면서 디딤새는 땅에 강하게 내려찍듯이 딛으며 추는 것(배김새춤)이 특징이
다.20)

남성과 여성들의 춤에서도 호남은 여성춤이 발달하 고, 남은 남성춤들이 발달하
다. 또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악춤은 남도 발달했지만 호남이 더 발달하
고, 탈춤은 남이 호남보다 훨씬 발달하 으며, 무속춤은 호남은 소리중심으로 

연행되고, 남은 춤 중심으로 연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남은 춤, 호남은 소
리’라는 명제가 증명되고 있다.
민속춤의 장르(유형)별 남춤과 호남춤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종합적으로 요
약된다.

20) 김온경(1991), 부산·경남 향토무용총론, 부산: 도서출판 한국평론,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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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영남지방 호남지방

춤사위

상하좌우사위,  몸통춤, 수직수평춤 
입체춤, 도약춤, 직곡선춤 

좌우사위, 수족춤, 수평춤, 

평면춤, 답지춤, 곡선춤 

흥이 넘치고 툭툭 꺾는 춤사위, 덧배기춤, 배김새춤 아기자기하게 지숫는 춤사위, 허튼춤, 소리춤

땅 기운이 온몸을 통해 솟아올랐다 땅에 꽂는 배김새
춤(천상대지향춤)

온몸의 기운이 땅으로 지피는 춤과 땅을 살포시 
즈려 밟는 디딤새춤(대지지향춤)

팔춤-상하의 진폭이 큰 ‘날개사위’, ‘학춤사위’발달 손춤-손목놀림이 많은 ‘손짓춤’

선이 굵고 흥이 넘치는 남성적인 춤 대삼소삼의 넘실거림이 가득한 여성적인 춤

‘흥( )겨운춤’, ‘태(態)좋은춤’, ‘겉맛진춤’, ‘풍물가락
춤;

‘한맺힌춤’, ‘속깊은춤’, ‘소리가락춤’

춤 특성 ‘흥’과 ‘태’가 돋보임(신명, 자태, 외향, 맛, 활달, 확산) ‘한’과 ‘멋’이 돋보임(애조, 감성, 내면, 멋, 축소)

<표 9> 남과 호남지방의 민속춤의 춤사 에 나타난 특징 

Ⅲ. 맺음말- 남춤과 호남춤의 종합적 비교

지역춤을 형성하는 생태문화적 배경으로는 ①자연풍토적 배경(생업적 요인, 기후적 
요인, 지리적 요인), ②사회환경적 배경(풍속적 요인, 역사적 요인, 사회적 요인), 
③민족문화적 배경(종교적 요인, 음악적 요인, 의상적 요인) 등으로 다양한 요소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향을 미치면서 오랜 세월동안 전 세계의 춤 문화권을 
광역 또는 협역의 지역춤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춤형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역춤을 형성해왔다고 본다. 한
국의 자연풍토적 배경은 위도상으로는 북반구 온 지방, 륙과 해양에 연접한 반
도지역으로 북쪽은 륙, 삼면은 해양을 향하고 있다. 동쪽은 백두 간이 뻗어 있
고, 서쪽은 평야지 를 이루고 있어 생업이 농업과 임업, 수산업이 주종을 이룬다. 
사회환경적 배경으로 지역민속문화 형성은 삼국시 로, 북부 고구려민속문화권, 동
남쪽 신라문화권, 서남쪽 백제문화권으로 지역민속춤의 특성을 형성하는 배경을 이
루었다. 따라서 남춤은 신라문화권에 형성된 지역춤이며, 호남춤은 백제문화권에
서 형성된 지역춤이다. 민족문화적 배경은 이후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종교, 음악, 
의상적 요인의 변별성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춤 특성은 남아있다.       
춤사위 면에서 남과 호남은 같은 남쪽지방이지만 여러 지리환경적 차이로 인하
여 남춤이 아래·위사위(수직적, 입체적)가 많은 팔춤인데 반해, 호남춤은 좌·우사
위(수평적, 평면적)가 많은 손춤이다. 또 남춤이 흥(맛)이 넘치고 툭툭 꺾는 춤사
위가 주를 이루는 반면, 호남춤은 멋으로 추고, 짓는 사위가 특징이다. 그래서 
남춤이 ‘땅 기운이 온몸을 통해 솟아올랐다(천상지향, 상향춤) 땅에 꽂는 배김새춤
( 지지향, 하향춤)’이라고 하면, 호남춤은 ‘온몸의 기운이 땅으로 지피는 춤( 지지
향, 하향춤)과 땅을 살포시 즈려밟는 디딤새춤(지모신)’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선이 굵고 흥이 넘치는 남춤, 삼소삼의 넘실거림이 가득한 호남춤으로 지
역에 따라 다른 우리춤의 여러 빛깔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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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과 소리의 요인 영남은 ‘춤’>소리 호남은 ‘소리’>춤

지리적 요인

산악지대+평야지대=>혼합춤문화(산간+평야)

=천상지향 상향춤+대지지향 하향춤=>손과 
팔춤은  활기찬 직선과 고운 곡선미를 갖추고 
상하로 펼치는 춤폭이 크고 팔놀림으로 비상
하는  ‘날개사위’, ‘학춤사위’이 발달, 

발걸음춤은 천상지향의 강렬한 도약춤과 대
지지향의 답지춤이 혼합된 ‘도약답지춤’(배김
새춤사위, 사뿐도약춤사위) 

=수직춤+수평춤=춤집이 크고 넓고 다양함,

상하 자유롭게 춤

평야지대=>단순춤문화
=대지지향 하향춤=>손춤은 부드럽고 우아
하며 아름다운 곡선미를 갖추고 아래로 여
밀사위의 ‘하향춤’이 많고(상향춤이 미흡) 

손목놀림이 많은 ‘손짓춤’ 

발걸음춤은 부드럽게 대지를 밟아주는 ‘답
지(踏地)춤’. 대지지향춤, 답지무, 

하향 중심, 복무(伏舞), 지수는사위 
=수평춤=>춤집이 작고 한계점, 바람막이사
위

<표 10> 남은 ‘춤’, 호남은 ‘소리’의 배경비교 

현재까지 남춤과 호남춤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공존하지만, 특히 변별력을 크게 
작용한 배경은 
첫째 기후와 지리적 요인으로, 같은 남쪽지역이라 할지라도 남춤은 백두 간 척
박한 산악지역의 강인한 기질로 임업춤과 좁지만 농경춤 문화적 속성이 혼재해있
고, 호남은 너른 평야지역의 너그러운 기질로 풍요로운 농경춤 문화적 특성이 비교
된다.  
둘째, 역사적으로 남은 신라 삼국을 통일한 기쁨(快)과 환희(歡喜)의 정서가 음악
과 춤에 반 되었고, 호남은 백제 망국(亡國)의 한(恨)을 굿을 통해 표현하는 시나
위음악에 맞춰 추는 한(恨)의 춤이 현재까지 반 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남은 봉건시  호족들의 양반문화 중심으로 남성 개인춤(한량
춤, 학춤, 허튼춤)과 남성 풍류의 기방춤(검무, 포구락, 승전무, 고무)이 발달하
고, 호남은 공동체 농경문화 중심의 집단춤(남성은 농악춤, 여성은 소리춤)이 발달
하여 상 적으로 개인춤은 덜 발달하 다.
넷째, 음악적으로 남은 덧배기가락(굿거리장단=춤반주에 적합)에 추는 흥겹고 활
기찬 허튼춤으로 덧배기춤과 활개춤, 황새춤(학춤), 배김새춤들이 발달하 고, 호남
은 육자배기가락(시나위반주, 진양, 중모리장단=소리반주에 적합)이 부드럽고 가벼
운 허튼춤, 소리춤, 어깨춤, 보릿 춤 등이 발달하 다. 또한 남 민요는 메나리조
이나 판소리는 미약하고 소리춤(월월이 청청)도 약하다. 농악은 발달하 으나 무속
에서 소리는 거북하지만 춤은 현란하게 춘다. 호남 민요는 육자배기조이며, 판소리
가 발달하 고 소리춤(강강술래)도 발달하 다. 농악은 더 발달하 고 무속은 심금
을 울리는 소리로 굿을 하는데 춤은 부수적이다. 농경풍요 속에 풍년가도 발달하
다. 남은 춤반주악기가 단촐(가야금, 타악, 구음)하나 호남은 춤반주악기가 화려
(삼현육각+아쟁, 가야금)하다. 
따라서 ｢ 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는 명제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호남이 소리와 기악선율문화가 뛰어나게 발달하다 보니 상 적으로 춤이 
저평가된 착시현상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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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 요인

썰렁한 산간기후+따뜻한 남쪽기후=>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빠른 도약과 직선적인 상향사
위춤과 부드러운 곡선적인 하향손짓춤이 복
합된 직곡선적인 입체춤, 가동성이 크고 다양
한 무릎굴신춤, 한량춤, 덧배기춤 

따뜻한 남쪽기후=>몸통 사용과 도약을 억
제하고 비정비팔로 다소곳한 발걸음과 손
을 주로 사용하는 평면적인 좌우사위와 답
지춤, 평면춤, 살풀이춤, 승무의 복무

역사적 요인

영남은 신라 삼국을 통일한 기쁨(快 )과 환
희(歡喜)의 정서가 음악과 춤에 반영.

호남은 백제 망국(亡國)의 한(恨)을 굿을 통
해 표현하는 시나위음악에 맞춰 한(恨)의 
춤. 

인간의 본성은 기쁠 때 덩실덩실 춤추고(춤) 인간의 본성은 슬플 때 흐느낀다.(소리)

사회적 요인
봉건시대 호족들의 양반문화 중심으로 남성 
개인춤(한량춤, 학춤, 허튼춤)과 남성 풍류의 
기방춤(검무, 포구락, 승전무, 고무) 발달

공동체 농경문화 중심의 집단춤(남성은 농
악춤, 여성은 소리춤)이 발달하여 상대적으
로 개인춤은 덜 발달

음악적 요인

 ‘메나리음악권’으로, 흥겨운 덧배기장단에 신
명나는 춤을 추는 ‘덧배기춤문화권’ 

‘시나위음악권’이라고 하며, 춤으로는 ‘살풀
이춤문화권’

덧배기가락(굿거리장단=춤반주에 적합)

덧배기가락에 추는 흥겹고 활기찬 허튼춤으
로 덧배기춤과 활개춤, 황새춤(학춤), 배김새
춤들이 발달

육자배기가락(시나위반주, 진양, 중모리장
단=소리반주에 적합)

육자배기가락의 부드럽고 가벼운 허튼춤, 

소리춤, 어깨춤, 보릿대춤 등이 발달
민요(메나리조), 판소리 미약, 

소리춤 미약(월월이 청청), 농악 발달
무속(소리 거북하고, 춤 현란), 

민요(육자배기조), 판소리 발달, 

소리춤 발달(강강술래), 농악 더 발달
무속(심금을 울리는 소리로 굿을 함, 춤은 
부수적), 풍요로운 풍년가 발달

춤반주악기 단촐(가야금, 타악, 구음) 춤반주악기 화려(삼현육각+아쟁, 가야금) 

민속춤 유형

기방춤 더 발달, 탈춤 아주 발달, 농악 발달, 

소리춤 덜 발달, 남성춤 발달(한량춤, 학춤, 병
신춤, 모방춤, 사찰춤, 허튼춤) , 흥춤발달(덧
배기춤, 배김새춤, 병신춤), 무속춤(춤으로 굿
을 함), 

기방춤 발달, 탈춤 미약(농악잡색), 농악 아
주 발달, 소리춤 아주 발달, 남성춤보다 소
리꾼 발달, 여성춤과 한(恨)춤 발달(살풀이
춤, 승무), 무속춤(소리로 굿을 함)

발달 비중
춤이 중심문화, 소리는 변방문화
=>영남은 ‘춤’

소리가 중심문화, 춤은 변방문화
=>호남은 ‘소리’ 

현실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용분야 개인종목인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는 모두 백제권(호남) 전통춤이다. 왜 그럴까? 물론 중앙무 로 진출한 춤꾼들을 
중심으로 지정된 점도 있겠지만 그들의 춤은 이미 범한국적 표성과 예술성을 지
녔기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백제권(호남) 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호남출신 춤꾼이 국무(國舞)
로 추앙받으며 보유자로 인정된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 한국민족 표적인 한(恨)의 정서에 국가적 공감 가 형성되었기 문화재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恨)의 정서는 남권의 춤에서는 미흡한 점이다. 
둘째, 흥겹고 끼많은 남성적 춤이 발달한 남춤에 비해, 다소곳한 디딤새와 가녀
리게 지숫는 여성적 춤이 발달한 호남춤의 정서가 한국적 미의식으로 높게 발현되
었기 때문이다. 
셋째, 외형적인 기법이 발달한 남춤에 비해, 내면적인 감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심금을 울려주는 호남춤에 춤격을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넷째, 춤을 받쳐주는 반주음악과 장단이 하모니를 이루어 호남춤을 화려하게 돋보
이는 공연작품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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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춤의 전승 현황 조사
- 문화재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이경호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영・호남 춤 조사 – 문화재 지정 춤 중심 조사

          ①전라북도 춤 조사

          ②전라남도 춤 조사

          ③영남지역 춤 조사 – 진주 통영 부산 대구

       

       3 영・호남 문화재 무용가 조사

          ①영남지역 – 김진홍 김수악

          ②호남지역 – 한진옥 이매방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한국문화의 흐름에 있어서, 춤은 어떤 시 , 어느 지역, 어느 주체에 의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역사적인 전승과 사회적인 전파를 통해서 부단히 
변이되고 재창조, 확장 되었다. 이러한 춤은 시각에 따라 문화의 여러 범주들과   
러 가지 양식들을 구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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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춤은 자생적인 문화형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춤 형태에 한 연구는 외적 형태의 문화적 배경, 즉 
지역적 특성의 조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도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속 문화의 지역적 특수성은 공간적 산물이면서 시간적 산물이며, 
언젠가 그 지역에서 존재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온 역동적인 결
과물이 된다(임재해. 2000:552).
 따라서 문화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서 춤에 한 연구는 지역적 특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의 맥락에서 볼 때 호남지역은 예술의 혼이 있는 예향 이라고 하며 
이는 한국예술의 시(時)·서(書)·화(畵) 뿐만 아니라 한국음악학에서도 호남의 위상이 

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음악학에서 호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함은 선율이 발달 했으
며 서정적인 멜로디 이외에도 감정을 고조로 표현하는 가사와 춤의 표현이 함께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김지원:2011.2. 호남 춤의 예맥, 전통춤의 전승에 관한   
논의 – 공연문화 연구 제22집).
 호남의 음악과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발달해온 유서 깊은 전통춤은 중요무형문화
재 지정의 춤들로 지금의 한국을 표하는 춤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연구 조사에서는 호남지역의 춤의 특징과 이러한 춤의 전국적 파급효과를 
파악해보자 함이며 더 나아가 한국 춤의 미래 방향 제시를 기 해보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춤 조사가 우선 이루어지고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호남지역 춤의 특성을 파
악하고자 남지역 춤의 조사가 되어지는 것이 차별화의 방법이 되리라 여겨지므
로 ·호남 춤의 맥락을 조사하고자 한다.
 호남과 남의 춤은 소백산맥을 사이로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색
의 향에 의해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연구조사에 도움이되리라 본다. 
  한국 전통춤의 연구자인 정병호 선생은 양 지역의 특성을 “경상도의 춤은 남성
적이고 절도가 있는 춤인데 비하여 전라도의 춤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여성적
인 춤이라 할 수 있다. 또 경상도가 탈춤이 발달한 곳이라면 전라도는 농악과 소리 
춤이 발달한 곳.”(정병호 2002:267)이라고 하 다. 예를 들어 농악의 경우 경상도 
지역의 농악이 가락보다는 지신밟기와 고사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호
남농악은 가락자체가 중요하고 그 가락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농악의 미덕으로 삼
는다. 또한 경상도에서는 연희를 강조하여 탈춤이 발달하지만 호남은 가락과 진법
을 중요시하는 판굿이 널리 발달하 다(이종범편 김혜정글 「나는 호남인이로소이
다」사회문화원 2002. 108~109). 
 이처럼 ·호남 지역은 각기 다른 독창적인 전승 발전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특색 
있는 춤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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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춤의 분류를 나누어보면 시 별, 종교별, 기능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병호 선생의 「한국 전통춤」 실제편에서는 춤의 분류를 종교의식 춤, 민속춤,   
교방 춤, 궁중 춤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시었다.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4가지 분
류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중에서 오늘날 무 화 되어서 전문 무용인이 가장 
많이 춤추어 지고 있는 것을 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 듯이 그 춤의 범위도 전 지역의 조사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적으로 ·호남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춤으로 하 으며, 이 춤을 문화재 종목이
름, 춤의 계보, 특징, 전승지역, 인물정리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호남지역의 문화재 춤 조사는 전북지역, 전남지역으로 하 으며 남지역은 교방
과 권번이 존재했던 도시 중심의 무 화된 문화재 중심 춤을 조사하 다. 
 그리고 ·호남을 표하는 문화재 무용가의 활동 무 를 조사하여서 지역의 춤을 
지키며 향을 주었던 무용가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 던 무용가를   
조사하여 그 향력을 간략히 보았다. 이러한 지역의 춤 현황과 무용가의 활동   
범위, 그 향력의 연구조사는 ·호남 춤의 특성과 상호관계를 조사, 파악 하고자 
하 으며 현 호남 춤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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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제목 호남살풀이춤(동초수건춤)

문화재 종목 이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동초수건춤)

춤의 계보 김옥주, 이추월 ⇒ 최선

춤의 특징
1996년에 지정되어, 기방 춤의 맥을 오롯이 담고 있는 

개성적인 춤사위를 담아 승화시킨 춤이다. 전주권번 
‘이추월’의 명맥을 잇는 전주지역의 전통춤이다.

주요전승지역
전주권번에서 시작되어 전주와 전라북도 지역을      

표하는 춤이다.

인물 정리
김옥주 : 최선의 모친, 

이추월 : 전주권번 출신

춤 제목 호남산조춤

문화재 종목 이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산조춤

춤의 계보 이추월 ⇒ 최선, 정인방 ⇒ 이길주

춤의 특징
2013년에 지정되어, 호남지방 기방계의 전통춤으로 기방 춤의 
성향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추월과 최선으로 이어지며 최선과 

이길주가 호남산조춤을 구체화 하 다.

주요전승지역
전주권번에서 시작되어 전주와 전라북도 지역을      

표하는 춤이다.

인물 정리
정인방 : 서울 출신 명무

이길주 : 원광 학교 명예교수

2. ·호남 춤 조사 – 문화재 지정 춤 중심 조사

① 전라북도 춤 조사

1. 호남살풀이춤(동초수건춤)21)

2. 호남산조춤22)

21) 최지원.  "호남 살풀이 춤 연구" VOL.- NO.- (2002)
22) 김미진.  "호남산조춤 무보와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VOL.- N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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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제목 한량춤

문화재 종목 이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4호 한량춤

춤의 계보 정자선 ⇒ 정형인 ⇒ 금파 김조균 ⇒ 김무철

춤의 특징
2011년에 지정되어, 전라북도 재인계 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홀춤 한량무는 전북 지역 이리, 정읍, 

전주권번 계열의 김조균 금파 한량춤이다. 

주요전승지역 전북 지역 이리, 정읍, 전주권번 계열이다.

인물정리
정자선 :  정형인의 부친, 

정형인 : 전주농고 예능교육 담당, 
금파 김조균 :　김무철의 부친으로 신무용가

춤 제목 예기무

문화재 종목 이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예기무

춤의 계보 정자선 ⇒ 정형인 ⇒ 정소산 ⇒ 박금슬 ⇒ 김광숙

춤의 특징
2013년에 지정되어, 예기원이나 권번에서 이 역할을 

계승하 으며 현 에 들어와 정자선, 정형인, 정소산, 박금슬 
등에 의해 맥을 이어오며 김광숙이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 

주요전승지역
정소산 : 진주 출신 궁중무용 무녀출신 구에서 활동,

박금슬 : 서울에서 활동한 신무용가

3.한량춤23)

4.예기무24)

23) 배혜국.  "전주 한량무 형성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VOL.- NO.- (2009)
24) 민혜미.  "교방춤 중 예기무에 관한 연구" VOL.- N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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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제목 전라삼현승무

문화재 종목 이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2호 전라삼현승무

춤의 계보 정자선 ⇒ 정형인 ⇒ 박금슬 ⇒ 문정근

춤의 특징

2014년에 지정되어, 전라삼현육각 중 농삼현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정자선-정형인에 이어 문정근이 예능보유자 인정을 

받으며 전승 및 계승하고 있다. 전라감  소재지인 전주에서 
발달한 농삼현과 민삼현에 의해 승무 또한 발생하 다.

주요전승지역 전라감  소재지 던 전북 전주에서 발달하여 전승되었다.

춤 제목 수건춤

문화재 종목 이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9호 수건춤

춤의 계보 전계문 ⇒ 한성준 ⇒ 김보남 ⇒ 신관철

춤의 특징

2017년에 지정되어, 한성준이 1930년  초 정읍의 전계문을 
찾아가 춤을 배울 때 수건춤을 살풀이장단에 맞춰 추는 것을 
보고 살풀이춤의 명칭이 보편화 되었다. 이후 수건춤 명칭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김보남의 맥을 이은 신관철에 의해 
‘수건춤’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

주요전승지역 전북 정읍

인물 정리
전계문 : 정읍출실 세습무가, 명창이자 무용가

한성준 : 한민국 표 무용가
김보남 : 서울 출신 고전무용가

5.전라삼현승무25)

6.수건춤26)

25) 문정근.  "전라삼현승무 복원의 의의및 미학적 특성" VOL.- NO.- (2010)
26)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조사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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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중요 무형문화재 제8호
지역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방

보유자 및 전승현황

유래 및 특징

 임진왜란 때 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이 수병을 거느리고 왜군과 
치하 을 때 멀리서 보아 깜박거리는 그림자 때문에 왜군은 

이순신 장군의 병력을 과 평가했고, 결국 아군이 승리하게 해주
었다. 또한 왜군을 감시하기 위하여, 부녀자들로 하여금 수십명
씩 떼를 지어 해안 지 에 올라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돌
면서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데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긴중모리 장단으로 시작하여 굿거리로 끝에는 자진모리로 빨리지
면서 춤은 고조되어 뛰면서 돌아간다.

인물 조사
양홍도(1900~1971) : 진도출신.  
김길임(1927~1999) : 해남출신. 
최소심(1908~1991) : 진도출신. 

②전라남도 춤 조사

1.강강술래27)

27) 이지 . “진도 강강술래의 노래 연구” VOL.- NO.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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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중요 무형문화재 제72호
지역 진도

보유자 및 전승현황

(김 례 계보)

보유자 : 박병원
전수조교 : 송순단, 박미옥, 김오현

(현재 보유 현황) 

유래 및 특징

진도 씻김굿은 초상이 나면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을 풀
어주고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수 있도록 기원하는 굿이며 원한
을 씻어준다는 의미를 ‘씻김굿’이라 부른다.  불교적인 성격이 강
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굿의 내용이 다르다.  초상이 났을 때 
시체 옆에서 직접하는 곽머리 씻김굿과 죽은지 1년 되는 날 방에 
하는 소상씻김굿, 죽은지 2년 되는날 밤에 하는 상 씻김굿, 집
안에 병자가 있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날 때 벌이는 날
받이 씻김굿등이 있다.

인물 조사

박헌  : 무가 
박덕배 : 무가
박종홍 : 무가
박범준 : 무가
박미옥 : 진도씻김굿 보존회 이수자, 세습무계의 지무역할

2. 진도씻김굿28)

28)염현주. “진도씻김굿 지무계보와 굿춤의 양상” VOL.-N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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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지역 진도

보유자 및 춤의특징

양태옥
걸북춤. 원박을 치면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올렸다
가 내리치는 춤사위.  신청농악에서 비롯됨

박관용
다듬이질 가락.  첫박을 길고 강하게 두드리지만 
다음 가락부터는 유연하게 넘김. 여성적인 성격이 
강함

장성천
굿거리, 자진모리, 당악놀음으로 구성. 왼손 바닥이 
전면을 보일 수 있게 뒤집어서 넘기는 가락. 허리
를 곧게 세우거나 아예 뒤로 젖히기도 함.

박병천

굿거리, 동살풀이, 다스름, 품앗이,외꼭지,호성장단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춤사위가 짜임새를 갖
추고 있다. 춤이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간이동
이 자유롭게 나타남

유래 및 특징

진도북춤의 유래와 발생동기는 진도들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도들노래는 농부들이 들에 나가서 노래 부르며 두레굿을 치는 
것을 말하여, 북치는 사람이 지휘권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끌어
간다.

인물 조사

장성천 : 진도 북놀이 보존회 창립(1984)
김길선 : 전라남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 
         기능보유자 지정(2000)
박관용 : 전라남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 
         기능보유자 지정(1987)
양태옥 : 지방무형문화재 제78호 진도북놀이 기능보유자 지정
         (1987)
         국악 전통 기악 전수원 개설(1975)

3. 진도북놀이29)

29) 박선 . “양태옥류와 박병천류 진도북춤 춤사위 비교연구” VOL.-NO.-(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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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보유자 및 전승계보

특징

어려서부터 권번에서 춤을 배운 이매방은 여성적인 기방계 살풀
이춤의 교태미가 담긴 춤사위를 표출한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고도로 다듬어진 뛰어난 기교의 전형적인 기반 예술 춤이다.  재
인 출신인 이 조에게 사사한 이매방류는 호탕한 남성미와 활발
하고 힘 있는 춤사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여성의 교묘하고 화
려한 매력과 남성의 민첩하고 역동적인 이중적 멋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것이 이매방류의  특징이라 하겠다.

인물 조사
이 조 : 전남 무안출신. 목포권번
이창조 : 전남 능주출신. 광주권번
박 구 : 전남 화순출신. 광주권번

4. 살풀이춤30)

30) 정성숙. “이매방 춤에 나타나 기방계통적 특징 고찰” VOL.-N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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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보유자 및 전승계보

①

②

특징

이매방 승무 춤사위는 체로 삼, 소삼에 의해 춤사위가 연결
되며, 위로 한팔 뿌리는 사위와 뿌린 후 걸치는 동작이 주를 이
룬다.  매우 기교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겹사위가 많고 춤가락이 
절실하다.  힘 있고 남성적이며 극치라 할 수 있는 북놀이는 다
양하며 속도감을 준다

인물 조사

신방초 : 전남 옥과 출신, 무속예인
신 수 : 전남 옥과 출신
안두온 : 전북 고창출신
이정선 : 전북 순창출신
김금옥 : 전남 목포출신
박귀주 : 전남 목포출신
박 구 : 전남 화순출신. 광주권번
이 조 : 전남 무안출신. 목포권번
이창조 : 전남 능주출신. 광주권번

5. 이매방 승무31)

31) 정성숙. “이매방 춤에 나타나 기방계통적 특징 고찰” VOL.-NO.-(2011)
권 심. “이매방 승무의 춤사위에 관한 연구” VOL.-NO.-(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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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6호 
‘1인 창무극’ 예능보유자로 지정 후 현재 해제

보유자 및 전승계보

특징

오만가지 표정과 몸의 관절을 꺾고 뒤틀고 푸는 곱사춤(병신춤). 
전통무용에 동물의 몸짓을 해학적으로 접목한 동물춤을 선보
다.  여기에 판소리 연기등이 어우러진 그의 공연은 ‘1인 창무극’
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소외된 사람들의 한을 표현하
는 그의 공연은 중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인물 조사
공창식 : 명창. 한국최초 국립극장인 서울 정동 협률사 
         초기 멤버    
공 일(1911~1990) : 전라남도 인간문화재 제1호,판소리명창

6. 공옥진 춤32)

32) 송 림. “반쪽이의 서사로 본 공옥진의 삶과 춤의 의미” VOL.-N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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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국가 무형문화재 제12호

보유자 및 전승현황

1967년 진주권번 출신인 이윤례, 김자진, 최예분,강귀례,이음전,
서상달,김순녀,김옥주,강순금,강한주가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1978년 성계옥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전수 교육 조교 던 정
금순은 2001년부터 활동하 으며, 2008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
었다. 현재 보유자 김태연과 유 희를 중심으로 보존회 회원들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래 및 특징

검무는 신라 황창무에서 유래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모습이 용맹
하고 투쟁적이었으나 조선시 에 이르러 우아하고 화려한 춤으로 
변모되었다.  진주검무는 8명이 춤을 추며 한산춤-맨손춤-앉은춤
-칼춤으로 구분된다.  쌍어리-깍기떼기-방석돌기의 독특한 춤사
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검무와 달리 손목 회전이 심한게 특
징이다.  반주음악은 긴염불-타령-자진타령-자진모리 순으로 진
행되며 원래 진주 향제삼현육각에 맞추어 춤을 추었으나 현재는 
소멸된 상태이다.

인물조사
성계옥 : 진주권번 강귀례의 제자
정금순 : 진주권번의 최예분, 강귀례의 제자

③ 남지역 춤 – 진주 통  부산 구

1.진주검무33)

33) 서지연.  “진주검무의 춤사위 분석을 위한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VOL,-N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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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국가 무형문화재 제21호

지역 경남 통

보유자 및 전승현황

1968년 북춤이 먼저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고 이것을 알게된 정
순남은 북춤과 검무가 합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1987년 
검무가 추가 지정되었다. 보유자로 지정된 정순남의 사망으로 북
춤에 한정자, 검무에 엄옥자가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지금까지 승
전무가 전승되고 있다.

유래 및 특징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탄생한  승전무는 궁중
무고와 검무에서 발전된 춤이라 할 수 있다.  1967년 북춤과 칼
춤으로 불리던 것이, 발굴과정에서 이순신과 관련이 있는 춤이며 
군 에서 추던 춤이라하여 승전무라고 이름 지어진것을 전승맥락
의 흐름에서 알 수 있다.  전쟁을 기념하는 춤사위 뿐만 아니라 
비장함, 장엄함, 역동성 등이 외향적으로 두드러지고,  그 안에는 
내향적인 애잔함과 여성성의 우아한 멋도 공존하고 있다.  통
지방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시나위 가락과 향토적 특색이 어우
러진 민속춤이라 할 수 있다. 

인물 조사
정순남 : 통 출신. 교방청 김해근에게 승전무 사사
한정자 : 통 여고 졸업, 권번출신 사사
엄옥자 : 부산 학교 명예교수

2. 승전무34)

34) 공민선.  “승전무(북춤) 가무에 한 연구” VOL. - NO.-(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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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경남 지방무형문화재 제12호

지역 진주

보유자 및 전승현황

진주 포구락무는 고 성계옥 선생이 ‘교방가요’에 전하는 진주포
구락무를 ‘고려사악지’ ‘ 악학궤범’ ‘정재무토홀기’등 궁중무보의 
포구락을 참고하여 진주교방 출신 고 이윤례 선생의 고증을 바탕
으로 복원됐다고 전해진다.
 예능보유자로 이윤례, 정금순 선생이 계셨고 지금은 박설자 선
생이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래 및 특징

포구락무는 궁중에서 행했던 춤과 노래이면서 공을 구멍에 던져 
넣는 놀이를 표현한 것이다.  진주포구락무는 고종때 진주부사를 
지낸 정현석의 교방가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진주포구락무
의 특징으로는 궁중포구락에 있던 화관, 봉두리, 죽간자가 없어
졌으며 연회의 시작을 알리는 연주에 노래가 덧붙여졌고, 상벌의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진주포구락무는 포구락무가 지
방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민속적 요소가 포함되
어 특색 있는 놀이로 전승된 것이다.

인물 조사 이윤례 : 진주에서 최완자 사사
박설자 : 성계옥, 이운례로부터 복원

3. 진주 포구락35)

35)정진욱 “진주 포구락 연구” VOL. - NO.-(1991)
  한국농어촌방송. [인터뷰] 박설자 경남무형문화재 12호 ‘진주포구락무’ 예능보유자
  (2020.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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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경남 지방무형문화재 제21호
지역 진주

보유자 및 전승현황

기방에서 추던 보편적인 춤이었던 굿거리 춤과 소고춤을 김수악이 
접목하여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작품화한 춤이다.

이수자 1기 :원미자,배주옥,김경란,차명희,박경랑,박시종,남선희
       2기 : 박길녀, 김정선, 장인숙

유래 및 특징

진주 교방 굿거리 춤은 조선시  진주교방과 일제강점기의 진주권
번이 매개되면서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로써 김수악에 의해 추어지
기 시작하 다.  략 1800년  말엽의 진주교방에서부터 조선말
엽 진주권번에 이르기까지 기본춤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꾸준히 
전승되었으며 진주지역 기방춤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춤이다. 
궁중정재의 향을 받으면서 교방무의 형태와 민속무의 형태를 가
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춤이며, 춤의 태가 곧고 바르며 굿거
리, 자진머리, 덧배기의 맨손춤-소고춤의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
다. 

인물 조사
최순이 : 진주출신으로 궁중무녀. 진주권번 출신
김녹주 : 최순이의 제자. 전라도 권번출신
김수악 : 진주권번 출신

4. 진주교방굿거리춤36)

36) 최 숙. “진주교방굿서리 춤의 형성과정과 특성연구”VOL.-NO.-(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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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지역 부산

보유자 및 전승현황

유래 및 특징

이 춤은 예로부터 동래지역 한량들이 추었던 춤으로 전체적인 춤
사위는 이 지역에서 전래되는 덧배기, 배김사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래지역색이 강하고 독특한 춤가락이 가미된 남성춤이
다.  일정하게 정해진 춤의 형식이나 구성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
라 한량들이 놀이판을 벌일 때 흥이 고조되면 즉흥적으로 추는 
개인적인 춤인 허튼춤을 중심으로 한, 호방하고 선이 굵은 홑 춤
인 남서무로서의 여유와 함께 마당춤과 기방춤이 복합되어 나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물 조사 문장원 : 동래 권번 예기 최소학 사사

5. 동래 한량무37)

37) 오상아. “문장원류 춤의 실체분석을 통한 동래한량춤 원류 연구” VOL.-NO.-(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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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지역 부산

보유자 및 전승현황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명산계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종교적인 의식
이 행해졌는데 이 의식에서 학춤이 추어졌다.  1970년 다시 김희

이 기능보유자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김희 의 작고로 보류
되었다.  후에 이주서로부터 김귀조, 김문수, 김필상,최순백,김태
현,유봉오가 학춤을 사사 받았고 김귀조는 아들인 김희 에게, 
김문수는 아들인 김동원에게 각각 전수하 으며 작고 이전에 김
희 이 외조카 이현경에게 전수하 으나 중단되었고 김동원이 유
일한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9년 현재 구음보유자로 
유금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김태형,이성훈이 기능보유자 후보로 
김정양 이광호가 전수조교로 꾸준한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 외 이수자 14명과 전수장학생 10명으로 전승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기능보유자 후보 : 김태형, 이성훈

전수조교 : 김정양, 이광호

유래 및 특징

동래학춤은 본래 <동래야류>라는 가면극의 한 목이었다.  그러
다가 점차 춤사위가 다양해지고 춤꾼들의 역량이 증 되면서 독
립적인 춤판으로 발전하 다.  동래학춤은 일반적으로 서민이 아
닌 동래지방 관속이나 한량이 추던 춤으로, 한량이 가방을 출입
하여 기녀와 함께 춤을 추고 놀면서 세련되게 발전하 다.
 신우언(1899~1978, 동래야류 기능보유자)씨의 증언에 의하면 학
춤이라는 것이 아주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명무수가 당
시 출입복이었던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서 너울너울 덧배기 춤을 
추니까 누군가가 ‘마치 학이 춤추는 것 같다’라고 한데서 학춤이
라고 불러졌고 계속 추다보니 좀 더 학답게 학의 동태를 가미하
여 다듬어진 것이 학춤이 되었다고 한다.

인물 조사
김귀조(1888~1956) : 명무수
김희 (1923~1972) : 명무수, 김귀조의 아들
김문수 :김귀조의 동서 

6. 동래 학춤38)

38) 이연희. “동래학춤과 양산사찰학춤 춤사위 특징비교” VOL.-NO.-(2009)
   박덕순. “울산학춤과 동래학춤의 비교 연구” VOL.-N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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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김수배류 날뫼북춤)
지역 구

보유자 및 전승현황

1953년 조직된 비산농악 와 함께 전승되어온 날뫼북춤은 고권봉
길(1911년~미상), 고김상도(1921년~미상),고임봉구(1927년~2000
년)로 전승되어 왔다. 이후 창단 당시 막내 단원이었던 고김수배
(1927년~2006년)에게 전승된 날뫼북춤은 1983년 10월23일 ‘제24
회 전국민속경연 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요한 후부터 
비로소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1984년 구광역시는 
날뫼북춤을 지방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하 고, 1986년에 이르
러 김수배는 구광역시 기능보유자 제1호로 지정되었다.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김수배는 구광역시를 비롯한 타 지역 농악
발전에 많은 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수자들을 배출하
며 날뫼북춤의 전승에 이바지 하 다.
 제1  예능보유자인 고김수배가 2006년에 작고하면서, 2010년
에 제2  예능보유자로 윤종곤이 지정받아 날뫼북춤을 전승하고 
있다

유래 및 특징

날뫼북춤의 ‘날뫼’라는 어원 유래에 담긴 전설은 다음과 같다. 아
득한 먼 옛날 달내의 냇가에서 빨래를  열심히 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서 나는 요란한 풍악소리가 들려 빨래를 멈추고 바라보니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산은 원래 달성공
원에 있던 작은 동산이었으나, 와룡산 쪽으로 날아가던 중 여인
이 이를 보고 놀란 나머지 “아이고 동산이 날아온다”고 큰 소리
로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큰 비명소리에 놀라 땅에 떨
어져 동산이 되었다하여 ‘날뫼’라 부르게 되었다.
 김수배류 <날뫼북춤>의 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경상도 특
유의 덧배기가락에 의한 춤사위와 남성적 기개가 넘치는 군무와 
개인놀이에서 두드러진 즉흥적 춤사위라 할 수 있다. 너털너털 
진행되는 디딤과 함께 평사위로 들고 있는 팔이 너울나울 거리다
가 툭 하니 떨어지는 손목놀음에서 오는 멋은 덧배기 장단과 극
적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7. 날뫼북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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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조사

권봉길 : 1911~미상
김상도 : 1921~미상 
임봉구 : 1927~2000
김수배 : 1927~2006

비산농악

문화재종목이름 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권명화류 살풀이춤)
지역 구

보유자 및 전승현황

권명화류 살풀이 춤은 호남출신인 박기홍과 박지홍으로부터 전수
된 것으로 호남의 살풀이춤을 근원으로 하여 구 지역 춤의 특
색이 가미되어 계승된 지역화된 춤이라  볼 수 있다.  권명화는 
소외된 지역춤을 위해 서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춤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 다.

유래 및 특징

권명화류 <살풀이춤>은 박지홍의 향을 받아 호남지역과  남
지역의 특징이 혼합되었으며, 권번의 특징이 어우러져서 전체적
으로 춤사위가 무겁고 두툼하다.  발 디딤은 왼발부터 딛고, 발 
디딤새가 비교적 넓고, 발사위가 높고 크며, 손동작은 어깨선보다 
높이 올려 춤추는 편이다.  권번의 기교와 호남지역의 신명, 남
지역의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투박하고 질박한 무거운 춤에 권명
화는 다른 살풀이춤 동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고유한 
고풀이 동작을 작품에 첨가하게 되었고, 작품은 느린 살풀이장단
과 자진살풀이장단으로 구성되었다.

인물 조사
박기홍 : 전남 나주 출신, 한성준의 고수
박지홍 : 박기홍의 제자, 동권번의 춤 사범

8. 살풀이춤40)

39) 윤제명. “광양북춤과 날뫼북춤 비교연구” VOL.-NO.-(2020) 
40) 김순주. “권명화 살풀이춤에 관한 고찰” VOL.-N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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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지역 구

보유자 및 전승현황

정소산의 제자로는 그의 며느리 던 최묘정과 백년욱, 김기덕,김
해덕,양 숙,이윤도,강명자등과 타지역 박금술, 문소야 등이 있는
데 현재는 백년욱만이 지역 무용계를 지키면서 정소산 춤의 맥을 
있고 있다.

유래 및 특징

정소산은 관기 출신답게 외모가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춤 출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추었으며 몸을 굽힌다든가 이리저리 
꼬는 동작은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투박함보다는 춤의 자세
와 자태가 강조되어 궁중춤의 표현양식이 나타나며 감정의 즉흥
서과 표현적 수건사위에서는 민속춤의 표현 양식을 지니고 있다.
 정소산류 <수건춤>은 1940년  후반부터 1970년  후반까지 

구 무용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던 정소산의 춤 원형이 보
존된 입춤 형식의 작품이다.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결합된 독
특한 형태의 수건춤으로서 춤사위는 장중함과 단아함, 절제미가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흥을 돋우는 작품이다.

인물 조사
하일규 : 정권번 출신
정소산 : 진주 출신 궁중무용 무녀출신 구에서 활동.

9. 정소산류 수건춤41)

41) 김순주. “권명화 살풀이춤에 관한 고찰” VOL.-N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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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종목이름 비지정
지역 구

보유자 및 전승현황

최희선은 1988년 달구벌전통무용연구회를 조직하여 서울과 구
를 중심으로 전통춤을 정리 전수하 고, 많은 무 에 오르며 춤
에 관한 관심과 예술사적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 
구체적인 성과의 하나로 1955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발행된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18)무보집에 ‘최희선 달구벌 입춤 무보’
가 수록되게 되었다.
 이처럼 최희선의 <달구벌 입춤>은 남의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표한한 춤으로 이미 기본 춤의 성격을 벗어나 춤 자체로서의 
완성도를 지닌 작품으로 인정받아 많은 후학에게 전해지고 있으
며, 춤에 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유래 및 특징

박지홍 문하에서 익힌 입춤을 재해석한 최희선은 남의 예술을 
보존하기 위해 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이란 이름을 붙여 <달구
벌입춤>이라 칭하 다.
 최희선류 <달구벌 입춤>은 한국춤의 분류에 있어 입춤계열에 
속한 춤이다.  부분의 정형화된 입춤 장단의 구조와 같이 최희
선류<달구벌 입춤>또한 굿거리 장단을 시작으로, 자진모리장단이 
연주되는 동안 맨손춤과 수건춤, 그리고 소고춤으로 이어지는 다
양한 춤의 변화와 소리의 어울림이 신명과 흥을 자아내고 마지막 
굿거리 장단으로 연주된다.  소리의 특징은 질퍽하고 투박한 타
악기의 연주로 지역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인물 조사 박지홍 : 박기홍의 제자, 동권번의 춤 사범

10. 달구벌 입춤42)

42) 이정희. “ 구 전통춤에 관한 연구” VOL.-N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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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남 문화재 무용가 조사

① 남지역 – 김진홍 김수악

1.김진홍43)

 김진홍은 193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

여서 일본의 공연과 화를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 1941년 7세에 부산으로 
정착하 고 6.25전쟁 이후 이매방에게 승무, 살풀이춤을 배웠으며 이동안 「태평
무」, 「진쇠춤」, 구의 정소산 전통무용, 신무용가 장추하 신무용을 수학하 다.
 1955년 부산에 무용학원을 개설하고 1983년 전국 사습놀이 승무로 장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 다. 1990년  이후로는 부산과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연하면서 2010년 「동래한량무」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는 부산에서 춤 활동을 하며, 전통춤의 역을 확장하고 오늘날 부산의 
전통춤이 있기까지 선구자적 역할을 하 다. 
①6.25 이후 외지 춤을 받아들여 황무봉, 성승민, 강남기 등과 지역 춤을 
지켜왔다.
②지형적으로 동래는 춤이 발전된 지역으로 그 춤을 지켜오고 있다.
③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무 로 활동하 다.
 김진홍의 생애와 예술 활동 계보를 요약해보면 1951년 콩쿠르에 참가하여 상을 
받게 되면서부터 춤에 입문하게 되었고, 1952년부터 이매방에게 「승무」와 
「살풀이춤」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춤을 추기 시작하 다. 이후 구 출신의 
이춘우로부터 「입춤」과 「산조춤」을 사사받고 김계향으로부터 「지전춤」을 
사사받았으며 문장원으로부터 「동래한량춤」을 사사 받아 오늘날 김진홍류의 
춤들이 집 성되었다. 그 후, 49세(1983년)에 전주 사습놀이 전국 회에서 
「승무」로 장원을 하면서 명무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의 명무로서 
많은 해외공연과 국내 명인명무전에 출연하며 부산을 표하는 김진홍류의 춤들을 
선보 다.

43) 김해성 ( Hea Soung Kim ).  "부산춤의 명인 김진홍 전통춤 연구" 한국무용연구 VOL.32 NO.3 (20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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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수악44)

김수악 살풀이춤의 탄생
 김수악(1926~2009)은 9세 무렵 권번에 입적한 후 굿거리춤, 살풀이춤, 진주검무 
등 최순이 선생에게 5년간 배웠다. 최순이(일명 완자, 1892~1969)선생은 고종 때 
진주교방 소속 진연도감청 장악원에서 궁중가무를 익히며 순종 때까지 궁중연회에 
참가하 다.
 1910년 장악원이 해체되자 진주로 낙향하여 진주권번에서 춤 사범으로 검무, 살
풀이춤, 굿거리춤을 가르쳤다.
 김수악은 14세 이후 권번을 졸업 후 전라도 권번 출신인 김녹주에게 춤을 배워 
경상도의 권번춤에서 전라도 권번춤까지 익히게 되었다. 1960년  김수악은 마산
에 머물며 목포출신 김계화와 함께 활동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진주권번에서 
최순이에게 여러 종목의 춤을 배운 김수악은 굿거리춤과 살풀이춤을 전통춤의 근
본으로 여러 제자에게 가르쳤다.
 또한 1960년  말부터 1970년  초 목포 유달국악원과 광주 호남국악원 강사를 
지냈으며 1970년  진주로 귀향하여 교육활동을 계속하 다. 
 1980~1990년 전국의 많은 무 에서 살풀이춤을 추었다. 김수악은 권번예인 출신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하여 살풀이춤 등 진주권번 춤을 지속적인 공연활동과 전승에 
매진하 다. 
 여러 스승의 가르침과 예술 활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과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살풀이춤의 특유의 살풀이춤으로 승화 시켰다.

44) 최 숙.  "진주교방굿거리춤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VOL.- NO.- (2012)
[네이버 지식백과] 김수악 - 신들린 구음 장단에 도리깨도 으쓱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사람, 초판 
1995., 4쇄 2006., 이규원, 정범태)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697&docId=1697342&categoryId=42697
조사일 : 2020.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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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호남지역 – 한진옥 이매방

 호남춤의 양맥이라 할 수 있는 명무 이매방과 한진옥을 통해 호남춤의 정통성과 
춤 성향을 알아보고자한다. 중앙에 진출하여 호남을 표하는 명무 이매방과 호남
지역에서 춤사위 전승에 평생을 매달린 한진옥 두 명무는 동일한 호남류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중앙으로 진출하여 전통의 맥을 다양한 전승으로 이루어낸 이매방과 
토착화된 향토문화 속에서 전통을 지키고 계승했던 한진옥의 춤 세계를 볼 수 있
다.

1) 한진옥의 생애와 춤
 한진옥은 1910년 전북 순창군에서 태어났으며 호남의 시원을 이루는 스승의 계
보, 전라도 권번을 모두 아우르는 호남검무, 4검무 또는 8검무로 추었던 이장선의 
검도를 익혀서 지금의 춤이 전승 되었다. 호남 검무의 ‘우바말 사위’는 소와 말이 
엇박으로 뛰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호남지역의 넓은 평야의 농경문화의 일면으
로 해석한다. 한진옥은 호남권번에서 악가무를 익히고 남원 ‘협률사’ 단체를 꾸려
서 만주원정공연을 갔으며, 그 공연에서 승무, 검무, 범패무, 부채춤을 추었다. 그 
후 협률사는 화랑창극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이후 낙향하여 
광주권번과 광주시립국악원 선생으로 춤 전수를 하 다.
 1975년 작고하기 까지 무계의 혈통과 명인 춤의 사사 받은 춤을 여러 기관을 거
치면서 호남 정통 춤계를 지켰다.

2) 이매방의 생애와 춤
 이매방은 1927년 전라남도 목포시 태생으로 호남권번의 춤을 익히고 초등학교 중
국에서 활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으며 중국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
와 할아버지 이 조에게 승무, 박 구에게 북을 배워서 호남제 승무를 완성시켜왔
다. 28세가 되던 해 임방울 극단에 소속되어 전국을 순회공연 다녔으며 1968년 일
본 순회 공연이후 부산으로 정착하여 부산 동래권번에서 승무, 검무, 허튼춤, 살풀
이춤을 전수 하 다. 그 후 중앙 서울에서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예능보유자, 1990년 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의 전통춤
의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45)

45) 김지원.  "호남춤의 예맥, 전통춤의 전승에 관한 논의 – 한진옥과 이매방을 통해서" 공연문화연구 VOL.0 NO.22 (2011):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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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호남의 역사를 보면 예향으로써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다. 

  호남의 문화는 마한 이래 맛과 멋의 생활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여서 국내외에 
확산 시키고 고려, 조선시  조계종과 유림 의병향(義兵響)에 실학과 민속종교 
나아가 근  동학농민운동과 현하 민주화 운동의 본산으로서 후천시 의 문을 
활짝 열었다(박성본.2001.49). 라고 하 다.
 이러한 지역성의 배경은 자연풍도 문화예술과 경제 등에 의해서 타지역과 차이가 
형성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차별성과 동일성을 지니면서 발전되어왔다.
 이런 지역성을 기반으로 인하여 독특한 지역 춤으로 형성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보전, 전승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조사에서 ·호남 춤의 전승과정에서 몇 가지가 정리되었으며 이런 
내용은 부분 짐작 가능하 으나 조사 자료에 의해서 보다 더 명확히 상기시킬 
수 있겠다. 
 조사 자료를 정리하여보면
 첫 번째로 지역의 춤의 외부 향 – 6.25전쟁으로 부산지역으로 많은 무용가가 
피난을 와서 지역의 춤으로 흡수·발전 시킨 경우 - (김진홍의 춤)
 두 번째로 지역의 기녀(최순이)가 궁중무녀로 발탁되어서 활동한 후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 타지여고가 교류·활동하면서 지역의 춤으로 발전되어 전국적인 
춤으로 활동 하는 경우 - (김수악의 춤)
 세 번째로 지역의 춤(목포)이 타 지역(부산)의 춤으로 향을 주었고 그 춤이 
중앙의 춤(서울)으로 발전되어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어서 한국을 표하는 춤이 된 
경우 - (이매방의 춤)
 네 번째로 지역의 기녀(진주 최순이)가 중앙의 궁중무녀로 활동하여 지역의 
궁중지역무로 발전시킨 경우 - (포구락, 진주검무, 승전무)
 다섯째로 지역춤(진도 씻김굿, 강강술래)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인 춤으로 한국을 표하는 춤으로 발전시킨 경우
 이상 다섯 가지 이외에 더 많은 특색이 있겠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더 많은 연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춤의 본질적인 전승현황과 지역적 특수성의 향력의 중요성과 전통의 원형을 
지켜서 보존하며 그것을 재창조하여 수용,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호남지역 춤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기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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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의 춤
전라북도 전라남도

 호남살풀이(동초수건춤, 최선, 전라
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15호, 
1996년 지정)

 호남산조춤(산조춤, 이길주, 전라북
도 시도무형문화재 47호, 2013년 
지정), 

 강강술래(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1966
년 지정/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09년 등재)

 승무(이매방, 국가무형문화제 제27
호, 1969년 지정)

 진도씻김굿(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토론문]

지역 춤 발전 방향 제시와 춤 아카이브의 중요성 

이종희(계명 학교 강사)

  먼저 우리나라의 지역 춤 연구를 위한 ‘전라도와 경상도 춤 문화권 연구’ 세미나
를 개최해 주신 전라북도도립국악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민국 헌법 제9조 “문화국가의 지향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다.” 이를 구
체화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중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이 바로 ‘문화
재보호법’이다.
 문화재를 보존,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문화재보호제도가 정착되
게 되었다. 지정·등록되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나누고,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나누어 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가치가 소외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 및 시도무
형문화재의 보존·발전에 관한 문제들이 두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을 위한 일련의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춤에 한 지역적 특징과 전승되고 있는 지역의 춤 현황 및 
무용가에 한 현황 조사는 지역 춤을 재 인식하고 각 춤이 지닌 특징을 통해 그 
지역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지역춤의 연구에 있어 기반이 되는 지역춤자료 아카이
브의 출발이라는데 그 가치가 있다

  따라서 ‘ ·호남 춤의 전승 현황 조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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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지정)
 살풀이춤(이매방,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1990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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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1987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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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호, 2010.11. ~ 2012.07.-예능
보유자 사망으로 해지)

영남 지역의 춤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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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지정)

 살풀이춤(권명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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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에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무엇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고, 알고 있다 해도 지역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실
정이다. 따라서 지역 무형문화재의 수요와 관심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사람들의 인
식 및 의식 수준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사람의 인식 및 의식 재고
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적 모색을 제언한다.
1. 국가적·지역적 측면에서 공개 시연 행사 기획 및 지원 사업 확 ,
2. 홍보전수관 및 교육 전수관 건립.
3. 지역 무형문화재의 아카이브 구축.
4. 다양한 지역 문화재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지역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
6. 홍보 전략을 위한 중매체의 적극적 활용.
  
  이와 같이 지역 무형문화재에 한 사람들의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
구하고 실천한다면 고유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무형문
화재의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소중한 전통문화의 보존·발전
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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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춤의 위상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김해성

Ⅰ. 머리말

한국의 전통춤은 크게 궁중춤과 민속춤으로 나누어진다. 궁중춤은 왕실을 중심으
로 국가의 경사·연회와 외국 사신의 접  등 각종 행사와 제례에서 추어졌다. 그에 
반해 민속춤은 백성들이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살아오며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으로 삶의 일부이자 복합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다. 비록 토가 넓지 않은 곳에 단일민족이 국가를 형성
하 으나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와 풍속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풍토적 조건에 따
라서 한국의 춤은 중부류, 호남류, 남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부류의 춤은 고
려시  이후 궁중문화의 향으로 인하여 형식이 정제되고 기교가 섬세하여 예술
성이 돋보인다. 호남류의 춤은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한 여유로운 삶과 가악의 발
달로 인하여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특성이 보인다. 남류의 춤은 굿거리장단에 
따라 추는 덧배기춤이 주류를 이루어 흥겹고 활달한 것이 특색이다. 예로부터 “전
라도 가서 소리자랑 하지 말고 경상도 가서 춤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전할 정도
로 남춤이 성하 다. 

남지역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 남’이라는 
지역명은 고려시 부터 사용되었는데, 경상도(慶尙道)라는 도명(道名)으로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남’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 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錄)』의 기록에는 경상도 지역을 ‘ 남’고을이라고 칭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이
라는 지역명은 경상도의 이칭(異稱)으로 사용되었고, 오랜 기간 정치ㆍ문화ㆍ학문
적인 역사가 축적된 지역적 가치가 있는데, 특히 일찍부터 춤 문화가 발달하 다. 
조선시 의 전국 8도(八道) 중에서 주읍(主邑)의 수가 72개로 가장 많은 곳이 남
지역이었고, 주 읍에 딸린 속현(屬縣)들을 통해 거둬들인 세 수입이 많았기에 남
지역은 상 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위에서 남의 교방문화가 발달되고, 교방춤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양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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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p.2-3). 
남 지역에서 춤이 발달한 곳은 현재의 부산시에 속하는 동래, 진주, 통 , 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조선말까지 감  또는 부·목의 소재지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 고 교방문화가 발달하 던 곳이다. 또한 이 지역들은 일찍
이 고을로 형성되어 규모의 동놀이가 행해지면서 향토춤이 발달하게 되었다. 
진주는 어느 도시 보다 교방이 번창하여 이름난 예기가 많기로 유명한 도시 으며, 
통 도 삼도수군통제 이 있어 교방문화가 발달하 다. 부산 동래도 일외교관문
으로 교방예술이 활성화되었던 곳이다. 구는 일제강점기 때도 권번문화가 활성화 
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발달한 교방예술의 향으로 남 향토춤이 다
듬어 져서 그 중 일부는 아름다운 예술춤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남지역
은 정월 보름놀이와 탈춤이 발달한 곳이다. 동놀이와 탈춤으로 인하여 이 지역
의 춤문화는 더욱 다양한 종류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

남지역 춤의 계통을 종합해 보면 교방계열의 춤, 탈춤계열의 춤, 풍물계열의 
춤, 민속놀이계열의 춤, 무속계열의 춤, 불교의식계열 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중에서 많은 민속춤들이 오늘날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에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남지역 춤문화권의 특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그 위상
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Ⅱ. 남지역 춤문화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 

1. 지역적 특성

남은 한반도 동쪽 백두 간의 등줄기가 남으로 뻗어 내린 태백산 남쪽과 지리
산 동쪽으로 산과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동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해 있으며 낙동강
이 흘러 자연, 문화적으로 다른 지방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 ‘ 남’이란 명칭은 조령(鳥嶺) 즉 새재 또는 문경새재의 남쪽지역이라는 의미의 
지명으로 사용되어왔다. 인류문명의 발달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
도 강을 따라서 각 시 마다 토가 나누어졌고,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중심에는 강
이 있었다. 민속학자인 김택규(1994, pp.141-142)는 남의 젖줄기인 낙동강은 한
국문화의 동맥으로 우리 땅의 4분의 1, 우리 농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남한
인구의 5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활근거지로서 경상남북도의 중심부를 거쳐 
남으로 흐르면서 각 유역마다 개성 있는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조선시 에는 군사행정상 또는 넓은 지형에 따른 통치상의 이유로 낙동강을 중심
으로 남의 동쪽지역을 ‘경상좌도(慶尙左道)’로, 서쪽지역을 ‘경상우도(慶尙右道)’
로 구분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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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10년대 동래읍성지도

(http://cafe.daum.net/hl5bpf/rCxf)

지역춤은 특정 지역의 자연, 역사, 풍속, 기질, 문화, 음악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지역의 범위 안에서만 성장하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춤을 말한다. 따라서 남의 각 지역들에 한 이해를 통해 오늘날
까지 다양한 춤들이 전해 내려온 역사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남권
역에 속한 많은 지역들이 조선시 에는 양반들에 의한 교방문화의   발달로 교방
춤이 활성화되었고, 민중들에 의한 향토춤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금껏 이어져 오
게 되었다. 먼저 교방춤의 발달 경로를 보면, 경상좌도는 구,    경주, 밀양, 동
래지역들이 조선통신사의 연행로 는데, 
통신사들의 연향 준비를 위해 교방이 필
요했던 곳이었다. 경상우도는 상주, 진주, 
김해, 창원과 고성군에 속하 던 통  등
지에 교방이 개설된 곳이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춤으로 이름난 곳은 부산, 
구, 진주, 통  지역이 있다. 

경상좌도에 위치한 부산은 조선시  일
본으로 가는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들을 
위한 연행로(燕行路)로서 초량에 왜관(倭
館)이 설치되어 일본과의 무역 거점 도시
로 기능하 다. 조선말까지의 지명이 동
래부 으며, 1910년 부산부로 개칭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 16세기 중반부터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이 있었고, 동래부(東萊府)는 일 외교 관문의 기능을 맡고 
있어 외교상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을 접 하기 위해 동래에 교방을 둔 곳이다.

구는 임진왜란 이후에 감  설치의 필요성이 두되어 경주와 상주에 이어서 
1601년(선조 34년)에 경상감 이 설치되었다. 경상감 은 조선의 지방 행정 구역인 
8도 중 하나로서 오늘날 도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1768년 작성된 
『 구읍지(大丘邑志)』에는 궁실 곧 본부 교방인 구교방과 경상감 교방인 사교
방이 설치(손태룡, 2012, p.53)되었는데 부에 설치된 구교방보다 감 에 설치된 

사교방에 더 많은 기생들이 있었다(경상도읍지 구편(慶尙道邑誌 大丘篇))고 한
다. 

경상우도의 서남부 지역은 내륙의 산지와 해안의 바닷가가 함께 접하는 곳으로 
지역산물들이 풍부하 고, 수령의 공식행사 또는 양반들의 여흥문화로 자리 잡은 
연향을 통해 다양한 교방문화가 형성되었다. 진주는 고려 성종 때(983년) 진주목으
로 명명되었고, 조선시 에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 선조(1603년) 때에 경상우병
(慶尙右兵營)이 설치되어 행정과 군사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관아에 교방
이 설치되었다. 통 은 1603년(선조 36년)에 삼도수군통제 (三道水軍統制營)이 설
치되었던 지역으로 객사인 세병관(洗兵館)과 관아에서 사용하던 각종 물품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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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남교방분포지역

(양지선, 2017. p.30)

한 공고(12공방, 선자방)가 있었으며, 교
방도 이때 신설되었다(양지선, 2017, pp. 
146-151). 이와 같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는 감 과 병  
또는 통제 이 설치되면서 <그림 2>와 
같이 각각의 지역에서 교방문화들이 발
달하게 되었다. 

낙동강은 교방문화의 발달 뿐 아니라 
남지역을 표하는 향토춤인 탈춤의 

분포와 갈래를 구분 하는 기준이기도 하
다. 경상좌도인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음>과 <예천청단놀
음> 그리고 경산자인의 <팔광 놀음>이 
분포해 있었고, 낙동강 하류를 따라서 동

편에 수 , 동래의 <들놀음(野流)>이 분포해 있었다. 경상우도인 낙동강 서편에는 
진주, 사천, 가산, 의령, 산청, 창원, 마산, 통 , 고성, 김해·가락 등지의 <오광 >
가 분포되어 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서 탈춤은 상류쪽의 <탈놀음>과 하류 동쪽
의 <야류> 그리고 서쪽의 <오광 >로 갈래가 지어지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
다. 이렇듯 낙동강은 오랜 세월 남인들의 삶의 젖줄로서 남지역의 기방춤과 탈
춤을 비롯한 민속춤들이 이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2. 남춤의 역사적 특성

남춤은 남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춤으로서 춤을 추는 주체
에 따라서 예술춤과 향토춤으로 구분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다. 남춤에는 
남지역의 풍속과 관습이 반 되고 지역민의 희노애락(喜怒哀樂)이 담겨져 있다. 또
한 남의 지역적 특성을 담은 자연환경이나 생활풍습에 의해 춤사위들이 자연스
럽게 생성되었고, 유구한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특히 남의 춤에는 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향토성 짙은 덧배기춤이 발달하 고 낙
동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뉘어져 탈춤이 산재해 있다. 신라와 가야의 문화와 
춤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그 당시의 춤태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기
도 하다. 이러한 남춤의 모태가 되는 천년역사의 신라와 한반도 고 사의 한 획
을 그었던 가야의 춤들을 통해 남춤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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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탈의 

모습(https://search.daum.net)

1) 가야의 춤
남지역은 상고시 의 삼한(三韓) 중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에 속하 고, 이후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전승되었다가 신라가 가야를 합병하고 삼국을 통일
하게 되어 현재까지 신라의 문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선사시 의 남지역 춤에 
관한 기록은 신석기 시 로 추정되는 암각화를 통해서 확인되어 진다. 울산시 울주
군 곡리 반구  암각화(국보 제285
호)에는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과 사람
얼굴의 형상이 두 개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새겨진 사람얼굴 형상은 단순한 
얼굴모습이라기 보다는 ‘탈’로 보기도 
한다. 이에 민속학자 전경욱(1995, 
p.140)은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모습
을 강조하기 위해 새겨놓은듯하다고 피
력하고, 이 암각화들은 수렵을 떠나기 
전의 진지한 기원과 모의 연행, 그리고 
수확을 하고 돌아와서의 감사제사와 마
을 사람들의 즐거운 연희를 충분히 연
상하게 해 주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곳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은 흡사 훗날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
에 기록된 춤추는 사람들의 동작과 닮아있다. 따라서 남지역에서는 이미 선사시

부터 <탈춤>이 추어졌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이었던 가야지역의 문화는 이 지역 춤의 원류를 밝히는데 중

요한 자료이다. 가야의 독창적인 문화와 독특한 지역성은 한반도 고 사에 있어서
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신라 진흥왕 때 합병되면서 문화가 단절되어 춤
이 상당부분 소실되었거나 산라에 융합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흔적으로써 『삼
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 가락국기(駕洛國記) ‘구지가(龜旨歌)’의 배경설화
에 “봉상(峯上: 구지봉)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하여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하고 노래하고 춤(舞蹈)을 추면 왕(大王)을 맞이하여 환희
용약(歡喜勇躍)할 것이리라”고 한데서 춤을 추었던 기록이 있다. 내용상 구지가는 

신군가(靈愼君歌), 주술가(呪術歌), 노동요(勞動謠)로 갈래 지어진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흙을 팠다’는 ‘굴봉정촬토(掘棒頂

撮土)’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은 원시종합예술과 관련지어서 신군가, 주술가, 제의
요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노동요로도 해석되어 농사를 짓거나 흙을 팔 때 부르
던 노래 혹은 고  가야에서 발달된 제철 생산을 할 때 부르던 노래와 춤(이현정, 
2015, p.52)으로도 설명되어진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의 
‘답지저앙(踏地抵昻) 수족상응(手足相應)’ 즉 ‘땅을 낮게 또는 높게 밟되 손과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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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응한다’고 한 기록과 유사해 집단가무로서 보기도 하고, 같은 예로서 ‘너무 
좋아 손이 춤을 추고 발이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것도 모를 정도이다’(不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고 표현한 예기(禮記)의 악기(樂記)편의 기록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
한 발이 뛰어오르는 동작은 오늘날 남춤의 펄쩍 뛰어올라 배기는 배김새 동작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표기된 무도(舞蹈)는 중국어 표현에서 무용(舞踊)을 
지금까지 무도(舞蹈)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작
은 흥에 겨워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격렬한 동작을 연상케 하는 것(김효
분,2004, P.26)으로 보기도 한다. 김열규는 구지가를 <별신굿> 혹은 <신맞이굿> 
절차에서 난장이 갖는 일탈성과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다(김열규, 1961, pp.8-10)고 
하여 제의적인 의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야의 <구지가>는 우리나라 <굿>과 <무
속춤>의 원형일 가능성과, 흙을 파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작은 농경사회의 
‘두레’에서 김을 매며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는 것과 연관되어 <농악>의 원형으로 
볼 수도 있다. 

구지가에 이어서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 수로부인조(水路夫人條)에
서도 바다용에게 끌려간 수로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해가(海歌)’를 부르며 막 로 
땅을 쿵쿵 굴렀다고 한데서 막 로 땅을 쿵쿵 굴린 장면을 노래 부르며 춤(舞)을 
추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최태호, 1991, p.202). 이를 내용적으
로 볼 때, 역신(疫神)을 물리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주술적인 <무속춤>으로 후
에 발달하 다고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남지역의 춤은 고  가야의 춤에서부터 
춤사위의 잔재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야의 춤
은 신라 문무왕 8년(668년)에 내마(柰麻) 긴주(緊周)의 아들 능안(能晏)이라는 15세 
소년이 <가야지무(伽倻之舞)>를 추어보이자 왕이 춤추는 용모가 단아함을 보고 금
잔(金盞)으로 술을 권하고 선물을 후하게 주었다(삼국사기(三國史記) 권6)는 기록으
로 볼 때 신라는 가야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했으며, 가야의 춤은 예술적으로도 상
당히 발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신라의 춤
신라는 진한 12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김해

지방의 금관가야를 병합하여 진흥왕 13년(552년)에 가야국에서 신라로 귀화 해 온 
우륵이 계고에게 가야금을, 법지에게 노래를, 만덕에게 춤을 가르치면서 가야문화
를 흡수하 다. 우륵이 12현금(絃琴)의 <우륵십이곡(于勒十二曲)>을 진흥왕의 부름
에 따라 신라의 악곡으로 고쳐 만들었던 것은 노래와 춤 악기가 협연된 당시의 종
합가무(이민홍, 2004, p.22)라고 할 수 있다. <우륵십이곡>에는 사자기(師子技)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가야에서 서역계통의 <사자춤>이 진흥왕(552년) 이
전에 추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한국민속 백과사전, folkency.nfm.go.kr). 

통일이전 신라의 춤으로는 유리왕 때 제작된 <도솔가무(兜率歌舞)>와 <회소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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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曲)>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한다. <도솔가무>는 
농악의 옛 형태인 두레노래의 하나로 보기도 하고 제신가(祭神歌) 또는 유리왕이 
선정을 배풀어 태평성세를 창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함께 국가악으로서 
가치가 있었다. 

신라 문화예술 제도의 정비는 진덕여왕(651년) 때 쯤 궁중의 음악을 담당하는 관
청인 음성서(音聲署)가 공식적으로 두어지면서 부터로 볼 수 있다. 음성서에 소속
되어 악을 담당한 공인을 모두 ‘척(尺)’으로 불렸으며, 특히 춤을 전문적으로 담당
한 이를 무척(舞尺)이라고 하 다. 음성서는 중국의 예악(禮樂)을 담당했던 태상사
(太常寺)가 당 (唐代)에 재정비되어 교방(敎坊)을 관장하기 위해 태악서(太樂署)를 
두었듯이(박재희, 1997, P.105), 신라의 음성서도 태상사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는
데 궁중에서 특히 교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김효분, 2004, 
PP.34-35). 따라서 오늘날 남지역에서 전해지는 교방의 전신을 음성서로 보고 
무척을 무기(舞妓)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정약용이 지
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도 수척자(水尺者)를 관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았
다46)는 내용이 있다(이경복, 1986, P.15). 이러한 점에서 옛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일찍부터 교방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남지역의 교방문화는 
신라시  때부터 맥을 이어왔다고 할 것이다. 

통일신라시 부터 지금까지 남지역에 전해오는 표적인 춤으로는 <검무(劍
舞)>와 <처용무(處容舞)>를 빼놓을 수 없다. <검무>는 <검기무(劍器舞)> 또는 <황
창랑무(黃昌郞舞)>라고 알려져 있다. 황창랑무의 특징은 다른 칼춤과는 달리 황창
랑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이라는 점이다. 즉 “백제왕이 황창랑을 궁중에 불러 춤을 
추게 하자 창랑(昌郎)이 자리에서 왕을 찔러 죽 다. 후세에 가면(假面)을 만들어 
형상을 하여 <처용무>와 함께 진열하 다47)”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에 
전하는 내용에서 탈을 쓰고 칼춤을 추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황창랑무>의 존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 심광세(1577-1624)의 시문집인 『휴옹집
(休翁集)』에서도 “지금 경주에 이 춤(황창랑무)이 전한다”48)고 기록되어 있어, 경주
에서 <황창랑무>가 조선시 까지 전승되었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최철, 1982, 
pp.15-24). 이 춤은 일본 통신사를 위한 잔치에서도 공연되었다. “1763년 9월 10
일에 경주, 밀양, 동래의 기녀가 공연했는데, 여기서도 경주의 기녀가 <황창랑무>
를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원중거, 2006, p.53). 또한 <황창랑무>는 신라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천년을 전하여 온 것으로서 사람들은 이를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풍류

46)  정약용, 『雅言覺非』, “水尺者 官妓之別名也.”
47) 黃昌郞舞 諺傳 八歲童子 爲新羅王 謀釋憾於百濟 往百濟市以劒舞 市人觀者如堵墻 百濟王聞之 召入宮

令舞 昌郞於座揕王殺之 後世作假面以像之 與處容舞並陳 考之史傳 絶無左驗 或云非昌郞 乃 官昌之訛也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06, 악고17, 속부악1, 신라의 악, 황창랑무(黃昌郞舞)).

48)  『休翁集』 卷3. ｢海東樂府 幷序｣‘黃昌郞’ “新羅人, 其父死於百濟. 黃昌年十餘, 學劍舞, 舞於百濟市. 王
聞而見之, 遂刺王, 與之同死. 至今慶州, 傳習此舞. 十餘學劍舞, 觀者傾一市, 兒心豈無以, 報仇輕一死, 回
首笑古人, 舞陽眞 豎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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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최철, 1982, pp.19-20)고 평가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 남지역에서 <검
무>로 전해 내려온다.  

<처용무>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처용랑망해사(處容郞望海寺)> 기록에서 동
해용, 처용, 남산신(南山神), 북악신(北岳神), 지신(地神) 등의 신격들이 나와서 춤
을 추었다는 점에서 볼 때, 사람이 그 신격들에 해당하는 탈을 쓰고 춤을 추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헌강왕이 남산신의 탈을 쓰고 남산신의 춤을 추었다는 사실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의 처용설화는 신라 제49  헌강왕 의 것인
데, 처용을 문신(門神)으로 신격화하면서, 처용의 모습이 역귀(疫鬼) 즉 질병 귀신
을 퇴치할 수 있는 주술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황창랑무>와 
<처용무>는 당시에 모두 탈을 쓰고 춤을 추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통일신라시 의 탈춤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의 「향악
잡 오수(鄕樂雜詠五首)」의 오기(五伎)에서 묘사하는 다섯 가지 연희인 <금환(金
丸)>, <월전(月顚)>, < 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가 있다. 여기서 <
면>・<속독>・<산예>는 가면희(假面戱)이다. < 면>은 황금색의 가면을 쓰고 손에 
구슬 채찍을 들고 역귀를 쫓는 모습과 태평 봄을 즐기는 듯 봉황이 나는 모습의 
춤을 표현하 다. 이 모습은 흡사 <동래야류>나 <고성오광 >의 말뚝이가 말채를 
휘두르는 모습과 <동래학춤>의 날음새를 연상케 한다. <속독>은 먼 나라 사람들이 
왕의 덕화를 사모해 떼를 지어 와서 춤과 음악을 바치는 내용인데, 가면은 봉두난
발(蓬頭亂髮)에 얼굴이 파란 귀면(鬼面)이었다. 즉 서역에서 전해진 건무(建舞)의 
일종으로 보며 압 래정(押隊來庭) 즉 떼를 지어 춤을 춘 것으로 ‘군무’임을 알 수 
있다. <산예>는 사자 가면을 쓰고 추는 <사자춤>이다. “멀고 먼 사막을 건너 만리 
길을 오느라고” 라는 구절을 통해, 이 <사자춤>이 서역으로부터 유래했음을 전해 
준다(전경욱, 1995, p.142). 건무(建舞)는 씩씩하고 빠른 템포의 춤으로 도무(跳舞)
로서 남아있는데 남지역의 탈춤의 말뚝이춤에서 활달한 남성적인 건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자춤은 <수 야류>나 <통 오광 >,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의 
사자무 과장을 통해 그 잔재가 확인되어 진다.

신라에서 이어져온 고려시 의 탈춤에 한 기록으로는 『고려사(高麗史)』 권124, 
전 보(全英甫) 전에 “우리나라 말로 가면을 쓰고 놀이하는 자를 광 라고 한다.” 
즉, “國語假面爲戱者 謂之廣大”(국어가면위희자 위지광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를 통해 고려시 에 전문적으로 가면을 쓰고 노는 연희들이 있었고, 그 연희자를 
‘광 ’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가면을 쓰고 노는 연희는 고려 정종(1040년) 때
부터 기록되어진 나례(儺禮)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나례는 섣달 그믐날 궁중과 민간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도구를 가지고 주문(呪
文)을 외치며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면서 묵은해의 잡귀를 몰아내던 의식이었다. 
고려 말에는 점차 나례에서 구역의식(驅疫儀式) 보다 잡희부(雜戱部)가 확 되면서, 
나례가 잡희인 나례희(儺禮戱) 즉 나희(儺戱)로 인식되었다. 이는 고려 말엽 이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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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인 <구나행(驅儺行)>에서도, 나례에서 악귀를 쫓는 의식이 끝난 후 연희자들이 
각종 잡희를 연행했다(전경욱, 1995, p.143)고 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나
례는 오늘날 남지역의 지신밟기 민속으로 남아있으며, 이때 연행되었던 연희들은 
탈놀이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탈춤>은 신라시 의 <황창랑무>와 
<처용무>로서 고려시 의 전문적인 탈패인 광 패를 통해 나례(儺禮)의 잡희(雜戲) 
그리고 조선시 의 산 놀이와 마을굿으로 이어져 오며 오늘날 남지역을 표하
는 춤인 <덧배기춤>과 배김사위의 모태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상고시 부터 가야와 신라를 거쳐 오늘날까지 남지역에서 잔존하는 춤들은 신석
기시 부터 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탈춤>과 <농악춤>, <검무>와 주술적인 <무속
춤> 등이 천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남춤의 뿌리로서 전해내려 오고 있는 것으
로 정리된다.

 

Ⅲ. 남춤의 보존 양상
 
 남춤은 남지역의 단순하며 투박한 정서가 향토성과 예술성이 함께 결합된 

채 흥과 신명으로 표출되며 그 속에서 춤태가 돋보인다. 자유롭고 즉흥적인 움직임
을 통한 풍류적 춤사위와 타 지역과 차별된 야류‧오광 의 <문둥춤>과 배김사위 
그리고 정재의식과 민속춤을 전승한 <기방춤> 등은 남지역의 소중한 춤 문화유
산이다. 

남춤의 보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날 남지역에서 추어지고 있는 춤에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존하는 전통춤들은 부분 문화재로 지정·보존되고 있
으며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화재춤들을 통해 남지
역에 분포되어 있는 춤의 종류와 흐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춤의 
분류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통춤은 게 궁중춤, 교방
춤, 민속춤, 종교의식춤으로 구분(정병호, 1999, p.261)되어 지는데, 남지역의 춤
들은 사회적 공간에 따라서 교방춤과 민속춤 그리고 종교의식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궁중춤은 교방의 기녀들에 의해 궁중에서 전래된 것들이 남의 민속문화와 함께 
결합되어 정재형식의 교방춤으로 남아있으므로 별도의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를 
다시 사회적 공간과 연희주체에 따라서 교방춤, 재인춤, 한량춤, 향토춤으로 구분
하 으며, 종교의식춤은 불교의식춤 그리고 무속의식춤으로 갈래지었다. 한량춤의 
경우 교방춤계열로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류하 다. 이유는 극형식의 한량무는 
진주지역의 <한량무> 처럼 교방계통에서 파생된 무극(舞劇)으로 볼 수 있지만, 남
성무용가가 홀로 추는 홀춤 한량춤 즉 <동래한량춤>과 같은 춤은 향토춤과 기방춤
의 융합된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갈래가 필요하 다. 이렇게 볼 때 동래
지역의 들놀음춤과 <동래학춤>도 한량들이 추었으므로 <한량춤>의 일종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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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통 문화재 종류 영  남 호  남

교방
 춤/
재인
춤

정
재
계
열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경남 진주)(1967) 
승전무(경남 통 )(1968)

지방무형문화재 진주포구락무(경남 진주)(1991)  
동래고무(부산 동래)(1993) 

민
속
계
열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전남)(1969지정 1987년)
살풀이춤(전남)(1990)

지방무형문화재
살풀이춤( 구)(1995) 
수건춤( 구)(2015) 
한량무(경남 진주)(1979) 
진주교방굿거리춤(경남 진주)(1997) 

호남살풀이춤(전북 전주)(1996)
한량춤(전북 전주)(2011)

호남산조춤(전북 익산)(2013)
예기무(전북 전주)(2013)

전라삼현승무(전북 전주)(2014)

한량춤 
국가무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동래학춤(부산 동래)(1972) 
동래한량춤(부산 동래)(2005) 

탈춤 
국가무형문화재

통 오광 (경남 통 )(1964) 
고성오광 (경남 고성)(1964)
동래야류(부산 동래)(1967)
수 야류(부산 수 )(1971)

하회별신굿탈놀이(경북 안동)    
          (1980)

가산오광 (경남 사천)(1980)

지방무형문화재
진주오광 (경남 진주)(2003) 
김해오광 (경남 김해)(2015)

예천청단놀음(경북 예천)(2017)

풍물춤

국가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경남 사천)(1966)

김천금릉빗내농악(경북 
김천)(2019)

이리농악(전북 이리)(1985)
임실필봉농악(전북 임실)(1988)

남원농악(전북 남원)(2019)
구례잔수농악(전남 구례)(2010)

지방무형문화재

날뫼북춤( 구)(1984)
부산농악(부산 구덕)(1980)

수 지신밟기(부산 수 )(2014)
동래지신밟기(부산 동래)(1977)

부산고분도리걸립(부산 구덕)(2011)

진도북놀이(전남 진도군)(1987)
부안농악(전북 부안)(1987)
정읍농악(전북 정읍)(1996)
김제농악(전북 김제)(1996)
남원농악(전북 남원)(2019)

있다. 앞서 기술한 내용들 중에서 민속춤과 종교의식춤에 한 분류방법은 민속학
자인 정상박(2013, pp.8-12)의 분류기준과 동일하다. 교방춤은 궁중의 향을 받은 
정재계열과 민속에서 자생한 민속계열로 구분되어 지며, 향토춤은 탈춤, 풍물춤, 
민속놀이춤으로 세분화하여 나누어 본 결과 <표. 1>과 같은 분류표가 만들어 졌다. 

물론 이러한 갈래짓기는 남춤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되다보니, 춤의 특성에 따
라서 한가지로 구분되어 지지 않고 중첩되는 예도 있으며, 분류에서 제외된 역도 
생겨나게 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춤의 분류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남지역에서 추어지는 춤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호남지역의 문화재 
춤들을 함께 분류(표. 1 참조)하 는데, <진도다시래기>의 경우 장례문화 중 하나
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노래와 춤, 재담으로 진행되는 총체극적인 민속놀이
로서 보는 견해들(선 욱, 2014, 한승석, 남초롱, 2011)이 보편적이므로 종교의식
춤 보다는 민속놀이춤으로 분류하 다.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두 지역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남춤의 흐름과 보존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 아
래 <표. 1>이 작성되어 졌다.

표 1. 호남 문화재춤 보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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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화천농악(경남 함안)(1991)
고산농악( 구)(1984)
천왕메기( 구)(1989)

구미무을농악(경북 구미)(2017)
경산보인농악(경북 경산)(2017)
청도차산농악(경북 청도)(1980)

고창농악(전북 고창)(2000)
화순한천농악(전남 화순)(1979)

우도농악(전남 광)(1987)
고흥월포농악(전남 고흥)(1994)
곡성죽동농악(전남 곡성)(2002)

진도소포걸군농악(전남 진도)(2006)

민속놀이
춤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한장군놀이)

             (경북 경산)(1971)
밀양백중놀이(경남 밀양)(1980)

강강술래(전남)(1966)
진도다시래기(상여놀이)(1985)

지방무형문화재 안동놋다리밟기(경북 안동)(1984)
덕월월이청청(경북 덕)(2009)

현천소동패놀이(전남 여수)(1982)

무속춤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부산)(1985)
남해안별신굿(경남 통 )(1987)

위도띠뱃놀이(풍어굿)(전북위도)(1985)
진도씻김굿(전남 진도)(1980)

지방무형문화재 부산기장오구굿(부산)(2014)
덕별신굿(경북 덕)(1980)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전북 고창)(2007)
완도장좌리 당제와 당굿(전남 완도)(1995)

순천삼설양굿(전남 순천)(2008)
신안씻김굿(전남 신안)(2013)

장산도씻김굿(전남 신안)(2013)
비금도씻김굿(전남 신안)(2013)
고흥혼맞이굿(전남 고흥)(2015)

불교
의식춤

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경남 창원)(2014)

지방무형문화재 불모산 산재(경남 창원)(2016)
부산 산재(부산)(1993)

광주 산재(광주)(2014)
산작법보존회(전북)(1998)

<표. 1>에서 교방 및 재인춤 계통으로 남지역에서 보존되는 춤은 정재계열의 
국가문화재인 <진주검무>와 <승전무>가 있고, 지방문화재인 <진주포구락무>와 <동
래고무>등 4종이 있다. 반면에 호남지역의 경우 정재계열의 춤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민속계열의 춤으로서 남지역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없으며, 지
방문화재로서 <살풀이춤>, <수건춤>, <한량무>, <진주교방굿거리춤> 등 4종이 전
승되고 있다. 호남지역은 국가문화재로 이매방류의 <승무>와 <살풀이춤)> 2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춤은 종목별로 복수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
이다. <승무>의 경우 경기류인 한 숙류가 함께 지정되어있고, <살풀이춤>은 김숙
자류가 함께 지정이 되어 있어 호남지역 문화재춤 종목으로만 한정하여 분류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방문화재는 <호남살풀이춤>, <한량춤>, <호남산조춤>, <예
기무>, <전라삼현승무> 등 5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춤의 종목 수에 있
어서는 남지역이 호남에 비해 1종목 더 지정되어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다. 그러
나 지정 년도 별로 춤 종목들을 분석해 보면, 남지역의 교방춤들은 정재계열의 
경우 1960년 에 국가문화재춤들이 지정되었고, 지방문화재도 1990년  초반에 지
정되었다. 민속계열도 <한량무(진주)>가 1970년  후반에 지정되었고, 구의 <살
풀이춤>과 <진주교방굿거리춤>이 1990년  중 후반에 지정되었으며, 구의 <수건
춤>만 2000년  이후에 지정되었다. 총 8종의 종목들이 1960년 부터 1990년  
사이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으니, 문화재 지정 이후부터 많게는 50여 
년에서 적게는 20여 년 동안 남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춤이 확산되면서 전
승되어 왔다. 

호남춤의 경우 이매방류의 <승무>가 1987년에 지정되었고, <살풀이춤>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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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지정되었으니 문화재 지정 후부터의 전승기간은 30년 남짓 된다. 이후 1996
년에 <호남살풀이춤>이 지정되었고, 나머지 4종목들은 2010년 이후에야 지정되었
다. 따라서 호남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30여년 이상 전수되고 있는 교방춤 
계통의 춤은 3종목에 불과하여 남지역의 8종목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의 차이
가 난다. 

게다가 남지역의 경우 예술성이 인정되어 오늘날 무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래학춤>(1972년 지정)과 <동래한량춤>(2005년 지정)까지 포함한다면 호남춤 보
다 3배 많은 춤들이 30년 이상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춤은 향토춤과는 달리 춤을 추는 주된 장소가 ‘무 ’이고 오늘
날 춤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 의해 무 공연으로서 전승되고 있으므로 춤을 추는 
주체나 향유자들에 의해 그동안 많이 보급되고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호남춤은 30년 이상 이매방류의 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그 결과 이매
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은 오늘날 한국춤 전공자라면 누구나 학습해야 할 기본
춤이라 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더 이상 호남춤으로서의 희소성은 약하다고 
본다. 어쩌면 그동안 호남지역의 교방춤들은 이매방류라는 거목에 가려져 2010년 
이후부터 존재를 알리며 지방문화재로서 지정·전승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렇게 지정된 춤들이 전국적으로 전승·보급되기까지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방춤이 문화재춤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남지역은 과거 교방과 권번
이 있었던 부산, 진주, 통 , 구 등에서 고루 지정‧전승되어 왔지만, 호남지역은 
이매방류를 제외한 모든 춤들이 전북에 한정되어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다. 특히 
<한량춤>을 제외한 나머지 4종목이 모두 전주지역에서 지정되어 특정 지역의 춤들
을 위주로 전승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호남지역에서 교방이 1800년  후반까지 
전주를 비롯한 광주, 순창, 순천, 무주 등지에 각각 존재하 다는 기록이 있고, 광
주만 하더라도 1900년  초반까지 광산권번과 광주권번이 있었던 것(정경운, 
2016, p.49)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별로 고른 전승이 될 수 있도록 교방춤 종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1>에서 분류한 한량춤 계통은 향토춤과 기방춤의 융합형으로서 교방춤계열 

이외의 홀춤 <한량춤>을 지칭한다. 이러한 종류의 <한량춤>은 남지역에서 2종이 
전승되고 있으며, 호남지역은 교방춤 계통으로서 민속춤에 속해 있는 <한량춤>만
이 전승되고 있다.

남이 오늘날 춤의 고장으로서 이름나게 된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가면
극> 즉 <탈춤>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본 논제가 춤에 관한 논제이므로 이 장에
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가면극>, <탈놀이>, <탈춤> 등으로 불러지는 탈과 관
련된 연희 종목들의 명칭을 춤에 초점을 맞추어 <탈춤>으로 통칭(通稱)하고자 한
다. 현재 남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탈춤계통의 춤의 종류는 총 9종이며, 이중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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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탈춤의 문화재 지정 년도를 보면,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어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직후인 1964년부터 1980년까지 여
섯 종목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0년  들어서 지방문화재 3종이 지
정되어 졌다. 반면에 호남지역은 현재까지 탈춤 종목의 문화재 춤은 없는 실정이
다. 그 이유로 호남지역은 <탈춤>의 보존 보다는 <농악>의 ‘판굿’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잡색들이 편성되어 있어 판굿의 뒷
굿이라 할 수 있는 잡색놀이 때 오히려 탈놀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
거 <고창농악>과 < 광농악>은 잡색의 탈을 목(木)탈로 만들어 쓰기도 하 지만 
지금은 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농악의 잡색 중에 포수의 경우 
탈춤의 말뚝이 형상을 닮아 있으며(조동일, 1988, p.35), 조리중은 탈춤의 파계한 
노승에 비유되기도 한다. 양반은 탈춤의 양반과 다르지 않으며 각시도 탈춤에서의 
각시와 같다. 이러한 잡색들의 형상은 탈춤의 인물들과 유사하고 판굿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탈춤 배역들의 역할을 담당하 으나 뒷굿인 잡색놀이에서는 내용적으로 
탈춤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호남지역 풍물춤만이 갖는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시지은, 2013, pp.57-62). 이러한 현상은 호남지역이 춤보다는 악이 발달
하 고, 탈춤은 소리 신 춤이 주가 되기 때문에 호남지역에서는 탈춤이 농악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전승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풍물춤 계통의 전승은 남지역의 경우 국가문화재 2종과 지방문화재 11종이 
전승되고, 호남지역은 국가문화재 4종과 지방문화재 11종이 전승되어 진다. 지방문
화재 지정종목의 수는 ‧호남지역이 동일하나 국가문화재에 있어서 호남지역이 
남지역보다 2종이 더 많이 지정되어 있어 전승 비중이 높은 양상이다. 옛 부터 넓
은 평야가 분포해 있는 호남지역은 농업이 주된 삶의 원천으로서 전통춤도 농사와 
관련된 춤인 농악춤과 농요에 곁들여진 춤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본다(문화재연구
소, 1996, p.133). 민속놀이춤의 전승은 남지역의 경우 국가문화재 2종과 지방문
화재 2종이 전승되며, 호남지역은 국가문화재 2종과 지방문화재 1종이 전승되고 
있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의 밀양백중놀이는 <양반춤>, <범부
춤>, <병신춤>과 <오북춤> 등의 다양한 춤사위가 놀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 남지
역 특유의 배김새가 발달하고 즉흥성이 돋보이는 춤들이 추어지고 있다.

무속춤 계통의 경우 남지역은 국가문화재 2종과 지방문화재 2종이 전승되고 
있다. 호남지역은 국가문화재 2종이 남지역과 동일하게 전승되지만, 지방문화재
의 경우 7종의 굿춤이 전승되고 있어 호남지역의 굿문화가 남지역보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망자 천도를 위한 <씻김굿>이 다양하게 전승되
고 있는데 2013년에 지정된 <신안씻김굿>(제52호)의 경우 <장산도씻김굿>과 <비금
도씻김굿>이 각각 52-1, 2호로 별도지정 되어 있을 만큼 과거 호남지역은 많은 단
골들이 지역에서 활동한 것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망자 천도를 위한 <씻김굿>이 
호남지역에서 특별히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면, 시나위가락의 살풀이춤이 추어질 



2020년 전라북도립국악원 학술세미나 

72 ▪ 발제2

수밖에 없는 한의 정서가 곳곳에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병옥(2011, p.9)은 일
반적으로 남의 무속춤은 소리와 춤이 중심이라면, 호남의 무속춤은 소리중심으로 
연행되어 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는 명제가 굿을 통해서도 증명된다고 보고 있어 

남지역과 호남지역 굿춤의 차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불교의식춤 계통은 남지역의 경우 국가문화재 1종과 지방문화재 2종이 전승되

며, 호남지역은 지방문화재만 2종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남지역은 <수륙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 산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호남
지역은 국가문화재가 지정종목은 없고 < 산재> 2종만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
어 있는 양상을 보 다. 

이상의 보존양상을 종합해 보면, 남지역은 교방춤이 정재계열과 민속계열로 고
루 전승되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호남지역은 정재계열의 문화재춤이 없
고, 지방문화재도 전북지역에 치우쳐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량춤 계통은 향토
춤과 기방춤의 융합형으로서 남지역에만 2종의 춤이 전승되고 있다. 탈춤 계통은 

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반면, 호남지역의 문화재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물춤 계통은 남과 호남지역에서 고르게 전승되고 있으나 호남지역의 
국가문화재 전승 비율이 높은 편이다. 민속놀이춤 계통은 두 지역이 비슷하게 전승
되는 양상을 보 으며, 무속춤 계통은 호남지역이 높은 전승비율을 보이고 있다. 
불교의식춤 계통은 남지역에만 국가문화재가 존재하며, 지방문화재의 전승비율은 

‧호남이 비슷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남춤은 호남춤에 비해 교방춤과 한량춤 그리고 탈춤 계통이 더

욱 활발하게 전승·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종합되어졌다. 농악춤 계통의 경우에는 호
남춤이 국가문화재 지정 비율이 더 높은 편이긴 하나 남지역에서도 다양한 춤들
이 전승되고 있으며, 이 밖의 민속놀이춤, 무속춤, 불교의식춤 계통의 춤들도 꾸준
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지역의 춤이 오늘날까지 강한 맥을 이어올 수 있
었던 이유는 이러한 춤들이 활발하게 전승되어졌기 때문이다.

Ⅳ. 남춤의 특성과 위상

1. 남춤의 특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날 남지역에서 춤이 발달하게 된 원인에는 지역의 
향토춤과 탈춤 그리고 기방문화가 있었다. 자유롭고 즉흥적인 움직임을 통한 풍류
적 춤사위와 타 지역과 차별된 야류‧오광 의 문둥춤과 배김사위 그리고 정재춤과 
민속춤을 전승한 기방춤 등은 남지역의 소중한 춤 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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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권번의 악사와 기생의 검무

(부산일보, 2015. 6. 9. 29면) 

1) 기방춤의 발달
남지역은 탈춤과 향토춤 등 민중들이 추는 민속춤이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

어 전문 춤꾼들 못지않게 민간인의 춤이 성행하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호남지역
은 과거 악(樂)·가(歌)·무(舞)를 익힌 전문예인들이 많았다. 남지역 권번49)의 사범
들은 상당수가 호남지역에서 온 예인들이었다. 이들은 춤보다 오히려 소리로 유명
하리만큼 기예가 뛰어났다. 이주희와 추정금(2008, p.162)은 동래지역 권번들의 수
업에서 판소리가 제일 먼저 학습되었으며, 판소리를 배운 후 춤이나 음률 등의 다
른 예기를 배울 수 있었다고 언급
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남지역
의 기녀들은 호남지역 사범들의 

향으로 판소리를 제일 먼저 익
혔던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호남지역은 전주, 광주, 목
포, 이리, 정읍과 군산 등지에서 
권번문화가 발달하 으며, 민속행
사 던 「전주 사습놀이」를 통해 
명인들이 배출되어 예향으로서 명
성이 높았다. 구에서 한말 기생
들의 춤 교습을 맡았던 정자선도 전주, 이리, 정읍권번 등지에서 춤과 악 사범을 
한 경력이 있었다(문화재연구소, 1996, p.192). 호남지역에서 그에게 춤을 배운 제
자들 중에서 박금슬과 장월중선은 남지역에서 활동하 다. 박금슬은 6.25 한국전
쟁 때 구로 피난 와서 정착하여 궁중여악 출신인 정소산으로 부터 춤을 배웠다. 
장월중선도 광주와 정읍에서 춤을 익혀 협률사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목포에서 개
인국악원을 개원한 후 경주에 와서 정착하여 신라국악단을 조직하고 남지역의 
전통예술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또한 구 동권번에서 소리, 악 그리고 춤을 지
도한 박지홍도 호남출신으로 <입춤>, <검무>, <승무>, <살풀이춤> 등을 가르쳤다
고 한다. 그의 제자로 박은희, 최희선과 권명화가 있다. 권명화는 현재 구 <살풀
이춤> 예능보유자이기도 하다(백현순, 2008, p.100). 이 밖에도 전남 무안 출신의 
강태홍도 1911년부터 구기생조합에서 가야금 풍류와 산조 그리고 병창을 가르쳤
으며(손태룡, 2012, p.58), 이후 부산의 동래권번에서도 가야금을 지도하 다. 부산
에서 춤을 배운 이로는 김온경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목포권번 출신인 김계화
도 부산과 마산을 거쳐 울산에서 춤을 지도하 으며, 이매방도 호남출신으로 부산
에서 학원을 운 하여 김진홍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 고, 부인인 김명자
가 지금까지 부산에서 무용학원을 운 하고 있다. 

49) 권번(券番)은 조선시  관기(官妓)를 교육하 던 교방(敎坊)이 1904년 기생(妓生)과 창기(娼妓)들의 동업
조합인 기생조합으로 되었다가 1917년부터 일본식 명칭인 권번(券番)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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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검무> 예능보유자 던 강귀례는 원래 광주권번 출신으로 김수악에게 <승
무>를 전수하 고 김수악은 호남출신인 김녹주로부터 <살풀이춤>도 배웠다고 한
다. 김수악은 광주국악원에서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여 ·호남을 오가며 예술활동
의 입지를 넓혔던 인물이다(문화재연구소, 1989, pp.59-63). 이와 같이 남지역 
권번의 많은 춤 사범들이 호남지역에서 춤을 지도하러 왔거나 호남지역의 권번을 
거쳐 남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남지역에서 <승무>와 <살
풀이춤> 그리고 <입춤>이나 <굿거리춤> 등을 지도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 남지역
에서 추어지는 <승무>와 <살풀이춤> 등은 호남지역의 향을 받은 춤으로서 여기
에 남지역 고유의 춤사위가 녹여져 남제의 <승무>와 <살풀이춤> 그리고 <굿거
리춤> 등으로 전승되어 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은 지난날 남지역에서까지 활동할 만큼 명
성이 높았지만 근래 와서는 이전의 유명세를 이어가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
서 다양한 문화재춤 종목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판소리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90% 이상이 호남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많은 명성과 업적들을 쌓아올 수 있
었던 반면에 춤은 소리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 

하여 정상박은 호남지역의 예술인들은 ‘소리 가는데 자연히 춤이 간다’고 생각하
여 소리에 비해 춤의 중요도가 덜 했을 수도 있다(2020. 4. 1. 담)고 보았다. 

반면에 남지역은 구(흥보가, 심청가)50)와 경주(흥보가)51) 그리고 사천(고법, 
수궁가)52) 지역만이 판소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문화재연구소, 1996, 
p.182). 남지역에서  판소리가 전승될 수 있었던 구는 조선 말엽부터 구감
에서 주관한 「전국명인명창 회」가 열렸던 곳으로서 많은 명창들을 배출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의 부분 남지역에서는 농악을 제외한 전문적인 악과 소
리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계통의 문화재는 농업노동요나 어업노동요들만이 현재까
지 지정되어 있다. 남은 예전에는 농악에서 악기를 칠 때도 잔가락을 넣지 않았
다. 따라서 수 지역에 전해오는 <지신밟기>나 <야류> 등은 지금도 잔가락이 없는 
원박을 그 로 고수하고 있다. 잔가락이 두드러지고 꽹과리가 발달한 호남좌도나 
장구가락이 발달한 호남우도의 가락들과는 차이가 있다. 소리도 산과 들에서 노동
을 하며 부를 수 있는 요성53)의 폭이 작은 메나리토리가 발달하여 요성의 폭이 크
고 시김새54)가 발달한 호남지역의 시나위나 구성지면서 멋스런 육자배기토리와는 
비교 되어 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과거 남지역은 호남출신이거나 호남에서 춤을 배웠던 예인들
이 권번에서 춤을 지도하 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호남에서 피난 온 많은 예

50) 흥보가, 심청가( 구시 무형문화재 제8호)
51) 흥보가(경북 무형문화재 제34호)
52) 고법(경남 무형문화재 제8호), 수궁가(경남 무형문화재 제9호)
53) 피리· 금 등의 관악기와 성악에서 떠는 소리를 말한다(다음백과, https://100.daum.net). 
54) 선율을 이루는 주음의 앞 ·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을 의미 한다(한국정신문화원, 1990,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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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들이 남의 각 지역에서 호남춤을 전파 해 현재까지 그 향이 남아있다. 그 
중 가장 표적인 인물이 이매방으로서 지금도 남지역의 전역에서는 이매방류 
춤들이 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의 기방춤은 기존의 토박이들이 추었
던 춤에 호남지역의 기방춤이 가세하여 남지역 교방의 춤문화 발달을 촉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2) 향토춤의 발달
남지역이 춤으로 이름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향토춤이 발달하 기 때문이다. 

특히 <탈춤>은 과거 왕조가 있었던 도읍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기에 황해도의 
<탈춤>과 경기도의 <산 놀이> 그리고 남지역의 <오광 >와 <들놀음(野流)>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그 중에서 황해도와 경기도는 <탈춤>과 <산 놀이>가 각각 하
나의 갈래로만 존재하나 남지역은 <별신굿탈놀이>, <오광 >, <들놀음> 등 세 
갈래의 탈춤이 전승되어 오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도 가장 많다. 
특히 부산지역에만 2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동래야류와 수 야류)가 지정될 만큼 
춤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남지역은 이러한 향토춤과 함께 기방춤이 공존하며 
춤문화를 주도하여 마당춤과 무 춤이 고르게 발달될 수 있었다고 본다. 

남지역의 탈춤 중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굿놀이 계통의 탈놀이로서 
마을의 공동체 제의로서 행해졌으며, <오광 >는 산 놀이 계통의 탈놀이로서 놀
이자체에 치중하 고, <들놀음>은 하회별신굿처럼 농악 굿의 절차를 유지하면서 
탈놀이로서 기능을 하는 굿탈놀이와 극탈놀이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지역의 탈춤은 재담과 창, 몸짓과 춤이 어우러져 연행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따라서 <양반춤>, <말뚝이춤>, <할미춤>, 
< 감춤>, <각시춤>, <사자춤>과 <문둥춤> 등이 추어져 배역에 맞는 다양한 춤사
위들이 정형화 되어 전승되어 왔다.

남지역에서 탈춤의 핵심이 되는 춤이 바로 <덧배기춤>이다. 이 춤은 남의 탈
춤에만 유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춤으로 중부지방의 탈춤에서 보이는 여성적인 곡
선의 선율이 강조된 <깨끼춤>과는 조적인 춤이다. <덧배기춤>은 부산·경남지역 
향토춤의 한 갈래이며, 민중에 의해 오랜 옛날부터 형성·전승되어 온 춤의 범칭으
로 굿거리장단 즉 덧배기장단에 맞추어 추는 일종의 허튼춤이다. 제의적인데서 오
락적인 상태로 전이되었으나 덧난 것을 베어 버린다는 구나(驅儺)적인 의미가 기저
에 자리하고 있음을 오늘날의 춤사위에서도 살필 수 있는 배김사위가 그 전형(全
形)이다(이현주, 1995, p.35). 현재 추어지는 <덧배기춤>은 종교성 보다는 춤동작
의 현상적으로 볼 때, 거듭 배긴다는 뜻의 배김사위를 주로 하는 춤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덧배기춤>은 동작이 큰 편이나 모나지 않게 둥글고 무릎 굴신과 어깨춤이 두드
러진 춤이다. 한번 씩 크게 배기면서 무릎으로부터 멋을 말아 올려 어깨로 물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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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풀어내는 듯한 형태로서 포용력과 여유가 춤속에 묻어난다(김온경, 1991, 
p.24). 또한 이 춤은 춤폭이 크고 남성적인 기질을 표출하는 즉흥적으로 추는 춤이
기도 하다. <덧배기춤>의 디딤과 몸놀림을 보면, 발디딤은 발바닥을 땅에 수평으로 
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의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디뎌야 하나 보폭이 클 때에
는 앞쪽을 먼저 딛고 부드럽게 굴신한다. 팔동작은 주로 일자사위를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또한 목놀림은 무릎굴신과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고개짓이 자연스럽게 움
직여져 춤의 멋을 내는 역할을 한다(김해성, 2018, PP.8-9). <덧배기춤>이 추어지
는 남춤의 갈래로는 오광 ·들놀음·별신굿의 탈춤, 진주·삼천포·함안·밀양·부산·
구·청도 등의 풍물춤, 동래한량춤·동래학춤·밀양백중놀이(양반춤, 범부춤) 등의 풍류
춤, 도굿 ·보릿 ·병신춤·문둥춤 등의 허튼춤과 쾌지나칭칭나네·월월이청청·구덕망
깨소리(쾌지나칭칭소리) 등과 같은 소리춤, 수 농청놀이·다 포후리소리 등의 노동
춤 등에서 덧배기춤이 추어지고 있다. 

이렇듯 덧배기 춤은 확장성이 강한 춤으로 탈판에서는 탈춤사위도 되었다가 기방
춤의 향을 받으면 <한량춤>이 되고 매구판에서는 <농악춤>도 되는 등 남지역
의 춤 속에서 다양하게 추어져 오면서 경상도의 향토춤이 돋보이게 된 기본춤이라 
할 수 있다. <덧배기춤>은 단독으로 혹은 민속놀이와 민속예능의 일부로 추어지면
서 일부는 정형화 되어 갔다. 남 남부 지방의 민속예능과 민속놀이 중에서 무형
문화재로 인정을 받은 것의 부분이 <덧배기춤>의 예술적 기여가 컸다고 할 수 
있다(정상박, 2013, p.15). 이에 해 김말복(2005)은 남 지역의 표적인 춤인 
<덧배기춤>은 서민적인 정서가 배어 있는 허튼춤으로서 우리 춤의 원형이 가장 잘 
살아있는 춤이라고 하 다. 

<덧배기춤>의 핵심 춤사위는 ‘배김사위’이다. 정병호(1984, p.5)에 의하면 <덧배
기춤>은 탈춤사위 중 으뜸으로 칭할 정도로 멋과 흥이 뛰어나며, 예비 동작으로 
어름새가 있고 본동작으로 배김새와 후속동작으로 풀음새가 있다고 하 다. 배김사
위는 자유롭게 춤을 추다가 배김 장단이 들려오면 모두들 약속 한 듯이 공중으로 
뛰어 올라 땅을 향해 배겨주면서 다시 정적인 동작으로서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덧배기춤>은 공동체적인 단합의 춤으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고 자유춤
이지만 큰 틀을 지닌 춤으로서 춤사위가 자유롭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남 사람이
면 누구나 즐기고 추는 향토춤이다. 또한 이 춤은 남사람들의 흥(興)과 남성적인 
기질의 춤 폭이 큰 태(態)를 가장 잘 표현한 멋이 깃든 춤이라 할 수 있으며, 오락
성이 강한 흥풀이 춤으로서 남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춤이다. 

2. 남춤의 위상

1) 전통춤의 다양한 전승
남지역은 과거 신라와 가야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으로 당시의 악무(樂舞)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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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한국 전통무용의 모태가 되었듯이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 다양한 민속춤과 속
화(俗化)된 궁중정재무가 지역적 특성을 지닌 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신라의 
수도 던 경주를 비롯한 구, 부산, 진주, 통  등은 과거 감 을 비롯한 군사시
설들이 있었던 곳으로 교방이 설치되었고 당시 기녀들이 추었던 춤이 권번을 거쳐 
일부는 국악원으로 조직을 바꾸어 전승되어 온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기
녀들에 의해 전수되었던 남지역의 기방무들은 현재 무 화된 예술춤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지역을 표하는 춤 종목들이 국가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정재계열 춤의 경우 수도권과 이북도를 제외한 유일한 지정지
역이 남이므로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문화재 지정 종목은 아니지만 현재 남지역에서 기존의 예능보유자들
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작고한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다양한 춤들이 활발하
게 전수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김온경의 강태홍류 <산조춤>과 <동래입춤>, 김진홍
의 김진홍류 <승무>, <살풀이춤>, <지전춤>, <입춤>과 <산조춤>, 통 에서는 엄옥
자55)의 <통 기방입춤>과 <엄옥자류 수건춤>, 진주에서는 김수악류 이수자56)들의 
김수악류 <살풀이춤>, 김수악류 <구음검무>와 진주검무보존회의 <배따라기(선유
락)>, 밀양에서는 밀양검무보존회의 <밀양검무>, 구에서는 권명화의 권명화류 
<입춤>, <검무>, <승무>와 <소고춤>57) 그리고 백년욱58)의 정소산류 <달구벌검무>, 
<소고춤>과 <궁중무>에 이르기까지 많은 춤들이 현재 무 에서 공연되어지고 이습
(肄習)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작고한 무용가들이 남긴 춤들과 현재까지 활동
하고 있는 많은 원로무용가들의 춤이 각 지역의 특색을 표출하며 추어지고 있다. 
이렇듯 남지역의 춤꾼들은 과거 교방에서 권번으로 다시 국악원 등을 거쳐 기녀
들에 의해 전해 온 춤들을 현재까지 맥을 잘 이어서 예술성이 뛰어난 무 춤으로 
승화시켜 왔다. 이들이 추어온 춤은 호남지역의 권번사범들을 통해 <승무>, <살풀
이춤>, <굿거리춤(입춤)>, <검무> 등이 전수되었다. 구지역 <살풀이춤> 전수교육
조교인 조은희(2014, p.86)는 권명화의 춤에 해 남 지역만의 신명이 있고 호남 
출신인 스승 박지홍에게 춤을 배워 한의 정서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호남을 넘나드는 한·흥·멋·태를 고루 갖춘 춤사위가 권명화의 춤에서는 잘 드러
난다고 하 다. 따라서 남의 무 화된 민속춤 중의 일부는 호남춤에서 보여 지는 
멋과 한의 정서가 함께 스며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흥과 태가 전통적으로 발달한 

남의 덧배기 춤사위와 만나 무폭(舞幅)을 넓히며 오늘날 남춤으로 추어지고 있
다.  

2) 덧배기춤의 예술적 가치

55)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 엄옥자 담(2020. 4. 10) 
56)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이수자 남선희 담(2020. 4. 9)
57) 구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 조은희 담(2020. 4. 11)
58) 구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수건춤> 예능보유자 백년욱 담(2020. 4. 11)



2020년 전라북도립국악원 학술세미나 

78 ▪ 발제2

남지역은 예술춤 못지않게 향토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탈춤>은 남
부지방에서 유일하게 남지역에만 전승되고 있는 춤으로서 <별신굿탈놀이>, <들
놀음>과 <오광 >로 분화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탈춤>에서 추어지는 <덧배기
춤>은 남지역의 향토춤으로 탈춤 이외에도 다양한 남춤에 향을 주었다. <동
래한량춤>의 경우 덧배기춤이 기방춤과 결합되어 예술적으로 승화된 멋쟁이 한량
들의 민속춤으로 완성되었고, <동래학춤>도 한량들이 동래들놀음 때 장기춤으로 
추던 것이 학의 모습을 본 떠 <덧배기춤>과 결합되어 <동래학춤>으로 정착되었다. 
정상박은 오늘날 민속춤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정착된 <동래학춤>은 동래야류판에
서 핀 꽃이라고까지 평가하 다(정상박, 2017, p.3). <진주교방굿거리춤>의 이수자
인 남선희(2013, p.46)도 <진주교방굿거리춤>은 기방춤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
서 부분적으로 경상도 <덧배기춤>의 멋과 흥이 춤사위에 녹아져 있다고 하 다. 
<덧배기춤>은 남지역의 민중들이 놀았던 놀이판에도 추어졌고 관(官)과 민(民)의 
잔치판에도 추어졌던 경상도의 중적인 춤이자 덧배기 장단에 맞추어 추는 비정
형적이지만 나름의 정해진 틀 안에서 추는 허튼춤이다. 신명이 오르면 역동적으로 
뛰어올라 배기고 한껏 멋을 부리며 덧배기를 춘다. 이 때 표현되는 멋에는 춤추는 
이의 기분에 취해 절로 흥을 내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
다. 따라서 덧배기는 흥과 역동성, 멋과 자연스러움이라는 미적인 요소를 지닌 춤
이라고 하겠다.   

송석하는 일찍이 덧배기를 동작이 부드럽고 잔 내륙형과 투박하고 거친 해안형으
로 나누어 지역적 특색을 설명하 다(정상박, 2017, p.5). 이는 남지역에서 추어
지는 탈춤에서도 잘 드러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덧배기춤>은 지역별로 특색을 달
리하며 무 예술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울산덧배기보존회에서는 『울
산덧배기놀음』59)을 무 공연으로서 발표하 고, 역시 같은 해 동래고무보존회에서
도 『 남-동래 춤이야기』60)에서 <동래덧배기춤>을 무 에 올렸다. 2019년 국립부
산국악원의 『 남춤 100인 전-2019 남춤축제 춤, 보고싶다』61)에서도 <통 버꾸
춤>, <고성입춤>, <배김허튼춤> 등이 공연되어졌고, 역시 같은 해 한국민족춤협회
의 『2019 한국민족춤제전』62)에서도 <허튼덧배기춤>이 공연되어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춤계에서 남 덧배기춤의 무 공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색을 풍기는 덧배기춤이 앞으로 향토춤으로 정립되고 향토문화 선
양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남춤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춤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날 남지역에서 춤이 갖는 위상은 기방문화에 의한 
전통춤의 다양한 전승과 보급 그리고 민간에 의해 발달되어온 향토춤인 덧배기춤

59) 울산덧배기놀음 팸플릿(2018), 참조.
60) 남-동래 춤이야기 팸플릿(2018), 참조.
61) 2019, 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팸플릿(2019), 참조.
62) 2019 한국민족춤제전 팸플릿(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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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향토문화가 공존하며 흥과 멋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온 것에 있다고 하
겠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남지역 춤의 위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남춤이 보존되어 온 양상과 특성에 해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남춤의 지역적 
특성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경상좌도와 우도로 구분되어 지며, 과거 감 과 병  또
는 통제 이 설치되었던 곳으로서 구, 부산, 진주, 통 을 중심으로 교방춤이 발
달되었다. 또한 향토춤인 탈춤도 낙동강을 기준으로 상류지역에는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음>이 분포해 있고, 하류지역의 동편에는 동래, 수 의 <들놀음(野流)>이 분포
하 으며, 서편에는 통 , 고성, 가산, 진주, 김해지역의 <오광 >와 <예천청단놀
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발달하 다. 역사적으로 상고시 부터 가야와 신라를 
거쳐 오늘날까지 남지역에서 잔존하는 춤들은 <탈춤>과 <농악춤>, <검무>와 주
술적인 <무속춤> 등이 천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남춤의 뿌리로서 전해내려 오
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남춤의 보존양상을 문화재춤을 위주로 파악해 본 결과 오늘날 호남춤에 비해 
교방춤 계통과 한량춤 계통 그리고 탈춤 계통이 남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승·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종합되어졌다. 농악춤 계통의 경우에는 호남춤이 국가문화재 
지정 비율이 더 높은 편이긴 하나 남지역에서도 다양한 춤들이 전승되고 있으며, 
이 밖의 민속놀이춤, 무속춤, 불교의식춤 계통 등도 꾸준한 전승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남지역의 춤이 강한 맥을 이어오게 된 이유는 이러한 계통의 
춤들이 활발하게 전승되어 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양상들을 토 로 남춤의 특성을 종합해 본 결과 남지역에서 춤이 
발달하게 된 원인에는 지역의 향토춤과 탈춤 그리고 기방문화가 있었다. 기방춤은 
과거 남지역에 호남출신이거나 호남에서 춤을 배웠던 예인들이 권번에서 춤을 
지도하 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호남에서 피난 온 많은 예술가들이 남의 각 
지역에서 호남춤을 전파하여 현재까지 그 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가장 표적인 인물이 이매방으로서 지금도 남 전역에서 이매방류의 춤들이 
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의 기방춤은 기존의 토박이 기녀들이 추었던 
춤에 호남지역의 기방춤이 가세하여 남지역 기방의 춤문화 발달을 촉진하 던 
것으로 해석되어 졌다. 

남지역에서 향토춤이 발달하게 된 원인에는 <탈춤>이 있다. <탈춤>은 오늘날 
타 시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춤
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 하겠다. 남지역 탈춤의 핵심이 되는 춤이 바로 <덧배기
춤>이다. 이 춤은 남지역 탈춤에만 유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춤으로서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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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향토춤의 한 갈래이다. 민중에 의해 오랜 옛날부터 형성·전승되어 온 춤의 범
칭으로서 굿거리장단 즉 덧배기장단에 맞추어 추는 일종의 허튼춤을 말한다. 핵심 
춤사위로서 ‘배김사위’가 발달되어 있으며, 남사람들의 흥(興)과 남성적인 기질의 
춤 폭이 큰 태(態)를 가장 잘 표현한 멋이 깃든 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락성이 
강한 흥풀이 춤으로서 남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춤이다. 

남춤의 위상은 전통춤의 다양한 전승과 덧배기춤의 예술적 가치로 귀결되어 진
다. 전통춤은 과거 교방과 권번에서 전승되어 온 춤들이 오늘날 무 화된 예술춤으
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을 표하는 춤 종목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정재계열 춤의 경우 수도권과 이북도를 제외한 유일
한 지정지역이 남이므로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춤 이외에도 남지역에서 기존의 예능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작
고한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다양한 춤들이 활발하게 전수되고 있다. 특히 남
의 무 화된 민속춤 중 일부는 호남춤에서 보여 지는 멋과 한(恨)의 정서가 함께 
스며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흥(興)과 태(態)가 전통적으로 발달한 남의 덧배기 춤
사위와 만나 무폭(舞幅)을 넓히며 오늘날 남춤으로 추어지고 있다. 

남지역은 예술춤 못지않게 향토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탈춤에서 추어지고 
있는 <덧배기춤>은 남지역의 향토춤으로 탈춤 이외에도 다양한 남춤에 향을 
주어 지역별로 특색을 달리하며 무 예술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춤계에서도 남 덧배기춤의 무 공연이 늘어나 지역색을 풍기는 덧배
기춤이 앞으로 향토춤으로 정립되고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
어 진다. 또한 덧배기춤의 무 공연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함과 동시에 남춤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춤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춤의 위상을 논의한 결과 남지역의 춤은 그동안 세월의 흔적 속
에서 기방춤을 중심으로 한 예술춤과 탈춤 그리고 덧배기춤을 위주로 한 향토춤들
이 서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다. 천년역사의 신라문화와 가야문화가 
토 인 남지역의 춤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전통문화이
자 미래의 남춤을 견인할 문화 창조의 자원으로서 “ 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는 
명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갈 소중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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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남춤의 위상”에 한 논평

김 용 호 (전라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 남춤의 위상”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신 김해성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올해 도립국악원 학술세미나는 개원 이래 34년만에 첫 전통춤의 학술세미나
로 “소리는 전라도요, 춤은 경상도”란 담론의 명제를 두고 전라도춤이 경상도춤에 
비해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를 찾고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첫 발표를 해주신 
이병옥교수님의 말씀처럼 호남의 뛰어난 소리와 기악선율문화로 생겨난 상 적 춤
의 저평가 착시현상이란 논의가 올곧게 검증되어 다시금 호남의 춤이 재조명되기
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김해성교수님은 발표를 통해 “ 남춤의 위상”의 주제를 위해 남춤의 지역
적, 역사적 특성을 설명하셨고 남춤의 보존양상, 남춤의 특성과 위상을 말씀하
셨습니다. 저 또한 경상도에서 많은 전통음악과 춤의 반주를 했기에 발표에 공감을 
느끼며 많은 공부를 하 습니다. 단지 글을 읽으며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선별하여 질의 드립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남춤의 보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날 남지역에서 추어
지고 있는 춤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논의하시며 현재 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춤의 종류와 흐름을 파악하 습니다. 이에 춤의 분류작업을 선행하셨는데 우리 전
통춤은 게 궁중춤, 교방춤, 민속춤, 종교의식춤으로 구분하셨고 남지역의 춤들
은 사회적 공간에 따라서 교방춤과 민속춤 그리고 종교의식춤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또한 전통춤의 분류를 정병양 교수님의 논지를 그 로 반 하여 교방춤과 민속춤
의 경계를 함께 나누셨는데 교방이란 특수한 공간과 민속춤의 사회적 공간의 구별
이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학의 범주에서 교방의 모든 음악과 춤은 민
속학의 계열로 포함돼있는데 남지역의 교방춤과 민속춤에 한 분류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교방춤은 궁중춤과 민속춤이 더불어 파생되어 계승되는 교방이
란 공간에 계승된 춤이라 인지되는데 교방과 민속, 궁중이란 분류의 명확한 논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발표자의 <표1> 호남 문화재춤 보존 양상의 분류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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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
 춤/
재인
춤

정
재
계
열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경남 진주)(1967) 
승전무(경남 통 )(1968)

지방무형문화재 진주포구락무(경남 진주)(1991)  
동래고무(부산 동래)(1993) 

민
속
계
열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전남)(1969지정 1987년)
살풀이춤(전남)(1990)

지방무형문화재
살풀이춤( 구)(1995) 
수건춤( 구)(2015) 
한량무(경남 진주)(1979) 
진주교방굿거리춤(경남 진주)(1997) 

호남살풀이춤(전북 전주)(1996)
한량춤(전북 전주)(2011)

호남산조춤(전북 익산)(2013)
예기무(전북 전주)(2013)

전라삼현승무(전북 전주)(2014)

한량춤 
국가무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동래학춤(부산 동래)(1972) 
동래한량춤(부산 동래)(2005) 

계 통 문화재 종류 영  남 호  남

                                                                         
<표1>

남의 한량무(경남 진주)는 교방 계열의 재인춤으로 분류하시고 부산의 동래한량
춤은 한량춤의 계통으로 분류하셨습니다. 진주의 한량무는 독무가 아닌 여러 명의 
극과 같은 춤으로 이루어진 재인춤으로 인정되지만, 전북 전주의 한량무는 어떤 의
미와 당위성에 의해 재인춤으로 분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전주의 한량무를 부산 
김진홍님의 한량무와 어떠한 차이점으로 왜 한량춤 계통으로 두지 않았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량춤은 향토춤과 기방춤의 융합형으로서 남지역에
만 2종의 춤이 전승되고 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한 논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호남춤은 30년 이상 이매방류의 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으며 그 결과 이
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은 오늘날 한국춤 전공자라면 누구나 학습해야 할 기
본춤이라 말씀하시며 더 이상 호남춤으로서의 희소성은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호남춤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그 존엄성을 확 하여 전국적이고 중
적인 <승무>와 <살풀이춤>으로 인정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한편으론 이러
한 이매방류의 내포하고 있는 호남의 한恨의 정서, 내면적 감성의 섬세한 표현, 남
도음악의 반주 등 호남춤으로서의 예술적 희소가치가 희박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
는데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단면이 논의될 때 어떠한 답변을 염두하고 계시는지 궁
금합니다.   

넷째, 발표자의 결론을 살펴보면 남지역에서 춤이 발달하게 된 원인을 두고 지역
의 향토춤과 탈놀이, 기방문화가 있다고 논의하 습니다. 그중 기방춤은 과거 남
지역에 호남출신이거나 호남에서 춤을 배웠던 예인들이 권번에서 춤을 지도하 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호남에서 피난 온 많은 예술가들이 남의 각 지역에서 
호남춤을 전파하여 현재까지 그 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다. 결론지어 
호남지역의 기방춤이 남지역 교방의 춤문화 발달을 촉진시킨 요건으로 이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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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충분한 논의 결과가 있음에도 발표자의 “ 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는 
명제를 지속적으로 실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러한 명제를 
이용하여 남과 호남의 분류를 나누어 마치 소리는 호남만이 강하며 춤은 남이 
특화된 고장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민족은 오랜 세월을 지내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창출하고 , 호남의 특색있는 
색깔로 화합을 이끈 민족입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춤, 기악, 기예, 연희 등 
지역의 특화된 장점을 근거로 다양한 예술을 보존하고 이어가며 발전해 왔습니다. 
특화된 지역의 예술적 장점을 담론으로 표현하며, 보존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부
분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만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주체를 
분류하여 학술적인 논의에도 지역 나눔을 편승해 특화된 예술 역으로 나누어야만 
하는가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물론 다양한 특화된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켜 더 나은 
결과물을 찾기 위한 연구의 방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명제가 굳
어진다는 가정을 할 때 연구의 시발점조차 잃게 되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올
해 전라북도립국악원이 개원 34주년을 맞이하 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통예술의 
주제를 다뤄왔지만 춤에 연관된 학술세미나는 처음입니다. 이렇듯 호남은 다양한 
춤문화권을 형성하고 만들었으며 또 다른 지역의 춤문화권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 지만 정작 호남춤 근원지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 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는 명제를 안고 지역의 특화된 예술은 장점으로 품으며 
또 다른 서로의 단점을 찾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맥과 흐름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영·호남춤 전승의 역사와 예술사적 의의◂

  발제3 ▪ 89

 
영·호남춤 전승의 역사와 예술사적 의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성기숙

1. 머리말 
  
  지리적 개념에서 볼 때 ·호남은 한반도의 남부지역을 말하는데, 남(嶺南)은 
남부의 동쪽, 호남은 남부의 서쪽을 차지하고 있다. 일찍이 문경새재를 경계로 남
쪽에 있는 땅을 ‘ (嶺)의 남쪽’이라 불렀다. 지금의 남은 바로 조령의 남쪽 지역
을 일컫는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남북도와 부산· 구·울산광역시가 해당된다. 호남
(湖南)은 전라도지역을 일컫는다. 호남이라는 말은 ‘호수 남쪽’이라는 데서 기원되
었다. 호남은 전라도와 병칭되기도 하는데, 전라도라는 지명은 전주와 나주의 앞글
자를 따서 조합한 것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털어 호남
이라 부른다.  
  주지하다시피 삼한(三韓)시  마한은 백제로 승계되었고 오늘날의 호남이 되었
다. 변한은 가야국으로 흡수되었다가 나중에 진한과 더불어 통일신라로 재편되었
다. 과거 신라땅은 현재의 남지역에 해당된다. ·호남춤의 전승내력을 살필 때 
이와같은 시 변천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의 전통가
무악의 경우, 오늘날의 인식 척도에 따라 남이라는 한 지방에 국한된 것으로 이
해하면 큰 오산이다. 당시 수도 서라벌(지금의 경주)은 지방이 아닌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이자 중심 축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았다. 호남지역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이 적용된다. ·호남춤 전승의 역사에는 이렇듯 지리적 개념에함
축된 지역성은 특별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호남지역의 춤에 한 이해는 지역학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지역이란 산맥이
나 평야, 하천 등 자연환경에 따라 구분되거나 정치·행정·경제의 역에서 또는 풍
습·기질 등 민속학적 관점에서 구분하기도 한다. 남과 호남지역의 춤에 하여 
지방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논구하는 학술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라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문화권역에 따른 ·호남 춤의 특징을 비교하는 학술담



2020년 전라북도립국악원 학술세미나 

90 ▪ 발제3

론의 장을 마련한 주최측의 기획의도는 높이 살만하다.
  본 논문에서는 ·호남춤 전승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그에 내재된 예술사적 의
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존 전통춤을 이해하는 관점에 한 
두 가지 문제제기를 피력한다. 춤문화권에 한 문제와 전통춤 유파(流派) 구분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호남춤이 형성된 기원을 고찰하고 교방-권번과 매개된 춤
의 전승역사를 언급할 것이다. ·호남지역의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종목과 주
요 전승자들에 한 논의를 통해 두 지역의 춤 전개양상과 특징을 비교하고 마지
막으로 ·호남춤 전승의 예술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무용학의 개척자 정병호63)는 그의 저서 『한국의 전통춤』64)에서 전국에 산재
한 우리 춤의 유형이 376가지에 달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여기엔 ·호남지역에서 
전승된 춤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럼에도 ·호남춤의 전승과 예술사적 의의를 주제
로 한 본 논문에서는 주로 교방-권번의 맥락에서 전승된 춤 위주로 제한하 다. 
1990년  초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의 전통무용가 89명을 현장조사한 바 있
는데, 당시 ·호남지역의 원로춤꾼 부분 교방-권번의 전승맥락 속에 있었다.65)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구가 교방-권번의 전승내력과 이와 매개된 예인들의 지
역적 분포 및 예술활동에 한 기억의 재생을 통해 ·호남 춤의 전승역사를 재구
성해 본다는 점에서 뜻 깊은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향토성에 토

한 무굿이나 농악, 탈춤, 소리춤, 허튼춤 등 이른바 기층민이 연행하고 향유한 
민속예능 계열의 춤은 애초 연구 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63) 정병호(鄭昞浩 1927~2011)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한국무용학의 개척자로 불린다. 해방직후 1947년 함
귀봉이 설립한 조선교육무용연구소에서 한국의 표적 문화지성 조동화, 최창봉, 차범석 등과 무용의 실
기와 이론을 체득했다. 중앙  무용과 교수, 문화재위원을 지내면서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특히 민속현
장을 누비며 전통예인을 발굴하여 서울무 에 소개하고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지정에 이르게 한 공로가 
크다. 제1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부분은 그의 손을 거쳐 인간문화재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승무, 태평무, 승전무, 학연화 무, 밀양백중놀이,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
악, 송파산 놀이, 발탈, 진도씻김굿, 경기도당굿, 진도다시래기, 산재 등이 그의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표적인 저서로 『민속춤』(1969), 『농악』(1986), 『무무』(1987), 『한국의 민속
춤』(1991), 『춤추는 최승희 세계를 휘어잡은 조선여자』(1995), 『한국의 전통춤』(1999), 『한국무용의 미
학』(2004) 등이 있다. 민속예능 현장의 필드웍을 중시한 그의 연구방법론은 하나의 학풍(學風)을 조성했
으며 이병옥 용인  명예교수,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으로 그 학맥이 이어지고 있다. 정병호의 
학문적 업적에 해서는 이병옥, “정병호의 민속예능 현장답사의 문화론적 의미”; 성기숙, “정병호의 학
문적 업적과 발자취”, 『한국무용학의 거두 정병호의 학문세계_무용가를 생각하는 밤-정병호편 세미나자
료집』(서울: 연낙재, 2011) 참조.       

64)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서울; 집문당, 1999) 참조. 
65) 호남지역에서는 전주의 금파·김광숙·최선, 군산의 강태준·김이월·장금도, 이리의 최태열, 정읍의 신관철, 

광주의 김다복·김자연·박은하·안채봉·임순자·차금순·채정희, 목포의 박옥주·양학 등이 조사 상이었다. 또 
남지역에서는 구의 권명화, 경주의 장월중선, 부산의 강옥란·김덕명·김동민·김동원·김온경· 김진홍·문

장원·심지 ·엄옥자·이경자·이도근·정덕자·홍복순, 진주의 강순 ·김수악·성계옥·정금순·정필순, 통 의 정
행금·한정자 등을 조사했다. 또 남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최희선·김은희 등을 조사했고 호남출신
으로는 이매방·정인삼·채상묵 등을 현지조사한 바 있다. 『한량무 입춤 검무』(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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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춤에 한 두 가지 단상

  본 주제와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 전, 다음 두 가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 전통춤의 문화권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전통춤 유파 
구분의 문제이다. 이상 두 가지 전제와 관련 그동안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우선 전통춤 문화권에 관한 논제로서 일찍이 무용학자 정병호는 한국의 민속춤
을 풍토적 조건, 역사와 풍속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
하 다. 
  정병호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는 국토는 작지만 기후적으로 한 와 온 에 걸
쳐있고 산악과 평야지 가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바,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풍토적 조건으로서 기후에 따른 민
속춤의 분포에 해서는 북부지방(관서·관북·해서), 중부지방(기호·호서·관동), 남부
지방(호남· 남)으로 나누어 고찰하 다. 여기서 북부지방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
도,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이 지역은 무당춤 위주의 의식무용과 탈춤이 발
달한 반면, 농악이나 소리춤의 전승은 미약한 편이다. 
  중부지방은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가 해당되며, 이 지역은 양반문화의 향으
로 사람들의 성격이 유순하고 섬세하며 따라서 탈춤이나 농악에서 보이는 춤사위 
또한 모나지 않고 차분한 것이 특징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품고 있는 남부지방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고 생활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 
역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  경상도 춤이 남성적이고 절도가 강한 
반면, 전라도 춤은 부드럽고 유연성이 짙은 여성적인 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는 이와 같이 지리적 여건에 따른 각 지역의 춤 특징을 짚어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역사와 풍속적 조건에 따른 민속춤 해석 또한 눈여겨볼 목이다. 그
는 우리 민속춤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질과 풍속이 존재한다며 춤의 분포를 
단오문화권, 단오와 추석문화권, 그리고 추석문화권으로 분류하 다. 단오문화권은 
고구려의 역사와 풍속을 바탕으로 한 한강이북과 강원도가 해당된다. 단오와 추석
문화권은 신라의 역사와 풍속을 바탕으로 경상도지역으로 한정짓고 있다. 마지막 
추석문화권은 백제의 역사와 풍속을 바탕으로 한 전라도와 충청도지역을 포함시키
고 있다.66) 이는 민족고유의 세시풍속문화와 연계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 잔존하는 
춤의 문화권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병호의 학풍(學風)을 이어받은 이병옥67)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66) 정병호, 『한국의 민속춤』(서울: 삼성출판사, 1991), 35~37쪽.
67) 이병옥(李昞玉 1947~ )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용인  무용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 최초로 용인 학 무용과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무용학의 연구풍토를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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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이른바 고구려문화권·백제문화권·신라문화권이 그것이다. 앞
서 정병호가 가늠한 단오문화권을 고구려문화권으로, 추석문화권을 백제문화권으
로, 단오와 추석문화권을 신라문화권으로 구분 짓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민
속춤의 실제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 가령 백제문화권은 충
청과 호남의 넓은 평야지 를 배경으로 천신과 지신께 제사지내던 풍농기원의례의 
전통이 있으며, 지모신 숭배의 춤에서는 지지향의 하향춤 그리고 땅을 지긋히 밟
는 답지춤과 수평적인 양팔사위가 주류를 이룬다고 보았다. 신라문화권 역시 천신
과 지신께 농신제를 지냈으며 이때의 춤은 상향춤과 하향춤, 그리고 도약춤과 답지
춤이 혼합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68)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병옥은 호남춤, 남춤을 고유의 향토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춤사위 
특징을 구분짓고 있다. 농경문화 중심의 세시풍속에 의거한 문화권역 구분에 따른 
각 지역의 춤 특징에 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오늘날 호남춤, 남춤의 전승양
상을 고려할 때 다소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다. 예컨  풍농기원의 의례는 농경문
화에 토 한 한반도의 향토문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또 상향춤과 
하향춤 그리고 도약춤과 답지춤 역시 특정 춤문화권을 표상하는 춤사위 특징으로 
보기보다는 지극히 일반화된 춤사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춤
사위가 각 춤문화권에 따라 부분적으로 강약 혹은 완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전통춤 유파(流派)에 관한 것이다. 흔히 한국 전통공연예술
을 거론할 때 “소리는 전라도, 춤은 경상도”라는 말이 구전되고 있다. 또 전통춤을 
구분함에 있어 경기류와 호남류로 단순 도식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선 판소리
에서 동편제(東便制), 서편제(西便制)로 가늠되듯 전라도는 소리문화가 풍부한 고장
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춤의 경우 경상도가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선험적 전제로부터 탈각된 관
점이 요청된다. 특히 한국 전통춤 유파와 관련 기존에 통용돼 온 경기류, 호남류라
는 이분법적 도식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통춤 유파의 준거는 보다 거시적이
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재단되어야 한다. 우선 전통춤의 유(流), 파(派), 제(制)를 구
분할 때 국악계의 준거는 좋은 참고가 된다. 민속음악학자 이보형69)은 전국의 판

시키는 데 기여했다. 1970년  중반 스승 정병호 교수와 전통무용연구회 활동을 통해 민속현장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학문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탈춤을 전수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 놀이 전수조교
가 되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그는 무용평론가로도 활동했으며 한국무용사학회장, 한국동양예술학회
장, 한국공연예술학회장 등을 지냈다. 주요 논저로 『송파산 놀이 연구』(1982), 『교육무용원론』(1995), 
『승무』(1998), 『살풀이춤』(1998), 『전통과 창조의 기로』(1998), 『한국무용민속학 개론』(2009), 『한국무용
통사-고 편』(2013) 등을 비롯 수 백편의 논문과 조사보고서가 있다. 이병옥의 연구활동과 학문세계에 

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옥, “1950년  이후 한국공연예술 교육의 현장 회고-이병옥의 공연예술 
교육생애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36집(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314~326쪽 참조.     

68) 이병옥, “ 남춤의 생태민속학적 고찰”, 『한국무용연구』 제29권 제2호(서울: 한국무용연구회, 2011), 
87~88쪽.

69) 이보형(李輔亨 1938~ )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한국민속음악학의 개척자로 손꼽힌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상근전문위원, 문화재청 전문위원을 지내며 민속음악의 현장연구에 전념했다. 민속음악의 자료 발굴 및 
현장조사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기초이론을 정립하 고 근  판소리 고법의 전범(典範)임을 논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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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전승인맥이나 혈맥에 따른 가계전승을 구분할 때 
유 혹은 파 또는 제라는 말로 가늠한 바 있다.70) 
  판소리에서 제(制)란 지역적 유파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른바 동편제(東
便制)·서편제(西便制)·중고제(中高制)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편제는 전라도 섬진강
을 중심으로 동쪽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를 말하며 웅장하고 호탕한 음색
을 특징으로 한다. 송흥록, 박만순, 송만갑, 임방울, 박초월 등의 예맥으로 이어진
다. 여기에 반해 서편제는 섬진강 서쪽지역에서 전승되는 판소리를 말하며, 감성적
이고 섬세하며 슬픈 계면조가 특징으로 꼽힌다. 박유전을 비롯 이날치, 박동실, 김
소희, 성유향, 성창순 등이 서편제 소리의 주요 전승자라 할 수 있다.    중고제71)

는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판소리를 일컫는다. 중고제의 경우 충청도 
양반문화의 향으로 기교적 세련미 혹은 감성미는 부족하지만 담담하고 정갈한 
멋을 특징으로 한다. 염계달을 축으로 모흥갑, 김성옥, 김창룡, 이동백, 고수관, 방
만춘, 심정순 등이 중고제를 표하는 소리꾼으로 집약된다. 지리적 개념에서 중고
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른바 내포제(內浦制)와도 연동되어 있다. 내포(內浦)란, 포
구가 내륙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조선후기 지리학자 이중환
의 저서 『택리지(擇里志)』 기록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지리적으로는 충청도 서북부
지역 가야산 인근 서산, 홍성, 예산, 당진, 보령 등의 지역을 포괄한다.   
  지리적 개념에 의한 판소리 구분의 준거를 제(制)로 본다면, 전통춤 역시 지역적 
유파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춤의 유파는 경기류, 호남
류로 구분하고 있다. 경기류는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른바 한성준류
를 말하고, 호남류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춤으로 이 조·이창조·신갑도 
등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경기류는 근  전통가무악의 거장 충남 홍성 출신 한성준
(韓成俊 1874~1941)을 축으로 그의 제자 한 숙·강선 으로 전승된 춤의 계보를 
말한다. 호남류는 근 시기 전라남북도의 주요 권번을 중심으로 이 조에서 이매방
으로 전승된 예맥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유파의 전통춤이 인물중심 계보로 집약된 
것은 1960년  무형문화재제도의 성립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형문
화재라는 공적(公的) 제도화에 힘입어 한성준-한 숙으로 계승된 승무가 제27호로 
지정되었고, 전라도의 명무 이매방으로 전승된 승무가 호남류를 표상하게 되면서 
한국 전통춤의 유파는 경기류, 호남류로 일반화되었다.

는 등 뚜렷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삼현육각』(1984), 『산조』(1987), 『시나위』(1988), 『판소리 유파』
(199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974~1983) 등 민속음악 현장조사를 토 로 수백 편의 논저를 남겼
다. 이와 같은 학문적 업적으로 방일 국악상(2009), 일본 고이즈미민족음악 상(2012), 한성준예술상
(2017) 등을 수상했다. 제3회 한성준예술상 수상기념으로 한국음악학, 민속학, 무용학 등 학계의 후학들
이 이보형의 학문세계를 다룬 11편의 논문을 모아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논문집필에 참여한 학자는 
송방송, 유 , 김헌선, 김인숙, 성기련, 김혜정, 임혜정, 이진원, 전지 , 노재명, 성기숙 등이다. 성기숙 
엮음, 『한국민속음악학의 개척자 이보형의 학문세계』(서울: 연낙재, 2019) 참조. 

70) 이보형, “판소리 제(制)에 한 연구”, 『한국음악학논문집』(성남: 한국정신문화원구원, 1982), 62쪽. 
71) 중고제는 학자에 따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시 (時代)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가령 “中古制-中高

制”로서 ‘중간쯤 오래된 소리“로 풀이되며, 이 경우는 고제(古制)와 신제(新制)의 중간 시기에 성행한 소
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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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한국의 전통춤에 한 유파 해석은 구체적인 분석이나 논증 없이 편의적으
로 사용돼온 감이 없지 않다. 우선 한국의 전통춤이 경기류와 호남류로 도식화된 
것은 우리 춤의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축약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특히 남춤
이 제외된 채 “경기류/호남류” 식의 기존의 전통춤 유파 구분은 “소리는 전라도, 
춤은 경상도”라는 등식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전통춤의 유파 구분은 
춤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춤사위 기법, 미학적 특징을 비롯 지리적 특징과 풍습 
및 기질 등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호남춤 전승의 역사적 맥락

  1) 고  ·호남지역 춤의 전승

  일반적으로 한국의 향토문화는 고 민족국가 형성기로 불리는 삼국시  정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민속학계의 체적인 시각이다. 호남지역 민속예능의 전통은 옛 
마한과 백제시 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 「마한조(馬韓條)」에는 오월 파종이 끝나면 사람들이 신께 제사하고 
무리지어 음주가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수십 명이 손과 발을 조화롭게 맞춰 
탁무(鐸舞)를 추었다. 이와 같은 춤이 10월 추수기에도 연행되었다는 점에서 농경
의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시  호남춤의 기원은 기악무(伎樂舞)의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록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전한다. 백제사람 미마지(味摩之)가 중국 오
나라에서 기악무를 배워와 전하고 다시 무왕 13년(612) 일본으로 건너가 사쿠라이
에서 소년들을 모아 이 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기악무는 사찰에서 연
행된 교훈극 성격으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어졌으며 한국가면극의 
원류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백제는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문화를 수입하여 
수준 높은 예술로 승화시켰으며, 이는 백제금동 향로에 형상된 다섯 명의 연주상
(演奏像)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한(三韓)시  한강 이남의 마한지역은 백제로 승계되었으며 변한지역은 가야국
이 되었다가 후에 진한과 더불어 통일신라로 통합되었다. 독창적인 문화를 자랑한 
가야는 신라와 병합되었으며 무용문화 역시 이러한 궤적에 따라 신라로 흡수되었
다. 신라는 진한 12국의 하나인 사로국이 되었으며, 현재 서라벌(현재의 경주)이 
신라의 수도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알다시피 가야국의 우륵은 가실왕의 명으로 12곡을 지었으나 신라 진흥왕때 가
야금을 갖고 신라로 귀화하 다. 진흥왕의 명에 따라 계고·법지·만덕에게 각각 가
야금, 노래, 춤을 가르쳤다. 또 신라의 승려 원효는 큰 박을 본떠 무애(舞碍)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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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짓고 여러 촌락을 돌아다니며 춤과 노래로 백성들을 교화했다. 신라시  무용은 
토우(土偶)의 형상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날 탈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 『동경잡기(東京雜紀)』 「풍속조(風俗條)」의 기록에 보이는 황창랑 설화를 
통해 검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7세의 황창이 적국인 백제에 들어가 검무를 
추다가 백제왕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잡혀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신라사람들이 
황창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그의 얼굴을 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춤춘 데서 검무가 
기원되었다.  
  통일신라시 의 무용문화는 더욱 풍성한 양상을 띠는데, 처용무(處容舞)와 신라 
오기(五伎)가 표적이다. 우선 처용무는 『삼국유사』 권2 처용랑(處容郞) 망해사조
(望海寺條)의 기록으로 전한다. 신라 제49  헌강왕 때 만들어진 이 춤은 처용설화
에서 비롯되었으며 역귀를 물리친다는 주술성을 담고 있다. 한편 당나라 유학파로 
신라시  최고의 엘리트 최치원이 지은 「향악잡 (鄕樂雜詠)」 오수(五首)도 주목된
다. 여기서 오수는 신라오기(新羅五伎)를 말하며, 금환·월전· 면·속독·산예 등이 해
당된다. 신라오기는 서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전문예인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한편 
신라시 에는 왕립음악기관인 음성서가 존재했으며, 여기엔 척(尺)이라 불리는 전
문예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가령 금척(琴尺)·가척(歌尺)·무척(舞尺) 등이 존재했는
데, 여기서 무척은 전문무용수를 일컫는다. 
  이와같이 천년의 역사를 품은 신라의 문화유산은 오늘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신라시  황창랑 설화에 기원된 검무의 전통은 현재 남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여러 검무의 실존에서 확인된다. 표적으로 진주검무가 있으며 그밖에 통 검무, 
밀양검무 등이 전승되고 있다. 처용무의 전통은 궁정정재로 승화되어 오방처용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신라오기는 오늘날 부산지역의 야류계통의 가면극과 진주·
통 ·고성지역의 오광 , 그리고 안동의 하회탈놀이 등으로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2) ·호남의 교방-권번의 전통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호남 춤의 뿌리는 앞서 마한, 변한, 진한을 승계한 백
제와 가야국 그리고 신라시 의 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호남 춤은 고
려, 조선을 거치면서 교방과 매개되었고 근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권번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예술적 진화를 모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호남춤의 전승내력을 고
찰함에 있어 지역의 토착화된 향토성에서 기인된 기층민이 연행한 민속예능 계열
의 춤들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남의 교방-권번 전통
  교방과의 연관 속에서 남춤의 전승 역사를 살필 때 조선후기에 편찬된 『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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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敎坊歌謠)』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72) 고종 2년(1865)년 진주목사 정현석이 
지은 『교방가요』를 통해 조선후기 진주 교방청의 예악문화와 악가무, 그리고 선비
들의 풍류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교방가요』는 정현석이 진주목사로 재직하던 시
절부터 김해부사로 이직하기까지 진주에서 참관한 교방의 풍류와 악가무를 기록한 
문헌이다.73) 이 책에는 가곡과 가사를 비롯 악기와 무곡, 악장과 판소리, 잡희, 잡
요, 단가 등 음악과 각종 정재 및 민속춤이 수록되어 있다. 『교방가요』에 수록된 
춤은 육화 를 비롯, 연화 , 헌반도, 고무, 포구락, 검무, 선악, 항장무, 아박무, 
향발무, 황창무, 처용가무 등 정재와 그밖에 제사의식무인 의암별제가무(義巖別祭
歌舞), 민속춤인 승무 등 모두 14종목에 달한다. 
  주지하다시피 『교방가요』는 진주교방에서 전습된 풍류와 악가무의 실체를 가늠
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이 책에는 악무에 한 악부시체의 한역시와 함께 공
연의 연행모습이 채색화로 그려져 있어 그 쓰임새가 매우 높다. 예컨  진주에서는 
임진왜란(1592) 때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한 의녀(義妓) 논개를 기리기 위해 
의암별제를 설행해 왔다. 의암별제는 일제강점기 중단되었다가 1992년 진주검무 
제1  예능보유자인 성계옥이 『교방가요』에 수록된 의암별제의 기록에 의거 복원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주의 교방 전통은 조선시  선상기제도와도 관련이 깊다. 조선후기 궁중연향에 
뽑혀 올라간 선상기 중에 진주교방의 기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과 지
방간 정재의 교섭양상 등 당  남지역 무용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74) 이러한 사례는 한말 고종 에도 엿보인다. 예컨  진주교방 출신 최순이는 
진연도감에 선발되어 장악원에서 가무를 학습하고 궁중연향에 참여했으며, 장악원 
폐쇄이후 낙향하 다. 통 승전무 발굴 당시 이 춤을 보유했던 통 권번 출신 정순
남 역시 통  교방 출신으로서 궁중진연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김해근으로부터 이 
춤을 사사했다75)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조선시  선상기제도는 남춤 전승에 적
지 않은 향을 미쳤다. 남의 교방 소속 기생들은 조선후기 이른바 선상기(選上
妓)로 선발되어 궁중연향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후 하향(下鄕)하여 궁중정재를 이
식하는 등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옛부터 진주지역은 춤의 예향으로 이름이 높다. 앞서 진주교방청은 조선의 멸망

72) 『교방가요』는 총 4개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敎坊歌謠』, 고려  도서관 소장
본 『敎坊諸譜』, 통문관 소장본, 『敎坊歌譜』, 그리고 연낙재 소장본 『敎坊歌謠』 등이 전한다. 

73) 『교방가요』 발문에는 정현석이 이 책을 편찬한 동기에 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내가 진주목
사로부터 김해부사로 부임해서까지 공무에 여가가 있어 교방(敎坊)을 베풀어 가무를 연습시키고 가요 가
운데 채록할 만한 것을 쫓아 詩句 약간 수를 이루었다. 혹은 시구가 촉급하여 말이 남기도 하고 혹은 말
이 짧아 글자를 부연하기도 하여 그 본지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 으나 오음과 청탁(五音淸濁)에는 거리
가 멀다고 하겠다. 오직 性情에 바른 것을 골라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말은 모두 버려, 삼가스스로 필
산지법(筆刪之法)에 따라 그 사이에 혹 권징(勸懲)하는 뜻을 붙이노라. 임신년(壬申年 1872) 중춘(仲春) 
박원(朴園) 늙은이 미금당(美錦堂)에서 쓰다”. 여기서 박원은 정현석의 호를 이름한다. 성무경, 『교방가
요』(서울: 보고사, 2002), 71~73쪽. 

74) 성기숙, “교방가요 소재 선악(仙樂)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1집 제2호(서울: 한국교육무용학회, 
2010), 91~115쪽 참조.

75) 성기숙, “기녀 및 교방춤에 한 사적 고찰”, 『한국전통춤 연구』(서울: 현 미학사, 1999),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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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자연히 해체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민간에서 생겨난 권번이 그 역할을 
신하 다. 진주경찰서에 근무하던 최지환이 진주권번을 설립하 으나 운 이 여의
치 않자 지역 유지들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1938년에 이르러 일종의 주식
회사 형태로 설립된 진주예기권번으로 재편되었다. 진주예기권번은 보통 진주권번
으로 불렀으며 최고 번성기엔 기생수가 약 100명에 달했다.76)

  진주지역의 교방-권번의 전통은 오늘날 진주를 연고로 한 무형문화재 지정 무용
종목에서도 확인된다.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진주검무를 비롯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1979), 제5호로 지정된 진주포구락무(제5호), 
제21호 진주굿거리춤(1997) 등이 표적이다. 또한 진주지역 교방-권번의 맥을 이
은 기방예인으로는 한말 궁중진연에 참가한 바 있는 최순이를 비롯 진주검무 제1

 예능보유자인 이윤례, 강귀례, 최예분, 이음전 등이 있다. 그밖에 진주검무와 진
주굿거리춤 두 종목의 예능보유자 던 김수악은 교방-권번의 전통을 계승한 남
의 표적 예인으로 이름이 높다.
  남지역의 교방춤 역사에서 동래교방의 존재는 예사롭지 않다. 동래관아에 교방
이 설치되었고 연향을 위한 기생과 악사가 존속했다. 또 동래관아에는 외국 사신들
을 접 하기 위한 연 청이 설치되었고 이곳에서 연향이 베풀어졌다. 고려 충렬왕 
때 시중 이혼(李混)에 의해 경상북도 월에서 발원하여 각 관아의 교방으로 전파
된 동래고무가 향악정재 무고(舞鼓)의 향을 받아 동래교방에서 연향무로 전승되
었다.77) 
  동래는 옛부터 군사, 행정의 요충지이자 외무역의 거점으로 관리들이나 상인들
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동래교방이 해체되자 아전집안 
및 돈 많은 지역유지들의 자손 등 풍류를 즐기던 소위 한량들이 돈을 모금하여 동
래예기조합을 설립하 다. 동래예기조합은 동래권번으로 바뀌었다. 동래온천장에는 
한량들의 놀이문화와 동래권번의 다양한 가무악이 전승되는 등 풍성한 전통예능이 
잔존하게 되었다. 이렇듯 동래교방의 맥은 일제강점기 동래예기조합에서 동래권번
으로 이어졌다. 이런 배경에서 동래고무를 비롯 검무, 민간전래의 승무, 굿거리춤, 
입춤, 산조춤, 장끼춤, 학춤, 한량무 등 다양한 춤들이 전승되었다.
  『 구읍지』(1768)에는 교방 소속으로 31명의 관기가 있었고, 경상감 에도 41명
에 달하는 기생들이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  경상감  소속 교방이 있
던 위치는 현재 구병무청 자리이며, 구부 교방은 경상감 의 선화당 서쪽에 위
치해 있었다고 전한다. 한말 일제의 침략으로 장악원이 폐지되자 자연히 지방 교방
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관기제도 역시 기생조합 내지 권번 체제로 전환되었다. 구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며 구기생조합, 달성권번, 동권번 등이 생겨났다. 
1910년 김수희를 필두로 구기생조합이 가장 먼저 발족되었고 1918년에는 32명

76)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한국춤의 역사와 문화재』(서울: 민속원, 2005), 97쪽.
77) 윤여숙, “동래교방의 춤, 동래고무의 전승과 전망”, 『 남춤학회지』 제6권 제1호(부산: 남춤학회, 

2018)40쪽.



2020년 전라북도립국악원 학술세미나 

98 ▪ 발제3

의 기생들이 소속되어 17종목에 달하는 기예를 익혔다. 
  기생인명사전 성격의 문헌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1918)에는 구기생조
합에 소속된 기생의 숫자가 무려 32명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기생조합에
서는 가야금과 가야금병창 그리고 정재 등을 가르쳤다. 특히 전남 무안 출신 강태
홍(姜太弘)이 1911년부터 구기생에게 가야금의 풍류와 산조 그리고 가야금 병창
을 지도했다.78) 구기생조합은 1927년 합자회사 형태의 달성권번으로 전환되었고 
염롱산이라는 사람이 권번장을 맡았다. 
  달성권번은 구시내 상서동에 소재하 고 번성기에는 학습기생이 100여명에 달
했다. 교습과목으로는 무용을 비롯 시조, 가곡, 창 등이 있었고, 춤에 재주가 있는 
기생들에게는 별도로 입춤, 검무, 살풀이춤, 승무 등을 더 가르쳤다. 달성권번이 번
성했던 이유는 당시 전통예능 사범이었던 박지홍의 존재와도 무관치 않다. 전남 나
주 출신인 박지홍은 소리꾼 김창환 문하에서 소리를 익히고 구로 옮겨와 명창 
박기홍에게 소리와, 기악, 춤 등을 배웠다. 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예능보유
자인 권명화가 바로 박지홍의 제자이며, 달구벌수건춤의 명인 최희선도 그의 향
을 받은 표적인 춤꾼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구지역에는 동권번이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창과 시조를 비롯 입춤, 살풀이춤, 검무, 승무, 소고춤 등을 지도했다.  
  한편 조선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정유문집(精油文集)』에 수록된 「검무기(劍舞
記)」의 기록을 통해 밀양교방청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검무기」는 박제가가 밀
양교방청 소속 기생 운심(雲心)의 검무 추는 장면을 보고 이에 감흥하여 시(詩)로 
읊은 것이다. 18세기 운심은 검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한양까지 진출했다. 당시 
한양에서 검무에 능한 기생은 부분 운심의 제자 다는 설도 있다. 조선시  밀양
교방청의 맥은 일제 초기 밀양권번으로 이어졌다. 박남포라는 사람이 밀양 시내 동
문 안에서 여관을 운 하면서 기생들을 모아 춤과 소리를 교습했으며 김설향, 김국
선, 노소남, 정남수 등이 사범으로 활동했다79)고 한다. 199년  초반 밀양 출신 전
통무용가 김은희가 밀양검무가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다.  

  (2) 호남의 교방-권번 전통
  조선시  전라도에는 전라감 이 있었으며 전주부에는 교방과 장악청이, 광주목
에는 교방과 교방청이, 순창군은 교방, 순천 좌수 은 기생청, 무주부는 교방청, 제
주목은 장춘원 등이 설치되었다. 남지역과 마찬가지로 호남지역의 교방 전통 역
시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기생조합 내지 권번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전라도는 비옥
한 호남평야를 비롯 군산, 목포 등 항구도시가 발달하여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
로 풍요로운 환경을 지녔던 바, 전통예인들의 주요 활동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문
화적 기반위에서 호남지역의 주요 도시에 기생예기조합 및 권번이 설치되었으며 

78) 손태룡, “ 구지역의 기생단체 연구-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46집( 구: 계명 학교 한
국학연구원, 2013), 58~59쪽.

79)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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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소속된 기생들을 중심으로 호남의 교방계열 춤이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전주기생조합이 설립되었고 이후 권번으로 전환되었다. 가령 전주예기
조합(1915), 전주퇴기조합(1917)이 전주권번(1923)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 되었다. 
이곳에서는 판소리, 단가, 잡가, 시조, 가야금, 거문고, 퉁소 등 국악을 비롯 승무, 
검무, 살풀이춤 등이 교습되었다. 전주권번의 예맥은 정자선, 정형인으로 (代)가 
이어졌다. 남원에는 1926년 예기조합이 설치되어 예절교육과 서화를 비롯 승무, 
검무 등이 교습되었다. 호남 전통춤의 거장 이매방의 스승으로 유명한 이장선과 이
창조가 한때 남원권번에서 사범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다.  
  호남 서부지역의 표적 철도인 호남선과 전라선이 관통하는 익산지역은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 은행이 설립되는 등 상업자본이 형성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
시로 손꼽혀왔다. 따라서 일찍이 기생조합과 권번을 축으로 전통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1929년 익산에 기생조합이 생겨났고 그에 앞서 
1928년에 정읍예기조합이 설립되었다. 정읍예기조합에서는 판소리, 기악을 비롯 승
무, 살풀이춤, 한량무 등이 교습되었고 정자선과 전계문 등이 사범으로 활동하
다. 특히 정자선에게 기예를 배우기 위해 각양각지에서 문하생들이 몰려들었다. 그
만큼 그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군산은 항구의 발달로 신흥경제도시로서 주목되는 지역이었다. 물산
이 풍부했던 군산지역은 자연히 권번이 발달하 고 번성기 기생 숫자가 7,80여명
에 달했다. 특히 소화권번이 유명했는데 여기엔 권번장을 지낸 박재호의 역할이 컸
다. 그는 높은 학식과 일본어에 능통하여 권번을 운 하는 데에도 남다른 경 능력
을 발휘할 수 있었다. 소화권번에서는 판소리, 단가, 시조를 비롯 승무, 검무, 살풀
이춤 등이 교습되었다. 소화권번의 무용사범으로는 김백룡과 도금선이 있었으며 이
들은 호남 일 에서 널리 알려진 명인이었다. 특히 도금선의 경우 남 출신이었으
나 군산으로 이주하여 소화권번에서 활동하다가 작고한 것으로 전한다. 2000년  
이후 무 에 나선 살풀이춤의 명인 장금도 역시 소화권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에는 소화권번 이외 군산권번이 설치되었으나 운 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고 
이후 기생 출신 최금앵에 의해 군산국악원이 설립되어 권번의 맥을 이었다.80)  
  주지하다시피 광주는 호남의 표적 예향으로 불린다. 조선시  광주에 교방청이 
존재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호남읍지』(1871), 『지방지도』(1872) 
등에 그 흔적이 나타나 있다. 또 『광주읍지』(1897)에는 관청 소속 노비 통계 부분
에 장악원 소속의 노(奴), 비(婢) 등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19세기 광
주목에는 교방, 교방청, 장악원 등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7년 광주예기조합이 설립되었다가 다시 1926년 이후 광산권번과 광주권번으
로 분화되었다. 광산권번에는 50여명의 기생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광주권번에는 
30여명이 있었다. 광주권번은 1928년 광주경찰서에 의해 해산되는 사건이 있었는

80)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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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권번 내부 임원 간 립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광주지역 권번은 
1930년 에 이르러 세계 공황으로 인한 경제악화 등 운 여건이 여의치 않자 쇠퇴
의 길을 걷게 된다. 1940년  초반에 광주권번은 해체되었고 해방직후 잠시 복원
되었으나 이후 구적으로 사라졌다. 신 1951년 광주국악원이 권번의 맥을 이었
으며81) 국악예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기능하 다. 
  광주권번의 교습과목 역시 여타의 권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본어, 한문, 예절 
등을 공통과목으로 익혔고 시조, 소리, 기악, 무용 등 세부과목이 있었다. 무용은 
굿거리춤, 검무, 승무, 소고춤, 춘앵전, 포구락무 등을 가르쳤다. 광주권번에서 전
통예능을 담당한 시범들의 면면도 주목된다. 한말 관기로 활동한 조앵무를 비롯 신
방초·이장선·이창조·신갑도·김금옥·박 구 등이 있었다. 그중 신방초·이창조·신갑도 
등은 한말 궁중연회에 참가하 고 옥관자를 하사받았을 정도로 명성이 있었다고 
한다.82) 호남춤의 명인 이매방과 한진옥이 이들의 문하에서 춤을 사사하여 명무로 
일가를 이룬 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4. ·호남지역의 무형문화재 
 
1) ·호남의 무용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격동의 근현 를 통과하면서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무용과 음악, 연희, 음식, 공예 등 무형유산을 국가적 차원의 보호아래 전승 보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다. 무형문화재 제도라는 공적(公的) 제도화
를 통해 소멸될 위기에 놓여졌던 전통공연유산이 보존 계승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무용분야의 경우, 1967년 진주검무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이래 승전
무(제21호), 승무(제27호), 처용무(제39호), 학연화 무(제40호), 태평무(제92호), 살
풀이춤(제97호) 등 7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란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명
시되어 있다. 무용분야는 의식무, 정재무, 탈춤, 민속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한국의 전통무용 부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되는데, 7가지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예컨  1)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2) 발

81) 정경운, “근 기 광주권번 운 의 변화과정 연구”, 『국학연구논총』 제18집(택민국학연구원, 2016), 
51~64쪽 참조.

82)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103~105쪽.



                                                                         
영·호남춤 전승의 역사와 예술사적 의의◂

  발제3 ▪ 101

종 목 유파/지역 지정연도 예능보유자

제12호 진주검무 경남 진주 1967
서상달, 김자진, 김옥주,, 최예분, 이음전, 

김수악, 강순금, 성계옥, 정금순

제21호 승전무 경남 통영 1968 엄옥자, 한정자

제27호 승무
한영숙류 1969 한영숙, 이애주

이매방류 1987 이매방, 채상묵

제39호 처용무 서울(울산) 1971 김천흥, 김기수, 김용

제40호 학연화대무 서   울 1971 이흥구

제92호 태평무
강선영류 1988 강선영,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한영숙류 2019 박재희

제97호 살풀이춤
이매방류 1990 이매방, 정명숙

김숙자류 1991 김숙자, 김운선, 양길순

생 연 가 비교적 오래되고 그 시 의 특색을 갖는 것 3)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 4) 예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 5) 학술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6) 향토적
으로나 그 밖의 특생이 현저한 것 7) 인멸의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1> 무용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위의 <표1>에서 확인하듯 무용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은 모두 7개에 달한
다. 이 중에서 궁중무용에 해당하는 학연화 무와 처용무는 특별히 지역성을 논하
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신라시  기원된 처용무의 경우 기원설화에서 언급된 개운
포라는 지역이 오늘날 울산이라는 점은 참조할 사항이다. 
  그밖에 민속무용의 경우, 승무는 충청도의 한성준을 축으로 한 한 숙류와 호남
의 이 조·신갑도 등을 뿌리로 한 이매방류가 병존하고 있다. 살풀이춤의 경우, 호
남의 이매방류와 경기도 신청(神廳)을 중심으로 한 김숙자류가 있다. 따라서 생존 
시 승무와  살풀이춤 2종목의 유일한 예능보유자 던 이매방의 예맥에 담지된 호
남 기방춤의 예술미학은 특별한 가치로 읽힌다. 이매방이 한국 전통춤의 거장이자 
호남춤의 명무 또는 명사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매방의 승무는 
그의 사후(死後) 후계구도의 각축 속에서 채상묵이 최종 제2  예능보유자로 낙점
되었다. 채상묵이 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춤의 가 이매방이 보유했던 
제27호 승무에 담지된 호남이라는 지역성은 그 로 승계된 셈이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지역의 무용종목으로는 진주검무(제12호)와 
승전무(제21호)가 있다. 진주교방 소속으로 한말 궁중의 진연에 참가한 바 있는 최
순이는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의 그의 예맥은 일제강점기 진주권번으로 이어졌
으며 서상달, 김자진, 김옥주, 최예분, 이음전, 김수악 등 진주검무 제1  예능보유
자 부분은 진주지역 교방-권번 전통의 계승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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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종  목 지정연도 보유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1979 김덕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포구락무 1991 정금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교방굿거리춤 1997 김수악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날뫼북춤 1984 김수배->윤종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1995 권명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정소산 수건춤 2015 백년욱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1972 김동원->이성훈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2005 김온경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1993 김진홍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1996 최정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4호 한량춤 1998 금파->김무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산조춤 2013 이길주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통 승전무 역시 교방-권번 전통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진주검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말 궁중진연에 참가한 통 교방 소속 김해근으로
부터 춤을 사사한 통 권번 출신 정순남이 보유한 승전무를 발굴하여 국가무형문
화재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뚜렷한 지역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승전무의 
제1  예능보유자 엄옥자, 한정자 등은 모두 통  출신으로서 남지역을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라 할 수 있다.
          
2) ·호남의 무용분야 지방무형문화재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시도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정책
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시도 무형문화재 역시 법에 근
거하여 새로운 종목이 지정된다. 각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전통유산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무형문화재는 각 지역의 토속성과 향토성이 우선시 된다. 이는 시도 무형문
화재 지정을 규정한 조례에서도 확인된다. 시도 무형문화재의 경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각 
시도에서 지정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은 25개이며, 그중 호남지역의 
지정종목은 모두 16개에 달한다.

<표2> ·호남 지방무형문화재 지정 무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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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예기무 2013 김광숙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2호 전라삼현승무 2014 문정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9호 수건춤 2017 신관철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춤 1987 장성천, 양태옥, 박관용

 

  위의 <표2>에서 보듯 ·호남의 무용분야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은 남지역이 높
은 비율을 차지한다. 남지역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제3호 한량무를 비롯 제
12호 진주포구락무,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이 표적이다. 또 구광역시에는 무
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날뫼북춤을 비롯 제9호 살풀이춤, 제18호 정소산 살풀이
춤 등 3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제3호로 지정된 동래학춤을 비롯 
제14호 동래한량무, 제10호 동래고무 등이 있다. 경상남북도 및 부산, 구 등 
호남 지역의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은 총 9종목에 달한다.
  남지역에 반해 호남지역의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지정된 호남살풀이춤을 비롯 제44호 한량춤, 제47호 
호남산조춤, 제48호 예기무, 제52호 전라삼현승무, 제59호 수건춤 등이 있으며 전
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춤이 있다. 전라남북도를 통털어 무용문화재로 
지정된 무용종목은 총 6종목에 이른다. 이는 남지역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지만 
전국을 포함할 때에는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호남살풀이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호남지역의 무용종목 무형문화유산에 한 높은 관심의 
척도를 읽을 수 있다.

(1) 남지역 무용분야 지방무형문화재
  ·호남지역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은 부분 교방-권번의 전통을 계승한 
춤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진주지역은 조선시  교방에서 일제강점기 
권번으로 이어진 춤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1979년 진주한량무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면서 남지역의 무형문화재 지정의 물꼬가 터졌다. 이 
춤은 원래 한량, 승려, 색시, 상좌 등 4인이 추었으나 나중에 주모, 별감, 마당쇠 
역이 추가되어 총 7명이 등장하는 무용극 형식으로 추어진다. 정현석의 저서 『교
방가요』에는 이 춤이 승무(僧舞)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량무의 오기(誤記)이거나 또
는 오늘날 독무로 추어지는 승무가 당시엔 무용극 형식으로 추어졌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한량무의 오기일 가능성에 무게는 두
는 편이다.83) 진주한량무 제1  예능보유자는 김덕명은 양산권번에서 김농주에게 

83) 성기숙, “극형식의 한량무 연구”, 『한국전통춤 연구』(서울: 현 미학사, 1999), 111~1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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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배웠으며 7인무 형식의 한량무를 보유한 인물이다. 김덕명이 진주한량무 전승
자가 되면서 4인무에서 7인무 형식의 춤과 연기가 혼융된 극형식의 한량무로 추어
지게 되었다. 
  진주지역의 교방-권번의 예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무용가로 경남 함양 출
신의 김수악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김수악의 부친은 양반광 로 이름이 있었고 
숙부 김종기는 거문고, 양금의 명인이었다. 김종기는 서울에 머물 때 근  전통무
악의 거장 한성준에게 승무와 기본춤을 배운 적이 있다고 전한다. 김수악은 숙부 
김종기에게 기악과 춤을 배웠고, 명창 유성준에게 서편제 소리를, 진주권번에서 김
옥민에게 춤을 체득84)하면서 가무악에 두루 능통한 명인으로 일가를 이룬다. 그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예능보유자에 이어 1997년 경상남도 무
형문화재 제21호 교방굿거리춤의 인간문화재가 되었다. 또 진주검무 제1세  예인
들에게 춤을 사사한 정금순이 1991년 진주포구락무 예능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다. 
  조선시  동래교방의 맥은 일제강점기 동래권번과 동래온천장으로 이어졌고 이
러한 배경에서 동래학춤을 비롯 동래한량무, 동래고무 등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동래지역은 옛부터 학의 형상을 한 마을이 있었는데 ‘학소 (鶴巢
臺)’, ‘학암마을’ 등의 지명을 통해 확인된다. 천연온천으로 유명한 동래에는 지역
유지들의 친목회인 기 회와 망순계가 있었고 계모임에서 이른바 ‘밥상놀음’을 연
행할 때 기생들의 가무가 공연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동래학춤이 생성되었다. 
동래학춤은 1900년  초 김귀조·김문수·김필상 등이 연행하 고, 이후 김귀조의 아
들 김희 이 유일한 전승자로 남았었다. 1972년 동래학춤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
재 제3호로 지정될 당시엔 김문수의 아들 김동원이 맥을 이었으며, 지금은 이성훈
이 예능보유자 반열에 올라있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김진홍의 동래한량춤은 남지역을 
표하는 향토성 짙은 춤이라할 수 있다. 경남 하동 출생의 김진홍은 원래 호남춤의 
명인 이매방 문하에서 춤을 사사했으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동래야류의 예능보유
자 문장원 등에게 덧배기춤과 한량춤을 익히고 동해안별신굿 전승자 김계향에게 
입문하여 굿춤을 배우는 등 지역의 토속적인 민속예능을 섭렵한다. 동래한량춤은 
옛날 동래한량들의 멋과 풍류가 깃들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며 현재 
김진홍이 이 춤의 예능보유자로 있다. 그밖에 부산지역 무형문화재로 동래고무가 
있다. 동래교방의 관기 최송학이 보유했던 동래고무는 동래권번의 김해월, 석국향
이 맥을 이었다. 이론과 실비를 겸비한 김온경이 1985년부터 이 춤을 전수받아 
1993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구지역 전통춤의 예맥에서 정소산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주목된다. 구 출
생의 정소산은 구기생조합에 입문하여 김수희에게 춤을 익히고 서울로 올라와 

84) 송문숙, “진주권번의 춤과 인물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8권 제2호(서울: 
한국체육철학회, 2000),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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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번에서 하규일에게 전통무악을 사사했다. 정소산은 정권번에서 춘앵전, 무
산향, 포구락, 장생보연지무, 무고 등 궁중정재와 여창가곡, 가사, 시조 등을 배웠
다. 1926년 구로 하향하여 가정집에 무용교습소를 열고 제자들을 지도했으며 
1946년 첫 무용발표회를 가졌다. 제자로는 며느리인 최묘정을 비롯 박금슬, 백년
욱, 김해덕, 이화진, 문소야 등이 있으며85) 지금은 백년욱만이 정소산의 예맥을 잇
는 춤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금슬은 이후 전주를 거쳐 서울에서 활동하며 한국춤 
동작기법을 체계화하는 업적을 남겼다. 문소야는 익산으로 이주하여 학교무용과 무
용연구소 활동을 통해 지역무용계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다. 백년욱은 스승 정소
산 살풀이춤으로 2015년 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예능보유자로 낙점받았다.  
 
  구지역 교방-권번의 예맥은 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권명화의 살풀이춤
에서도 포착된다. 권명화는 동권번에서 박지홍에게 춤을 사사하여 일가를 이룬 
춤꾼이다. 박지홍은 전라도 나주가 고향이며 그곳에서 명창 김창환 문하에서 소리
를 배우고 이후 박기홍에게 입문하여 그의 전통예능을 물려받았다. 구로 이주하
여 동권번에서 춤과 국악을 가르쳤다. 
  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날뫼북춤은 농악계열의 북춤이 독자적 
양식으로 정립된 민속춤이다. 구 비산동에 살던 매구, 즉 쇠잡이 던 김수배에 
의해 보존되었고 비산농악과 날뫼북춤이 혼융되어 오늘날의 날뫼북춤으로 정립되
었다. 김수배는 일제 초기 풍물잽이 최봉수와 임문구에게 북춤과 북가락을 사사받
았다. 김수배가 1984년 제1  날뫼북춤의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지금은 윤종곤이 
제2  보유자로서 이 춤을 계승하고 있다. 
  무용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밀양백중놀이의 하보경 또한 기억할만한 춤
꾼이다. 그의 부친 하성옥은 밀양백중놀이 보본계(報本契)의 농악단 출신으로 걸립
농악단의 모갑이면서 북춤으로 이름이 있었다. 하보경은 1970년  중반 민속무용
학자 정병호에 의해 발굴되어 중앙무 에 알려졌으며 이후 춤의 명인으로 각인되
었고 1980년 밀양백중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면서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2) 호남지역 무용분야 지방무형문화재
  전라북도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은 여타의 지역보다 풍부한 편이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호남살풀이춤을 비롯 제44호 한량춤, 제47호 호남산
조춤, 제48호 예기무, 제59호 수건춤 등이 있다. 전라남도 무용분야 무형문화재로
는 제18호 지정된 진도북춤이 있다. 전라북도 지역의 무용분야 무형문화재는 모두 
5종목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1종목에 불과하다. 전북이 상 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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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무용종목은 최선(본명 최정철)이 보유한 
호남살풀이춤(제15호)이다. 최선은 김미화, 정인방 문하를 거쳐 전주 전동권번의 
기생 이추월을 사사하여 교방계열의 춤전통을 잇고 있다. 최선은 전북 무용계의 터
줏 감으로 지역을 지키며 많은 제자를 양성한 표적인 무용가라할 수 있다. 전라
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산조춤 예능보유자 이길주 역시 그의 문하생으로 일
가를 이뤘다. 다시 말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산조춤은 이추월에서 최
선을 거쳐 이길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라북도 지역의 춤전통에서 정자선-정형인 부자의 존재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읍 출신 정자선은 악가무에 두루 능통했으며 그의 재능은 그의 아들이자 
제자인 정형인이 물려받았다. 정자선은 한때 전주권번에서 춤을 가르친 바 있으며, 
정형인은 전주농고에 재직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정자선-정형인의 춤맥은 금
파로 이어졌고 지금은 그의 아들 김무철이 잇고 있다. 금파는 1998년 전라북도 무
형문화재 제17호 한량춤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그 이듬해 작고함으로써 문
화재 종목이 해지되었다가 2011년 복권되어 그의 아들 김무철이 예능보유자로 있
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6호 경기소고춤의 예능보유자인 정인삼, 국립무용단 예
술감독을 지낸 국수호 등이 정자선-정형인 계보선상에 있는 표적 무용가라할 수 
있다.
  김광숙은 정자선-정형인의 예맥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최선의 제자이기도 하다. 
또 한국춤 동작체계를 정립한 박금슬에게 입문하여 춤을 전수받은 등 여러 스승을 
거쳤다. 김광숙이 예능보유자로 있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예기무는 부채
춤, 입춤, 수건춤, 접시춤 등이 혼융된 독특한 형식의 교방춤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춤은 원래 기방무(妓房舞)로 불렸으나 김광숙은 예기무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한낱 기생춤의 차원을 넘어 예도(藝道)로서86) 고급화를 지향한 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라삼현승무(제52호)의 예능보유자 문정근은 정자선-정형인-박금슬로 이어
지는 예맥을 따르고 있다. 국립무용단 등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하향한 문정근은 정
자선을 사사한 박금슬에게 전라삼현승무를 전수받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예능보
유자 반열에 올랐다. 전라삼현승무는 불교적 색채를 띠면서도 흥과 멋이 깃들어 있
는 자유분방한 형식의 민속춤이라 할 수 있다.    
  정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관철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9호 예능보유자로 한
성준-김보남의 예맥을 잇고 있다. 그의 스승 김보남은 이왕직아악부 제2기생으로 
궁중무용에 능통했으며 또 근  전통무악의 거장 한성준에게 입문하여 춤을 배웠
다. 김보남은 궁중무용과 민속춤을 동시에 섭렵한 보기 드문 예인이라 할 수 있다. 
한성준이 전국유랑을 할 때 정읍의 전계문에게 북가락을 배웠다는 설이 있는 바, 

86) 이경호, “박금슬류 김광숙 예기무의 민속지적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8권 제1호(서울: 한국체육
사학회, 201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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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준-김보남의 예맥을 잇는 신관철이 정읍에서 터 잡고 활동하고 있음은 퍽 의
미롭다.
  교방-권번 계열이 아닌 민속예능적 속성이 짙은 춤으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진도북춤이 있다. 전남 진도지역에서 전승되는 진도북춤은 양손
에 북채를 쥐고 추는 춤으로 ‘진도북놀이’라고도 불린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진
도 출신 김행원이 북춤으로 호남 일 에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김행원의 아들 
김득수 역시 고법의 명수로 알려져 있다. 김행원 외에도 호남지역에는 북춤의 명수
가 즐비했는데, 김기수·김성남·박태주 등이 바로 그들이다. 양태옥, 박관용, 박병천 
등은 진도북춤의 2세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진도북춤은 1980년  초반 무용학
자 정병호의 주선으로 서울무 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문화유산적 가치가 인정
되어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양태옥이 진도북춤 예능
보유자로 낙점되었으며 그의 북춤은 일명 ‘걸북춤’이라 칭하기도 한다. 

(3) ‘무형문화재 밖’ ·호남의 명무들
  ·호남 지역의 전통춤 전승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은 절 적이다. 그러나 아쉽게
도 무용분야 무형문화재라는 공적(公的) 제도에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명무로 이름
난 예인들이 적지 않다. 우선 경주의 장월중선은 예능보유자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
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가무악의 명인이었다. 전남 곡성에서 출생한 장월중선은 일
찍이 부친을 여의고 숙부 장판개 문하에 입문하여 전통무악을 익혔다. 여류명창 장
수향이 그의 고모가 되며, 큰어머니 배설향은 장판개의 수제자로서 두 사람은 부부
이면서 사제지간이기도 하다. 집안내력으로 전통무악을 익힌 장월중선은 목포국악
원을 설립하여 제자를 양성하다가 해방이후 경주로 이주하여 경주시립국악원을 설
립하고 신라국악예술단을 창단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 다. 장월중선은 판소
리· 산조·가야금병창·전통춤 등에 능통하 고, 한량무·장검무·바라춤·무당춤·도령춤·
꼭두각시춤·부채춤 등과 전통가무악의 곁들여진 창무극을 비롯 신무용에 창작적 요
소를 가미한 작품을 안무하는 등87) 예사롭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박기홍-박지홍으로 이어지는 구지역 전통춤의 예맥에서 최희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경북 상주 출신인 최희선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완고한 집안의 반 를 무릅쓰고 박지홍 문하에 입문하여 입춤, 승무, 살
풀이춤, 검무, 장고춤 등을 익혔다. 살풀이춤과 소고놀음으로 구성된 최희선의 달
구벌입춤은 지역의 향토적 색채가 짙게 배어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지
만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전승내력에서 볼 때 최희선의 달구벌입춤은 전승가치가 
높은 춤이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 춘향가 예능보유자 안채봉은 판소리 명창으로 지방

87) 김성혜, “장월중선 창작품의 종류와 창작활동”, 『한국음악사학보』 제61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9), 
5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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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되었지만 소고춤의 명인으로도 이름이 나 있다. 나주 출
생의 안채봉은 풍류객인 부친에게 국악의 기초를 익히고 조몽실·박동실·안기선·김
종기 등에게 소리를 다졌다. 또 호남의 내노라하는 춤의 명인들을 사사했는데, 박

구에게 승무·검무·살풀이춤을 익히고 한진옥에게 살풀이춤을 배웠다. 수건춤과 
소고놀음으로 구성된 안채봉의 소고춤은 교방계열의 춤이면서도 흥과 신명이 짙게 
배어있는 있어 민속춤적 정취를 더하고 있다.
  진도 출신 박병천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의 예능보유자이지만 진
도북춤으로 널리 알려진 춤꾼이라 할 수 있다. 세습무계의 혈통을 타고난 박병천은 
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진도들노래, 강강술래, 만가 등 민속예능 전반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예인으로 명성이 높다. 그는 진도의 향토성 짙은 민속예능뿐만 아니라 
판소리 명창 박동준에게 가야금을 배웠고 또 호남춤의 명인 이매방에게 살풀이춤
을 체득하는 등 폭넓은 배움의 내력을 지닌 예인으로 알려진다.  
  일명 병신춤으로 유명한 공옥진은 1인 창무극의 창시자로서 알려져 있다. 전남 
순천 출신 공옥진은 부친 공 일을 비롯 김연수, 임방울에게 판소리를 전수받았다. 
또 10세 무렵 일본에 있던 신무용가 최승희에게 입문하여 몸종으로 허드렛일을 하
는 등 고난의 삶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적 무용가로 한 시 를 풍미한 최승
희의 춤을 짧게라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더없는 행운이었다. 공옥진은 일본에서 
귀국한  후 조선창극단과 임방울창극단 등에서 활동하 다. 1970년  초반 무용학
자 정병호가 전남 광의 5일장을 무 로 활동하던 공옥진을 발굴하여 중앙무 에 
진출시켰다. 공옥진은 지난 2010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6호 판소리 1인 창
무극 심청가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판소리와 연기, 그리고 병신춤, 동물춤 등을 곁
들여 해학적이고 익살스런 모습으로 연행되는 그의 1인 창무극은 전통의 변용과 
창조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와는 거리가 멀지만 전북지역의 조갑녀, 장금도 또한 특별히 눈여겨볼 인
물로 손꼽힌다. 조갑녀는 권번에서 기악을 가르친 부친의 향으로 어릴 적 남원권
번에 입적하여 이장선에게 본격적으로 춤을 사사했으며 후일 민살풀이춤의 명인이 
되었다. 군산 소화권번에서 도금선에게 춤을 배운 장금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목
된다. 조갑녀와 마찬가지로 장금도 역시 민살풀이춤의 가로 알려져 있다. 장금도
의 민살풀이춤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예술적 감성에 따라 즉
흥성의 발현이 자유로운 편이다. 
  민살풀이춤은 수건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추는 춤이며, 입춤으로 불리기도 한다. 
입춤은 한자로 ‘立舞’로 표기되며, ‘서서 추는 춤’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 입으
로 구음(口吟)을 하면서 추는 춤이라하여 입춤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춤입문과정에
서 반드시 터득해야하는 기본춤으로 통용된다.88) 민살풀이춤이 권번의 입문과정에

88) 성기숙, “입춤의 생성배경과 유파에 따른 전승맥락 연구”, 『한국무용연구』, 제14집(서울: 한국무용연구
회, 1996), 4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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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받드시 익혀야하는 기본춤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춤의  명인인 조갑녀, 
장금도의 존재론적 의의는 한층 배가된다고 하겠다.  
  호남지역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밖’ 예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는
데, 바로 한진옥이다. 전북 순창 출신 한진옥은 무계의 혈통을 물려받은 예인으로 
호남 일 에서 이름난 전통예인을 두루 섭렵했다. 그는 명창 장판개 문하에서 판소
리를 배웠고 이장선에게 입문하여 그의 춤 전반을 물려받았다. 또 이창조에게 승무
와 줄승무, 노승무, 줄승무 등 승무 시리즈를 사사했고 팔도검무로 유명한 신갑도
에게 호남검무를 배웠다. 국악인들이 조직한 협률사를 따라 전국은 물론 만주공연
까지 다녀온 그는 화랑창극단 활동을 끝으로 고향으로 하향하여 말년까지 ‘호남춤 
지킴이’를 자처했다. 
  

5. ·호남춤 전승의 예술사적 의의

1) 유가의 학풍과 ·호남의 춤 전승
 
  한국 전통춤의 전승내력에서 볼 때 남지역은 유난히 교방정재가 번성했던 고
장이다. 조선시  지방 관아 및 감 이 설치된 곳에는 부분 교방이 존재하 다. 
조선시  지방관아의 교방 소속 관기들은 선상기로 선발되어 궁중연향에 참여하고 
하향하여 궁중정재를 전파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남지역에서 한층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음은 흥미롭다. 진주검무를 비롯 진주포구락무, 동래고무 등은 선상기들
에 의해 지방교방에 전해지면서 속화(俗化) 내지 약식화(略式化)를 통한 변용과 재
창조과정을 거쳐 남춤 고유의 미적 정체성으로 구축되었다.
  ·호남 춤의 전승내력에서 포착되는 뚜렷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호남에 비해 
남지역이 지방 교방정재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시  남지역은 이른바 ‘ 남학파’라는 학풍이 형성될 정도로 유학이 발달한 
고장이다. 경기·충청지역의 기호학파(畿湖學派)와 쌍벽을 이룬 남학파(嶺南學派)
는 학파, 퇴계학파, 남명학파, 여헌학파의 총칭으로 조선시  정주학의 학풍과 
그 학맥을 형성했다. 진주목사 정현석이 『교방가요』 집필을 통해 진주교방의 악가
무를 기록한 것, 그리고 조선후기 표적 실학자인 박제가가 밀양교방의 운심이 춘 
검무를 보고 주옥같은 시를 남긴 것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 로 호남지역은 조선시  관료이자 유학자들의 표적인 유배지로 알
려져 있다. 조선창건의 주역으로 민본사상을 주창한 정도전은 나주에서 귀향살이를 
했다. 그는 조선전기 당악정재 형식의 몽금척과 수보록의 악장가사를 지어 태조 이
성계의 조선창건을 정당화하고 유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데 일조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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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조선중기 조광조는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었으나 기묘사화로 좌절됨과 동시
에 전라도 화순으로 유배되었다. 조선후기 의학서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해남
으로, 정조의 총애로 조선후기 개혁을 주도한 실학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은 강진
과 흑산도 등지에서 귀향살이를 하는 고난을 겪었다.
  유가의 예악사상이 투 된 교방정재가 남의 독서인층의 관심과 지원으로 꽃을 
피웠다면 호남은 개혁적 성향의 유학자 및 현실인식과 주체의식을 소유한 실학자
들의 표적 유배지 다. 또 호남은 조선후기 실학과 매개된 새로운 예술장르가 싹
터 나온 땅이기도 했다. 속악의 표적 장르로 즉흥과 개성을 중시한 시나위, 산
조89)를 비롯 판소리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 다.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
화 중 김홍도의 「무동」, 신윤복의 「쌍검 무」 등의 그림에서 삼현육각을 배경으로 
춤추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춤에 구현된 근 화의 맹아적 징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판소리 제(制)의 형성에서 짐작하듯 국악의 새로운 장르탄생의 진원지 
혹은 주요 인물들의 출신지가 부분 호남지역이라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향으로 출연한 표적인 민중예술 장
르인 탈춤의 경우, 남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전승되지 않고 있
다. 남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표적인 탈춤으로는 하회별신탈놀이를 비롯 수
야류, 동래야류, 고성오광 , 가산오광 , 통 오광  등이 있다. 신 호남지역에
는 탈춤이 전승되지 않고 있지만 원초적이면서 지역토착적 성격의 무굿을 비롯 농
악, 소리춤 등 민속예능계열의 춤전통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호남지역 춤의 교섭양상 

  ·호남지역의 춤 교섭양상은 근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호남지역의 예인들
이 남으로 이주하여 이른바 호남제 전통가무악을 전습한 사례가 적지 않다. 표
적인 인물로 박지홍, 강태홍, 장월중선, 강순  등이 있다. 우선 전남 나주 출신 박
지홍은 명창 김창환, 박기홍 문하를 거쳐 구로 이주하여 달성권번, 동권번 등
지에서 춤사범으로 활동하면서 권명화, 최희선 등을 가르쳤다. 
  20세기 초반 판소리가 하나의 공연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른바 전국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구 달성권번에
서 판소리 동편제를 전수받아 박기홍, 박지홍과 사승관계를 맺은 제자 부분은 후
일 여류명창으로 일가를 이룬다.90) 박기홍, 박지홍은 전라도에서 발원된 판소리를 

남지역으로 이식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기홍, 박지홍의 활동은 전라도 출

89)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서울: 효형출판, 2000), 108쪽.
90) 당시 호남 출신 국악인 박기홍·박지홍에게 사사받은 남지역의 표적 여류명으로는 배설향, 김추월, 

김록주, 이화중선, 김초향, 권금주, 박록주, 이소향, 신금홍, 신숙, 오비취, 임소향, 박귀희, 박초향 등이 
있었다. 이들은 단지 구라는 지역성을 넘어 우리니라 판소리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 손태
룡, “ 구지역 전통음악의 역사적 활동”, 『지역 공연예술학의 현황과 과제2』 제21회 전통예술원 학술심
포지엄자료집(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9),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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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예인에 의해 호남의 가무악이 남지역으로 이식되어 뿌리 내린 표적 사례로
서 주목된다.   
  가야금산조의 명인 강태홍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가야금산조의 창시자 김창조를 
사사했으며 서울에서 조선성악연구회 활동을 하다가 구, 경주, 부산 등지로 옮겨 
가야금, 피리, 양금을 비롯 승무, 입춤, 수건춤 등을 지도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김
온경의 부친 김동민이 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하여 강태홍을 초빙, 활동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경주의 장월중선은 원래 전남 곡성 태생으로 서편제 판소리 명창 장판개가 숙부
이고 여류명창 장수향이 고모가 된다. 정읍권번에서 가무악을 학습하고 목포국악원
을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경주로 이주하여 남을 표하는 예인으로 이름을 남겼
다. 경주국악원을 설립하여 호남제 가무악을 가르쳤으나 춤의 경우 후 로의 계승
은 두텁지 못한 편이다. 신 국악분야에서는 다수의 실력파 명인들을 배출했다. 
그의 딸 정순임이 최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호남 출신 예인이 남지역으로 이주한 예는 진주의 강순 의 사례에서도 포착
된다. 전북 남원 출신 강순 은 세습내림으로 전통무악을 익혔다. 동편제 판소리 
명창 강도근이 그의 숙부이며 판소리 여류명창 안숙선은 그의 조카가 된다. 강순
은 결혼과 함께 진주로 이사했으며 이곳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제1

 예능보유자로 인정됐으나 타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지되는 불운을 겪는다. 
신 호남에 뿌리를 둔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예능보
유자가 되었다. 그가 전승하고 있는 신관용류 가야금산조의 원 발상지가 전북지역
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에 연고를 둔 많은 예인들이 

남지역으로 이주하여 호남제 전통무악을 전습시켰다.
  거꾸로 남지역에서 호남으로 이주하여 활동한 예인은 많지 않다. 그나마 군산 
소화권번에서 춤을 가르친 도금선이 표적이다. 군산의 장금도가 소화권번에 입문
하여 도금선에게 춤을 배워 민살풀이춤의 명인이 되었다. 그밖에 박금슬은 6·25 전
쟁 때 구로 피신하여 박지홍에게 춤을 익히고 전북 전주로 옮겨와 김광숙, 문정
근에게 향을 미쳤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광숙의 예기무(제48호)와 
문정근의 전라삼현승무(제52호)의 저변에는 박금슬의 예술세계가 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박금슬의 제자이자 김광숙을 사사한 전주 출신 허순선은 박금
슬 동작체계를 이론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다.91)     
  호남과 남지역의 간접적인 교섭의 흔적도 엿보인다. 예컨  정현석이 쓴 『교방
가요』에 수록된 의암별제는 의기 논개의 충절을 기린 유교식 제의인데, 그에 앞서 
정현석은 진주목사가 된 직후 논개를 기리기 위한 의기사(義妓祠)를 중수한다. 논
개는 전라북도 장수 출신 기생으로 알려지는데 그녀가 전라도에서 경상남도 진주
로 옮겨간 경위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 정현석은 전라도 고창 출신으

91) 허순선, 『한국 전통춤사위-이론과 용어해설 및 도해』(형설출판사, 1991) 참조.



2020년 전라북도립국악원 학술세미나 

112 ▪ 발제3

로 판소리 창시자인 신재효와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 던 것으로 전
해진다. 정현석과 신재효 사이에 『교방가요』 집필을 위한 음악 관련 전문지식에 
한 문답이 오고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선시  표적인 독서인층이자 문사철
(文史哲)을 겸비한 정현석의 지성적 면모를 통해 ·호남의 상호 문화적 교섭양상
의 징후를 엿볼 수 있다.
 
3) ·호남춤의 지역적 함의

  ·호남춤에 내포된 지역적 특성은 춤사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남의 
전통춤에는 덧배기라는 독특한 춤사위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호남지역은 삼소
삼(大衫小衫), 비정비팔(比丁比八), 양우선(兩雨線), 우마발사위 등이 있다. 춤사위
에 서려있는 지역성을 놓고 볼 때 남의 경우 향토춤에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 호
남의 경우는 권번을 매개로 한 기방예술에서 더욱 짙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향토춤은 농경사회의 각 마을단위에서 생성 전승된 춤으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성은 향토성과도 상통하는데, 마을의 지리, 자연, 역사, 풍속,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남춤에 내재된 향토성
과 호남춤에 나타난 향토성은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다. 남춤의 향토성을 나타내
는 표적인 춤사위로 ‘덧배기사위’가 있다. 흔히 굿거리 장단에 따라 추는 보편적
인 허튼춤을 덧배기춤이라고 하는데, 이 덧배기는 향토춤의 범칭으로 쓰이기도 한
다.92) 
  김온경에 의하면, 덧배기춤은 일반적인 춤의 총칭이자93) 부산 및 경남지역을 
표하는 춤의 유형으로 전문예인의 춤이라기보다는 남지역 남성들의 춤의 특성과 
성격을 나타내는 이른바 토속춤의 일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덧배기춤은 단순히 
관조자를 위한 춤이라기보다는 연행자 스스로 느끼고 즐기는 춤으로서 정해진 법
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추는 즉흥성이 강조된 인간적인 멋의 춤94)이라
고 개념화할 수 있다. 
  덧배기라는 독특한 춤사위는 남지역이 이른바 춤의 고장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남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향토적 색체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렇듯 
보편화된 덧배기춤의 존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덧배기춤이 기방춤의 향을 
받으면 한량춤이 되고 탈판에 가면 탈춤이 되고, 매구판에 가면 농악춤이 된다. 덧
배기춤은 민속예능의 일부로 독자적으로 연행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식적 정
형화를 이루기도 하 다.95) 남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춤 부분은 

92) 정상박, “전통춤의 갈래 설정과 향토춤의 위상”, 『 남춤학회지』 제1권 제1호( 남춤학회, 2013.11), 14
쪽.

93) 김온경, “경남 덧배기춤 考”, 『한국무용연구』 제2권, 한국무용연구회, 1983), 95쪽.
94) 김온경, “부산·경남 춤 원류 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제4집(우리춤연구소, 2007), 65쪽,
95) 정상박, 앞의 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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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배기춤에 내포된 향토성 짙은 움직임이 속 깊은 멋으로 특화되어 있다. 
  그밖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춤에는 지역 고유의 춤사위들이 즐비하다. 표
적인 춤사위를 열거하면, 진주검무의 쌍어리·방석돌이, 승전무의 진격태·삼진삼태, 
동래고무의 인사태·상배무·회선무, 진주포구락의 염수족도무·이수고저무·내향무·외향
무, 진주교방굿거리춤의 잉어걸음·완자걸음·제비채·학채, 날뫼북춤의 앉을상·엎어빼
기·짚고뛰기 등이 있다.96)  
  다음으로 호남춤의 지역성을 내포한 춤사위는 이매방과 한진옥의 춤에서 찾을 
수 있는데, 모두 구전되는 용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선 이매
방의 춤에는 구전으로 전하는 삼소삼(大衫小衫), 비정비팔(比丁比八), 양우선(兩
雨線) 등의 춤사위를 비롯 비디듬, 좌우걸이, 완자걸이, 잉어걸이, 지숫기 등이 있
다. 삼소삼은 박자개념이 가미된 원리로 춤사위의 강약을 조율하는 기법을 의미
한다. 보법의 원리가 깃들어 있는 비정비팔은 한자표기와 같이 丁자 혹은 八자 모
양으로 발 딛는 동작을 행한다는 것이다. 양우선은 손짓, 발짓, 어깨짓 등을 교차
적으로 움직이는 기법으로 음양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97) 이와 같이 이매방의 
춤에 서려있는 독특한 춤사위는 호남 기방예술의 전형적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
는 원천이 된다.
  한편 호남춤의 명인 한진옥 춤에 내재된 춤사위도 주목된다. 한진옥의 춤사위 역
시 구전에서 비롯되는데, 면사위·셋쪽걸음·중틀음·단박·방석돌이 등이 있다. 특히 
소와 말이 엇박으로 뛰는 모습을 표현한 ‘우마발사위’가 애채롭다. 우마발사위는 
한진옥의 호남검무에 들어 있는 표적 춤사위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의 동작이다.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한 호남 특유의 농경문화의 정서
가 투 된 향토색 짙은 춤사위라 할 수 있다.98) 이매방의 춤사위에 여성성이 강조
된 기방예술적 교태미가 돋보인다면, 한진옥의 춤사위에는 호남의 향토성에 기반한 
남성다운 활력과 역동성이 강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밖에 ·호남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이나 탈춤, 소리춤, 허튼춤 등 지역에 토
한 민속예능 계열의 춤에는 보다 다양한 춤사위가 존재한다. 우선 남농악에는 원
박적인 리듬과 북춤, 고깔소고춤, 덧배기 등이 있다. 호남농악은 크게 익산에서 목
포로 이어지는 평야지 에서 전승된 우도농악과 전주·남원·여수로 이어지는 산악지

에서 전승된 좌도농악으로 별된다. 우도농악은 쇠와 장구가 중시되며 가면잡색
놀이, 부포상모춤, 고깔소고춤 등이 표적이다. 이에 반해 좌도농악은 잡색탈춤과 
동물춤, 채상소고춤 등이 두드러진다. 남의 탈춤은 야류와 오광 로 나뉘어 전승
된다. 수평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춤사위는 흥겹고 여흥적인 특색을 지녔으며 어름
새, 이음새, 매듭춤, 어르는 춤사위 등이 있다.99)  

96) 『 남춤사위 용어편람』(국립부산국악원, 2013) 참조.
97) 성기숙, “호남춤의 명인 이매방 연구”, 『한국무용연구』 제27권 제2호(한국무용연구회, 2009), 8~9쪽.
98) 성기숙, “호남의 명무 한진옥 연구”, 『한국민속학』 제33집 (한국민속학회, 2001). 169쪽.
99) 이병옥, “ 남춤의 생태민속학적 고찰”, 9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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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원무형식의 노래춤(소리춤)은 ·호남지역 모두 고르게 퍼져 있다. ·호
남의 남부 해안지역에는 여성들이 노래하며 춤추는 강강술래가 있다. 경북 덕의 
월월이청청도 여성들이 연행하는 소리춤에 속한다. 남성들의 추는 노래춤으로는 
남지역에는 경북 안동의 논둑밟기가 있고, 호남에는 익산의 지게목발춤이 있다. 이
병옥은 노래춤의 지역적 특성에 해, 남은 소리보다 춤과 놀이성이 강하고 호남
은 소리성이 강하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소리춤이 발달해 있음을 주목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 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는 명제가 증명된다100)고 역설했다.  
  그런데 농촌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전통시 를 넘어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지나
온 현 에도 ·호남춤에 한 이와 같은 해석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호
남 춤을 ‘과거형’으로 귀속할 경우엔 더없이 명징한 해석이라 사료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춤사위를 통한 ·호남의 특성을 논구하고자 할 때 일부 단편적인 춤사
위에 한정짓기보다는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컨  남춤에 보편
화되어 있는 덧배기춤에 내재된 남성성, 그리고 명무 이매방으로 표상되는 호남의 
기방예술적 교태미에서 발현되는 여성성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 ·호남춤의 전승과 공적 제도화

  해방이후 무용의 공적(公的) 제도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1960년  초반 무렵이다. 
이 시기 무용계에는 세 가지 새로운 제도가 창출되는데, 무형문화재 제도, 학무
용과 개설, 국립무용단 창단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공적 제도하에 힘입어 한국
의 무용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놓여지게 되었다. ·호남의 춤 역시 
이와같은 공적 제도화의 수혜를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었다.  
  우선 ·호남 춤의 보존과 전승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은 실로 긴요한 제도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무용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중 남지역에 연고한 춤은 
처용무, 승전무, 진주검무 등 3종목인데 반하여, 호남지역은 승무와 살풀이춤 두 
종목의 예능보유자인 이매방이라는 독보적인 명무로 국한되어 있다. 1990년  초
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사례가 증가했는데, 현재까지 무용
분야의 지정 통계를 보면 남은 9종목, 호남은 7종목에 이른다.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지방무형문화재 모두 통계적으로는 남지역이 우세한 편이다. 그렇다고 호남
춤이 남춤에 비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형문화재 밖’ 전통예인들의 활동이나 ·호남춤의 교섭양상에서 보듯 호남의 많
은 전통예인들이 남지역으로 이주하여 권번을 매개로 후진을 양성했으며 그들을 
통해 남춤이 문화적으로 보다 풍성해질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무형문화재라는 공적 제도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춤은 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전승되는 길이 열렸다. ·호남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100) 이병옥, 위의 논문,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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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일평생 연마해온 기예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기관으로
부터 공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능보유자에게는 전승지원비 지급 외에도 전수조
교-이수자-전수자를 배출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무형
문화재 지정종목의 학무용과 커리큘럼 채택, 국공립무용단 전수프로그램, 각종 
무용콩쿠르의 지정종목 등 무형의 가치 창출의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적 
제도화에 따른 혜택은 현실적 이익보다 어쩌면 예술가로서 역사적 위상이 달라진
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호남춤을 표하는 명인으로 이매방과 한진옥을 꼽
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매방·한진옥의 춤 전승계보는 호남춤의 전승맥락과 같은 
선상에 있다. 호남 전통춤의 시조는 옥과 태생의 신방초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기예는 신 수에게 전수되었고 다시 안두은으로 승계되었다. 호남춤의 가 이장선
의 스승이 바로 안두은이다. 안두은 이후 호남춤의 전승계보는 양분된다. 이창조·
박 구·이 조에서 이매방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이창조·신갑도·이장선에서 한진옥
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바로 그것이다.101) 이 두 개의 계보는 이른바 이매방류, 한
진옥류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호남춤의 전승계보에서 한진옥류는 위축된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반해 이매방류는 승무와 살풀이춤 등 두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어 왕성한 산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매방이 일찍이 중앙무 로 진출하여 전국
적으로 명성을 얻은데 반해, 한진옥은 고향에 터 잡고 주로 지역활동에 주력했기에 
춤의 확장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한진옥은 비록 무형문화재와는 인연이 닿지 않
았고 그로인해 중앙무 에는 덜 알려져 있지만 이매방과 더불어 호남춤을 표하
는 상징적 인물로 손색이 없다.
  ·호남춤의 발전에 있어 학무용과의 설립과 공공무용단체의 창단은 특별한 의
미를 지닌다. 1963년 이화여  무용과 개설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학 무용과
는 2000년  이후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꾸준히 폐과되어 현재 지방의 경우는 
국립  위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지역은 국립부산 , 국립경상 를 비
롯 구의 남 , 계명 , 효성카톨릭  등에 무용과가 있다. 학무용과의 개설
과 위축 현상은 호남지역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국립전북 를 비롯 원광 , 조선

 등에서 무용과가 유지되고 있다.   
  알다시피 전통시  춤의 교육은 장악원, 재인청, 신청, 교방, 권번 등에서 이루어
졌다. 무형문화재 제1세  예능보유자 부분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기예를 익혔으
며 가계전승 혹은 도제식 교육방식을 거쳐 예인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
다. 1960년  초 학에 무용과가 개설되면서 전통춤 교육방식 및 연행환경도 달
라졌다. 전통춤 교육의 아카데미즘화는 엘리트주 혹은 고급화 현상을 낳았다. 이기
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해 있다. 전통춤의 체계적, 과학적 교육방식

101) 성기숙, “호남의 명무 한진옥 연구”,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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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현은 긍정적인 반면, 악가무의 통섭적 교육방식의 와해는 퇴행적이라는 해석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무용과의 개설은 한국 전통춤 발전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해왔다. ·호남 지역에 소재한 학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전승되는 춤에 
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무용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고
무적이다. 따라서 ·호남춤 전승에 있어 학무용과와 연동된 공적 제도화는 지역
의 춤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무용생태계를 튼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호남 지역의 공공무용단체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남지역에는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을 비롯 부산시립무용단, 창원시립무용단 그리고 
경북도립국악원 내 무용단 등이 있다. 호남의 경우 국립남원국악원무용단, 국립진
도국악원무용단, 전북도립무용단, 목포시립무용단 등이 존재한다. 남의 부산, 호
남의 남원·진도에 있는 국립국악원 분원은 지방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전통가무악
의 보존 전승에 중점을 두고 개원되었기에 무용단 역시 그와 같은 범주에서 활동
하는 편이다. 각 단체마다 표방하는 이념과 지향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민
족문화의 정체성 구현 및 지역의 향토적 소재의 전통예술의 발굴과 전승 그리고 
창작화 작업은 ·호남지역 공공무용단체의 공통된 좌표일 것이다. 나아가 지역민
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의 향수기회 제공, 지역의 무용인재 등용은 지방 공공무용
단체의 공적 제도화로 인해 주어지는 실제적인 혜택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제
도화를 통한 긍정적 요인은 ·호남춤 전승의 예술사적 의의를 한층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6. 맺음말

  이 글의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으로 회귀하여 ·호남지역의 춤문화권의 문
제, 그리고 전통춤 유파의 문제에 해 재론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무용학의 개척
자 정병호과 그의 학풍을 이어받은 이병옥이 재단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 전통춤의 
문화권역은 명료한 편이다. 한반도의 춤문화권을 민족고유의 세시풍속과 연계하여 
“한강이북=단오문화권=고구려, 남-단오와추석문화권=신라, 호남=추석문화권=백
제” 등으로 구분했는데, 지리적 개념과 풍습 그리고 시 (고 삼국)를 관통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무용이라는 장르적 개념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 그리고 오늘의 
관점에서 춤현장의 전승력을 감안할때 보다 세분화된 문화권역의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춤문화권을 바탕으로 오늘날 전승현장의 특성을 감한하여 ·호남
지역의 춤문화권을 세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크게 
개인전승과 집단전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전승에는 교방문화권, 재인문화권
이 그리고 집단전승에는 무속문화권, 농악문화권, 탈춤문화권, 소리춤문화권, 허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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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문화권 등이 해당된다.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개인전승 춤문화권의 경우, 무용가 개인의 독보적 기량
에 의거하므로 춤사위의 숙련도와 예술성이 중시되며, 집단전승 문화권의 경우, 지
역의 토착적 전승력에 기반하므로 공동체적 연  혹은 결속의 동성이 강조될 것
이다. 개인전승은 독무 위주로 전승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전수활동이 가능할 
것이고, 집단전승은 향토색 짙은 집단 군무로서 지역토착적 전수활동에 주력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전승의 경우,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국화’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두 번째, 전통춤 유파 구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요청된다. 기존의 경
기류, 호남류 식의 구분은 무형문화재제도 성립 초기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를 지정하면서 한성준에서 한 숙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호남의 이 조에서 이매방
으로 전승된 계보를 구분하기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도식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남춤이 배제된 채 경기류, 호남류로 단순 도식화한 것은 우리 춤의 다양성과 풍부
한 전승양상을 수용하지 않은 편의적 발상의 분류로서 문제가 있다.    
  아울러 최근 전통춤 공연에서 흔히 “〇〇류”라는 타이틀을 접하게 된다. 전통춤
에 있어 특정 유(流), 파(派)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춤의 기원과 전승계보상의 정통
성은 물론 개인의 예술적 기량과 숙련도 등이 완숙된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유 혹은 파의 개념에는 기원과 완성의 의미가 병존한다. 따라서 춤의 완성(완숙)이 
아닌 현재진행형(ing)의 상황에서 유, 파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에 유 혹은 파를 붙이는 것은 스스로 역사성의 미천함을 웅
변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파에 한 이른바 무분별한 ‘셀프칭호’로 인해 자칫 춤의 
권위와 정통성, 나아가 춤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통춤 유파에 
한 셀프명칭 부여는 스스로의 권위와 정통성에 균열을 가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
다. 명무로서의 권위는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 타자에 의해 명명되었을 때 더
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호남춤은 어떤 정의가 가능할까? 여전히 “소리는 전라도, 춤
은 경상도”로 이해될까? 남을 제외한 채 기존의 전통춤 유파 구분 로 경기류, 
호남류로 구분되어야 하는가? 기존에 통용돼온 전통춤 유파에 한 인식과 통념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설정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졌다. 또 앞에서 다루었듯이 
‘소리는 전라도, 춤은 경상도’라는 얘기도 적절치 않다. ·호남춤에 한 기존의 
인식 및 통념에 한 파기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는 그 의미
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호남춤이 ‘미래의 고전’으로 한국을 표하는 춤문화유산으로 남
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첫째, ·호남 춤의 원형과 정통성의 실
체를 내면화하고 지역에 토 한 향토성 및 민족고유의 춤미학을 올곧게 지켜간다
는 예술정신이 필요하다. 둘째, ·호남지역의 소멸된 전통춤에 한 발굴, 복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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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호남춤에 한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화 등 학술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民)·관(官) 그리고 춤전승자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와 같
은 과제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 ·호남춤은 ‘미래의 고전’으로 거
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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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호남춤 전승의 역사와 예술사적 의의

송미숙(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영호남춤 전승의 역사와 함께 예술사적 의의를 연구한 연구자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연

구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 전통춤의 문화권역에 관한 논제로서 무용학자 정병호의 지역에 따른  춤의 

분포(단오문화권, 단오와 추석문화권, 추석문화권)와 이병옥의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세시

풍속에 의거한 문화권역을 구분한 것에 일부의 공감과 함께 오늘날의 영남과 호남지역 

춤의 전승양상을 고려할 때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통춤의 문화권역 구

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 전통춤 유파(流波)와 관련 기존에 통용돼 온 경기류, 호남류라는 이분법적 도

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춤의 유파 개념과 구분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고대 영호남의 교방과 권번의 전통 내용 중에서 교방에 대한 역사적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방에 대한 내용 중에서 “원래 교방(敎坊)은 중국 당(唐) 나라 때 설치된 궁정무용 교습

소로서 궁(宮) 내에 두었고 여기서 기녀와 악공을 전습하여 궁정의 연향에 나아가 무악

을 상연케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교방 전통이 발해로 전해져 발해교방이 설치되었다”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교방이라는 명칭이 문헌기록에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는 발해시대로서 금

(金)나라 명창 연간(明昌年間, 1190∼1195)에 발해 교방(敎坊)으로 하여금 악과 무를 겸해

서 익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나, 발해 교방 30명이 금의 교방 50명, 문수서(文繡署) 여공

(女工) 50명 등과 함께 활약한 기록102) 등을 통해 고구려의 문화예술을 계승한 발해 교

방이 송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방 전통이 발해로 

전해졌다고 하여 이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02)  『금사 金史』 권39 ; 송방송(1984), 「발해악 소고」, 『동양학』 14, 단국 학교 동양학 연구소; 한국민
족문화 백과사전, 발해악,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