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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한국 통춤 춤사 용어의 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데에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춤사 용어 자료들을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분석 정리

하여 표 화 방안을 탐색하 다.

먼 용어 표 화 연구의 동향을 악하기 해 용어학과 음악학,체육학 분야

의 용어 연구 방법과 내용 특성 등을 살펴보았으며,춤사 용어 연구의 역사

를 춤사 해설 연구와 분석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더불어 춤사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하여 그 분석틀을 춤사 표기법과 춤사 분석법의 형태로

나 어 보았으며,계통 분석과 조어론 분석을 통해 춤사 의 형태를 정리하고 이

들을 바탕으로 춤사 의 의미를 고찰하 다.

춤사 용어의 특성은 연구자별 특성과 춤사 계열을 기 으로 자료별 특성,

해석 기 ,범주화 특성,서술상의 특성으로 분석해보았다.그 결과 춤사 용어

자료가 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발 의 사료가 되고 해석의 기 을 근거로 무용

계의 연구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춤사 용어의 범주화 분석을 통해 계열별

춤사 의 특성과 표기 형태를 정리하 다.그리고 춤사 서술상의 특성을 고찰

하여 춤사 용어의 해설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춤사 용어의 표 화는 앞서 춤사 의 특성에서 제시되었던 범 ,표기,해설



의 문제 을 밝히고 그 기 을 정하여 표 화 방안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

다.춤사 용어의 범 분류 방안에서는 기존의 춤사 용어 체계를 구 된

춤사 용어와 임의상 춤사 용어,춤의 구성용어와 춤사 용어로 분류하 으

며,표기 체계 방안에서는 춤사 표기 형태를 바탕으로 ‘춤사 용어 +사 (술

어)’방안을 제안하 다.해설 체계 방안에서는 춤사 해설 형태를 바탕으로 춤

사 용어의 의미 설명,형태 설명,과정 설명,부연 설명 등의 체계로 그 표 화

방안을 고안하 다.

따라서 표 화된 춤사 용어를 해서는 춤사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한 해

석의 기 을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그 범 를 구 된 춤사

용어와 임의상 춤사 용어,춤의 구성용어와 춤사 용어로 구분하여야 한

다. 한,표기에서는 ‘춤사 용어 +사 (술어)’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해설은

춤사 의 의미,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의 체계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발견된 같은 계열 혹은 다른 계열의 반복된 춤사 용

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각 춤 종목마다 구체 으로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장 연구로 그 범 를 확 해야 한다.그리고 표 화된 ‘춤사

용어사 ’을 만들어야 하며,나아가 남북한의 교류활동 작업으로써 ‘춤사

용어 통일안’을 만들어 국가 인 차원의 연구 형태로 발 시켜야 할 것이다.1)

주요어 :한국 통춤 춤사 용어,춤사 용어의 특성,용어 표 화, 요무형문화재

학 번 :2010-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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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언어에는 인간 삶의 역사가 묻어 있다.즉 언어는 국가의 문화와 민족성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으며,그 안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신이 담

겨 있는 것이다.

학문이란 발 과 동시에 체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이러한 과정에 언어는

학문 자체를 표상하고 지식을 달하는 등 그 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한다(백

아리,1986).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 지식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원

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해서는 문화된 내용과 개념을 담고 있는 언어의 특

성과 표 을 정리하여(황지 외,2010),그 기 을 제시하고 표 화된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조남호,2005).

춤은 비언어 몸짓들 즉 춤사 의 결합이고 이 동작들이 바로 춤에서 기호

이자 언어라고 할 수 있다(이은주,1996).춤에 있어서 용어란 춤사 의 명칭이

라고 할 수 있으며,춤의 역사와 분포,유형,기능과 특징 등을 담고 있는 훌륭

한 교과서이다(배정혜,2004).특히 한국 통춤은 구 으로 승되는 특성상 유

형별로 춤사 의 명칭이 있으며 그 춤사 는 문화유산으로써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철학이 반 된 고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유진,2009).다시 말하자면 춤

사 는 그 자체로서 문화 의미와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한,춤사 용어는 춤의 움직이는 기술과 방법,동작의 원리를 달하는

매개체로(이은주,1997),한국 통춤 구조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김경

숙,2006).즉 춤사 용어의 내용만 잘 달된다면 그 동작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춤사 로 표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배정혜,2004).

따라서 한국 통춤을 춤사 용어로 익힌다면 통의 해석을 왜곡하는 일이

어들 것이며 춤의 수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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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춤사 용어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재 춤사 용어는 표 화되어

있지 않으며,이에 한 연구가 극히 미진함을 자료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

다. 한,춤의 달 수단으로써의 춤사 용어 사용이 지도자의 개인 인 경향

에 따라 새롭게 명명되기도 하고 학맥과 유 에 의해 크게 의존되어 있으며(허

순선,2004),외래어 의성어나 의태어에 가까운 용어가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다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이은주,1997).

그리고 교육내용에서도 무용은 지극히 제한 인 민속무용의 춤사 만을 다

루고 있어 다양한 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유진,

2009).더불어 ·고등학교와 학에서의 무용 교육 역시 부분의 춤이 춤사

용어의 사용 없이 교수 학습되고 있으며,같은 춤사 를 여러 다양한 용어

로 명명하여 그 난해함이 가 되고 있다(이은주,1997).

춤사 용어에 한 기 심은 1974년 문 흥 5개년 계획에 의해 발

족된 무용개발 원회 산하 무용용어 심의 원회 으며1),이애주(1976)의 「춤

사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박 슬(1982)의

『춤동작』,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정병호(1984)의「춤사 고」,허

연회(1986)의「궁 무용의 춤사 연구 승 문제」,유경희(1992)의「한국

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이은주(1996)의「한국무용 용어에 한 연

구」와 (1997)「한국무용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에 한 연구」,정병호

(2002)의『한국의 통춤』,서희주(2003)의『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

허순선(2005)의『한국의 춤사 와 무보틀』 등이 있다.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

단(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한무용학

회의 무용학 분야 용어 정리 사업이 있고 손선숙(2008)의「궁 정재 용어연

구」,이유진(2009)의「한국무용교육을 한 디딤 용어에 한 연구」등이 있

다.그리고 문화 부의 지원으로 아시아춤연구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1) 경향신 (1974  4월 4  5 ) 개 원  등   술 진흥 계 . 개 원 ( 택

원, 동 , 안 승, 남, 천흥, , )는  과    어 들  통

하여 연  하고 여 에  개  것   강습과  지 등  통해 보 한다는 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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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사 용어 총람을 제작하기 해 이루어진 연구 용역이 있으며,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출 한『 남 춤사 용어 편람』이 있고,최근

에는 이순지(2014)의「한국무용 춤사 용어 체계화 방안」의 연구 등이 있다.

춤사 에 한 연구들의 경우 연구자의 개인 인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 되게 표 인 춤사 와 해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춤사 를 정리

하 으며(손선숙,2003),일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춤사 용어 자료를 활용하

여 자신의 을 피력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춤사 를 단순하게 궁 춤과 민속춤으로 나 다면 궁 춤의 경우 체로 통

일된 용어를 사용하 지만,몇 개의 용어에서 표기와 해설이 달라 혼란을 야기

하고 있으며,민속춤의 경우 춤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용어와 해설을 사용하

여 춤사 의 범 문제와 표기의 문제,해설의 문제를 야기하고 일부의 연구에

서는 춤사 를 보존하기 해 임의상 명명한 용어가 존재하여 춤사 의 가치

문제를 드러내는 등 그 표 화가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춤사 용어의 표 화는 춤사 에 한 반 이고도 통합 인 이해,즉 춤

사 의 종합 체계를 바탕으로 한 근이 필요하며(허순선,1997),지식의

달과 교육,국내·외 인 교류의 매개체로서 용어의 소통성과 경제성,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한샘,2008).

이러한 표 화된 춤사 용어의 활용은 그동안 학맥과 유 에 의해 단 되

어 온 무용가들 사이의 소통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술,나

아가 학제간의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무용학의 발 과 남북한의 교류 활

성화에 기여하여 남북의 춤사 용어 통일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 되는 바이

다(조남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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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재까지 발표되었던 춤사 용어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황을 악함과 동시에 문제 을 살펴보고 한국 통춤의 춤사 용어 표 화

방안을 탐색하여 련 용어를 표 화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춤의 춤사 는 내용 면에서 다양성이 매우 크기에 단순히 개별

춤사 에 한 용어를 나열하고 해설하는 것만으로는 체계 인 용어 표 화

작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본 연구에서는 춤사 이론 체계 속에서 그 의

미를 찾고자 노력하 으며,그동안의 춤사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춤사 용

어의 특성을 밝히고 춤사 용어의 표 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춤사 용어에 한 실제 인 문제 을 살핌으로써 춤사 용어의 혼란

을 해소하고 춤사 용어의 교육 측면과 사회·문화 인 측면에서의 요성

을 인식시켜 무용 문교육과 학교교육,나아가 사회교육 등의 건 한 발 에

기 자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 통춤 춤사 용어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한국 통춤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은 무엇인가?

3.선행연구 고찰

한국 통춤 춤사 용어 춤사 용어를 제시하고 해설한 자료로 개인에

의한 춤사 정립이 아닌 구 된 춤사 용어에 한 연구로는 이애주(1976)

의「춤사 어휘고」,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장사훈(1984)

의『한국무용개론』,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정

병호(2002)의『한국의 통춤』의 연구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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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춤사 어휘고」-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는 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2호 양주별산

놀이,6호 통 오 놀이,7호 고성오 놀이,12호 진주검무,17호

산탈춤,18호 동래야유,21호 승 무,27호 승무,34호 강령탈춤,39호 처용무,

40호 학무,43호 수 야유,49호 송 산 놀이)을 상으로 문헌조사와 각 지

방의 수단체를 찾아가 연구자가 직 수받으며 능보유자와의 개인 인

면담을 통해 춤사 어휘들을 수집 채록하여 정리하 다.

2)『 통무용 용어의 연구』-심우성(1982)

『 통무용 용어의 연구』는 1975년도에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던 보고서를 다시 펴낸 자료로, 장답사를 통하여 능보유

자들로부터 구술받은 것을 2,3차에 걸쳐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통무용의 용

어를 채록하 다. 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2호 양주별산 놀

이,6호 통 오 놀이,7호 고성오 놀이,12호 진주검무,17호 산탈춤,

18호 동래야유,21호 승 무,27호 승무,34호 강령탈춤,39호 처용무,40호 학

무,43호 수 야유,49호 송 산 놀이)을 상으로 춤사 용어를 정리하고

춤사 연구를 한 종별해석의 내용으로 춤의 개 과 내용, 승 황 등을

기록하 다.

3)『한국무용개론』-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은 한국춤의 이론과 국악의 이해,한국춤의 역사 변천,

정재 의물· 복 복식 그리고 춤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무용에 한

반 인 개론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춤사 용어는 책의 마지막 장인

춤사 부분에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은 정재의 춤사 와 일무의 춤사 ,민속

춤·탈춤 등의 춤사 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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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는 안제승 교수의 한국무용 분류법에

의하여(산 ,농악,무속,승무,기방무의 다섯 가지 계열)춤사 의 용어와 설

명을 해설하 으며,춤사 를 특징별로 본 춤사 ,상·하체 춤사 ,공통되는

춤사 순으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5)『한국의 통춤』-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은 자가 1960년 반부터 1990년 반까지 약 30년간

국 각지를 다니며 채록한 자료로 이론편,실제편,참고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춤사 용어와 련된 부분은 참고자료편의 춤사 해설에 나타

나 있다.그 내용은 무속춤과 불교춤,유교춤,농악,탈춤,교방춤,궁 정재의

춤사 를 해설하고 있다.

4.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와 심

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유경

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에 수록된 춤사 용어와 해설을 상으로 문헌고찰의 방법을 통해 연구

를 진행하 으며 그 구체 인 방법과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

먼 Ⅱ장인 이론 배경에서는 용어 표 화 연구의 흐름을 악하기 하여

용어학과 음악학,체육학 분야 연구들의 방법과 내용,특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로서 춤사 용어연구의 역사를 해설 연구와 분석 연구로 정리하 다.

한,춤사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해 그 분석틀을 살펴보았으며 춤사 의

형태와 의미를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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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연구의 상인 춤사 용어를 분석하여 특성을 밝히기 해 연구

자별 특성을 근거로 요무형문화재 지정과의 연 성을 살펴보았으며 춤사 계

열을 기 으로 춤사 용어 자료의 해석 기 과 범주화 특성 그리고 서술상의

특성을 규명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춤사 용어의 범 ,

표기,해설의 문제 을 지 하 으며 그 기 을 설정하고 각각의 문제에 근거하여

춤사 용어의 범 분류,표기 체계,해설 체계의 표 화 방안을 탐색하 다.

이 연구는 한국 통춤의 춤사 용어를 상으로 하 으며,그 개인에 의한

춤사 용어정립이 아닌 구 으로 승되어온 춤사 용어 즉 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통춤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5.용어의 정의

1)한국 통춤 춤사

한국 통춤 춤사 란 한국 통춤의 춤사 를 가리키며 한국춤,한국무용,

민속춤,민속무용, 통무용 등으로 불리는 춤의 동작을 뜻한다.한국에서 자생

으로 발생하여 민족 기층문화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춤으로써 개인에 의한

정립이 아닌 민속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갖추고 있는 춤사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병호,1991).

2)용어의 표 화

용어의 표 화란 용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개념 상상력과 시 성 그리

고 사회 문화 인 역량과 문성을 표 화 작업에 반 하고(황지 외,2010),

일정한 원리를 기 으로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용어를 정리하

여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을 의미한다(표 국어 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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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춤사 용어의 표 화를 하여 용어의 특성을 악

하고 문제 을 도출하 으며 일정한 기 을 근거로 표 화 방안을 제시하 다.

3) 요무형문화재

요무형문화재란 무용·음악·연희·놀이·의식 등과 같이 무형의 문화 소산

가운데 역사상·학술상· 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2014).우리 민족의 귀 한 통문화로서 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국가의 극 인 지원과 국민들

의 활발한 참여와 심으로 굳건하게 계승 발 시켜야 할 상( 리태니커,

2002)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 으로 승되어온 요무형문화재 통춤의 춤사

용어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 다.

4)춤사 용어 자료

본 연구에서 춤사 용어 자료란 연구 상으로 삼은 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장사훈(1984)의『한

국무용개론』,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정병호

(2002)의『한국의 통춤』의 연구를 가리키고 한국 통춤 춤사 용어를 수

집 채록하여 해설한 연구 자료를 일컫는다.

5)춤사 의 계열

춤사 계열이란 춤의 특성상 비슷한 춤을 계열로 표 한 것으로 본 연구에

서는 그 계열을 6개로 한정하 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재(종묘제례악(보태평지무,정 업지무),학무,처용무,정재의 일반 춤

사 (궁 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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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탈춤(양주별산 ,송 산 놀이, 산탈춤,강령탈춤,통 오 ,고성오

,동래야유,수 야유,북청 사자놀이,남사당 덧뵈기)

③ 민속춤(승무,승 무,진주검무,살풀이,태평무)

④ 농악춤(쇠꾼춤,장구춤,북춤,소고춤,무동춤)

⑤ 무속춤(수원 무속춤,서울 무속춤,옹진 무속춤,함흥 무속춤,강릉 무속춤,

평양 무속춤, 덕 무속춤,통 무속춤,부안 무속춤,진도 무속춤,

부산 무속춤,제주 무속춤)

⑥ 불교춤(나비춤,바라춤,법고춤)

6)춤사 의 범주화

춤사 범주화란 이애주(1976)가「춤사 어휘고」에서 춤사 용어를 유형

화한 것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용어로,춤사 특성을 8가지 형태로 범

주화한 것을 의미한다.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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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이론 배경에서는 우선 용어 표 화 연구의 흐름을 악하기 하여 용어학

과 음악학,체육학 분야 연구들의 방법과 내용,특성 등을 살피고 선행연구로서

춤사 용어연구의 역사를 해설 연구와 분석 연구로 정리하 다. 한,춤사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하여 그 분석틀을 살펴보았으며,춤사 의 형태와 의

미를 고찰하 다.

1.용어의 표 화 연구

용어 표 화의 연구 동향을 악하기 해 용어학,음악학,체육학의 분야에

서 이루어지는 표 화의 연구방법과 내용 등을 살펴 그 특징을 분석하 다.

1)용어학 분야의 연구

용어학 분야에서는 학술 문용어를 학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의 단

이자 정확하고 효율 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인식하고 각 학문분야에서 사용

되는 용어를 수집,표 화하 다(이 주 외,2011).

용어학의 분야에서는 표 국어 사 혹은 국가 문용어 정비 사업의 일환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표 인 연구로는 조은경(2000)의「 문용어의 어휘

형태 특성 연구」와 김한샘(2008)의「 문용어 표 화의 황과 과제」등이

있으며 연구방법과 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1)용어학의 연구방법과 내용

조은경(2000)은「 문용어의 어휘 형태 특성 연구」에서 표 국어 사

문어 목록의 53개 분야를 상으로 형성의 방법과 특성,형태변화 방식,외

래어와 한자어의 양상,분야별 어휘 자원과 특성,일상용어와 문용어의



- 11 -

계 구분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그 결과 문용어는 일반어의 하 범주를 이

루며 그 형성된 형태는 일반용어와 동일하나 특수성을 드러내기 해 복합어

의 형태를 보인다고 서술하 다. 한,고유어보다는 한자어에 의존하고 과학

과 기술,경제분야에서 외래어를 차용한 용어가 많이 존재하 으며,사회과학

분야는 서술성 명사가 조어 단 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술하 다.

김한샘(2008)은「 문용어 표 화의 황과 과제」에서 재까지 이루어진

용어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산업

규격(KS)의 용어 리는 1963년 한국산업 규격 표시 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재까지 16개 부문(기본,기계, 기, 속, 산,토건,일용품,식료품,

섬유,요업,화학,의료,수송기계,조선,항공,정보산업)에서 12만여 항목을 표

화하 으며,최근에는 장례용어 표 화(2004),색깔 명칭(2005),골 용어

(2006),이러닝 련 용어(2006)를 표 화하 다.21세기 세종계획은 1998년부

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계획된 연구 으나 2003년부터 진행된 문용어

표 화 사업과 비슷한 특성을 고려하여 2006년에 조기 종료되었으며,15개 분

야에서 18만 항목의 문용어를 수집 정리하여 650만 어 의 문분야 말뭉치

를 구축하여, 문용어의 표 안 작성에 기여하 다.학술 문용어 정비

표 화 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으로부터

기 을 받아 진행되었으며,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차 사업으로 18개 분야의

24만 용어를 수집 정비하여 6만여 개의 용어가 복으로 사용됨을 밝혔으

며 2차 연구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1개 분야를,2006년부터 2008년까지 40

개 분야에서 범 하게 용어를 수집 정리하여 문용어를 표 화하 다.

(2)용어학 연구의 특성

용어학은 문용어를 언어학 인 에서 근하여 표 화하 으며(김한샘,

2008),특정 분야의 문용어를 단순히 살펴보는 수 에서 나아가 각 용어 간

에 공유되는 어휘요소와 어휘 형태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축 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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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을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 다(조은경,2000).즉 이러한 문용

어의 분석은 그 어휘 자원과 언어 형태와 표 상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에

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방법은 언어 정보를 축 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

로 ‘일반어휘와 달리 어떤 어휘 특징을 가졌는지’,‘어떤 어휘 자원을 생산

으로 이용하는지’,‘인 한 분야의 용어 간에는 어떠한 어휘 형태 특성이

공유되고 있는지’등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조은경,2000).

그러나 용어학 분야의 연구는 거시 인 에서 각 학문의 역을 바라보

는 것이기에 개별 분야의 내부 특성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으며 개

인 수 에서 용어의 특성을 분석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음악학 분야의 연구

음악학의 분야에서는 체로 교과서와 음악 문헌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용어의 표 화와 련된 표 연구는 백아리(1986)의「음악용어

에 한 실태조사 연구」와 신순애(2006)의「제7차 고등학교에서의 국악용어

고찰」등이 있으며 그 연구방법과 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1)음악학의 연구방법과 내용

백아리(1986)는「음악용어에 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와 학 이상의 학생이나 일반 애호가들이 읽을 수 있는 음악문헌을

상으로 일반 용어와 문용어로 구분하여 그 사용실태를 조사하 고,외래어

표기법의 연 과 표기상의 문제 ,음악용어의 사용상의 문제 을 분석하여,

문용어 사용상의 한계와 지식용어 활용 상의 문제 에 해서 고찰하 다.

특히 서양음악 용어의 문제 을 다른 나라를 거쳐 용어가 차용되어 유입되

는 경우로 보았으며,그 원인을 개화기의 불안정한 사회원인, 문 연구기 의

부재, 달 매체로서의 방송기 ,출 계,교육기 의 인식 부재 등을 제시하며

음악 용어의 통일을 한 인식 재고와 문연구기 이 필요하다고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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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애(2006)는「제7차 고등학교에서의 국악용어 고찰」에서 국악의 구조

이해에 필요한 장단,시김새,음계,음악사 구분 용어를 고찰하여 교과서 마

다 표 이 다르고 내용이 편 되어 있음을 기술하 다. 한,그 용어의 정의

가 구체 이지 못하고 음악의 역사 이해를 돕는 용어의 명칭과 연도 역시

표기의 차이가 있으며,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용되는 용어가 많고

한자 표기에서도 그 표기 기 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지 하고 있다.

(2)음악학 연구의 특성

음악학에서 용어의 표 화는 문헌자료를 심으로 용어 사용의 문제 을 제

시한 내용으로 각각의 음악 특성에 맞게 그 문제 과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황 악 주의 연구가 부분이어서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등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3)체육학 분야의 연구

체육학에서는 태권도의 용어 표 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

제 사용되는 용어를 기 으로 태권도 교본과 연구물 등을 분석하여 용어를 체

계화하고 있다.그 표 인 연구로는 곽택용(2007)의「태권도 경기기술 용어

변천과 사용 실태」와 국기원(2010)의『태권도 기술용어집』등이 있고 그 연

구방법과 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1)체육학의 연구방법과 내용

곽택용(2007)은「태권도 경기기술 용어 변천과 사용 실태」에서 경기기술에

한 통 인식에서 나아가 독자 인 역으로 경기기술을 이해하고 용어

정립을 시도하 다.그리고 통 경기기술의 용어와 교본의 기술용어를 살피

고 경기기술에 한 연구물을 분석하 으며,범 와 분류 문제를 구교본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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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용어,공식 교본의 발차기 용어,경기기술 분석 논문에 나타난 발차기 용

어, 장에서 사용되어 온 발차기 용어,발놀림에 한 용어 분석을 통하여 결

과를 도출하 다.결과 으로 구교본과 공식 교본에서는 경기기술 용어의 정의

가 없었으며,기본 발차기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만,,발놀림의 경우 다양한 용

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연구한 논문에서 의태어와 의성어에 가까운 용

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술하 다.따라서 기술용어에 한 인식과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하고 그 분류가 일정한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서술하 다.

국기원(2010)은 『태권도 기술용어집』에서 용어의 표 화를 해 2009년부

터 2년여간 도장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표

용어 138개를 선정하고 각 기술에 한 해설을 바탕으로 용어집을 발간하

다.용어의 일 성,통일성,간결성을 실 하기 해 기술의 방법과 방향, 락

된 기술 등을 확충하고 5음 이내로 용어를 정리하 으며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 다.그리고 태권도의 기술을

분화하 을 때 더 이상 나 어지지 않는 동작의 최소 단 를 태권도의 기본이

라 정의하 으며,그 기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술 술을 기술

용어라 칭하 다. 한,모든 기술 용어는 ‘-기’로 끝나는 동사의 명사형을 기

본으로 삼았으며,표제어와 로마자 표기를 함께 쓰고,이어 간추린 뜻풀이와

자세한 뜻풀이를 병기 하 다.그리고 다양한 용어 활용 방법을 제시하 으며,

하 기술용어와 동의어를 함께 수록하 다.더불어 명확하게 뜻풀이를 하고자

활용을 두었고, 리 사용되는 것부터 기술하 으며,한 맞춤법과 띄어쓰기

는 국립국어원에서 감수하여 용어정립 기 안을 서술하 다.용어의 구성은

‘사용부 +방법 +기술’의 순으로 정하 으며,꺾기,넘기기,딛기,뛰기,막

기, 기,빼기,서기,잡기, 비자세,지르기, 르기, 기,차기,치기,피하

기,특수품의 순서로 기록하 고 사용부 와 격 를 부록으로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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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육학 연구의 특성

곽택용(2007)은 경기기술을 독자 인 역으로 인식하고 용어 정립을 시도

하 으며 이는 기존의 에서 나아간 연구이나 구체 안이 없는 문제

지 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기원(2010)의 용어집은 그 특성상 체계 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무

조건 인 표 화 방안이 아니라 활용을 두어 기존에 사용 던 용어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의미가 있다. 한,용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용어를 만들 수 있

으며 표 화된 용어의 사용으로 태권도의 발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한국 통춤 춤사 용어 연구의 역사

춤사 용어에 한 기 심은 1974년 문 흥 5개년 계획에 의해 발

족된 무용개발 원회 산하 무용용어 심의 원회 으며,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박 슬(1982)의『춤

동작』,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정병호(1984)의「춤사 고」,허연회

(1986)의「궁 무용의 춤사 연구 승 문제」,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이은주(1996)의「한국무용 용어에 한 연구」와

(1997)「한국무용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에 한 연구」,정병호(2002)의

『한국의 통춤』,서희주(2003)의『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허순선

(2005)의『한국의 춤사 와 무보틀』 등이 있다.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교

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한무용학회의

무용학 분야 용어 정리 사업과 손선숙(2008)의「궁 정재 용어연구」,이유진

(2009)의「한국무용교육을 한 디딤 용어에 한 연구」등이 있다.그리고 문

화 부의 지원으로 아시아춤연구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춤사 용어

총람을 제작하기 해 이루어진 연구 용역이 있으며,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국

립부산국악원에서 출 한『 남 춤사 용어 편람』이 있고,최근에는 이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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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한국무용 춤사 용어 체계화 방안」의 연구 등이 있다.

춤사 용어 연구의 역사를 알아보기 하여 연 를 심으로 연구형태를

살펴보고자 하 으나 그 연구 형태가 춤사 를 제시하고 해설한 자료들과 이

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을 피력한 연구들로 구분되기에 자를

‘춤사 용어 해설 연구’라 칭하고 후자를 ‘춤사 용어 분석 연구’로 명명하여

정리해 보았다.

1)춤사 용어 해설 연구

춤사 용어 해설 연구로는 춤사 를 용어로 제시하고 해설한 자료로 이애주

(1976)의「춤사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박 슬

(1982)의『춤동작』,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유경희(1992)의「한국무

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서희주(2003)

의『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허순선(2005)의『한국의 춤사 와 무보

틀』 등이 있으며,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한무용학회의 무용학 분야 용어 정리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 부의 지원으로 아시아춤연구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춤

사 용어 총람을 제작하기 해 이루어진 연구 용역이 있으며,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출 한『 남 춤사 용어 편람』등이 있다.

(1)「춤사 어휘고」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는 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2호 양주별산

놀이,6호 통 오 놀이,7호 고성오 놀이,12호 진주검무,17호

산탈춤,18호 동래야유,21호 승 무,27호 승무,34호 강령탈춤,39호 처용무,

40호 학무,43호 수 야유,49호 송 산 놀이)을 상으로 문헌조사와 각 지

방의 수단체를 찾아가 연구자가 직 수받으며 능보유자와의 개인 인

면담을 통해 춤사 어휘들을 수집하여 채록·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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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사 어휘를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단어),② 신체 부 를

사용하여 지칭한 말,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④ 감정을 형용

하여 사용한 말,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⑥ 의태,비유 인 표

으로 지칭한 말,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⑧ 춤의

형을 나타낸 말로 분석하여 범주화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춤의 특징을

기술하 다.

춤사 어휘고의 경우 부분의 춤사 용어 연구가 춤사 용어를 해설하

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양상에서 나아가 어휘 특성을 분석하여 춤사 를 범

주화시켰다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연구자가 직 수받으며 체계 으로 용어

를 정리하 다는 데에 요한 의미를 지닌다.

(2)『 통무용 용어의 연구』-심우성(1982)

『 통무용 용어의 연구』는 1975년도에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던 보고서를 다시 펴낸 자료로, 장답사를 통하여 능보유

자들로부터 구술받은 것을 2,3차에 걸쳐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통무용의 용

어를 채록하 다. 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2호 양주별산 놀

이,6호 통 오 놀이,7호 고성오 놀이,12호 진주검무,17호 산탈춤,

18호 동래야유,21호 승 무,27호 승무,34호 강령탈춤,39호 처용무,40호 학

무,43호 수 야유,49호 송 산 놀이)을 상으로 춤사 용어를 정리하고

춤사 연구를 한 종별해석의 내용으로 춤의 개 과 내용, 승 황 등을

기록하 다.

요무형문화재 능보유자들의 구술 자료를 토 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요

성과 가치가 매우 크며,당시의 승 황을 살펴 볼 수 있는 귀 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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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춤동작』-박 슬(1982)

『춤동작』은 박 슬이 춤을 추어 오면서 정리한 연구로 동작의 기본과 특

수명칭의 호, 법을 서술하고 춤동작을 사 법,돌체법,상· ·하체 동작, 체

동작,굿거리춤,입춤, 체동작 허튼타령,살풀이로 체계화하 다.

연구자가 직 춤사 용어를 정립하여 체계화시킨 것으로 후 의 연구자들

(서희주(2003),허순선(2005))에게 많은 향을 미쳤으며,한국춤의 귀 한 역

사 자료이자 연구 거리라고 할 수 있다.

(4)『한국무용개론』-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은 한국춤의 이론과 국악의 이해,한국춤의 역사 변천,

정재 의물· 복 복식 그리고 춤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무용에 한

반 인 개론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춤사 용어는 책의 마지막 장인

춤사 부분에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은 정재의 춤사 와 일무의 춤사 ,민속

춤·탈춤 등의 춤사 로 정리되어 있다.

정재의 춤사 용어 설명은 자세한데에 반해 민속무용과 탈춤의 경우 표

춤사 30개를 기술하여 춤사 의 양 인 측면에서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상 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5)「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는 안제승 교수의 한국무용 분류법에

의하여(산 ,농악,무속,승무,기방무의 다섯 가지 계열)춤사 의 용어와 설

명을 해설하 으며,춤사 를 특징별로 본 춤사 ,상·하체 춤사 ,공통되는

춤사 순으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춤사 용어에 한 구체 설명이 어떠한 참고자료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졌는지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으며 통계에 의한 분석 역시 시각 으로 보이

는 모습만을 그 로 분석하고 있어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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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통춤』-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은 자가 1960년 반부터 1990년 반까지 약 30년간

국 각지를 다니며 채록한 자료로 이론편,실제편,참고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춤사 용어와 련된 부분은 참고자료편의 춤사 해설에 나타

나 있다.그 내용은 무속춤과 불교춤,유교춤,농악,탈춤,교방춤,궁 정재의

춤사 를 해설하고 있다.

여타 다른 연구들에 비해 여러 다양한 춤을 채록하 으며,그 춤사 용어가

방 하고 다채로운 방법, 를 들자면 다양한 구 설화와 속설 속에서 그 춤사

의 의미를 발견하고 장단에 따른 춤사 진행 차가 정리되어 있는 등 한국

통춤의 개론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춤사 의 보존상 임의 로

명명한 춤사 용어가 존재한다.

(7)『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 -서희주(2003)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은 박 슬(1982)의 춤사 용어를 발 시

킨 연구로 그 내용을 다시 하체,상체, 체동작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하 으며

하체에는 비 자세와 발 딛는 법,발 옮겨 놓는 법,발 드는 법,뛰는 법,굽

히는 법,도는 법,발 치는 법 등으로 서술하 고,상체는 팔을 몸에 붙인 자세

인 인체와 팔을 드는 자세,팔을 앞으로 들고 있는 자세,팔을 으로 들고 있

는 자세,팔수(팔을 로 들고 있는 자세),팔을 는 자세,팔을 내리는 자세,

팔을 열어주는 자세,팔을 흔드는 자세,팔로 어르는 법,팔을 사용해서 머리

로 휘감는 법(머리 사 ),팔을 교차시키는 법,팔을 꺾는 법,손목 꺾는 법,

손목 돌리는 법 등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체동작은 구분 없이 기술하고 있다.

박 슬의 춤사 용어를 그 로 사용하 으나,그 체계를 하체와 상체, 체

동작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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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의 춤사 와 무보틀』 -허순선(2005)

『한국의 춤사 와 무보틀』은 박 슬(1982)의 춤사 연구를 분석하여 춤

사 를 다른 동작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된 동작에 용어를 한정시켜 그 형태를

명확히 표 하고자 노력하 다. 한,횡격막을 심으로 아랫( )몸사 ,윗몸

사 그리고 온몸 사 로 체계화하 다.온몸 사 는 아랫몸에서 윗몸 사 순

서로 용어를 붙 으며,말단부 용어를 함께 기록하 다.

원래 한자로 된 용어를 한 로 순화하 고 2명사로 구 되어 온 용어를 1명

사로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정리하 다.순서 나열은 양·홑·겹→머리·몸·

손·팔·발·다리 등→앞· (오른쪽,왼쪽)·뒤·엇·빗· ·아래·밖·안→큰·세·잔→사

용어→틂·돎· · ·휭·두루 거리·연풍 ·앉음· 움·엎드림·섬·폄·올림·내림등

→사 는 체 등의 순으로 배열하 다.

한,박 슬의 춤동작 연구를 바탕으로 춤사 명칭과 함께 장단틀과 감정

틀,춤사 틀로 길,몸길 팔·다리 길,춤길,골반의 모양새,머리·몸통·팔다

리·손·발 등의 춤사 방향,춤사 의 크기,몸 부 심까지 기호를 만들

어 표기하고 숨새틀(요소와 모양새),춤길틀,덧붙임틀을 제시하여 새로운 무보

법을 제안하여 체계화시킨 연구이다.

(9)무용학 분야 용어 정비 - 한무용학회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으로부터 기 을 받아 2006년에서 2008년까

지 이루어진 연구로 한무용학회가 그 용어의 구성 체계화를 담당하 다.

용어의 개수는 총 9434개로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지만,무용학의 용어 이

에 안무자의 이름과 회의 명칭 등을 과도하게 수록하고 용어 선정에 한

기 이 없으며 설명이 단편 이다. 한, 요무형문화재와 같은 한국 통춤

춤사 용어가 락되어 있으며 그 기 이 없어 체계성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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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춤사 용어 총람 -아시아춤연구소(2013)

춤사 용어 총람은 아시아춤연구소가 문화 부의 지원을 받아 2012년 9월

에서 12월 사이에 작성된 연구용역으로 동래한량무(부산 역시 무형문화재 제

14호),동래고무(부산 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동래학춤(부산 역시 무형문화

재 제3호),진주교방굿거리춤(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진주한량무(경상남

도 무형문화재 제3호),진주포구락(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진주검무( 요

무형문화재 제12호),승 무( 요무형문화재 제21호)를 지 까지 발표되어온 각

춤의 연구 자료 들을 근거로 서로 비교하며 춤사 를 논의하 다.

(11)『 남 춤사 용어 편람』-국립부산국악원(2013)

『 남 춤사 용어 편람』은 2011년 9월에서 12월 사이 아시아 춤 연구소

에서 수행한 국립부산국악원 연구 용역 ‘남춤 춤사 용어조사’보고서를 재

구성한 것으로 남지방의 무형문화재인 진주검무( 요무형문화재 제12호),승

무( 요무형문화재 제21호),동래학춤(부산 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동래고

무(부산 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동래한량춤(부산 역시 무형문화재 제14

호),진주한량무(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진주포구락(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진주교방굿거리춤(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날뫼북춤( 구 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살풀이( 구 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로 구성되어 있다.

춤사 용어집의 내용 구성은 각 문화재에 한 개 (연 ,성립배경, 승

계보,구성 내용,장단 악기,복식,특징, 재 문화재 승 황 가

치)과 춤사 용어로 제시하 다.여기서 춤사 란 명칭은 행 무보 상에 지

칭하는 일련의 춤동작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 으며,춤사 를 설명

할 때에는 장단 속에서 순서상의 움직임을 먼 설명하고,머리,몸통,상체,

하체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각 춤의 춤사 는 표로 정리하 으며, 재 승되는 춤사 를 기 으로 하

고 한 종목에 특징 인 춤사 를 기 으로 수록하되,반복되는 춤사 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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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 기재하여 설명하 다. 한,춤사 설명과 함께 특징 소도구,의미,내

용 그리고 분 기 등 필요한 요소를 부연 설명하 다.

2)춤사 용어 분석 연구

춤사 용어 분석 연구는 춤사 용어 해설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을

피력한 연구로 정병호(1984)의「춤사 고」,허연회(1986)의「궁 무용의 춤

사 연구 승 문제」,이은주의「한국무용 용어에 한 연구」(1996)와

「한국무용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에 한 연구」(1997),손선숙(2008)의

「궁 정재 용어연구」,이유진(2009)의「한국무용교육을 한 디딤 용어에

한 연구」등이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는 이순지(2014)의「한국무용 춤사 용

어 체계화 방안」등이 있다.

(1)「춤사 고」-정병호(1984)

「춤사 고」는 한국춤의 맥락과 유형 그리고 춤사 의 생성요인과 구조,

상징성과 특징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춤사 생성요인을 사물과 노동의 모방

요인과 지역 환경에 따른 요인,춤의 기능에 따른 요인으로 서술하 으

며,춤사 의 구조를 춤사 요소의 동작소와 조직 체계,춤사 의 변화 등

을 설명하 다.

한국춤의 생성요인과 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춤의 상징성과 유형,특징을 분석

하고 춤의 맥락을 읽어낸 것은 연구자의 30년이 넘는 채록 작업의 산물이나,

춤사 의 동작소와 그 변화 양상 등을 분석하여 체계화한 내용은 자칫 춤의

독자 특성을 분 화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2)「궁 무용의 춤사 연구 승 문제」-허연회(1986)

「궁 무용의 춤사 연구 승 문제」는 고문헌과 문서 그리고 정

재 련 논문 시청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정재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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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어를 춤의 구성용어와 기본 춤사 , 존하고 있는 춤사 와 승되지

않는 춤사 로 설명하 으며,정재의 춤사 를 구조 ,의미 ,미학 으로 분

석하여 민속춤과의 비교를 통해 원형보존과 승 문제를 다루었다.

궁 무용 즉 정재를 춤의 구성용어와 기본 춤사 , 존하고 있는 춤사 와

승되지 않는 춤사 로 나 어 설명한 것은 정재의 구조를 반 한 체계 인

서술지만,민속춤과의 비교 연구가 다른 부분의 연구에 비해 체계 이지 못하

며 원형보존과 승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지 못하 다.

(3)「한국무용 용어에 한 연구」-이은주(1996)

「한국무용 용어에 한 연구」는 용어의 황 즉,무용과 춤 용어의 일반

사용 실태를 분석 조사하 고,한국무용의 유형별 춤사 를 살펴보았으며,이

강노의 분류법(한자어와 우리말,그리고 섞임 말 등으로 춤사 를 분석)과 춤

사 별 분류법(신체부 별 분류(머리,팔,발,다리,응용)계열별 분류(궁 ,

민속,의식,창작))를 차용하여 동작군에 의한 춤사 분류 방안을 제시하 으

나,극히 일부의 춤사 만 표 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4)「한국무용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에 한 연구」-이은주(1997)

「한국무용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에 한 연구」는 춤사 용어의 사

용 실태를 알아보기 해 진행된 질 연구로 학생, 학원생,직업무용단

각각 30명씩 90명을 상으로 4차에 걸쳐 설문조사와 VTR등의 자료를 활용

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춤사 용어 인지도는 무용경력에 계없이 매우 낮은 반

면 필요성과 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춤사 를 보고 답하는

문제에서는 일 성이 없고 매우 산발 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서술하 다.그리

고 춤사 용어의 구성을 한자어,국한문 혼용,외래어,우리말 등으로 분석하

고 있었으며 한국무용임에도 외래어로 명명되는 춤사 용어를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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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 용어의 표 화를 한 선행연구로 질문지와 VTR등의 자료를 활용

한 것은 참신한 연구방법이나 구체 으로 표 화 할 방안에 한 연구가 존재

하지 않으며 연구에 사용한 춤사 용어 역시 표 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궁 정재 용어연구」-손선숙(2008)

「궁 정재 용어연구」는 동일 정재용어의 해석 차이가 나는 이유와 정재용

어가 동작,공간이동, 형변화,방향,진행 설명,비유 인 내용,무원 무구

에 한 내용임을 밝히며,여러 연구자가 정재 용어를 춤사 로 인식하고 있다

는 문제를,춘앵 과 교선무 그리고 정재에 나타난 인무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재 용어라는 특성상 정재무도홀기라는 문헌에 한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용어 자체의 특성을 단순히 춤사 를 해석한 것에서 나아가 정

재의 구조 인 특성으로 정리한 내용이 매우 체계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6)「한국무용교육을 한 디딤 용어에 한 연구」-이유진(2009)

「한국무용교육을 한 디딤 용어에 한 연구」는 춤사 용어의 교육

의미를 밝히고 한국무용 용어인 디딤의 특성과 종류,분류 등을 통하여 ‘한국

무용 교육용 기본 디딤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디딤이라는 기 인 발디딤의 의미를 고찰하고 행의 디딤 용어를 표 화

하 다는 과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는 에 그 의미가 있다.

(7)「한국무용 춤사 용어 체계화 방안」-이순지(2014)

「한국무용 춤사 용어 체계화 방안」은 한국무용 춤사 용어의 체계화를

해 한국무용 기본 춤사 를 추출하고 춤사 의 특성과 범 를 함축하는 용

어를 정리한 후 춤사 용어 사용의 확장체계의 기 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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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춤사 용어를 인간의 기본 인 움직임에 기 해서 아랫몸 사 (기

본자세,디딤 사 ,굽힘 사 ,걸음 사 ,꿇음 사 , 사 ,맴 사 ,앉음

사 )와 윗몸 사 (모음 사 ,감는 사 ,내림 사 ,올림 사 ,굽힘 사 ,메

는 사 ,젖힘 사 ,엎음 사 )로 구분하여 기본 춤사 용어를 정리하고 춤

사 의 특성과 범 를 함축하는 용어를 동작성(걸음, ,맴,앉음,굽힘,폄,

엎음,젖힘)시간성(속도)그리고 공간성(신체부 ,공간이동,방향)으로 구분하

여 정리하 다.그리고 춤사 용어를 동작성에 해당하는 기본 춤사 용어와

공간성과 시간성에 해당하는 용어를 결합하여 확 할 수 있는 기본구조를 확

립하 다.

춤사 용어 사용의 확장체계 기 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구체 인

체계화 방안이 없다는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춤사 용어의 개념

춤사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 춤사 의 분석틀을 표기법과

분석법의 에서 살펴보았고 그 형태를 분석하기 해 용어학 분야에서 사

용하는 계통별 분석과 조어론 분석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 다.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춤사 용어의 의미를 고찰하 다.

1)춤사 분석틀

춤사 분석틀을 살펴보는 이유는 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 으

로써 춤사 용어가 표상하는 내용과 가치를 밝히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분석

틀 속에서 춤사 용어의 사용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춤을 분석하고 기록하여 후 에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데,그 첫째로는 춤사 표기 즉 무보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춤사

즉 춤동작을 상으로 한 분석 방법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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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춤사 표기법

춤사 표기법이란 춤사 를 기록하기 해 만들어 낸 기보법의 총칭으로

우선 무보(舞譜)가 있으며,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정

표기법이 존재한다.

한국의 무보로는 정재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 악지,악학궤범,조선 말기의

각 정재무도홀기와 시용무보 등이 있으며 북한에는 자모식 표기법이 있고 서양

에는 라반이 개발한 라바노테이션이 표 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한국춤을 상으로 한 임학선(1998)의 호흡표기법과 김지원(2006)의

화쟁론 표기법,채희완(2010)의 동작언어학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① 한국의 정재 무보2)

고려사 악지에는 당악정재 5종,향악정재 3종의 무보가 있으며,권 71에 수

록된 무보에서는 춤추는 데에 쓰인 의 을 비롯하여 무구,무원의 수,연주된

곡,춤사 ,춤의 진행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무보보다는 춤추는 과정을

설명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악학궤범에는 고려사의 8가지 정재 무보와 당악정재 9종,향악정재 10종의

무보가 존재한다.권 4에는 시용당악정재도가 있으며,권 5에는 시용향약정재

도가 수록되어 있다.그림으로써 의장 가 서는 치,죽간자가 서는 자리,춤

추는 사람의 배치 방법 등을 알 수 있으며,춤사 가 설명되어있다.

각 정재무도홀기에는 고려 이후 하는 정재와 순조 이후의 정재 무보가

한다.무보 작성법은 악학궤범과 비슷하나 곡조 이름에 따라 수시로 이름을 새

로 지어 쓰는 아명을 앞에 내세우고,할주3)에서 원이름을 밝히며,격박 신

박의 용어로 구분하고,악학궤범의 창사를 수악 창사로 바꾸어 쓰고 있다.

2) 병 (2002).『한  통 』 보 내  약 리한 것 . 

3) 에  본 에 삽 하여 다는 주를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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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무보는 종묘제례 때의 일무인 보태평지무와 정 업지무를 보태평과 정

업의 악보에 맞추어 그린 그림으로 무보화되어 있는 단 하나의 귀 한 책이다.

② 자모식 표기법4)

북한의 자모식 표기법은 춤의 동작을 언어학에서의 자모법과 같이 설정하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듯 춤문자를 결합해 다양한 기호로 동

작을 표기하고 있다.이 자모식 표기법에는 형태 문자와 놀림 문자를 모음으로

놓고,자리 문자와 방향 문자를 자음으로 표기하여 이 둘을 섞어 하나의 동작

을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라바노테이션5)

라바노테이션은 1920년 에 루돌 폰 라반이 만든 움직임에 한 기록체계

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무용을 기록하고 안무 보존을 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며 안무를 재 하는 데 활용한다.일반 으로 라바노테이션은 공간,시

간,에 지, 련 신체 부 등을 다루고 있으며 모티 기록법과 에포트 쉐입

기록법,구조 기록법의 세 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다.

우선 모티 기록법은 어떤 움직임의 주제나 가장 두드러진 특색에 해 설

명하는 양식으로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동기,사상,목 ,의도 등을 기술한다.

에포트 쉐입 기록법은 힘의 강약(에포트)과 움직임의 형식 속에 내장된 표

성(쉐입)을 언 하는 것으로 어떤 제스처의 경로나 무용수와의 계,공간상의

방향성 들과의 계에 주목한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 기록법은 신체,공

간,시간,역동성을 표 하는 기록법으로써 움직임을 만드는 신체 부 를 바탕

으로 방향,높낮이,거리를 표 하며,공간,박자,지속시간 그리고 움직임의 질

감,즉 강함 무거움,탄력 있음 강조됨 등을 묘사하여 기록한다.

4) 채희 (2012).「 남 술  미 계 탐 를 한  색」  식표  내  

약 리한 것 . 

5) 앤허친슨(2004). 신상미·  역.『라 ·키 그라피 라 』  내  약 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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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 양식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으며,궁극 으로 춤의

구조 측면,특히 춤이 가진 안무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④ 호흡표기법 -임학선(1998)6)

호흡표기법은 선표기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선·원’을 이용한 그래 식의

표기법이다.인체 내부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들숨과 날숨 호흡의 흐름은 부호

의 모양으로 표기되며,호흡의 흐름은 세 개의 수직선을 이용하여 표기된다.

호흡 표기법에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힘이 표기된다.이는 들숨과 날숨의 변

화와 크기,시간과 리듬,에 지의 흐름,산소량 등이 다양한 부호로 표기되는

것이다.즉 호흡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크기로 크거나 작게(공간),

는 길거나 짧게(시간),넓거나 좁게(산소량)표기되며, 한,이는 기교에 의해

강하거나 약하게(힘)표기되는 차이를 보인다.

⑤ 화쟁론 표기법 -김지원(2006)7)

화쟁론 표기법은 한국춤 텍스트에서 숨겨진 구조를 찾고 이를 유형화 하여

의미체계를 정립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춤동작의 상을 길,호흡,신체 부

별 움직임,춤길로 나 어 한국 춤 동작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와 의미를 코

드화하고 각 코드를 한 도상에 종합하여 동작에 담긴 의미를 악할 수 있게

키네그라 를 만들었다.그리고 각 동작에 담긴 의미를 체·용·상 체계(화쟁론

)와 인 성과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춤사 를 체계 으로 해석하 다.

6) 학 (1998).「 표 에 한 연  1」  내  약 리한 것 . 

7) 지원(2006).「한 민  동  코드  미체계에 한 연 」  내  약 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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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범주와 체계 통춤의 범주와 체계

음소 :

최소 소리음 단

움직임소 :

박 단 의 움직임

음 :

발화의 최소 단

움직임 :

기법상의 맺고,어르고,풂

형태소 :

어휘 문법

의미를 지니는 최소 단

동작형태소 :(5가지)

맺는 형태소,푸는 형태소,어르는 형태소,맺고

푸는 형태소,연결 형태소

단어 :

어휘의 자립성을 가지고

문장구성의 기본 단

동작단어 :

춤사 명칭

구 :

단어의 결합

동작구 :

동작단어의 결합

월 :

종결어미를 갖고 의미의

완결성을 갖고 있는 단

동작월 :

소마루

단락 :

의미의 유기성이

존재하는 문장 결합체

동작단락 :

한 마루

⑥ 동작언어학 -채희완(2012)8)

동작언어학이란 일상언어를 음운론,의미론 구문론 등으로 근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동작을 그것에 비유하여 근하는 형식을 일컫는다.말하자면 언어학

의 방식을 동작학으로 원용한 것으로 언어학에서 음소와 음 ,형태소,단어,구,

월,단락을 춤사 체계로 해석하여 움직임소,움직임 ,동작단어,동작구,동작

월,동작단락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다.그 내용은 다음의〈표 1〉과 같다.

〈표 1〉채희완의 동작언어학

자료출처 :송성아(2010),「 통춤 기술의 논리와 체계 범주」

8) 채희 (2012).「 남 술  미 계 탐 를 한  색」  내  약 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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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사 범주화 분석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ㄱ.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ㄷ.기타( 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2)춤사 분석법

춤사 분석법이란 춤사 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방법의 총칭으로 이

애주(1976)의 춤사 범주화 분석과 박 슬(1982)의 춤동작 분석법,정병호

(1985)의 동작소 분석법,이은주(1996)의 춤사 동작군에 의한 분류 방법 등

이 있다.

① 춤사 범주화 분석 -이애주(1976)9)

춤사 의 범주화란 이애주(1976)가「춤사 어휘고」에서 춤사 용어를 분

석하여 유형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용어로 춤사

를 수집 채록하여 각 용어의 특성을 8가지 형태로 범주화한 것을 의미한다.

〈표 2〉춤사 범주화 분석

9) 애주(1976).「 사  어휘고」  내  약 리한 것 .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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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② 춤동작 분석법 -박 술(1982),서희주(2003),허순선(2005)10)

춤동작 분석법은 박 슬(1982)의『춤동작』을 바탕으로 서희주(2003),허순

선(2005)이 정리한 내용을 춤사 분석법의 한 로 소개하기 하여 연구

자가 명명한 용어이다.한평생 춤을 추어 온 박 슬이 직 춤사 용어를

정립하고 체계화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이러한 연구를 후학들이 이어받

아 재구성하여 독자 인 형식으로 발 시켰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박 슬은 춤동작을 동작의 기본과 특수명칭의 호, 법을 서술하고 춤

동작을 사 법,돌체법,상· ·하체 동작, 체동작,굿거리춤,입춤, 체동작

허튼타령,살풀이로 체계화하 고 서희주는 박 슬의 춤동작 연구를 다시 하

체,상체, 체동작으로 재구성하여 기존의 체계를 간소화하 으며,춤동작의

용어는 박 슬의 용어를 그 로 사용하고 있다.

허순선의 경우 춤동작의 용어를 다른 동작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된 동작에

용어를 한정시켜 순 한 로 순화하여 동작 형태를 명확히 표 하 으며,춤동

작을 횡격막을 심으로 아랫( )몸사 ,윗몸 사 로 나 고 온몸 사 로 체

계화하 다. 한,춤사 명칭과 함께 장단틀과 감정틀,춤사 틀로 길,몸

길 팔·다리 길,춤길,골반의 모양새,머리·몸통·팔·다리·손·발 등의 춤사 방

10) 슬(1982).『 동 』  내  약 리한 것 .

    희주(2003).『한 흡 과 어해 』  내  약 리한 것 .

    허순 (2004).『한  새 운 보틀 연 』  내  약 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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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춤사 의 크기,몸 부 심까지 기호를 만들어 표기하고 숨새틀(요소

와 모양새),춤길틀,덧붙임틀을 제시하여 새로운 무보법을 제안하 다.

③ 동작소 분석법 -정병호(1985)11)

동작소 분석법은 정병호(1985)가 한국춤의 동작소를 평(平),사(斜),거(擧),

굴(屈),합(合),확(擴),원(圓), (波),연(連),회(回),도(跳)의 11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의〈표 3〉과 같다.

〈표 3〉정병호의 한국춤 동작소

춤사 유형 동작소 설명

평(平) 팔을 평행으로 유지하는 동작

사(斜) 두 팔을 사선으로 펴 올리는 동작

거(擧) 두 팔이나 한 팔을 로 올리는 동작

굴(屈) 팔을 굽히는 동작

합(合) 움직임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동작

확(擴) 동작을 사방으로 뿌려 확산시키는 동작

원(圓) 팔을 휘돌려 동그란 원선을 만드는 동작

(波) 물결치듯이 팔을 휘젓는 동작

연(連) 장단과 장단 사이에서 동작을 이어주는 걸음걸이

회(回) 발을 기 으로 몸을 회 시키는 동작

도(跳) 경쾌하게 는 무겁게 뛰는 동작

자료출처 :정병호(1985),『한국춤』

그리고 의 동작소를 활용하여 동작구조체를 단일 동작소와 복합 동작소로

보고 유단소동작과 무단소동작,동작맥과 동작군,팔과 발의 유기 계,동작

소의 기본 짜임새 등 다섯 가지 구조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11) 병 (1985).『한 』  동   내  약 리한 것 .

    병 (2004).『한  미학』  동   내  약 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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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동작소는 어떠한 의미나 술성을 가진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동작을

반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복합 동작소는 동작소의 복합체이다.유단소

동작과 무단소 동작은 동작구조의 측면에서 하나의 춤사 로 시작하여 그 시

작과 끝의 분명성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동작맥은 표 하고자 한 정서를 가진 여러 춤사 를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동작맥이 결합하여 동작군이 형성되는 것이다.팔과 발의 유기 계

는 팔과 발동작의 결합형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춤마다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동작소는 기본 으로 맺는형과 어르는 형,그리

고 푸는 형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 다.

④ 춤사 동작군에 의한 분류 방법 -이은주(1996)12)

춤사 동작군에 의한 분류 방법은 신체부 별(머리,팔,발,다리,응용)분

류와 계열(궁 ,민속,의식,창작)별 분류를 사용하여 춤사 용어를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의〈그림 1〉과 같다.

걷기 앞

정지
동작
(서기,
제자리)

팔동작
(감기,
들기)

뛰기 방향 뒤

앉기

비껴
돌기

걷기 앞

발동작
(들기)

뛰기 방향 뒤

앉기

돌기 비껴

〈그림 1〉이은주의 춤사 동작군에 의한 분류방법

자료출처 :이은주(1996),「한국무용 용어에 한연구」

12) 주(1996).「한  어에 한 연 」  내  약 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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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합계

한
자
어

정재 67
탈춤 4
민속 6
(77)

정재 78
탈춤 13
민속 3
(94)

정재 117

탈춤 3
민속 5
농악 4
(12)

정재 163
탈춤 10
민속 11
농악 12
무속 5
불교 39
(240)

정재 425
탈춤 30
민속 25
농악 16
무속 5
불교 39
(540)

고
유
어

탈춤 60
민속 7
(67)

탈춤 114
민속 9
(123)

탈춤 25

탈춤 75
민속 59
농악 37
무속 35
(206)

정재 2
탈춤 94
민속 166
농악 78
무속 96
불교 20
(458)

정재 2
탈춤 368
민속 241
농악 115
무속 131
불교 20
(879)

혼
합
어

탈춤 8
민속 2
(10)

정재 5
탈춤 53
민속 5
(63)

정재 2
탈춤 5
(7)

탈춤 23
민속 18
농악 20
무속 18
(78)

정재 2
탈춤 13
민속 19
농악 46
무속 42
불교 16
(136)

정재 9
탈춤 102
민속 44
농악 66
무속 60
불교 16
(294)

외
래
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
계

154 280 149 296 834 1713

2)춤사 용어의 형태

춤사 용어의 형태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용어학 연구방법인 계통 분

석(한자어,혼합어,고유어,외래어)과 조어론 분석(단일어, 생어,합성어)을

활용하여 그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춤사 용어의 계통 분석

춤사 용어의 계통 분석이란 용어학 연구방법인 계통 분석을 춤사 용어

연구 형태에 차용한 것으로 춤사 의 한자어와 고유어,혼합어,외래어의 계

를 살펴본 것이다.춤사 용어 자료들에 기록되어 있는 춤사 용어 체를

상으로 계통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표 4〉와 같다.

〈표 4〉춤사 용어의 계통별 특성13) ( )합계

13) 체  사  어는 . 사  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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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713개 춤사 용어 한자어는 540개 으며,고유어는 879개,혼합어

는 294개,외래어는 없었다.이는 한국 통춤 춤사 용어가 지니는 형태상의

특징으로 고유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자어 역시 외래어라기보다는

선조들이 사용해온 문자로서 그 가치를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혼

합어 역시 외래어 혼합어가 아닌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써 우리 통을

그 로 표 하고 있는 춤사 용어의 계통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열별로 한자어와 고유어,혼합어,외래어의 계를 살펴보면 정재의 춤사

용어는 한자어가 425개 으며 고유어는 2개 혼합어는 9개,외래어는 없었

다.한자어가 많은 이유는 정재라는 춤이 갖는 특성 때문이며 이는 궁 에서

연행 되어오던 춤이기에 그 춤사 용어가 부분 한자어로 기록되어 문헌으

로 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춤의 춤사 용어는 한자어가 30개 으며,고유어가 368개,혼합어가 102

개,외래어는 없었다.탈춤은 다른 계통의 언어보다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

인데,이는 궁 의 정재와 달리 탈춤의 근원 발생 배경이 민간의 탈놀음이었

고 민 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춤사 에 그 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춤의 춤사 용어는 한자어가 25개,고유어가 241개,혼합어가 44개,외

래어는 없었다.민속춤 역시 탈춤과 마찬가지로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민 들의 몸짓이 춤사 용어에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악춤의 춤사 용어는 한자어가 16개,고유어가 115개,혼합어가 66개로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이는 농경문화 양식을 그 로 춤사 용어에 투

시킨 것이기에 고유어의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무속춤의 춤사 용어는 한자어가 5개,고유어가 131개,혼합어가 60개,외래

어는 없었다.무속춤 역시 다른 춤과 마찬가지로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그 근원 배경이 민 들의 수복강녕을 기원한 주술 춤으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무속춤에 그 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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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합계

단일어 없음 탈춤 7 탈춤 2

탈춤 2

민속 6

농악 4

(12)

탈춤 9

민속 8

농악 9

무속 3

(29)

탈춤 20

민속 14

농악 13

무속 3

(50)

생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합

성

어

명

사

형

()

정재 67(0)

탈춤 72(68)

민속 15(9)

(154)

정재 83 (5)

탈춤 173(160)

민속 17(14)

(273)

정재 119(2)

탈춤 28(28)

(147)

탈춤 99(96)

민속 76(71)

농악 57(53)

무속 52(52)

(284)

정재 167 (4)

탈춤 108(98)

민속 188(177)

농악 127(115)

무속 140(135)

불교 75(36)

(805)

정재436

탈춤480

민속296

농악184

무속192

불교 75

(1663)

합계 154 280 149 296 834 1713

불교춤의 춤사 용어는 한자어가 39개,고유어가 20개,혼합어가 16개,외래

어는 없었다.불교춤에서 한자어가 많은 것은 불교용어가 한자 용어로 되어있

기 때문이며 춤사 용어에 그 내용이 반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재와 불교춤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

으며,그 외의 다른 계열의 춤 즉 탈춤,민속춤,농악춤,무속춤에서 고유어의

사용이 많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는 이러한 춤이 만들어지고 승되었

을 당시의 상황과 특징을 반 한 것으로 무엇보다 춤과 춤사 용어의 생성원

인과 계가 깊은 춤사 형태라 생각된다.

(2)춤사 용어의 조어론 분석

춤사 용어의 조어론 분석이란 용어학 연구 방법인 조어론 분석을 춤사

용어 형태 연구에 차용한 것으로 단일어, 생어,합성어의 계를 살펴본 것

이다.춤사 용어 자료들에 기록되어 있는 춤사 용어 체를 상으로 조어

론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표 5〉와 같다.

〈표 5〉춤사 용어의 조어론 특성14) ( )합계

14) 체  사  어는 . 사  어   참고.



- 37 -

체 1713개의 춤사 용어 단일어는 50개이고 생어는 없으며,합성어

가 1663개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계열별로 단일어와 생어,합성어

의 계를 살펴보면 정재의 춤사 용어는 436개 용어를 단일어 없이 합성어

인 한자형 425개,합성어 명사형 11개로 설명하고 있으며,탈춤의 춤사 용어

는 단일어 20개 용어를 제외한 480개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30개,합성어 명

사형 450개로 설명하고 있다.민속춤의 춤사 용어는 단일어 14개 용어를 제

외한 296개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25개,합성어 명사형 271개로 설명하고 있

으며,농악의 춤사 용어는 단일어 13개 용어를 제외하고 184개 용어 모두를

합성어인 한자형 16개,합성어 명사형 168개로 설명하고 있다. 한,무속춤의

춤사 용어는 단일어 3개 용어를 제외하고 192개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5

개,합성어 명사형 187개로 설명하고 있으며,불교춤의 춤사 용어는 단일어

없이 75개의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39개,합성어 명사형 36개로 모든 춤사

를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재와 불교춤은 단일어 없이 합성어인 한자형과 합성어 명사형

으로 춤사 용어 모두를 설명하고 있으며,다른 계열의 춤 즉 탈춤과 민속춤,

농악춤,무속춤은 일부 단일어를 제외하고 모두 합성어인 한자형과,합성어 명

사형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는 한국 통춤 춤사 용어가 지니는 형태상의 특

성으로 단일어 보다는 합성어의 형식으로 춤사 용어를 표 하 으며,합성어

에서도 한자어를 제외한 모든 합성어가 명사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문 용어의 형태 특징임과 동시에 동사형으로 춤사 를

표 하기보다는 명사 구용어를 활용한 것으로 ‘∼춤’,‘∼사 ’등으로 표되

는 춤사 용어 술어 사용의 특징을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이는

춤사 용어가 표 화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용어의 발 과 계가

깊은 춤사 형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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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춤사 용어의 의미

한국 통춤은 구 으로 승되는 특성상 유형별로 춤사 의 명칭이 있으며,

춤의 움직이는 기술과 방법,동작의 명칭을 달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은주,1997).이러한 춤사 용어는 동작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어 춤의 역

사와 분포,유형,기능과 특징 등을 담고 있으며(배정혜,2004),문화유산으로써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철학이 반 된 고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유진,2009).

즉 춤사 는 그 자체로서 문화 의미와 가치가 함축된 것이다(이유진,2009).

앞서 춤사 의 분석틀과 춤사 의 형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춤사 용

어는 그 분석의 기 이 되며 근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춤의 순간

성으로 인해 움직임을 세 하게 찰하고,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문제에(신

상미,1998)실마리를 제공하 다고 할 수 있다.즉 가시 형체가 남지 않는

춤을 어떻게 기록하여 학문의 연구 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한 해답으로 이

는 비문자 언어 는 비발성 언어를 어떻게 학문의 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와 연 된다고 할 수 있다(채희완,2012).

한,단지 춤사 용어가 춤동작과 춤사 만을 표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

로운 의미체계를 형상화하는 것으로써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기존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춤사 용어를 재정립하고 표 화해야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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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춤사 용어의 특성

춤사 용어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춤사 용어 자료를 상으로 자료별

특성과 해석 기 ,범주화 특성,서술상의 특성을 살펴 각각 요무형문화재와의 연

계성,무용계의 연구실태,춤사 용어의 표기 형태,해설 형태 등을 규명해 보았다.

1.춤사 용어의 자료별 특성

춤사 용어의 자료별 특성을 살피기 해 춤사 용어 자료들의 연구자별

특성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요무형문화재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1)춤사 연구자별 특성 분석

춤사 용어 자료가 연구되었을 당시의 연구자별 환경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는 자가 서울 국문학과 학생으로 춤사

용어를 정리하고 분석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그 결과 춤사 용어라

는 명칭 신 어휘라는 단어로 춤사 를 명명하며 나아가 그 유형을 분석하고

계통분석(한자어,고유어)을 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는 1975년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 자료를 재편한 것으로 이애주(1976)의 논

문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연구의 성과물인 춤

사 용어와 해설을 공유하고 있었다.

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의 특성은 정재의 춤사 설명이 주를 이루

고 있다.이는 자인 장사훈이 국악 학자로서 고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

과이며,민속춤의 분야에서 그 표 춤사 만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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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합계

정재 67 83 119 X 167 436

탈춤 72 180 30 101 117 500

민속춤 15 17 X 82 196 310

농악춤 X X X 61 136 197

무속춤 X X X 52 143 195

불교춤 X X X X 75 75

합계 154 280 149 296 834 1713

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당시

자는 경희 석사과정 학생으로 안제승 박사의 계열별 춤 분류에 따라 춤사

용어를 서술하고 있지만,그 용어의 명칭과 해설은 기존의 정병호 연구들에

나타난 춤사 용어와 해설을 참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정병호의 연구와 동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의 경우 자가 다양한 춤과 방 한 춤사

용어를 수집·채록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1세 무용학자 이자 문화재 원으

로서의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그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춤의 역사이

자 이론 토 가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한 작업이었다.그러나 춤사

보존을 해 임의상 사용한 용어가 존재하여 춤사 연구의 가치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별 특성을 바탕으로 춤사 자료의 용어 개수를 살펴보면 다

음의〈표 6〉과 같으며,그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 다.

〈표 6〉춤사 용어의 개수(계열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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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휘의 총수는 1713개로 춤사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

는『한국의 통춤』(834개)이었으며,「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296개),『 통무용 용어의 연구』(280개),「춤사 어휘고」(154개),『한국무용개

론』(149개)의 순이었다.

한,계열별로 춤사 용어의 개수를 살펴보면 탈춤 500개,정재 436개,민

속춤 310개,농악춤 197개,무속춤 195개,불교춤 75개의 순이었다.탈춤의 경

우 모든 자료에서 연구 으며,정재와 민속춤은 각각 4개의 자료에서 연구되었

고 농악춤과 무속춤은 2개의 자료에서,불교춤의 경우 1개의 자료에서만 연구

되었다.

정재의 경우 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67개),심우성(1982)의『 통

무용 용어의 연구』(83개),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119개),정병호

(2002)의『한국의 통춤』(167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 용어는 체 436

개 다.

탈춤의 경우 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72개),심우성(1982)의『 통

무용 용어의 연구』(180개),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30개),유경희

(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101개),정병호(2002)의『한국

의 통춤』(117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 용어는 체 500개 다.

민속춤의 경우 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15개),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17개),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82개),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196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

용어는 체 310개 다.

농악춤의 경우 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61개),

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136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 용어는

체 197개 다.

무속춤의 경우 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52개),

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143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 용어는

체 195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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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춤의 경우 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

용어는 체 75개 다.

춤사 용어 연구는 연구의 깊이와 진행 정도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이

듯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춤사 용어의 개수가 양 으로 증가하고 종목별로

도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이는 일면 요무형문화재 제도의 정착과 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요무형문화재 지정과의 연 성

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춤사 용어자료의 연 성을 살피기에 앞서 요무형

문화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무형문화재는 재(2014년 3월 기 )12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순

수 춤 종목15)은 7개이며(제12호 진주검무,제21호 승 무,제27호 승무,제39호

처용무,제40호 학연화 합설무,제92호 태평무,제97호 살풀이춤),음악에 포함

된 것은 2개 종목(제1호 종묘제례악,제11호 농악),연희는 14개 종목(제2호 양

주별산 놀이,제3호 남사당놀이,제6호 통 오 ,제7호 고성오 ,제15호

북청사자놀음,제17호 산탈춤,제18호 동래야유,제34호 강령탈춤,제43호 수

야유,제49호 송 산 놀이,제61호 은율탈춤,제69호 하회 별신굿,제73호 가산

오 ,제79호 발탈),놀이 1개 종목(제8호 강강술래),의식 10개 종목(제9호 은

산별신제,제13호 강릉단오제,제50호 산재,제70호 양주소놀이굿,제71호 제주

칠머리당 등굿,제72호 진도씻김굿,제82-1호 동해안 별신굿,제82-2호 서해안

별신굿,제82-4호 남해안 별신굿,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제98호 경기도

도당굿,제04호 서울새남굿)으로 총 34개 종목에 분포하고 있다.

춤사 용어 자료들은 이 연희 4개 종목(제61호 은율탈춤,제69호 하회 별

신굿,제73호 가산오 ,제79호 발탈),놀이 1개 종목(제8호 강강술래),의식 3

개 종목(제9호 은산별신제,제13호 강릉단오제,제70호 양주소놀이굿)을 제외하

고 26개 종목의 28개 춤을 연구하고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의〈표 7〉과 같다.

15) 재청 지(http://www.cha.go.lr)  류( 산 보)를 근거  재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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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무형 문화재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제1호 종묘제례악
(1964.12.7)★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
정 업지무)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
정 업지무)

일무 유교춤

제2호 양주별산 놀이
(1964.12.7)◆ 양주별산 놀이 양주별산 민속춤·탈춤 산 계열 양주산

제3호 남사당놀이
(1964.12.7)◆

산 계열 탈춤

제6호 통 오
(1964.12.24)◆

통 오 통 오 놀이 민속춤·탈춤 산 계열 탈춤

제7호 고성오
(1964.12.24)◆ 고성오 고성오 민속춤·탈춤 산 계열 탈춤

제11호 농악
(1966.6.29)●

농악계열 농악

제12호 진주검무
(1967.1.16)■

진주검무 진주검무 기방계열 교방춤

제15호 북청사자놀음
(1967.3.31)◆

산 계열 탈춤

제17호 산탈춤
(1967.6.16)◆

산탈춤 산탈춤 민속춤·탈춤 산 계열 탈춤

제18호 동래야유
(1967.12.21)◆ 동래야유 동래 들놀음 민속춤·탈춤 산 계열 탈춤

제21호 승 무
(1968.12.21)■

승 무 승 무 기방계열

제27호 승무
(1969.7.4)■

승무 승무 승무계열 교방춤

제34호 강령탈춤
(1970.7.22)◆

강령탈춤 강령탈춤 민속춤·탈춤 산 계열 탈춤

제39호 처용무
(1971.1.8)★

처용무 처용무 궁 정재

제40호 학연화 합설무
(1971.1.8)★

학무 학무 궁 정재

제43호 수 야유
(1971.2.24)◆

수 야유 수 들놀음 민속춤·탈춤 산 계열 탈춤

제49호 송 산 놀이
(1973.11.11)◆

송 산 놀이 송 산 놀이 민속춤·탈춤 산 계열 탈춤

제50호 산재
(1973.11.5)▲

불교춤

제71호 제주칠머리당 등굿
(1980.11.17)▼

무속계열 무속춤

제72호 진도씻김굿
(1980.11.17)▼

민속춤·탈춤 무속계열 무속춤

제82-1호 동해안 별신굿
(1985.2.1)▼

무속계열 무속춤

〈표 7〉춤사 자료의 구성( 요무형문화재를 심으로)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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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2호 서해안 별신굿
(1985.2.1)▼

무속계열 무속춤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
(1987.7.1)▼ 무속춤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1988.8.1)▼

무속춤

제92호 태평무
(1988.12.1)■

교방춤

제97호 살풀이춤
(1990.10.10)■ 기방계열 교방춤

제98호 경기도 도당굿
(1990.10.10)▼

무속계열 무속춤

제104호 서울새남굿
(1996.5.1)▼

무속춤

그 외 정재 궁 정재

※ 범례의 구성

★정재(3) ◆탈춤(9) ■민속춤(5)

●농악춤(1)▼무속춤(8)▲불교춤(1)

자료의 연구 종료시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애주(1976)와 심우성(1982)의 경우 정재로 종묘제

례악(보태평지무,정 업지무),처용무,학무 등의 춤사 용어를 소개하 고,

탈춤으로 양주별산 ,통 오 ,고성오 , 산탈츰,동래야유,강령탈춤,

수 야유,송 산 로 나 어 설명하 으며,민속춤으로 승무와 진주검무,승

무를 설명하 다.

장사훈(1984)은 정재로 종묘제례악(보태평지무,정 업지무),정재의 일반

춤사 로 설명하 고 탈춤으로 양주별산 , 산탈춤,송 산 ,동래야유의

표 인 춤사 를 모아 설명하 으며,무속춤으로 진도씻김굿의 춤사 용어

를 설명하 다.

유경희(1992)는 탈춤을 산 계열로 명명하고 산탈춤,양주별산 ,강령탈

춤,야유와 오 ,북청사자놀이,남사당놀이,송 산 놀이를 모아서 설명하

다.민속춤을 승무계열로 한 숙 승무와 이매방 승무를 설명하 고,기방계

열로 한 숙 살풀이,이매방 살풀이,김숙자 살풀이,진주검무,승 무의 춤사



- 45 -

를 모아 설명하 다.농악춤은 농악계열로 발림춤,부포놀이,장구춤, 북채

로 추는 춤,외북채로 추는 춤,채상모 소고춤,농악 무동춤 등의 춤사 용어

를 모아 설명하 으며,무속춤은 무속계열로 진오귀굿과 도당굿,동해안 무무,

제주도 무무,서해안 무무,부산무무를 춤사 용어로 모아 설명하 다.

정병호(2002)는 정재로 유교춤(문무,무무)과 처용무,학춤,정재의 일반 춤사

를 설명하 고 탈춤으로 양주별산 와 송 산 , 산탈춤,강령탈춤,야유

오 ,북청 사자놀이,남사당 덧뵈기의 춤을 설명하고 있다.민속춤으로는

김숙자류 살풀이와 한 숙류 살풀이,이매방류 살풀이,한 숙류 승무,이매방

류 승무,강선 류 태평무와 진주검무의 춤사 를 설명하고 있으며,농악춤은

쇠꾼춤의 춤사 (발림춤,부포놀이),장구춤 춤사 ,북춤 춤사 (외북채로 추

는 춤, 북채로 추는 춤),소고춤 춤사 (채상모 소고춤,고깔 소고춤),무동

춤 춤사 (평택농악의 무동춤,이천농악의 무동춤,강릉농악의 무동춤,부여농

악의 무동춤,진도농악의 무동춤,보편화된 무동춤)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

다.무속춤은 지역에 따라 세부 으로 수원 무속춤,서울 무속춤,옹진 무속춤,

함흥 무속춤,강릉 무속춤,평양 무속춤, 덕 무속춤,통 무속춤,부안 무속

춤,진도 무속춤,부산 무속춤,제주 무속춤으로 서술하고 있으며,불교춤은 나

비춤(기본 춤사 ,향화게 사방요신,도량계),바라춤,법고춤으로 설명하 다.

앞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연구 자료들은 다양한 춤을 연구하고 있

는데 그 연구 종료 시 이 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과 동일함을 발견하 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애주(1976)의「춤사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

구』의 최종 연구 상인 송 산 놀이의 요무형문화재(제49호)지정시기가

1973년인 과 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의 진도씻김굿( 요무형문화재

제72호 1980년 지정)춤사 용어 연구,유경희(1992)의「한국무용 춤사 용

어에 한 연구」의 경기도 도당굿( 요무형문화재 제98호 1990년 지정)의 춤

사 용어 연구,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의 서울 새남굿( 요무형문

화재 제104호 1996년 지정)의 춤사 용어 연구 등을 통해 연구 상인 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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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료가 요무형문화재 제도의 지정과 발 에 계가 깊음을 알 수

있었다.즉 통춤의 용어 연구가 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후로 진행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탈춤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이유 역시 요문화재 종목으로 가장 많

은 종목이 지정되었기 때문이고(28종목 9종목으로 가장 많음)그 인정을

받은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기에(1973년 이 에 탈춤 9종목 모두가 요무형문

화재로 인정됨) 부분의 연구에서 탈춤의 용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춤사 용어는 요무형문화재 제도의 정착과 성장을 증명하

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꾸 한 학술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

의 춤사 용어를 수집·채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춤사 용어의 해석 기

춤사 용어 자료의 해석 기 은 춤사 계열을 바탕으로 하여 각 자료가

서술하고 있는 해석의 기 을 살펴보았으며.그 특성을 정리하여 춤사 연구

의 해석 기 을 밝 무용계의 연구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1)춤사 계열별 해석 기 분석

춤사 용어의 해석 기 을 춤사 계열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정재

정재의 해석 기 은 다음과 같다.이애주(1976)의 경우 종묘제례악은 1974.3

∼1974.10동안 김천흥에게 수받았으며,이주환(1956)의『시용무보해제』와,

『악학궤범』,『시용무보』에 기록된 것을 수집하 다.학무는 1972.1∼1974.9

까지 한 숙에게 수를 받았으며,처용무는 1970.3∼1974.9까지 김천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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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받고,성경린(1947)의『조선의 아악』을 참고 하 으며,이혜구(1957)『한국

음악연구』을 활용하여 춤사 용어를 서술하 다.

심우성(1982)의 경우 해석의 기 이 정확하게 어떤 서와 논문을 근거로

해석하 다는 기록은 없으나,본 서를 1975년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재편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용어 채

록 작업을 함께한 사람으로 서연호,이애주,손진책,주재환을 거론하며 장

답사를 통한 능보유자의 구술 자료를 2∼3차에 걸쳐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용어를 채록하 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사훈(1984)의 경우『악학궤범』 조선 말기의 각『정재무도홀기』에 나

오는 정재의 춤사 와『시용무보』에 하는 종묘제례 때 추던 일무를 가지고

춤사 용어를 기술하 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병호(2002)의 경우 유교춤은 장사훈(1977)의『한국 통무용 연구』를,궁

정재는 장사훈(1984)의『한국무용개론』을 참고하 으며,학무와 처용무는

따로 명명한 것이 없었다.

요약하자면 정재의 경우『악학궤범』과『정재무도홀기』,『시용무보』를 기

으로 그 해설서와 당시 재 된 춤사 를 기 으로 서술하고 있어 다른 춤에

비해 그 해석의 기 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2)탈춤

탈춤의 해석 기 은 다음과 같다.이애주(1976)의 경우 양주별산 는 1972.3

∼1973.10까지 유경성,고 달에게 수받았으며,이두 (1969)의『한국가면

극』과, 심우성(1964)의『양주별산 기 자료』, 김세 (1972)의「한국민속극

춤사 연구」를 참고 하 다.통 오 는 1974.10∼1974.11까지 오정두와 문

창섭에게 수받았으며,문창섭과의 담(1974.10)을 통해 용어를 정리하 다.

통 오 는 통 오 연수회(1964)자료를 참고로 용어를 정리하 으며,고

성오 는 1974.10∼1974.11까지 조용배와 허종복에게 수받았고,이두 ‧김

천흥(1964)『오 』를 참고 하 으며,조용배와의 담(1974.11)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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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탈춤은 1971.4∼1974.10까지 김선 과 양소운 그리고 윤옥에게 수받

았으며,김선 과의 담(1974.5∼6)을 바탕으로,김세 (1972)의「한국민속극

춤사 연구」를 참고 하 다.동래야유는 1974.10∼1974.12까지 문장항과 양형

제에게 수받았으며,천제동의『동래야유연구』(1973)와『동래야유 연희본』

(1974)을 참고 하여,이동안과의 담(1974.10)을 통해 춤사 용어를 정리하

다.강령탈춤은 1974.6∼1974.9까지 양소운에게 수받았으며,강령탈춤 팜 렛

(1971.7)과 왕석재(1972)의『강령탈춤 사』를 활용하여 춤사 용어를 정리

하 다.수 야유는 1974.10∼1974.12까지 정 윤에게 수받았으며,그와의

담(1974.12)을 바탕으로 이두 (1970)의『수 야유』를 활용하 다.마지막으로

송 산 는 1973.3∼1974.9까지 이호 에게 수받았고, 허호 과의 담

(1973.7∼9)을 바탕으로,한국문화 술진흥원(1974)의『무용용어 심의안』을 근

거로 춤사 용어를 수집 채록하 다.

심우성(1982)의 경우 정재와 마찬가지로 어떤 서와 논문을 근거로 해석하

다는 기록은 없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5년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재편한 것이라 서술하고 장 답사를 통

한 능보유자의 구술 자료를 2∼3차에 걸쳐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용어

를 채록하 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사훈(1984)의 경우 해석의 기 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에 ‘일반

으로 많이 쓰이는 춤사 용어 에 일부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고 서

술하고 있다.

유경희(1992)의 경우 김세 (1972)의「한국민속극 춤사 연구」와 한국문화

술진흥원(1975)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김백 (1976)의『 산탈춤 무

보』,김온경의「남부가면무의 미 연구」(1979),「원양반춤과 말뚝이 춤사 에

한 비교연구」(1979),『한국민속무용 연구』(1982)등의 자료를 활용하 다.

정병호(2002)는 자신의 서인『춤사 』(1981)를 바탕으로 김선 ‧김종화

( 산탈춤),양종승(강령탈춤),이종만‧이병옥(송 산 놀이),홍상 (양주별산

놀이),김온경(동래야유),태덕수(수 야유),허 세(고성오 ),김홍종(통



- 49 -

오 )의 시범을 참고 하여 춤사 용어를 정리하 다.

요약하자면 탈춤의 춤사 는 능보유자와 수자에 의해 구 된 춤사 용

어를 바탕으로 이 에 진행되었던 탈춤 련 논문에 기 을 두고 춤사 용어

를 체계화하 다.

(3)민속춤

민속춤의 해석 기 은 다음과 같다.이애주(1976)의 경우 진주검무는 김수악

과 김자진에게 1974.10∼11까지 수받았으며, 김수악(1974.11)과 김자진

(1974.11)과의 담을 통해 춤사 용어를 정리하 다.승 무는 정순남에게

1974.11∼12까지 수받았으며,승무는 한 숙에게 1971.1∼1974.9까지 수받

은 내용을 근거로 연구하여 춤사 용어를 정리하 다.

심우성(1982)의 경우 해석의 기 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5년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재편한 것이라고

서술하 다.

유경희(1992)는 정병호(1985)의『한국춤』과 한국문화 술진흥원(1981)의

『한국음악 무용 연극 사 』,심우성(1975)의『 통무용용어의 연구』의 자료

를 근거로 춤사 용어를 서술하 다.

정병호(2002)는 자신의 서인『무용』(1990)을 근거로 김운선과 양길순(김

숙자 춤),이애주와 정재만(한 숙 춤),이매방과 김정녀,임이조(이매방 춤),

강선 ,이 자(강선 춤),성계옥(진주검무)의 시범을 통해 춤사 용어를 서

술하 다.

민속춤 역시 탈춤과 마찬가지로 능보유자와 수자에 의해 구 된 춤사

용어를 바탕으로 이 에 진행되었던 민속춤 련 논문에 기 을 두고 춤사

용어를 체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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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악춤

농악춤 해석의 기 은 다음과 같다.유경희(1992)의 경우 정병호(1994)『농

악』을 참고 하 으며,한국문화 술진흥원(1987)의『한국의 축제』를 바탕으

로 춤사 용어를 서술하 다.

정병호(2002)는 자신의 서인『농악』을 참고하고 김문달(쇠춤),김병섭(장

구춤),하보경과 박병천(북춤),백남윤과 김방 (소고춤),최윤항과 박기향(무동

춤), 경환(잡색춤)등의 시범을 통해 춤사 를 정리하 다.

농악춤 역시 탈춤,민속춤과 마찬가지로 능보유자와 수자에 의해 구 된

춤사 용어를 바탕으로 이 에 진행되었던 농악춤 련 논문에 기 을 두고

춤사 용어를 체계화하 다.

(5)무속춤

무속춤 해석의 기 은 다음과 같다.유경희(1992)의 경우 정병호(1988)의

「제주도의 성주풀이」와 강혜숙(1980)의「제주도의 성주굿 무무에 한 연

구」를 바탕으로 춤사 용어를 서술하고 있으며,정병호(2002)의 경우 자신의

서인『무무』(1987)와 이용우과 오정숙,조한춘(수원 무속춤),박어진과 이옥

경(서울 무속춤),김 화(옹진 무속춤),김 복과 김순화,김 숙(함흥 무속춤),

박용녀,신석남(강릉 무속춤),이선호와 정 복(평양 무속춤),송동숙과 김미향

( 덕 무속춤),정모연과 백정자,박복개,박복율(통 무속춤),박소녀(부안 무

속춤),박병천과 정숙자,김 례(진도 무속춤),김석출과 김유선,김 희(부산

무속춤),안사인과 양창수,강도화,김찬옥(제주 무속춤)무당들의 시범을 근거

로 춤사 용어를 채록하 다.

무속춤 역시 앞서 설명한 춤과 마찬가지로 능보유자와 수자에 의해 구

된 춤사 용어를 바탕으로 이 에 진행되었던 무속춤 련 논문에 기 을

두고 춤사 용어를 체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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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불교춤

불교춤 해석의 기 은 다음과 같다.정병호 자신의 서인『춤사 』(1981)

를 참고 하 으며,임 동,황은동,김자은 스님의 시범을 기 로 춤사 용어

를 채록하 다고 기술하 다.

불교춤 역시 앞서 설명한 춤과 마찬가지로 능보유자와 수자에 의해 구

된 춤사 용어를 바탕으로 이 에 진행되었던 불교춤 련 논문에 기 을

두고 춤사 용어를 체계화하 다.

2)무용계의 연구 실태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재의 경우 해석의 기 이 고 무보인『악학궤

범』,『정재무도홀기』,『시용무보』로 기 이 명확한 데에 반해,여타 다른 춤

의 경우 해석의 기 을 능보유자와 수자에 의해 구 된 춤사 용어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개 이 에 진행되었던 춤사 련 논문에 기 을

두고 춤사 용어를 체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이 연구 모두 1990년 반에 이루어진 연구로,이애주와 심우성은

연구의 범 와 춤사 용어를 공유하고 유경희는 정병호의 서에 근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정병호는 장사훈의 정재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학자들 간에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춤사 용어를 정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춤사 용어의 특성상 능보유자와 수자에 의해 구 된 춤사 용어가

실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장성을 증명하는 자료이나 이 연구물을 그

로 답습하는 연구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무분별한 차용으로 오기

가 속출하고 원자료가 어떠한 것인가에 한 의문은 춤사 용어의 가치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해 한국 술종합학교 통원의 교수를 역임하고 요무형문화재 제

40호 학연화 합설무 능보유자인 이흥구는 손선숙의『궁 정재 용어연구』

의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무용계 연구환경의 폐쇄성을 밝히고 있는바 후학들

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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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를 추어본 사람이라면 구나 다 문헌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그러나 정확히 왜 다른지 그 이유에 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

지 않다.아니 왜 다른지에 한 의문은 갖고 있지만,그것을 해결하

려고 어느 구도 시도 하지 않았다.왜냐하면,무용은 구 으로 승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 까지의 도제식 교육방식이

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왜 그 지’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기시되어 왔기 때문이다.솔직히 정재 해석에 한 연구는

지 까지 승자들의 구 에 의한 해석을 인용 는 수용하는 것으

로 하 고,그 게 하는 것이 스승에 한 기본 도리라 생각하고 올

바른 교육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학문을 하여 기존의

선행 학자들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다른 학계

와는 달리 무용학계에서는 그런 학문 분 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

도 이유이다(이흥구,2009).

이 듯 춤사 용어를 연구하기에 앞서 요구되는 연구자의 자세는 춤사 용

어를 인용하고 사용할 때 해석의 기 을 우선 밝히는 태도이며 기존의 선행 학

자들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를 밝히기 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즉 이러한 연구 태도를 바탕으로 해석의 기 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앞으로의 춤사 용어 연구의 석으로 삼아야 한다.

3.춤사 용어의 범주화 특성

춤사 용어의 범주화 분석은 이애주(1976)가「춤사 어휘고」에서 춤사

용어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용어

로 춤사 를 수집 채록하여 각 용어의 특성을 8가지 형태로 범주화한 것을 의

미한다.따라서 이 춤사 용어 정리방안에 따라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

사 ,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

한 춤사 ,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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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합계

① 탈춤 3 탈춤 50 없음 탈춤 17 없음 탈춤 (70)

②
탈춤 16
민속 2

(18)

정재 2
탈춤 23
민속 1

(26)

정재 1
탈춤 1

(2)

탈춤 14
민속 1

(15)

정재 1
탈춤 17
민속 3

(21)

정재 4
탈춤 71
민속 7

(82)

③

ㄱ

정재 2
탈춤 5
민속 1

(8)

정재 1
탈춤 6
민속 1

(8)

탈춤 2
탈춤 3
민속 2

(5)

정재 2
탈춤 3
민속 2
무속 1
불교 3
(11)

정재 5
탈춤 19
민속 6
무속 1
불교 3

(34)

ㄴ 정재 3
정재 2
탈춤 1

(3)
없음

탈춤 1
농악 1

(2)

정재 2
탈춤 1
농악 1

(4)

정재 7
탈춤 3
농악 2
(12)

ㄷ

정재 49
탈춤 12
민속 1

(62)

정재 51
탈춤 14

(65)

정재 84
탈춤 9

(93)

탈춤 14
민속 40
농악 11
무속 11

(76)

정재 95
탈춤 17
민속 105
농악 30
무속 77
불교 34

(358)

정재 279
탈춤 66
민속 146
농악 41
무속 88
불교 34
(654)

ㄹ

정재 4
탈춤 2
민속 1

(7)

정재 11
탈춤 5

(16)

정재 8
탈춤 2
(10)

탈춤 8
민속 5
농악 3
무속 3
(19)

정재 17
탈춤 14
민속 27
농악 9
무속 12
불교 3

(82)

정재 40
탈춤 31
민속 33
농악 12
무속 15
불교 3
(134)

용한 춤사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ㄱ.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ㄷ.기타( 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

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

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춤사 용어 자료에 기술된 용어 모두를 다음의

〈표 8〉과 같이 범주화하 으며,그 특성을 정리하여 춤사 용어의 표기 형

태를 정리하 다.

〈표 8〉춤사 용어 범주화 분석(자료별)16) ( )합계

16) 체  사  어는 . 사  어   참고.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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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ㅁ
정재 2
탈춤 5

(7)

정재 1
탈춤 8
민속 1
(10)

정재 5

탈춤 4
민속 11
농악 3
무속 8

(26)

정재 14
탈춤 6
민속 23
농악 9
무속 27
불교 17
(103)

정재 22
탈춤 23
민속 35
농악 12
무속 35
불교 17
(151)

④ 정재 2 정재 1 정재 1 없음 정재 1 정재 (5)

⑤

ㄱ 탈춤 3 탈춤 7 없음 탈춤 4 탈춤 1 탈춤 (15)

ㄴ 탈춤 4

정재 1
탈춤 4
민속 1

(6)

탈춤 1

탈춤 3
민속 3
농악 5
(11)

정재 1
탈춤 4
민속 5
농악 7
무속 2
불교 1
(20)

정재 2
탈춤 16
민속 9
농악 12
무속 2
불교 1

(42)

ㄷ 탈춤 4 탈춤 5 탈춤 1

탈춤 6
민속 1
농악 1

(8)

탈춤 3
민속 1
농악 2

(6)

탈춤 19
민속 2
농악 3

(24)

⑥

ㄱ
탈춤 6
민속 2

(8)

정재 1
탈춤 10
민속 1

(12)

정재 1
탈춤 4

(5)

탈춤 5
민속 2
농악 1

(8)

정재 2
탈춤 18
민속 4
농악 7
무속 1

(32)

정재 4
탈춤 43
민속 9
농악 8
무속 1

(65)

ㄴ

정재 2
탈춤 2
민속 1

(5)

정재 2
탈춤 33
민속 10

(45)

정재 10
탈춤 9
무속 1

(20)

탈춤 19
민속 9
농악 32
무속 24

(84)

정재 13
탈춤 26
민속 19
농악 52
무속 20
불교 10
(140)

정재 27
탈춤 89
민속 39
농악 84
무속 45
불교 10
(294)

⑦

ㄱ
탈춤 4
민속 1

(5)
탈춤 8 없음

탈춤 1
농악 4
무속 5

(10)

탈춤 2
농악 12
무속 1
불교 7

(22)

탈춤 15
민속 1
농악 16
무속 6
불교 7

(45)

ㄴ 탈춤 1 탈춤 1 없음
민속 4
무속 1

(5)
무속 1

탈춤 2
민속 4
무속 2

(8)

⑧

정재 3
탈춤 5
민속 6
(14)

정재 10
탈춤 5
민속 2
(17)

정재 9
탈춤 2
민속 4

(6)

정재 21
탈춤 5
민속 5
무속 1

(32)

정재 43
탈춤 17
민속 17
무속 1

(78)

합계 154 280 149 296 83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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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된 내용을 체 으로 살펴보면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70개

으며,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는 82개 다.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

사 는 총 985개로,구체 으로 살펴보면 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

한 춤사 는 34개,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12개,ㄷ.팔의 움직

임을 사용한 춤사 는 654개,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는 134

개,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151개 다.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

한 춤사 는 5개이며,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총 81개로 ㄱ.짐승의 명

칭을 사용한 춤사 15개,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42개,ㄷ.기타( 물)

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24개 다.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총

359개로 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65개,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294개 다.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총 53개로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45개,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8개,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는 78개로 범주화되었다.

제일 많이 범주화된 부분은 인간에 련된 용어로서 범주화된 ①,②,③의

1137개 용어로 구성되어 이애주의 연구와 그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그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가 985개이며 특히 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654개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일반 으로 한국

통춤이 호흡을 주로 하여 하체를 강조한 하체 심의 춤사 가 많을 것 같다는

상과는 상이한 결과로 팔의 움직임이 더 세부 이고 다양하게 표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춤의 특성이 발의 움직임 못지않게 팔의 움직임을 강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용어가 범주화된 부분은 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359개로 그 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294개나 되는 것은 단순히

춤사 가 보는 그 로의 몸동작의 움직임을 표 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유 인 표

과 의태 인 표 으로 춤사 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선조들의 철학과 사상이 깃

들어 있는 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자료를 통해 춤사 용어가 춤의 내용을 표상하며 그 표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악할 수 있었으며,나아가 기존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 통춤의 특성

에 한 수치화 되고 가시 으로 드러나는 이론 근거자료로서의 활용성을 발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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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정재 탈춤 민속춤 농악춤 무속춤 불교춤 합계

① x 탈춤 70 x x x x 70

② 정재 4 탈춤 71 민속 7 x x x 82

③

ㄱ 정재 5 탈춤 19 민속 6 x 무속 1 불교 3 34

ㄴ 정재 7 탈춤 3 x 농악 2 x x 12

ㄷ 정재 279 탈춤 66 민속 146 농악 41 무속 88 불교 34 654

ㄹ 정재 40 탈춤 31 민속 33 농악 12 무속 15 불교 3 134

ㅁ 정재 22 탈춤 23 민속 35 농악 19 무속 35 불교 17 151

④ 정재 5 x x x x x 5

⑤

ㄱ x 탈춤 15 x x x x 15

ㄴ 정재 2 탈춤 16 민속 9 농악12 무속 2 불교 1 42

ㄷ x 탈춤 19 민속 2 농악 3 x x 24

⑥

ㄱ 정재 4 탈춤 43 민속 9 농악 8 무속 1 x 65

ㄴ 정재 27 탈춤 89 민속 39 농악 84 무속 45 불교 10 294

⑦
ㄱ x 탈춤 15 민속 1 농악 16 무속 6 불교 17 45

ㄴ x 탈춤 2 민속 4 x 무속 2 x 8

⑧ 정재 43 탈춤 17 민속 17 x 무속 1 x 78

합계 436 500 310 197 195 75 1713

1)춤사 계열별 범주화 특성 분석

춤사 용어의 범주화 분석을 춤사 계열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춤사 용어 범주화 분석(계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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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재

춤사 계열별로는 정재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었으

며,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는 4개 다.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

사 는 353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

한 춤사 는 5개,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7개,ㄷ.팔의 움직

임을 사용한 춤사 는 279개,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는

40개,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22개로 표 하 다.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는 5개 으며,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2개

로,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다.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29개로 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2개,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27개이다.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

으며,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는 42개로 범주화되었다.

정재의 특징으로는 우선 한자어의 사용으로 ③-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의 경우 손수(手)를 사용하 고,③-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

한 춤사 는 발족(足)을 사용하 으며,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는

기쁠환(歡)의 한자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ㄱ.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ㄷ.기타( 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그

리고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용어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정재는 궁 에서 추어진 춤으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보여주기 한 요

소로서 동물 이고 활달한 움직임을 배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재에만 있는 춤사 인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는 기쁠

환(歡)즉 기쁨을 춤으로 표 한 것으로 단순히 에 보이는 형상의 차원에서

나아가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춤사 용어로 표상하고 있는 것 역시 정재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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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정재가 궁 에서 추어지던 춤이기에 발을 사

용하여 도무하거나 몸을 놀리는 사 보다 우아한 팔의 사용이 춤사 부분

을 구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가 다른 계열의 춤사 보다 많은

것 역시 정재의 특징으로 독무가 아닌 단체의 군무로서 그 역할을 찾아볼 수

있으며,각종 무보에 그림으로 기록되어 승 된 경로를 통해 춤의 형을 나

타내는 춤사 가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탈춤

탈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70개이며,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는 71개이다.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142개로 세분

화하여 살펴보면 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19개,

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3개,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66개,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는 31개,ㅁ.몸 체

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23개로 표 하 다.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는 없었으며,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총 50개로 각각의 내용

을 살펴보면 ㄱ.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15개,ㄴ.조류의 명칭을 사용

한 춤사 는 16개,ㄷ.기타( 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19개 다.⑥ 의

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모두 132개로,ㄱ.의태 인 표 을 사용

한 춤사 는 43개,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89개 다.⑦ 소도구

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총 17개로 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

사 는 15개,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2개 다.마지막으로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는 21개로 범주화되었다.

탈춤은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를 제외하고 모든 역에서 춤사

를 표 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춤 계열 가장 많은 춤사 용어가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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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련이 깊으며 감정을 직 드러내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탈춤만이 표 하고 있는 부분은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⑤-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이다.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탈춤의

등장인물의 춤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일하게 춤 에 배역이 있고 스토리가 있

는 극 형식의 춤을 의미하며 춤,장면,놀이,마당,춤사 등으로 그 용어를

표 하고 있다.그리고 ⑤-ㄱ.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의 경우 다른 춤에

서는 조류나 기타 물로 춤사 용어를 표 한 데에 반해 탈춤은 짐승들과의

계성에 주목하며 원숭이,범,사자,황소,소 등의 춤사 를 흉내 내고 있다.

이는 농경사회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ㄷ.기타( 물)의 명

칭을 사용한 춤사 가 다른 계열의 춤에 비해 많은 까닭 역시 탈춤의 모방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많은 춤사 용어가 드러난 것은 ⑥-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이며,이는 탈춤의 비유 표 이 잘 드러난 로 직 표 과는 다르게

춤사 형상의 모방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그 다음으로 춤사

용어가 많은 부분은 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로,신체 부 를 단순히

팔,다리의 차원에서 나아가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 까지 모든 신체 부 를

사용하는 도약 이고 활동 인 탈춤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민속춤

민속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으며,② 신체 부 를

사용한 춤사 는 7개이다.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총 220개로 세

분화하여 살펴보면 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6개,

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없으며,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146개,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는 33개,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35개로 표 하 다.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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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춤사 는 없으며,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총 11개로 ㄱ.짐승

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고,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9개,ㄷ.

기타( 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2개이다.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

용한 춤사 는 모두 48개로 구체 으로 살펴보면 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9개,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39개이다.⑦ 소도구와 의

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5개로 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1

개,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4개로 나타났다.⑧ 춤의 형을 사용

한 춤사 는 17개로 범주화되었다.

민속춤은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③-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

용한 춤사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⑤-ㄱ.짐승의 명칭을 사용

한 춤사 가 없다.이 ③-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가 존재하

지 않는 이유는 고개의 직 인 움직임보다는 ③-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와 ③-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즉 신의 동작으로 춤사

를 표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⑦-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인 살

풀이춤의 춤사 이며,⑦-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장삼을 입고 추

는 승무 춤사 용어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농악춤

농악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고,② 신체 부 를 사

용한 춤사 도 없다.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총 74개로 세분화하

여 살펴보면 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없고,ㄴ.고

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2개,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41개,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는 12개,ㅁ.몸 체의 움

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19개로 표 하 다.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는 없으며,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총 15개로 ㄱ.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고,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12개,ㄷ.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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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3개이다.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

사 는 모두 92개로 각각 그 내용을 살펴보면 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

사 는 8개,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84개,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모두 16개로,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가

16개,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없었다.그리고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역시 없었다.

농악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③-ㄱ.몸을 굽히거나 숙

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⑤-ㄱ.짐승

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그리고 ⑦-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⑧ 춤

의 형을 사용한 춤사 가 없었다.③-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

용한 춤사 가 없는 것은 농악이 농경 인 동작 즉 온몸으로 활달하게 뛰고 흥

을 돋우기에 을 드리는 춤사 를 다른 형태로 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⑥-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가 많고 ⑦-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로서 장구와 북,소고,꽹과리,무동,상모,고깔,인형 등을 활

용한 춤사 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농악춤의 특징상 농업의 고달 노동

을 악기와 소도구를 통해 흥겹게 만드는 특성이 있으며 유희 요소로 마을의

굿 형식을 신하기에 매우 진취 이고 활달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5)무속춤

무속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고,② 신체 부 를 사

용한 춤사 도 없다.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총 139개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1개,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없으며,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88개,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는 15개,ㅁ.몸 체

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35개 다.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는

없었으며,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모두 2개로 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다.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92개로 세부

으로 살펴보면 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8개,ㄴ.비유 인 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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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춤사 는 84개 다.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총 16

개로 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다.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는 1개로 범주화되었다.

무속춤의 특징은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③-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ㄱ.짐승

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와 ㄷ.기타( 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가 없는 것

이 특징이다.이는 무속춤이 ③-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

사 와 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보다는 ㄷ.팔의 움직임을 사용

한 춤사 ,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ㅁ.몸 체의 움직

임을 사용한 춤사 로 격정 으로 움직이고 발로 도무하며 신의 동작으로

신을 하고 놀려 송신하는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⑥-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가 많은 이유는 무속춤 춤사 용어

‘∼무 ’과 같은 용어의 구 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⑦-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소도구로 무구인 바라,부채,칼,신칼 등을 통해

신하는 무속춤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6)불교춤

불교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없고,② 신체 부 를 사

용한 춤사 도 없다.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모두 57개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3개,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없으며,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34개,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는 3개,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17개 다.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는 없으

며,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1개로 ㄴ.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다.⑥ 의태,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모두 10개로,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는 없었으며 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다.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17개로 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다.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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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춤의 특징은 우선 정재와 같이 한자어 용어가 많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③-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는 몸을 숙이고 을 드

리는 배(拜)한자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③-ㄹ.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

이를 사용한 춤사 는 발족(足)한자어를 사용하 다.그리고 ⑦-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는 소도구인 바라와 련된 소리를 표 한 소리성(聲)과

바라를 잡는다는 잡을착(捉),바라를 들고 돈다는 돌잡(匝)등의 한자가 춤사

용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부분의 용어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용한 말(단어)은 없으며,③-ㄴ.고개

(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가 없고,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그

리고,⑤-ㄱ.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⑥-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⑦-ㄴ.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⑧ 춤의 형을 사용한 춤사

가 것이 특징이다.③-ㄴ.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가 없는 이유는

고개의 움직임 신 ③-ㄱ.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가

많은 데에 있으며,③-ㄹ.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 신 ③-

ㄷ.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ㅁ.몸 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 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매우 정 이며 불교의식을 진행하기 해 경건하게 춤을

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직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 가 없고,⑥-ㄱ.의태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신 ⑥-ㄴ.비유 인 표 을 사용한 춤사 를 통해 춤의

특징을 드러내고 ⑦-ㄱ.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 로 소도구 즉 바라,법

고 등의 소도구를 활용한 춤사 가 큰 비 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2)춤사 용어의 표기 형태

춤사 용어의 범주화 특성을 통해 각 계열의 춤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

으며,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춤사 표기 형태가 ‘형사 +범주화 특성(①

∼⑧)+동사형 미사 +술어’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

서 춤사 용어의 표기 형태를 그 특징과 표 춤사 용어를 통해 살펴보

면 다음의〈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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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춤사 표기 형태 특징과 춤사 용어

①

① + 술어 탈춤의 등장인물 용어

연닢 끔제기 춤 장면,옴과 상좌,

목 마당,팔목 춤사
등장
인물

춤,놀이,춤사
장면,마당,

②

② + 동사형
미사

+ 술어 팔뚝잡이,어깨 흔듬세,배꼽춤,

팔뚝잽이,무릎치기,허리재기,

허리풀기,발흔듬사 ,배맞추기

손목놀림사 ,
신체
부

맞추기,놀림,
잡이,잽이,치기,
재기,풀기,흔듬,

사 ,
춤,세,

③

ㄱ

동사형 미사 + 술어
업드릴(伏,免), 拜

면복,복무,구불춤,뒤집사 ,기는춤,

숙은사

구불,기는
뒤집,숙은
엎드림

사 ,
춤

ㄴ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고개를 돌리는 형태

끄덕이,면돌이,거수,부,앙

ㄷ

형사 + ③ + 동사형
미사

+ 술어
종묘제례악 용어 체

합장재볘,활개펴기,죔춤,모음,

메는가락,울러맨사 ,평사 ,

퍼넘기기,좌우치기,상하치기

외,곱
겹,양
만,민

손모양
여미는,
울러맨,
어르는,
메는,
퍼는,
펼,죔

넘기기,
펴기,
꺾기,
치기

춤,
사 ,
가락

ㄹ

③ + 동사형
미사

+ 술어
발足

거내족,거외족,족도, 발치기,디딤,

비디딤,안가랑,완자걸이,다리들기,

다리풀기,지신밟기,잉어걸이,겹걸음,

껑충걸음 사 ,울력걸음 사 ,빗사

걸음,짐거리 걸음,허정거리걸음 사 ,

잦은발,뒷걸음치기사 ,모듬뛰기,

발 움직임
발,다리,
껑충,모듬,
발,겹, ,
허정거리,
뒷걸음질,
빗사 ,
짐거리,
제자리,
잦은발,
얻딛는,

걸이,
치기,
풀기,
들기,
뛰기,
밟기

사

ㅁ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진신,회무, 름세,덧배기춤,

돌돌이무 ,배김사 ,

④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정재에서만 사용됨

기쁠歡이 반복됨

〈표 10〉춤사 용어의 표기 형태와 특징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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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⑤ + 동사형
미사

+ 술어
황소걸음 사 ,소꼬리치기사 ,

원숭이걸음,사자춤,범춤,원숭이,범,
사자,황소,

걸음,
치기

사 ,
춤,

ㄴ

⑤ + 동사형
미사

+ 술어

닭이똥사 ,학체, 조시,기러기춤까치,황새,
닭,학,
기러기

걸음,
이똥,
딛기

사 ,
춤,
체

ㄷ

⑤
+

동사형
미사

+
술어

새우걸음 사 ,거북이걸음 사 ,

자라춤,용트름,비비,나비춤,

게걸음 사 ,가재걸음 사 ,
거북이,용,
비비,새우,
나비,게,

트름,걸음,
꼬리

사 ,
춤,체,
상

⑥

ㄱ

⑥ + 술어
여닫이,멍석말이,화장,어르기,

엎어매기,비빔무 , 출무 ,

연풍 ,염풍댕이, 울질,건드 ,

길로래비훨훨

길로래비훨훨,엎어매기,
여닫이,멍석말이,건드 ,
비빔무 , 출무 ,연풍 ,

울질,

사 ,
가락,
무,

ㄴ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숙바더듬,해바라기,이슬털이,활사 ,

염불가락,엇쌔기깨끼,배미르기,

낙화유수무,비리,

도리깨무 ,산치기,외사,

⑦

ㄱ

형사 + ⑦ + 동사형
미사

+ 술어
바라치기,상모놀음,신칼돌림,

수건뿌림사 ,외상모,양상모,

시돌리기,소고치기,통돌림,

채바꿈치기,테돌림,고깔더듬,

법고놀이,부채놀이,검무,곤장놀이

장면,채 놀림,탈놀음,탈 ,

한삼 우리

외,양
법고,
상모,
고깔,
부채,
바라,
신칼,
북,체,

튀기는,
걸치기,
돌리기,
던지는,
뿌리는,
보듬는,
치기

놀음,
놀이,
장면,
놀음,
사 ,
,
춤,
무

ㄴ

⑦ + 동사형
미사

+ 술어

장삼춤,장삼섭제끼기.쾌자자락얼르기,
쾌자자락,
장삼,

제끼기,
얼르기

춤

⑧

⑧ + 동사형
미사

+ 술어

사방치기,삼진삼퇴,맞춤, 무,

구승돌이춤사 ,오방신선,

돌담,입춤,도령돌기,기둥돌이춤사 ,
진퇴,오방,
삼진삼퇴,사
방,맞, ,

치기,돌이
무,춤,
사



- 66 -

4.춤사 용어의 서술상 특성

춤사 용어 자료의 서술상의 특성은 춤사 계열을 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특성을 정리하여 춤사 용어의 해설 형태를 정리하 다.

1)춤사 계열별 서술 특성 분석

(1)정재

정재에서 이애주(1976)는 춤사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동

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설명하 다.

심우성(1982)의 경우도 이애주의 춤사 서술과 상이하지 않게 춤사 의 의

미 설명과 동작의 형상,춤사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처용무

의 설명은 이애주의 연구보다 자세한 편이다.그 내용은 다른 춤사 와의

계와 과정을 설명하고 춤사 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홍정도돔무’(처용무

춤사 )의 경우 수법과 보법, 형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사훈(1986)의 경우 춤사 의 의미 설명은 없으며 동작의 형상과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일반 정재 춤사 의 설명에서는 ‘∼춤사 와 같음’의

설명이 많으며,다른 정재의 춤사 에서도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그 춤을 언

하고 있다. 를 들자면 ‘춘앵 ,혹은 가인 목단 등에 나오는 춤사 이다’라

고 설명하고 있다. 한,춤사 용어로는 춘앵 28동작,향령무 7동작,그 뒤

로 처용무 5동작,가인 목단 4동작,검무 2동작,첨수무 2동작의 설명을 하

다.

정병호(2002)의 경우 정재를 문헌에 나오는 춤 160개와 임의상용어 7개로

춤사 용어를 구분하고 있으며,춤사 의 의미,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처용무의 경우 동일한 춤사 를 장단에 따라 숫자를

붙여가며 여러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며,그 들은 다음과 같다.발바딧춤(2),

산작화무(4),좌선회무(3),수양수오방무(7),낙화유수(2)등이다.

요약해 보자면 정재의 서술상 특성은 춤사 의 의미 설명보다는 간단한 동

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술상



- 67 -

의 특징이 비교 일치하고 있는 데에 반해 해석의 기 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춤사 용어의 가치문제를 유발하는 임의상용어가 존재하 다.

(2)탈춤

탈춤에서 이애주(1976)는 춤사 의미 설명보다 장면에 해 설명하 고 간단

한 동작의 형상 설명과 함께 춤의 과정을 설명하 다.특징 인 내용으로는 양

주별산 놀이에서 거드름춤과 깨끼춤을 모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우성(1982)은 간단하게 춤사 의미와 동작의 형상,춤의 과정을 설명하

다.양주별산 에서는 춤구성과 등장인물 등을 해설하고 거드름춤과 깨끼춤

을 나 어 설명하고 있으며,‘깨끼춤(거드름춤보다 좁게 내디딘다)’과 ‘검무(

재는 하고 있지 않은 춤사 이다)’등의 설명이 특징 이다.통 오 에서

는 ‘∼탈 마당’의 용어 사용하 으며,고성오 에서는 ‘∼춤,∼가락,∼놀음’

의 용어로 춤사 를 표 하 고,동래야유에서는 ‘웅박캥캥장단’이라는 용어를

춤사 용어로 사용하 다.강령탈춤에서는 등장인물의 춤과 ‘∼마당’을 설명하

으며,수 야유에서도 역시 ‘∼장면’을 춤사 로 나타내었고,‘시박(원로들에

게 심사받는 일)’등을 춤사 용어로 제시하 다.

장사훈(1986)은 춤사 의 의미와 과정 설명보다는 동작의 형상 주로 춤사

를 설명하 으며,여러 탈춤과 야유 오 그리고 진도 무속에 이르기까지

표 인 춤사 를 모아 간단하게 설명하 다.

유경희(1992)는 간단하게 춤사 의 의미와 동작의 형상,춤의 과정을 설명

하 지만 개 춤사 의 형상과 과정 설명 주 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 된 춤사 용어를 117개 사용하여 다른 계열의 춤

과는 다르게 임의상용어의 사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

른 서보다 춤사 의미 설명이 구체 이고 동작의 형상 설명보다는 춤의 과

정에 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종목별로 살펴보면 양주별산 는 팔뚝잽이,사

방치기,용트림,꺼득이,활개펴기 춤사 설명이 구체 이고,1동작,2동작,3

동작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산탈춤은 동작의 형상 설명보다는 1박,2박,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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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따라 춤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요약해 보자면 탈춤의 서술상의 특성 역시 정재와 동일하게 간단한 춤사 의

의미와 동작의 형상,과정 설명이나 춤사 용어라고 보기에는 그 범 에서 문

제가 되는 용어가 존재하며 자료들 안에서 서술상의 차이 즉 간단하게 설명한

용어와 자세하게 설명한 용어의 해설이 혼재하여 서술상의 편차가 크다.

(3)민속춤

민속춤에서 이애주(1976)는 춤사 의 의미 설명 신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으로 춤사 를 설명하 다.춤의 과정으로 박에 따른 춤사 설명이 있으

며 그 는 다음과 같다.진주검무의 ‘상 무’춤사 를 ‘1박에 좌족 딛고 우수

으로 내리며’로 설명하고 있다. 한,승무에서 어깨춤을 단순히 어깨의 움직

임에서 나아가 몸 체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우성(1982)은 춤사 의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았으나,간단한 동작의 형

상 설명과 함께 춤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진주검무에서는 연풍 가락의

춤사 를 4가지 경우로 자세하게 설명하 고 승무에서는 춤의 장단에 따라 춤

사 를 염불가락,타령가락 등으로 표 하 다.

유경희(1992)는 간단하게 춤사 의미와 동작의 형상,춤의 과정을 설명하

다.그 로 승무계열 춤사 용어 ‘모음’을 ‘정신을 한곳으로 모으는 정 인

동작’으로 표 하 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 용어를 24개,임의상용어를 167개 서술하 으며,

간단하게 춤사 의 의미와 동작의 형상,춤의 과정을 설명하 다.춤사 용어

명명의 특징은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인 살풀이와 장삼을 입고 추는 춤인 승무

의 향으로 팔사 와 수건,장삼의 단어 사용이 많았으며,신체와 동작의 움

직임을 소도구와 함께 표 한 단어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요약해 보자면 민속춤의 서술상의 특징은 간단한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

에 한 설명 주 으며 다른 춤보다 춤사 용어의 의미 설명이 많다는 것

이 특징이었다.그러나 춤사 의 가치문제가 드러나는 임의상용어의 사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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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계열의 춤보다 많았으며 춤사 용어의 범 문제를 유발하는 용어 역시 발

견되어 표 화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4)농악춤

농악춤에서 유경희(1992)는 춤사 의미 설명보다는 춤의 형상과 과정 만을

설명하 고 간혹 주를 달아 주로 쓰이는 농악지역에 해 서술하고 있으며,춤

사 용어 설명 뒤에 ‘사 ’라는 술어를 붙이는 특징이 있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 상의 용어 85개와 임의상용어 51개를 서술하고 있

으며 춤사 의 의미 설명보다는 형상과 과정을 근거로 자주 행해지고 있는 지

역 혹은 각 지역에서의 다른 명칭 등을 기술하여 다른 지역의 춤사 의 특징

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를 들어 춤사 설명 뒤에 ‘국 각 지역에서 한

다’,‘호남 농악에서 볼 수 있다’,‘남 여천 양 지방의 농악에서 주로 하고

있다’그리고 ‘진주농악에서는 퍼넘기기를 우물놀이라 부르고 강릉농악에서는

꼭두상모라 부르기도 한다’등이 있다. 한,같은 춤사 용어가 다른 지역의

춤에서도 동시에 발견되는 특징이 있었으며,춤사 의 비유 인 표 과 함께

활달한 발사 와 몸 체를 이용한 춤사 가 많았다.

요약해 보자면 농악춤의 서술상의 특징은 춤사 용어의 의미 설명보다는

형상과 과정을 근거로 다른 지역 혹은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춤사 용어를

서술한 데에 있으며,같은 춤사 용어가 다른 지역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무속춤

무속춤에서 유경희(1992)는 춤사 를 설명함에 있어 춤사 의 의미와 과정

설명보다는 동작의 형상 설명에 치 하고 있으며,장단을 활용한 춤과 굿의 거

리를 활용한 춤,소도구의 춤,‘∼도령’의 춤사 가 많으며 뛰는 사 즉 도무

의 춤사 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 상의 용어를 22개 설명하고 임의상용어를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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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고 있다.춤사 용어의 설명은 춤사 의 의미,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

정 모두를 구체 이게 서술하고 있으나,농악춤과 동일하게 같은 지역 혹은 다

른 지역의 춤에서도 반복되는 춤사 용어가 발견된다.

요약해 보자면 무속춤의 서술상의 특징은 간단한 춤사 의미 설명과 형상,

과정 설명이며 민속춤과 동일하게 구 된 용어보다 임의상용어 사용이 많아

표 화의 필요성이 두되며 농악춤과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춤 모두에서 동일한 춤사 용어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6)불교춤

불교춤에서 정병호(2002)는 구 상 용어를 40개 설명하고 임의상용어를 35

개 사용하며,다른 계열의 춤에 비해 춤사 의 의미 설명을 강조하고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를 들자면 나비춤의 ‘합장착’

춤사 를 ‘공으로 들어가는 일념으로 정신을 집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비나비상’이라는 춤사 용어를 ‘나비를 상상하여 부처님께 법을 배우라는 의

미가 담겨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불교춤의 춤사 용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춤사 용어 설

명이 용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과 함께 불교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함이라고 할 수 있다.

2)춤사 용어의 해설 형태

춤사 용어의 서술상 특성을 통해 각 계열 춤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으

며,이러한 과정을 거쳐 춤사 해설 형태가 크게 춤사 의 형상과 춤의 과정,

춤사 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춤사 용어 자료

의 서술상의 특성을 구체 인 춤사 해설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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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사 자료 춤사 용어 춤사 해설 특징

이애주
(1976)
춤사
어휘고

어깨춤

(승무)

몸의 심 부분에서 흥을 어깨로 달하여 이것을

"도 있게 원심 으로 사지에 발 시키는것"으로 외

형 으로는 어깨만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이 움

직임은 체내에서부터 출발하여 몸 체가 움직여지는

동작이다.

춤사 의미 설명 X

춤사 형상 설명 O

춤사 과정 설명 X

심우성
(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홍정도동무

(처용무)

수법: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는 동작이다.여기서 안

으로 낀다는 것은 한쪽 소매 만을 드는 것을 뜻

한다.청·홍 처용과 흑·백 처용은 모두 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고 황처용은 짝이 없음으로 손춤

을 추면서 왼쪽으로 낀다.그리고 반 로 반복한

다.즉 청·홍·흑·백처용은 외 을 하고 황처용은

좌 을 한다.

보법:발귀꿈치를 높이어 발돋음을 하는 동작이다.

형:발돋움을 하며 제자리에서 하게 된다.즉 무릎

디피무를 한 형과 같다.

춤사 의미 설명 X

춤사 형상 설명 O

춤사 과정 설명 O

장사훈
(1984)
한국무용
개론

발검

(종묘제례악)

허리를 굽히고 칼을 든 오른손을 내리되,칼이 뒤를

향하도록 한다.

춤사 의미 설명 X

춤사 형상 설명 O

춤사 과정 설명 O

유경희
(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수박치기

(농악계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삼색띠를 손에 잡고 좌우로

흔들며 어깨춤을 춘다.양손으로 자기 무릎을 두 번

치고 손 을 한 번 친다. 북 임실 필 농악과 경북

릉 빗내농악에서 추는 사

춤사 의미 설명 X

춤사 형상 설명 O

춤사 과정 설명 O

정병호
(2002)
한국의
통춤

허리재기

(산탈춤)

1박에 올른발을 들어 올리고 두 손은 녹음 가지를 쥐

어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린다.2박에 오른발을 앞으로

듯이 나아가고 2박 끝에 땅을 딛고 3박에 왼발을

들어 올린다.4박에 허리를 물결치듯 듯이 길게 펴

서 발을 내딛는다.

춤사 의미 설명 X

춤사 형상 설명 O

춤사 과정 설명 O

선자선좌

(불교춤)

선자선좌란 선량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배를 하

고 일어난다는 뜻으로, 을 하고 난후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춤사 의미 설명 O

춤사 형상 설명 X

춤사 과정 설명 O

〈표 11〉춤사 용어의 서술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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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춤사 용어의 표 화

춤사 용어의 표 화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춤사 용어의 범 ,표기,해

설의 문제 을 지 하 으며 그 기 을 설정하고 각각의 문제에 근거하여 춤사

용어의 범 분류,표기 체계,해설 체계의 표 화 방안을 탐색하 다.

1.춤사 용어의 문제

춤사 용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문제 을 범 ,표기,해설의 부분에서 논

의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춤사 용어의 범

춤사 용어의 범 에서는 춤사 의 가치로 인한 문제와 춤사 의 구성으로

인한 문제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춤사 의 가치로 인한 문제는 춤사 의 보존을 해 임의상 사용한 용

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춤사 용어 자료 정병호(2002)의『한국의

통춤』 서에서 발견된다. 한,구 된 춤사 용어 가운데 에서도 오기로 인

하여,해설은 임의상 춤사 용어로 서술하 으나 구 된 춤사 용어로 표기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춤을 교육할 때 사용되지 않는 춤사 용어가

존재하는 등(한 숙류 살풀이춤 춤사 용어의 ‘잉어걸이’)많은 문제 이 산재

해있다.더불어 이러한 임의상 사용된 춤사 용어를 유경희(1992)가「한국무

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에서 실제 춤사 용어로 인용하여 논문에 제시

하는 등 그 혼란이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17)

우선 정병호(2002)는 해석의 기 이 명확히 존재하는 정재에서도 임의상용

어를 7개나 제시하 으며,민속춤에서는 임의상 춤사 용어로 167개를 제시하

여 구 된 춤사 용어 24개보다 훨씬 많은 용어를 춤사 용어로 표기하 다.

17) 병 『한  통 』(2002)  신  『 사 』(1981),『 』(1987),『 』

(1990),『 악』(1994),『한  통 』(1999)등  참고하여 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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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춤에서도 역시 임의상용어 51개를 제시하고 무속춤에서도 구 된 용어 22

개를 제외한 121개의 용어를 임의상용어로 제시하 으며,불교춤에서도 임의상

용어를 35개나 제시하 다.특히 이러한 보존상의 명목으로 제시된 임의상의

용어는 다른 계열의 춤보다 민속춤과 무속춤에서 시 히 다루어져야 하는 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구 된 춤사 용어 가운데 에서도 해설은 임의상용어이나 오기로 인

하여 구 된 용어라 기록한 춤사 가 존재하며,실제 춤을 교육할 때 사용되지

않는 춤사 용어는 한 숙류 살풀이춤의 잉어걸이가 표 이라고 할 수 있

다.18)이는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에서 사용되었던 춤사 를 한 숙류의 춤

사 용어로 인용하여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춤사 의 차용이

가능한 이유는 정병호(2002)의 임의상용어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우선 같은 계열 혹은 다른 계열의 춤에서 비슷한 춤사 용어를 인용하여

임의상용어로 표기하 으며,둘째 보이는 그 로 즉 몸의 움직임에 근거하여

팔,다리,소도구를 활용하여 그 형상을 기록하 다.마지막으로 앞에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춤사 용어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춤사 용어의 임의상사용이 춤사 를 보존하고 지속 으로 교체,통합되어

춤사 용어로 고착,수용되어 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실제 춤사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차용되어19)학술상의 용어로만 락해 버린다면 춤사

용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되어버릴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춤사 의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춤의 구성용어 때문이라고 할 수 있

으며,춤사 용어 자료 심우성(1982)의『 통무용 용어의 연구』에서 이러

한 경우가 발생한다.

탈춤의 춤사 용어의 경우 등장인물의 설명과 함께 ‘∼마당,∼놀음,∼장

면,∼춤사 ’를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형식 차를 춤사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민속춤 에서는 승무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견되며 ‘∼장단’을

18) 연 가  우는 과 에  어걸 라는 사 는 매 류 (승  살풀 ) 에 만 

웠고 한 숙류 에 는 해 보지 못하 다.

19) 병 (2002)가 상 사 한 사  어를 경희(1992)가「한  사  어에 한 연

」에  실  사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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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1976)

심우성
(1982)

장사훈
(1984)

유경희
(1992)

정병호
(2002)

춤사 용어 설명
(이)(심)(장)(유)(정)-각 자의 춤사 설명

종묘
제례악
(정재)

兩手引膝
양수인슬
(兩手引膝)

양수인
(兩手引脥)

양수인슬
(兩手引膝)

두 팔을 높이 들어 으로 넘기며,한
발은 앞으로 약 다섯치 가량 내딧고

허리를 뒤로 재친다(심)

飜券
번권
(飜券)

번거
(飜擧)

번권
(飜券)

칼 안든 손을 굽 어깨까지 올리며
주먹이 를 향한다(심)

割拳
할권
(割拳)

할권
(割拳)

할검
(割劍)

왼손이 로 간 할 의 자세와 같다(장)

打肩
타견
(打肩)

타선
(打扇)

타견
(打肩)

쥔 칼을 들어 어깨를 치는 동작이다(심)

跪左膝
괴좌슬
(跪左膝)

궤좌슬
(跪左膝)

궤좌슬
(跪左膝)

왼발을 세우고 오른발을 꿇고 앉되,
두 손을 왼편 무릎에 놓는다(이)

‘∼가락’으로 표 하고 있다.

이는 춤사 용어가 단순히 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춤사 의

연결 혹은 그 과정 체로서 춤사 를 표 하는 데에 있으며,그 결과 용어의

사용 범 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춤사 용어의 범 를 결정하는 데

에 있어 어느 부분까지를 춤사 용어로 바라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 분류 체계의 필요성이 두된다.

2)춤사 용어의 표기

춤사 용어 자료 해석의 기 이 존재하는 정재에서도 춤사 용어 표기

에 차이가 있고,탈춤과 민속춤 그 외의 춤에서도 같은 동작을 다른 용어로(방

언과 같은 특이 사항 포함)표 하고 있으며 그 술어 표기(∼춤,∼사 ,∼체,∼

세)역시 일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다.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춤사 용어의 표기문제

→ 뒤에 계속



- 75 -

학무
(정재)

俯 앙(俛) 면(俛) 고개를 숙이는 동작(정)

내안(顔)
외안(顔)

내고(顧)
외고(顧)

안을 보는 동작(정)
고개를 들어 밖을 향하는 동작(정)

驚躍
약이퇴
(躍而 )

약이퇴
(躍而 )

뛰어서 나가는 동작이다(심)

정재의
춤사
(정재)

산작화무
산화작무
(설명이
동일)

장생보연지무에 나오는 춤사 의 하나
무가 삼지화를 들고 추는 춤사

(장)-산작화무의 설명

양주
별산
(탈춤)

팔뚝잡이 팔뚝잡이
팔뚝잡이
사

팔뚝잡이
(깨끼춤)
팔뚝잽이
(옴 의
거드름춤)

오른편 다리를 내딛고 바른손을 내
뻗어서 구부리고 왼손은 오른쪽

팔꿈치를 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주춤주춤 뒤로 3,4보 간다. 반 로
왼다리를 내 놓고 이와 같이 한다(심)

고성
오
(탈춤)

떳배기춤 덧배기춤
어깨춤에서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올리며 뛰는춤이다(이)

동래야유
(탈춤)

베김사 배김세
덧배기춤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로서
몸을 어르다가 갑자기 로 뛰어 거러

앉으며 추는 것을 말한다(심)

기는춤 길사 엉 엉 기면서 추는 춤(정)

산탈춤
(탈춤)

등장사 등장 등장하면서 추는 춤이다(심)

진주검무
(민속춤)

숙은사 숙은사 숙인사
한삼을 손에 끼고 무릎을
굽히는 사 이다(이)

농악춤

덧뵈기
춤사

덧배기춤

북을 왼쪽 허리에 갖다 다음
오른손을 으로 올려 북체를 으로
늘어 뜨리며 힘을 빼고 굿거리 장단에

느린춤을 춘다(유)

자반
뒤지기

자반뛰기

왼발을 왼쪽으로 돌려 딛을 때 몸을
완 히 뒤로 젖혔다가 곧 오른발을
왼쪽으로 돌려 딛으면서 훌쩍뛰어 몸을
뒤로 젖히고 왼쪽으로 돈다(유)

엎어배기 엎어매기
라도 자반뛰기 처럼 두 번 공 에서
돌고 무릎을 굽 앉는다(유)

방아
짛기

외방아
찧기

소고를 어깨 에서 비껴 사선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만 소고를 내리는

동작이다(유)

무속춤

쾌자자락
얼르기

쾌자자락
어르기

양손으로 쾌자자락을 잡고 손을 모아
같이 상하,좌우, 로 흔들거나 양손
팔꿈치를 굽 으로 펴고 좌우측으로

휘젓는다(유)

상 무 배맞추기
두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우쭐거리는 춤사 (유)

깨끔질 깨끔사
오른발,왼발을 비껴 딛어 가면서

한발씩 뛰며 양팔을 앞으로 뿌린다(유)

돌머리
무

돌몰이
무

부채나 수건 등을 들고 오른쪽
왼쪽으로 느리거나 빠르게 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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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춤사
용어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종
묘
제
례
악
︵
정
재
춤
︶

환비
신견자세에
이름

신비로
돌아간다

신비로
돌아간다

신비로
돌아간다

합흉 40도 40도 45도 40도

하수 40도 40도 45도 40도

복 45도 한자가량 30도 한자가량

복 덮어 가슴에 덮어 가슴에 들어 배부분에 들어 배부분에

발검
면 으로
내린다

비껴 앞으로
든다

든다 내린다
말없음

비껴 으로 든다

양수
인슬

5치 5치
10cm

(양수인 )
5치

번권 주먹을 뒤로 주먹 로
주먹을 뒤로
(번거)

주먹 로

번검 칼이 로 칼이 로 주먹이 로 칼이 로

번 한치 한치 2cm 한치

인슬
손을 무릎에서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4.5cm때고

3)춤사 용어의 해설

춤사 용어 자료 정재의 경우 춤사 용어 해설에 있어 춤사 의 과정

상 손의 치,각도,거리,진행 차 등의 차이가 존재하며,그 외의 다른 춤

역시 해설의 기 이 명확하지 않아 그 용어 자체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한,동작을 설명하는 형식이 서로 달라20)소통이 단 되고 용어

사용이 제한되는 등 그 문제 이 드러난다.

우선 춤사 용어 자체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다.탈춤 춤사

용어(모걸음치기 사 ,모 치기 사 ,길로래비훨훨사 ,요꽂 사 ),민

속춤 춤사 용어(다루치기),무속춤 춤사 용어(∼무 ,느름손치기)이다.

이 외의 해설상의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의〈표 13〉과 같다.

〈표 13〉춤사 용어의 해설문제

20) 사  어  해  를 통 하여 연 만  특징  한하 는 미가 아니라  

사  어가  없  술 어 어 어를 해하고 사  재 하  하여 그  

리하고  하는 미 다.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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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정
재
︵
정
재
춤
︶

소수수
반수반불과
같음

반수수불과
같음

이수
고

진퇴하면서 한
팔씩 오렸다
내리는 동작

두 손을 오른쪽으로
들어,왼쪽으로
뿌리고,오른손은
가슴 앞,왼손은
어깨 높이로 든다

농
악
춤

방아
찧기

소고를 어깨 에서
비껴 사선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만 소고를
내리는 동작

어깨 에서 비껴
사선으로 허리
부 까지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내리는 동작

무
속
춤

안유
짜기

춤을 추다가 제자리에
서서 한 팔은 뒤로
하고 한 팔은
앞으로 하여 허리를
감고서 발을 약간
꼬아서 지석거리는

춤사

오른쪽,왼쪽 아무
방향으로 돌다가
왼발을 오른쪽
으로 디디며
무릎을 굽힌다

2.춤사 용어의 기 설정

춤사 용어의 문제 으로 제기되었던 범 ,표기,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 기 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춤사 용어의 범 기

춤사 의 범 기 에 있어 춤사 가치로 인한 문제는 우선 구 된 춤사

용어를 표 화된 춤사 용어로 확립하는 데에 그 방안이 존재하며,춤사 보

존상 임의로 사용된 용어의 분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더불어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를 해 임의상용어를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춤사 용어

재조사를 통해 기존에 채록되었던 춤사 용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견되거나 변형된 춤사 용어의 역사 근원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춤사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춤사 용어에 한 인식 환 즉 춤사

용어가 단순히 춤사 만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그 분류 체계를 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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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용어와 춤사 용어로 나 어 보는 데에 있다.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

는 춤사 용어가 가진 범 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분별성을 갖춘 용어로서 앞

으로 이루어질 연구의 기 작업 역할을 수행하기 함이다.

2)춤사 용어의 표기 기

춤사 의 표기 기 에 있어서는 우선 원자료를 참고하여 오기를 바로 잡아

야 하며,춤사 표기 형태를 고려하여 춤사 용어의 술어를 ‘사 ’라는 표기

로 통일하여야 한다.즉 춤사 용어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춤사 용어의 방

언과 특이 표기를 병기하여 그 특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춤사 용어의 술어는 ‘∼춤,∼사 ,∼체,∼세’등과 같이 다양하나 몇 개

의 용어를 제외한 부분의 춤사 용어가 ‘∼춤,∼사 ’로 표기되어 있고 근

본 으로 그 술어가 서로 다른 표 이 아니었다.21)따라서 그 술어를 ‘∼춤’보

다 작은 단 이자 춤사 즉 동작을 의미하는 ‘∼사 ’의 술어로 표기를 통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춤사 용어에 이 방안을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한자어 춤사 와 ∼장면,∼과장 등의 춤의 구성 용어를 제외한 춤사 용어에

‘사 ’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그 표기 체계를 표 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춤사 용어의 해설 기

춤사 의 해설 기 에 있어서는 표기 기 과 마찬가지로 우선 원자료를 참고

하여 오기를 바로 잡아야 하며,춤사 해설 형태를 근거로 춤사 용어 자체

의 뜻을 밝히고,동작의 형상을 설명하며,그 과정을 장단에 따른 순서상의 움

직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그리고 특징 소도구,의미,내용,분 기 등을 부

연 설명하는 체계를 제시하여 춤사 용어의 해설 체계를 표 화하여야 한다.

21) 탈 (동래야 : 사 = , 는 = 사 ), ( 산탈 : 등 사 =등 )

    악 ( =  사 ), ( 끔질= 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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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의 기 이 없이 서술되어 있는 춤사 용어는 사용자들로 하여 혼란

을 가 시키며 그 의미와 형상,그리고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실제 춤사

용어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해 그 해설 기 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춤사 용어의 표 화 탐색

춤사 용어의 표 화 탐색은 기존 춤사 용어 자료의 특성에서 밝 졌던

문제 들을 기반으로 춤사 에 한 반 이고도 통합 인 이해 즉 춤사 의

종합 체계를 바탕으로 한 근이 필요하다.따라서 앞서 설명한 춤사 용어

의 기 에 근거하여 그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춤사 용어의 범 분류

춤사 용어의 범 분류를 해서는 앞서 춤사 범 의 가치 기 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춤사 보존을 해 사용된 정병호(2002)의 임의상 춤사 용

어 381개22)(오기로 인한 임의상 춤사 용어 포함)와 이것을 차용한 유경희

(1992)의 춤사 용어 92개를 임의상 춤사 용어로 분류하고 나머지 1240개

의 용어를 구 된 춤사 용어로 제시하여 춤사 용어를 분류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병호(2002)의 춤사 용어 오기로 인하여 해설은

임의상용어이나 구 된 용어라 기록한 용어는 농악춤 춤사 11개이며,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농악춤 춤사 용어(굿거리춤,발벌리고 북치기,사모잽이,꽃 오리,

소고 돌리기.소고 올렸다 내리기,소고를 사선으로 올려 내리기,소

고 잡고 발 으로 올리기,소고차고 돌리기,앉아서 상모돌리기,한

발 든 소고놀이)

22) 병 (2002)는 에  ‘  내  사 는 ( )  표 하고 헌   사

는 ( 헌)  표  하 , 아 런  없는 것  상 칭 다’ 라고 술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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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경희가 차용한 정병호의 임의상용어는 승무계열 용어 28개,기방계

열 용어 25개,농악계열 용어 14개,무속계열 용어 25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무계열 용어(감고푸는뿌림,감기,감아서뿌림,걸치기,꼬리치기,던

져서뿌림,던지는뿌림,꼬아서뿌림,돌려서뿌림,뒤로젖 뿌림,뛰어서

뿌림,모음,몸돌리기,몸통비틀기,무동작,비스듬히펴기,상하로뿌

림,앞으로뿌림, 뿌림, 로뿌림,젖는뿌림,지숫기,팔내리기,팔올

리기.팔일자펴기,한발들기,활개펴기)

기방계열 용어(걸어도는사 ,걸치기,꼬리치기.뒤로회무,맺는사 ,

뱅 도는사 ,비껴든사 ,빙 도는사 ,수건돌리기.수건휘날리기,

숙은사 (2),어르는사 ,얻딛는사 ,완자걸이,용꼬리사 ,지숫는

사 , 는사 ,채는사 ,펴는사 ,평사 ,학사 ,활사 ,훝는사

,휘젓는사 )

농악계열 용어(굿거리춤,까치걸음,다듬이질하기,발벌리고 북치기,

북치고 양손들기,사모잽이,삼진삼퇴,소고 앞뒷면치기,제자리에서

뛰기,좌우치기,지자뛰기, 끔놀이,팔벌리기,휘돌리기)

무속계열 용어(가세질(가 질),걸치기와 뿌림,깨끔질,꽃 오리,느

름손치기,다듬이질,등맞추기,맴돌이,모듬 사 , 치기,바라 상

하로내리기,바라 으로 올리기,바람막이,상모놀음,신맞이,신칼돌

림,안유짜기,앉아배김,양손 벌려회무,양손 어깨에 매고 회무,좌우

치기,쾌자자락얼르기,태극무늬,한손어깨에 매고 회무,회오리바람)

더불어 춤사 의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앞서 범 의 구성 기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춤의 구성용어로 85개의 용어를 제시하고 나머지 1628개의 용어를

춤사 용어로 분류하여 체계화하고자 한다.구체 춤사 는 심우성(1982)의

탈춤 춤사 용어 77개,민속춤 춤사 용어 8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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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의 춤사 용어(양주별산 )길놀이,고사,상좌춤,옴과 상좌,먹

과 옴,연잎과 끔 이,염불놀이,침놀이,애사당 북놀이,먹 놀

이,신장수 놀이,취발이 놀이,샌님,신할아비와 미얄할미,(통 오

)문둥이춤,법고탈마당,풍자탈마당, 노탈마당,포수탈 마당,(고성

오 )말뚝이춤,북춤,승무,문둥춤,문둥북춤,오 ,비비,제 주,

( 산탈춤)사상좌춤,팔먹 춤,사당춤,노장춤,사자춤,양반춤,미얄

춤,(동래 들놀음)길놀이,탈 ,군무,문둥이춤,웅박캥캥장단,할미춤,

제 각시춤,도령춤,(강령탈춤)사자춤,원숭이춤,말뚝이춤,목 춤,

상좌춤,양반마당,목 마당,소무마당,노장마당,(수 들놀음)지신밟

기,시박,사자춤,말뚝이춤,농악무,범춤,투무,양반춤 장면, 노춤

장면,할미· 감춤 장면,사자춤 장면,(송 산 )상좌춤 장면,옴 춤

장면,연닢 끔제기춤 장면,북놀이 장면,곤장놀이 장면,참모놀이

장면,신장사,원숭이춤 장면,취발이춤 장면,말뚝이춤 장면,샌님 미

얄할미춤 장면,포도부장,샌님춤 장면,신할애비,신할멈춤 장면)

승무의 춤사 용어(염불가락,염불 도드리가락,타령가락,타령 도드

리가락,굿거리가락,굿거리 도드리가락,북치는 가락,당악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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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이애주
(1976)

심우성
(1982)

장사훈
(1984)

유경희
(1992)

정병호
(2002)

표 화 방안

종묘
제례악
(정재)

兩手引膝
양수인슬
(兩手引膝)

양수인
(兩手引脥)

양수인슬
(兩手引膝)

양수인슬
(兩手引膝)

시용무보에 양수인 용어 없음

飜券
번권
(飜券)

번거
(飜擧)

번권
(飜券)

번권
(飜券)

시용무보에 번거 용어 없음

割拳
할권
(割拳)

할권
(割拳)

할검
(割劍)

할권
(割拳)

시용무보를 살펴본 결과 할검 용어가
오기로 드러났음

打肩
타견
(打肩)

타선
(打扇)

타견
(打肩)

타견
(打肩)

시용무보에 타선 용어 없음

跪左膝
괴좌슬
(跪左膝)

궤좌슬
(跪左膝)

궤좌슬
(跪左膝)

궤좌슬
(跪左膝)

시용무보에 괴좌슬 용어 없음

학무
(정재)

俯 앙(俛) 면(俛)
면(俛)

악학궤범에 俯,앙 용어 없음

내안(顔)
외안(顔)

내고(顧)
외고(顧)

내고(顧)
외고(顧)

악학궤범에 내안,외안 용어 없음

驚躍
약이퇴
(躍而 )

약이퇴
(躍而 )

경약이퇴
(驚躍而 )

악학궤범에 경약이퇴로 용어 설명

정재의
춤사
(정재)

산작화무
산화작무
(설명이
동일)

산작화무
(散作花舞)

장생보연지무에 산화작무 설명 없음

2)춤사 용어의 표기 체계

춤사 용어의 표기 체계를 확립하기 하여 표기문제에서 제시되었던 오기

들은 원자료23)를 근거로 수정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표 14〉와 같다.

〈표 14〉춤사 용어의 표기 표 화 사례

23) 악( 악보 (2012). 악. 민 원) 참고

    학 , 재  사 ( 숙(2005). 재 어사 . 민 원) 참고

    악 ( 병 (1994). 악. 열 당) 참고

    ( 병 (1987). . 재 리  재 연 ) 참고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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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별산
(탈춤)

팔뚝잡이 팔뚝잡이
팔뚝잡이
사

팔뚝잡이
(깨끼춤)
팔뚝잽이
(옴 의
거드름춤)

팔뚝잡이
(팔뚝잽이,팔뚝잡이 사 )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고성
오
(탈춤)

떳배기춤 덧배기춤
덧배기춤(덧배기춤)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동래야유
(탈춤)

베김사 배김세
배김세(베김사 )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기는춤 길사
기는춤(길사 )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산탈춤
(탈춤)

등장사 등장
등장사 (등장)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진주검무
(민속춤)

숙은사 숙은사 숙인사
숙은사 (숙은사 )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농악춤

덧뵈기
춤사

덧배기춤
덧배기춤(덧뵈기 춤사 )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자반
뒤지기

자반뛰기
자반뛰기(자반 뒤지기)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엎어배기 엎어매기
엎어배기

원자료 농악을 살펴본 결과 엎어매기가
오기로 드러났음

방아
짛기

외방아
찧기

외방아 찧기
원자료 농악을 살핀 결과 방아
찧기가 오기로 드러났음

무속춤

쾌자자락
얼르기

쾌자자락
어르기

쾌자자락 얼르기
원자료 무무를 살핀 결과 쾌자자락
어르기가 오기로 드러났음

상 무 배맞추기
상 무 (배맞추기)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깨끔질 깨끔사
깨끔질(깨끔사 )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돌머리
무

돌몰이
무

돌머리무 (돌몰이무 )
춤사 용어의 다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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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춤사 표기 형태 표 춤사 용어

① ① +사 (술어)
춤 구성용어라 표 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음

② ② +동사형 미사 +사 (술어)

팔뚝잡이→팔뚝잡이 사

배꼽춤→배꼽춤 사

무릎치기→무릎치기 사

허리재기→허리재기 사

③

ㄱ 동사형 미사 +사 (술어)
구불춤→구불춤 사

기는춤→기는춤 사

ㄴ 춤사 용어 +사
끄덕이→끄덕이 사

면돌이→면돌이 사

ㄷ 형사 +③ +동사형 미사 +사 (술어)

활개펴기→활개펴기 사

죔춤→죔춤 사

좌우치기→좌우치기 사

ㄹ ③ +동사형 미사 +사 (술어)

완자걸이→완자걸이 사

빗사 걸음→빗사 걸음 사

잦은발→잦은발 사

ㅁ 춤사 용어 +사

름세→ 름세 사

덧배기춤→ 덧배기춤 사

돌돌이무 → 돌돌이무 사

④ 춤사 용어 +사
정재에서만 사용되어 (한자어 춤사 용어)

표 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음

한,술어들의 번잡한 쓰임을 통일하고자 앞서 춤사 용어 분석에서 살펴

보았던 춤사 표기 형태에서 그 특성을 도출하고 앞서 표기 기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자어 춤사 와 ‘∼장면’,‘∼과장’등의 춤의 구성 용어를 제외한

춤사 용어를 ‘춤사 용어 + 사 (술어)’라는 체계로 표 화하여 다음의

〈표 15〉와 같이 정리하 다.

〈표 15〉춤사 용어의 표기 체계 표 화 방안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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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⑤ +동사형 미사 +사 (술어)

원숭이걸음→원숭이걸음 사

사자춤→사자춤 사

범춤→범춤 사

ㄴ ⑤ +동사형 미사 +사 (술어)
학체→학체 사

기러기춤→기러기춤 사

ㄷ ⑤ +동사형 미사 +사 (술어)

자라춤→자라춤 사

용트름→ 용트름 사

나비춤→나비춤 사

⑥

ㄱ ⑥ +사 (술어)

길로래비훨훨→길로래비훨훨 사

멍석말이→멍석말이 사

연풍 →연풍 사

ㄴ 춤사 용어 +사

숙바더듬→숙바더듬 사

이슬털이→이슬털이 사

엇쌔기깨끼→엇새끼깨끼 사

⑦

ㄱ 형사 +⑦ +동사형 미사 +사 (술어)

채바꿈치기→채바꿈치기 사

고깔더듬→고깔더듬 사

통돌림→통돌림 사

ㄴ ⑦ +동사형 미사 +사 (술어)
쾌자자락 얼르기→쾌자자락 얼르기 사

장삼춤→장삼춤사

⑧ ⑧ +동사형 미사 +사 (술어)

사방치기→사방치기사

도령돌기→도령돌기사

돌담→돌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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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춤사
용어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종묘
제례악
(정재)

환비
신견자세에 이름 신비로 돌어간다 신비로 돌어간다 신비로 돌어간다

팔을 머리 로 둘러 다시 신비 자세를 만든다

합흉
40도 40도 45도 40도

두손을 가슴 가운데에 붙이되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윗몸을 약 40도로 굽힌다.

하수
40도 40도 45도 40도

합흉에서 오른손 는 왼손을 아래로 내렸다가 몸에서 약 40도 가량 으로 땐다.

복
45도 한자가량 30도 한자가량

바로 선 자세에서 두 팔을 좌우로 약 30센티 가량 벌려 하수 한다.

복
덮어 가슴에 덮어 가슴에 들어 배부분에 들어 배부분에

주먹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어 배에 붙인다.

발검

면 으로
내린다

비껴 앞으로
든다

든다 내린다
말없음

비껴 으로 든다

허리를 숙이고 칼 든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몸에서 약 40도 가량 앞 쪽 사선방향으로 땐다.

양수
인슬

5치 5치
10cm

(양수인 )
5치

양손을들어오른쪽 는왼쪽 으로넘기는데한발은앞으로약15센티가량내딛고허리를재인다.

번권

주먹을 뒤로 주먹 로
주먹을 뒤로
(번거)

주먹 로

칼 안든 왼 주먹을 구부려 어깨까지 올리되 주먹이 뒤를 향한다.

3)춤사 용어의 해설 체계

춤사 용어의 해설 체계를 확립하기 하여 해설문제에서 제시되었던 오기

들은 원자료24)를 근거로 수정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표 16〉과 같다.

〈표 16〉춤사 용어의 해설 표 화 사례

24) 악( 악보 (2012). 악. 민 원) 참고

    학 , 재  사 ( 숙(2005). 재 어사 . 민 원) 참고

    악 ( 병 (1994). 악. 열 당) 참고

    ( 병 (1987). . 재 리  재 연 ) 참고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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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제례악
(정재)

번검

칼이 로 칼이 로 주먹이 로 칼이 로

칼 든 팔꿈치를 구부려 어깨까지 올리되 칼이 뒤를 향한다.

번

한치 한치 2cm 한치

좌우 팔을 어깨에서 약 3센티 가량 처뜨려 팔꿈치를 구부려 들고 주먹은 뒤로 비튼다.

인슬

손을 무릎에서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4.5cm
때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쪽으로 10센티 가량 떼어 내리되다리는 든다.

일반
정재
(정재)

소수수

반수반불과 같음 반수수불과 같음

손을 작게 드리운다는 뜻으로 동일한 뜻의 용어로는 반수반불과 반수수불 등이 있다.

이수
고

진퇴하면서 한
팔씩 오렸다
내리는 동작

두 손을 오른쪽으로
들어,왼쪽으로 뿌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
왼손은 어깨 높이로

든다

양팔을 로 올려 왼쪽으로 나란히 내리면서 왼팔은 으로 펴들고 오른손은 입 가까이 들고 양팔을

높 다 낮추며 춤을 춘다.이어 양팔을 로 올려 오른쪽으로 나란히 내리면서 오른팔은 으로 펴들고

왼손은 입 가까이 들고 양팔을 높 다 낮추며 춤을 춘다.

농악춤
방아
찧기

소고를 어깨 에서
비껴 사선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만 소고를
내리는 동작

어깨 에서 비껴
사선으로 허리
부 까지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내리는
동작

어깨 에서 비껴 사선으로 허리 부 까지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내리는 동작

무속춤
안유
짜기

춤을 추다가 제자리에
서서 한팔은 뒤로 하고
한팔은 앞으로 하여
허리를 감고서 발을
약간 꼬아서지석거리는

춤사

오른쪽,왼쪽 아무
방향으로 돌다가

왼발을 오른쪽 으로
디디며 무릎을 굽힌다

춤을 추다가 제자리에 서서 한팔은 뒤로 하고 한팔은 앞으로 하여 허리를 감고서 발을 약간

꼬아서지석거리는 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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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춤사 해설 체계를 통일하고자 각 자료의 해설 형태를 바탕으로 해설

체계를 춤사 의미 설명,형상 설명,과정 설명,부연 설명의 형태로 재설정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표 17〉과 같다.

〈표 17〉춤사 용어의 해설 체계 표 화 방안

특성
이애주(1976)
춤사 어휘고

심우성(1982)
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
용어에 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통춤

춤사

해설의

특징

춤사 의미설명X

춤사 형상설명O

춤사 과정설명X

춤사 의미설명X

춤사 형상설명O

춤사 과정설명O

춤사 의미설명X

춤사 형상설명O

춤사 과정설명O

춤사 의미설명X

춤사 형상설명O

춤사 과정설명O

춤사 의미설명O

춤사 형상설명X

춤사 과정설명O

춤사

용어의

해설

체계

1.춤사 용어 자체의 뜻을 밝힌다.(춤사 의미 설명)

선자선좌란 선량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배를 하고 일어난다는 뜻으로,

(정병호의 불교춤 ‘선자선좌’설명 中)

2.동작의 형상을 설명한다.(춤사 의 형상 설명)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삼색띠를 손에 잡고 좌우로 흔들며 어깨춤을 춘다.

(유경희의 농악계열 ‘수박치기’설명 中)

3.장단에 따라 그 춤의 과정을 기록한다.(춤사 과정 설명)

청·홍 처용과 흑·백 처용은 모두 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고 황처용은 짝이

없음으로 손춤을 추면서 왼쪽으로 낀다.그리고 반 로 반복한다.

(심우성의 정재 ‘홍정도돔무’설명 中)

4.특징 소도구,의미,내용,분 기 등을 부연 설명한다.

몸의 심 부분에서 흥을 어깨로 달하여 이것을 "도 있게 원심 으로

사지에 발 시키는것"으로 외형 으로는 어깨만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이 움직임은 체내에서부터 출발하여 몸 체가 움직여지는

동작이다.(이애주의 민속춤 ‘어깨춤’설명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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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춤사 용어의 표 화 탐색에서 제시한 춤사 용어의 범 분류,표

기 체계,해설 체계의 표 화 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의〈표 18〉과 같다.

〈표 18〉춤사 용어의 표 화 내용 정리

방안 춤사 용어 표 화 내용

춤사

범

분류

1.춤사 용어의 가치로 인한 범 문제

구 된 춤사 용어(1240개)와 임의상 춤사 용어(473개)

2.춤사 용어의 구성으로 인한 범 문제

춤사 용어(1628개)와 춤의 구성 용어(85개)

춤사

표기

체계

춤사 표기 형태

(형사 +범주화 특성(①∼⑧)+동사형 미사 +술어)

↓

춤사 표기 체계

(춤사 용어 +사 (술어))

춤사

해설

체계

1.춤사 용어 자체의 뜻을 밝힌다.(춤사 의미 설명)

2.동작의 형상을 설명한다.(춤사 의 형상 설명)

3.장단에 따라 그 춤의 과정을 기록한다.(춤사 과정 설명)

4.특징 소도구,의미,내용,분 기 등을 부연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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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춤사 용어 자료들을 분석 정리하여 문제 을 살펴보고 한국

통춤의 춤사 용어 표 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론 배경에서는 용어 표 화 연구의 동향을 악하기 해 용어학과 음악

학,체육학 분야의 용어 연구 방법과 내용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춤

사 용어 연구의 역사를 춤사 해설 연구(춤사 를 제시하고 그 해설을 심으

로 서술한 연구)와 분석 연구(해설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을 피력한 연구)

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더불어 춤사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하여 그 분석

틀을 춤사 표기법(춤사 를 기록하기 해 만들어낸 방법)과 춤사 분석법(춤

사 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방법)의 형태로 정리해 보았으며,용어학 분야

에서 사용하는 계통 분석과 조어론 분석을 통해 춤사 의 형태를 살펴보았다.그

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춤사 의 의미를 고찰하 다.

춤사 용어의 특성은 연구자별 특성을 바탕으로 요무형문화재 지정과의 연

계성을 살펴보았으며,춤사 계열을 기 으로 자료의 해석 기 ,범주화 특성,

서술상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그 결과 춤사 용어 연구가 요무형문화재 지

정과 발 의 사료가 되고 해석의 기 을 근거로 무용계의 연구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더불어 춤사 용어의 범주화 분석을 통해 계열별 춤사 의 특성과 구성

형태를 정리하 고 춤사 서술상의 특성을 고찰하여 춤사 용어의 해설 형태

를 살펴볼 수 있었다.

춤사 용어의 표 화는 춤사 의 범 와 표기,해설의 문제 을 밝히고 그 기

을 정하여 표 화 방안을 탐색하는 형식으로 구성하 다.춤사 용어의 범

문제는 춤사 의 가치로 인한 문제와 춤사 구성으로 인한 문제라고 할 수 있

으며,표기와 해설의 문제는 춤사 자료 간에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표기와 해

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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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근거로 각각의 기 을 마련하여 표 화 방안을 제시

하 다.우선 춤사 의 범 분류 방안에서는 춤사 의 가치를 기 으로 한국

통춤 춤사 용어를 구 된 춤사 용어와 임의상 사용된 춤사 용어로 나 었

으며,춤사 의 구성을 기 으로 춤의 구성용어와 춤사 용어로 분류하 다.춤

사 표기 체계 방안에서는 문제 으로 제시되었던 오기들은 원자료를 근거로 수

정하 으며,춤사 구성형태를 바탕으로 ‘춤사 용어 +사 (술어)’방안을 제시

하 다.해설 체계 방안에서도 역시 원자료를 근거로 오기를 수정하 으며,춤사

해설 형태를 바탕으로 춤사 용어의 의미 설명과 춤사 의 형태 설명,그리고

장단에 따른 춤사 의 과정을 설명하 으며,마지막으로 춤사 련 소도구,의

미,내용,분 기 등을 부연 설명하여 그 해설 체계를 제시하 다.

따라서 표 화된 춤사 용어를 해서는 정확한 해석의 기 을 제시하여 논

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그 범 를 구 된 춤사 용어와 임의상 춤사

용어,춤의 구성용어와 춤사 용어로 구분하여야 한다. 한,표기에서는 ‘춤사

용어 +사 (술어)’의 형태를 근간으로 하고,해설은 춤사 의미,동작의 형

상과 춤의 과정,부연 설명의 체계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2.제언

본 연구는 춤사 표 화의 기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춤사

용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을 제기하 다.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

로써 기 을 마련하여 표 화 방안을 탐색하 다.

춤사 용어를 분석하던 같은 계열 혹은 다른 계열 사이에서 반복되는

춤사 를 발견하 으며,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 다. 한,연구 자료가 한국 통춤 반에 걸쳐 춤사 를 개

으로 서술한 내용이기에 지 까지 연구 던 각 종목의 춤사 용어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연구결과 도출된 표 화 용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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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지 까지 연구된 각 계열 혹은 다른 계열의

용어 ,반복되는 춤사 용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 야 하고 그 쓰임을

정리하여 표 화된 해설을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개 으로 춤사 용어를

서술한 자료에서 나아가 각 종목의 춤이 구체 으로 연구된 논문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표기와 해설을 표 화하고 춤사 를 이해하고 재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한,실제 장 조사로서 그 연구의 범 를 확 하여 춤사 용어를

재조사하고 체계화시켜 ‘춤사 용어집’을 만들어야 한다.더불어 근본 으로

용어에 한 인식 교육을 바탕으로,용어 표 화의 력체계를 구축해 표 화

된 ‘춤사 용어 사 ’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이러한 연구물 등을 바탕으로 표 화된 춤사 용어의 사용을 교육과

술 나아가 학제간의 소통에 활용하고자 실제 교과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용어가 리 보 될 수 있도록 효과 인 방법(춤사 용어 교육,강습,세미

나,학회 등)을 강구해야 한다.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활동 작업으로

써 ‘춤사 용어 통일안’을 만들어 국가 인 차원의 연구 형태로 발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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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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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鼓嘴,俯

정재춤사 (1)
(학무)鼓嘴

정재춤사 (2)
(학무)鼓嘴(처용무)俛伏

탈춤춤사 (5)
(양주)伏舞

(동래)엎드림사 ,
구불춤,기는춤,
뒤집사

탈춤춤사 (6)
(양주)伏舞

(동래)엎드림사 ,
구불춤,기는춤,
뒤집사 ,길사

탈춤춤사 (2)
구불사 ,길사

탈춤춤사 (3)
伏舞,구불춤,길사

탈춤춤사 (3)
(야유오 )구불춤,
길사 (양주)伏舞

민속춤사 (1)
(진주)
숙은사

민속춤사 (1)
(진주)
숙은사

민속춤사 (2)
(기방)숙은사 (2)

민속춤사 (2)
(강태)숙이는사
(진주)숙인사

무속춤사 (1)
(서)四方으로 하기
불교춤사 (3)

(나)拜禮捉,險手身拜禮
(바)磼想捉

ㄴ

정재춤사 (3)
(처용무)回顧,相面
(학무)擧首

정재춤사 (2)
(학무)擧首,俛

없음

정재춤사 (2)
(학무)擧首,俛

탈춤춤사 (1)
(양주)끄덕이

탈춤춤사 (1)
끄덕이(단)

탈춤춤사 (1)
(양주)끄덕이(단)

농악춤사 (1)
面돌이

농악춤사 (1)
(쇠)面돌이

ㄷ

정재춤사 (49)
(종묘제례악)

合胸,斜直指,點腹,
下垂,點胸,外擧,
擧肩,垂腹,還擧,
外揮,引胸,點乳,
兩手擧肩,點腹,
兩手下垂,腹把,
折肩,肩把,荷肩,
割脥,兩手引膝,
片直指,推前,推後,
拔劍,推臂,伸臂,
還臂,翻劍,飜券,
點膝,割劍,割拳,
折飜,外把,擧揮,
兩手荷肩,覆臂,
膝上內揮,打肩,
刺空,引膝,覆劍,
膝把,跪左膝,起立,
下膝,點脥
(처용무)
垂手舞

정재춤사 (51)
(종묘제례악)

合胸,斜直指,點腹,
下垂,點胸,外擧,
擧肩,垂腹,還擧,
外揮,引胸,點乳,
兩手擧肩,兩手下垂,
腹把,折肩,肩把,
荷肩,點腹,割脥,
兩手引膝,片直指,
推前,推後,拔劍,
推臂,伸臂,還臂,
翻劍,飜券,點膝,
割劍,割拳,折飜,
外把,後拂,擧揮,
兩手荷肩,膝上內揮,
折肩,打肩,覆臂,
刺空,引膝,覆劍,
膝把,跪左膝,起立,
下膝,點脥,還置

정재춤사 (84)
(종묘제례악)

合胸,斜直指,點腹,
下垂,點胸,外擧,
擧肩,垂腹,還擧,
外揮,引胸,點乳,
兩手擧肩,兩手下垂,
腹把,折肩,肩把,
荷肩,點腹,割脥,
兩手引脥,片直指,
推前,推後,拔劍,
推臂,伸臂,還臂,
翻劍,飜擧,點膝,
割劍,割拳,折飜,
外把,後拂,擧揮,
兩手荷肩,膝上內揮,
折肩下,打肩,覆臂,
刺空,引膝,覆劍,
膝把,跪左膝,起立,
下膝,還置,兩手點膝,

前垂
(정재)回頭,半袖半拂,
後抛袖,人舞,低昻袖,
外袖,搖袖,右呈手,
左打場, 歛,合蟬,
右打場,以袖高低,
折腰理腰,左呈手,
廣袖,內袖,擡袖,
大閃袖,掉袖兒,
半垂手拂,飜袖,
垂手, 閃手,
垂手雙拂,歛手,

拂花簾,乍飜,合呈手,
垂手舞,斜曳裾

정재춤사 (95)
(종묘제례악)

合胸,斜直指,點腹,下垂,
點胸,外擧,擧肩,垂腹,
還擧,外揮,引胸,點乳,
兩手擧肩,兩手下垂,腹把,
折肩,肩把,荷肩,點腹,
割脥,兩手引膝,片直指,
推前,推後,拔劍,推臂,
伸臂,還臂,翻劍,飜券,
點膝,割劍,割拳,折飜,
外把,後拂,擧揮,

兩手荷肩,膝上內揮,折肩,
打肩,覆臂,刺空,引膝,
覆劍,膝把,跪左膝,起立,
下膝,點脥,還置

(처용무)右擧手,左擧手,
斜曳裾,一佛,左手擡頭,
外袖擧,內袖擧, 垂手,
飛履,拱揖,擡袖,垂手舞
(정재)廣袖,內袖,大閃袖,
掉袖兒,折腰理腰,左呈手,
人舞,垂手雙拂,外袖,
後抛袖,搖袖,右呈手,
左打場, 歛,合蟬,

半袖半拂,半垂手拂,飜袖,
垂手, 閃手,右打場,
以袖高低,,低昻袖,歛手,
拂花簾,乍飜,合呈手,
回頭,後佛,八手舞,舞作,

斜曳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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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춤사 (12)
(양주)合掌再拜,
활개펴기,활개꺾
기(고성)메는가락
(산)外사 ,곱
사 ,사 팔얹기,
兩사
(동래)양팔든어름
사 ,울러맨사
(송 )곱사 ,죔춤

탈춤춤사 (14)
(양주)合掌再拜,활
개펴기,활개꺾기,
곱사 (고성)메는
가락 (산)外사 ,
곱사 ,兩사 ,滿
사 ,민사
(동래)양팔든 어름
사 ,울러맨사
(송 )곱사 ,죔춤

탈춤춤사 (9)
겹사 ,곡사 ,곱
사 ,滿사 ,민사
,兩사 ,外사 ,
활개꺽끼,활개펴기

탈춤춤사 (14)
사 팔얹기,사 돌리기,
外사 ,곱사 ,兩사 ,
滿사 ,돌림사 ,合掌
再拜,활개펴기사 ,활
개 꺾기사 ,울어맨사
,빠른휘두름사 ,느
린 휘두름사 ,좌우활
개사

탈춤춤사 (17)
(양주)合掌再拜,활개펴
기,곱사 (산)外사 ,
곱(겹)사 ,兩사 ,돌림
사 (강령)곱사
(송 )활개펴기,곱사 ,
合掌再拜,죔춤
(야유오 )左右활개사
,울러맨사 ,느린 휘
두름사 ,빠른휘두름사
,겨드랑사

③ ㄷ

이애주-민속춤사 (1)
(승 무)모듬사

유경희-민속춤사 (40)
(승무)모음(단),감기(단),활개펴기,팔올리기,팔내리기,팔一字펴기,비스듬히펴기,걸치기(단),퍼넘기기,비껴

으로뿌림,뒤로젖 뿌림,감고푸는뿌림,던지는뿌림,꼬아서뿌림,던져서뿌림, 뿌림,앞으로뿌림,
로뿌림,젖는뿌림,돌려서뿌림,上下로뿌림,감아서뿌림, 는사 ,획 는사

(기방)平사 ,걸치기(단),휘젓는사 ,채는사 ,펴는사 ,비껴든사 ,手巾휘날리기,手巾돌리기,맺는사
,훝는사 ,활사 ,手巾튀기는사 ,흩뿌림사 ,手巾보듬사 ,手巾제침사 ,手巾풀림사

정병호-민속춤사 (105)
(김살)平사 ,비껴든사 ,얹는사 ,끼는사 ,활사 ,여미는사 ,엎어뿌리는사 ,던져뿌리는사 ,펴는사 ,

원을그리는사 ,모으는사 ,훑는사 ,어르는사 ,감는사
(한살)휘젓는사 ,뿌리는사 ,여미는사 ,모으는사 ,手巾튀기는사 ,手巾어깨걸치기,돌리는사
(이살)平사 ,휘젖는사 ,맺는사 ,채는사 ,펴는사 ,비껴든사 ,걸치기(단),지숫는사 ,手巾휘날리기,手

巾돌리기,어르는사 ,앞으로뿌리는동작,뒤로젖 뿌리는동작
(한승)모음(단),팔올리기,팔내리기,팔一字펴기,비스듬히펴기,활개펴기,퍼넘기기,걸치기(단),여미는사 ,팔휘

돌리기, 으로 뿌림,비껴 으로뿌림,上下로뿌림, 로 뿌림,꼬아서뿌림,뒤로젖 뿌림,앞으로 뿌림,
감고푸는뿌림,던지는뿌림,감아서뿌림

(이승)모음(단),팔올리기,팔내리기,팔一字펴기,비스듬히펴기,활개펴기,감기(단),퍼넘기기,걸치기(단),꼬아서
뿌림,던져서뿌림, 뿌림,젓는뿌림,돌려서뿌림,감아서뿌림,뛰어서뿌림,앞으로뿌림, 로뿌림,뒤
로뿌림

(강태)一字펴기,뿌림사 ,끼고감는사 ,제치는사 ,엎는사 ,얹는사 ,걸치는사 ,여미는사 ,엇거는
사 ,끼고드는사 ,감는사 ,감고푸는사 ,들사 ,올릴사 ,끼는사 ,치마잡는사 ,휘젓는사 ,내
릴사 ,양팔폈다모으는사 ,펴는사

(진주)팔어르기,뿌릴사 ,걸기(단),돌림사 ,윗사 , 사 ,한삼던질사 ,한삼 우리,맨손 우리,한삼뿌
릴사 (오),한삼뿌릴사 (왼),팔一字펴기

유경희-농악춤사 (11)
左右치기,휘돌리기,上下치기,숙바더듬,고깔더듬,통돌림,채바꿈치기,궁굴채던지기,테돌림,북치고 양손들기,
팔벌리기

정병호-농악춤사 (30)
(쇠)左右치기,휘돌리기,上下치기,앉은左右치기,꽹가리체던지기
(장)숙바더듬,고깔더듬,통돌림,채바꿈치기,궁굴채던지기,테돌림,左右치기
(북)북태치기,북돌리기,어깨춤,북치고양손들기
(소)鼓올렸다내리기,팔걸이,左右로올리기,팔벌리기
(무)어르기(단),上下차기,한손어르기,左右로흔들기,겨드랑사 ,앞으로손짓하는춤,左右치기(3),
어깨左右로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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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ㄷ

유경희-무속춤사 (11)
左右치기,비빔무 , 출무 ,걸치기와뿌림,어깨매고뿌림,哱囉상하로내리기,哱囉 으로올리기,神칼돌림,
치기,느름손치기,팔자사

정병호-무속춤사 (77)
(수)上下치기,처올려뿌리고어깨에얹기,겨드랑이 에서 로올리기,어깨춤,哱囉치고올리기
(서)左右치기,앞 로휘돌리기
(옹)앞에서 으로휘젓기,神칼돌림(2), 치기,칼앞으로휘돌리기,겨드랑사 ,哱囉상하로내리기,哱囉 으
로올리기, 치기,칼휘돌리기,上下치기,8자로휘돌리기

(함)左右치기,양손8자로돌리기,哱囉치고한손번갈아올리기,哱囉치고 로올리기
(강)左右치기,겨드랑무 ,몸앞에서 으로뿌리는사 ,돌리는사 ,느름손치기,비빔무
(평)左右로휘젓기,팔엎었다뒤집기,양팔돌리면서칼휘돌리기,칼 으로휘젓기,칼돌리기,左右치기,哱囉들어올
리기,양팔을8자로휘돌리기,겨드랑사 ,두번감기,어께돌리기,양손뿌리기와한손반 쪽어깨에메기

()비빔무 ,뒤집고엎는사 ,左右치기,양사 무 ,겨드랑사 ,몸앞뒤로뿌리기,모았다뿌리기
(통)左右치기,몸앞에서 으로벌려내기,겨드랑사 ,上下치기사 ,뿌리는사
(부안)양손쳐올리기,겨드랑사 ,어깨얹은사 ,左右치기,손목돌리기,팔벌리는사 ,앞에서 로뿌리기,
양손 으로뿌리기

(부산)비빔무 ,뒤로돌려뿌리기, 치기,얹은사 ,한손던지기,느름손치기,비빔무 ,겨드랑무 ,양사우치기무
(제)팔에걸치기, 에서뿌려어깨에메기,뿌려어깨에메고뿌려내리기,어깨메고뿌림,걸치기와뿌림

(진)左右치기,쳐올리기

정병호-불교춤사 (34)
(나)合掌捉,八手捉,險擧手拜,菲나비想,座나래想,昻手宣 ,左手宣擧傳,左右宣擧手,손모으기,팔벌리기(2),
東쪽보고손모으기,西쪽보고蓮꽃치기,北쪽보고蓮꽃치기,손모아上下로어르기,손목돌리기,앉아서蓮
꽃치기,앉아서손흔들기,앉아서팔흔들기,앉아서西쪽보고蓮꽃치기,앉아서北쪽보고蓮꽃치기,앉아서
東쪽보고蓮꽃치기,앉아서南쪽보고蓮꽃치기,꽃치기,앉아서팔벌리기,좌우로蓮꽃치기,손모으기

(법)치기,북돌려치기,북어르기,북어르면서回轉,뒷북치기,合掌,북가락치기(바)頭後上換提,

ㄹ

정재춤사 (4)
(학무)蹈進,翶翔,

驚躍
(처용무)擧足

정재춤사 (11)
(학무)蹈進,翶翔,
進二步,擧內足,
擧外足,躍而
(처용무)발바딧舞,
발바디作隊舞,
舞 ,舞進,
齊行而舞

정재춤사 (8)
(정재)발바딧舞,
발바딧作隊舞,
內足,舞蹈,外足,
足蹈,尺腰,塔塔高

정재춤사 (17)
(학무)蹈進,翶翔,,

進二步,擧內足,躍而
(처용무)平進,

발바딧춤(2),折腰理腰
(정재)발바딧舞,발바딧
作隊舞,內足,舞蹈,外足,
足蹈,尺腰,塔塔高

탈춤춤사 (2)
(양주)짐거리
걸음

(산)제자리
걸음

탈춤춤사 (5)
(양주)발치기,
곧은치기

(산)제자리걸음
(수 )地神밟기
(송 )갈지자

탈춤춤사 (2)
걸음사 ,
발깨끼

탈춤춤사 (8)
두루치기걸음사 ,
뒷걸음질치기사 ,
허정거리걸음사 ,
짐거리걸음사 ,
모걸음치기사 ,
껑충걸음사 ,
울력걸음사 ,
발치기사 ,

탈춤춤사 (14)
(산)다리들기,제자리
걸음,걷기(단),발뛰기,
다리풀기,다리들기,
(강령)外발뛰기,
앉아뛰기,外돌사
(북청)모걸음치기,
뒷걸음치기
(양주)발치기,
곧은치기
(송 )갈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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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민속춤사 (1)
(승무)잦은발

유경희-민속춤사 (5)
(승무)디딤(단),한발들기,
(기방)얻딛는사 , 는사 ,안가랑

정병호-민속춤사 (27)
(김살)엇딛는사 ,엇딛는사 , 는사 , 사 ,한발든사
(한살)발모아서뒤뚬치올리기,발벌리기,발들기,발 으로돌리는뒷걸음
(이살)안가랑,비디딤
(한승)한발들기(이승)한발들기,비디딤,안가랑
(강태)겹걸음,따라붙이는걸음,잔걸음,무릎들어걷기,뒷걸음 기,앞걸음 고뒤꿈치디딤,뒤꿈치 어돌기,

바른걸음,느리게발들기,발 으로 어주기,발 으로옮겨딛는사 ,
(진주)進

유경희-농악춤사 (3)
三進三 , 치기,제자리에서뛰기

정병호-농악춤사 (9)
(장)엇붙임걸음,三進三
(북)三進三 ,제자리에서뛰기, 으로다리들기
(소)걸음치기,벌려겹치기
(무)三進三 ,한발뛰기

유경희-무속춤사 (3)
기둥돌이춤사 ,구승돌이춤사 ,모듬 사

정병호-무속춤사 (12)
(서)도령돌기,발뒤로겹쳐뛰어딛기,모둠뛰기, 으로발디딤,두발돋움
(옹)돋움(단),한발돋움(통)걸음치기,(수)부정놀이디딤(부산)한발들기,한발뛰기, 걸음

정병호-불교춤사 (3)
(나)丁足捉,八合足捉
(법)무릎굽 펴기

③

ㄹ

ㅁ

정재춤사 (2)
(학무)振身
(처용무)搖身

정재춤사 (1)
(학무)振身

정재춤사 (5)
(정재)左右 轉,
打鴛鴦場,塔袖,
廻鸞,廻波身

정재춤사 (14)
(처용무)前排,相向,相背,
左旋回舞(3),乍轉,跪
(정재)左右 轉,
打鴛鴦場,塔袖,廻鸞,
廻波身(학무)振身

탈춤춤사 (5)
(통 )름새,
(고성)베기는가락,
떳배기춤

(동래)베김사
(수 )덧배기춤

탈춤춤사 (8)
(통 )름새,덧배
기춤 (고성)배기는
가락,덧배기춤
(동래)덧배기춤,배
김세 (수 )덧배기
(송 )돌단이

탈춤춤사 (4)
얼르기사 , 름새,
돌아치기사 ,배김사

탈춤춤사 (6)
(산)앉아뛰기外사 ,
앉아뛰기겹사
(송 )돌단이,

(야유오 )배김사
(북청)요꽃 사 ,
돌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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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민속춤사 (1)

(진주검무)앉은사

유경희-민속춤사 (11)
(승무)몸통비틀기,몸돌리기,지숫기(단),뛰어서뿌림
(기방)지숫는사 ,어르는사 ,빙 도는사 ,뱅 도는사 ,걸어도는사 ,앉은사 (2)

정병호-민속춤사 (23)
(김살)빙 도는사 ,뱅 도는사 ,걸어도는사 ,다루치기
(한살)도는사 ,앉아서휘젓는사
(이살)빙 도는사 ,뱅 도는사
(한승)몸통비틀기,몸돌리기,지숫기(단)
(이승)몸통비틀기,몸돌리기
(강태)빙 도는사 ,뱅 도는사 ,무릎들어도는사 ,어르는사 ,몸통트는사 ,앉는사 ,
(진주)제자리어름,한발들고한팔뿌림,어르는사 ,제자리어름,

유경희-농악춤사 (3)
발벌리고북치기,앉은狀,엎어매기

정병호-농악춤사 (16)
(쇠)앉은걸음,발사이로손모으기,앉은사 ,한발들고앞걸음,左右치기로앞걸음
(북)제자리回轉,발벌리고북치기,한발들어북치기,빠른걸음으로回轉
(소)앞뒤로젖히는사 ,앉은狀,차고앉은狀,엎어매기,몸틀기,가랑이 으로 鼓치기
(무)앉은춤

유경희-무속춤사 (8)
돌머리무 ,등맞추기,앉음무 ,맴돌이,앉아배김,양손벌려回舞,한손어깨에메고回舞,양손어깨에메고
回舞

정병호-무속춤사 (27)
(함)回舞,뛰면서양손上下치기,뛰면서양손 으로뿌림,한발앞으로내딛고어깨춤,
한발들고팔을 으로휘젓기

(수)回舞,돌아가는춤
(서)돌아가는사
(강)돌머리무 ,도리깨무 ,까불무
(평)哱囉치고回轉,뛰면서長衫안으로돌리기
(통)양손벌려回舞,한손어깨에메고回舞,양손어깨에메고回舞
(부안)左右로돌아가기
(부산)돌몰이무 ,등맞추기,배맞추기,어름새,앉아배김,돌림사
(제)감장도는춤,맴돌이
(옹)回舞
()回舞

정병호-불교춤사 (17)
(나)險足拜禮,宣 宣座,翁手拜,굽힘깨끼,팔벌리고발내리기,앉으면서어르기,일어서손모으기,回舞,
꽃들고回舞

(바)磼是捉,宣 宣座,右繞匝,左繞匝,內明作,平繞匝
(법)양손발사이로마주치기,팔벌리고回舞

③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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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재춤사 (2)
(처용무)足蹈歡舞,
懽場舞

정재춤사 (1)
(처용무)懽場舞

정재춤사 (1)
(정재)歡花舞 없음

정재춤사 (1)
(정재)歡花舞

⑤

ㄱ

탈춤춤사 (3)
(양주)원숭이걸음
(강령)원숭이춤
(수 )범춤

탈춤춤사 (7)
(양주)원숭이걸음
(산)獅子춤
(강령)원숭이춤,
獅子춤(수 )범춤,
獅子춤장면,獅子춤

없음

탈춤춤사 (4)
황소걸음사 ,獅子춤,
원숭이걸음사 ,
소꼬리치기사

탈춤춤사 (1)
(양주)원숭이걸음

ㄴ

정재춤사 (1)
(학무)啄

정재춤사 (1)
(학무)啄

탈춤춤사 (4)
(양주)까치걸음
(산)까치걸음,
황새걸음

(송 )까치걸음

탈춤춤사 (4)
(양주)까치걸음
(산)까치걸음
(송 )까치걸음
(동래)鶴춤

탈춤춤사 (1)
까치걸음,

탈춤춤사 (3)
까치걸음사 ,
황새걸음사 ,
닭이똥사 ,

탈춤춤사 (4)
(양주)까치걸음
(산)까치걸음
(송 )까치걸음
(남사당)닭이똥사

민속춤사 (1)
(승 무)
오리사

민속춤사 (3)
(기방)까치걸음,鶴사

(승무)鶴體

민속춤사 (5)
(김살)鶴사
(이살)까치걸음
(이승)까치걸음
(한승)鶴體
(강태)鶴사

농악춤사 (5)
꾀꼬리象毛,前조시,
鶴걸음,까치걸음,
기러기춤

농악춤사 (7)
(쇠)꾀꼬리象毛,
前조시,(장)까치걸음,
鶴걸음(북)까치걸음
(소)기러기춤,까치걸음

무속춤사 (2)
(강)까치걸음
(부산)까치딛기

불교춤사 (1)
鶴體

ㄷ

탈춤춤사 (4)
(양주)자라춤,
龍트름

(송 )자라춤,
龍트림

탈춤춤사 (5)
(양주)자라춤,
龍트름

(송 )자라춤,
龍트림

(고성)狒狒(단)

탈춤춤사 (1)
자라춤

탈춤춤사 (6)
자라춤사 ,나비춤사 ,
龍트름,게걸음사 ,
가재걸음사 ,
새우걸음사 ,

탈춤춤사 (3)
(양주)龍트름

(송 )자라춤,龍트림

민속춤사 (1)
(기방)龍꼬리사

민속춤사 (1)
(김살)龍꼬리사

농악춤사 (1)
거북이채

농악춤사 (2)
(소)거북이채,나비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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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ㄱ

정재춤사 (1)
(학무)嘴拭地

정재춤사 (1)
(정재)筵風擡

정재춤사 (2)
(학무)嘴拭地
(정재)筵風擡

탈춤춤사 (6)
(송 )멍석말이,
화장舞,염풍뎅이,
건드

(양주)울질,
여닫이

탈춤춤사 (10)
(송 )멍석마리,
화장舞,잦은화장,
염풍뎅이,건드 ,
여다지(단),
(양주)울질,
여닫이,멍석말이,
화장舞,

탈춤춤사 (4)
蓮풍댕이,화장舞,
멍석말이,
여다지(단),

탈춤춤사 (5)
길로래비훨훨사 ,
멍석말이, 울질사 ,

울질,화장舞

탈춤춤사 (18)
(양주)울질,여닫이,
멍석말이,화장舞,
울질,(산)燕風臺,

울질(2)
(송 )어르기(단),

멍석마리,화장舞,잦은
여다지(단),염풍뎅이,
건드 ,잦은화장
(북청)어르기(단),
꼿꼿이서기

민속춤사 (2)
(진주)燕風臺가락
(승무)燕風臺

민속춤사 (1)
(진주)燕風臺가락

민속춤사 (2)
(승무)燕風臺
(기방)燕風臺

농악춤사 (1)
燕風臺

민속춤사 (4)
(진주)외팔양팔燕風臺,
양팔윗사 燕風臺,
燕風臺(이승)燕風臺

농악춤사 (7)
(쇠)燕風臺(장)멍석말이,
燕風臺(북)燕風臺(2)
(소)燕風臺(2)

무속춤사 (1)
(평)筵風擡

ㄴ

정재춤사 (2)
(처용무)散作花舞,
落花流水舞

정재춤사 (2)
(처용무)井邑舞,
落花流水舞

정재춤사 (10)
(정재)落花流水,
散作花舞,散花作舞,
過橋仙,飛金沙,飛履,
燕歸巢,轉花持,
風流枝,花前態

정재춤사 (13)
(처용무)散作花舞(4),
落花流水(2)

(정재)落花流水,過橋仙,
飛金沙,燕歸巢,轉花持,
風流枝,花前態,

탈춤춤사 (2)
(동래)홍두께춤,
펑게춤

탈춤춤사 (33)
(양주)길놀이,念佛
놀이,鍼놀이,깨끼
리(단),갈지자걸음,
갈지자춤, 빗사
걸음,노랑깨끼,엇
쌔기 깨끼,제자리
깨끼,돌담,告祀
(통 )法鼓탈마당,
諷刺탈마당, 노
탈마당, 농창탈마
당,砲手탈마당
(산)깨끼춤,登場
사 ,두어춤(동래)
直線사 ,群舞,길
놀이,홍두께춤,끝
놀이,펑게춤,搖動
춤(수 )노춤 장
면,鬪舞,農 舞,
試박(단)(송 )발
님(단),깨끼리(단)

탈춤춤사 (9)
갈지자걸음,갈지자
춤,곧은깨끼,
깨끼리(단),
빗사 걸음,
멋쌔끼깨끼,
제자리깨끼,
홍두깨춤,돌담

탈춤춤사 (19)
갈짓자걸음사 ,
좌우 시리사 ,
登場사 ,

제자리깨끼춤사 ,
엇새기깨끼사 ,
곧은치기사 ,
老長깨끼사 ,
깨끼리춤사 ,

돌단춤사 ,여다지(단),
빗사 걸음,요꼿 사 ,
모 치기사 ,

꼿꼿이서기,哀怨性춤,
풀이사 ,一字사 ,
깨끔질사 ,
홍두깨춤사

탈춤춤사 (26)
(양주)갈지자걸음,
빗사 걸음,노랑깨끼,
엇쌔기깨끼,제자리
깨끼,돌담
(산)불림(단),

트림사 ,近境,登場
(강령)곤장치기,
코차기,세워뛰기,
싸움사

(송 )발님(단),
깨끼리(단),거울보기,
몰아치기,덜미잡이,
거울보기,깨끼리(단)
(야유오 )一字사 ,

풀이사
(남사당)나비춤,
조리춤

(북청)모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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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춤사 (1)
(승 무)엇사

민속춤사 (10)
(승 무)元舞,挾舞
(승무)念佛가락,
念佛도드리가락,
타령가락,

타령도드리가락,
굿거리가락,

굿거리도드리가락,
북치는가락,
唐 가락

민속춤사 (9)
(승무)꼬리치기,無動作
(기방)꼬리치기,
잉어걸이,완자걸이,
다루치기,方席돌이,
오리사 ,공그르는

사

민속춤사 (19)
(김살)꼬리치기,
잉어걸이,완자걸이
(한살)잉어걸이
(이살)꼬리치기,
잉어걸이,완자걸이
(이승)無動作,比丁比八,
꼬리치기,완자걸이,
잉어걸이

(강태)헤엄하는사 ,
엇붙임사
(진주)方席돌이,
옴칠사 ,埋香舞,

背맞추기(한승)꼬리치기

유경희-농악춤사 (32)
外사,兩사,사사,퍼넘기기,空中매기,해바라기(단),이슬털이,엇붙임,마상개(단),반드름,蓮꽃놀이,산치기,
시돌리기,발림(단),미지기굿,바꿈질굿,자반뒤지기,두루걸이,之자뛰기,다듬이질하기,덧뵈기춤사 ,
사채(단),지게북, 방아찧기,말法鼓,삼채法鼓,手搏치기,사모잽이,제기法鼓,굿거리춤, 끔놀이,쩍쩍이춤

정병호-농악춤사 (52)
(쇠)外사,兩사,사사,퍼넘기기,空中매기,해바라기(단),이슬털이,엇붙임,마상개(단),반드름,蓮꽃놀이,산치기,
배미르기,돗 치기,용개象毛,빠른象毛

(장)시돌리기,발림(단),미지기굿,바꿈질굿,사채(단)
(북)덧배기춤,굿거리춤,두루걸이,之자뛰기,다듬이질하기
(소)사사,사채(단),맺는狀,지게북,마상개(단),자반뛰기, 방아찧기,外방아찧기,말法鼓,三채法鼓,七채法鼓,
꽃 오리,발림(단),手搏치기,물푸기,사모잽이,제기法鼓,굿거리춤,자반뒤집기,땅치기

(무)깨끼춤(3), 끔놀이,쩍쩍이춤,발림(단)

장사훈-무속춤사 (1)
(진)가 질사

유경희-무속춤사 (24)
거드름춤사 , 뛰기,방아뛰기,돌림뛰기,나비도령,진쇠춤,帝釋춤,터벌림춤,손님굿춤,軍雄님춤,바람막이,
회오리바람,가세질(가 질),太極무늬,다듬이질,꽃 오리,갈메무 ,손神무 ,뫼山무 ,相 무 ,神맞이,
안유짜기,깨끔질,달넘기무

정병호-무속춤사 (20)
(진)바람막이,外바람막이,가 질,太極무늬,회오리바람,다듬이질,꽃 오리
(제)神맞이(2),陣쌓기
(강)손神무 ,깨끔사 ,완자걸음
(부산)갈매무 ,손新무 ,도리께무 ,안유짜기
(서)도드림(2)(단)
(부안)꽃 오리

정병호-불교춤사 (10)
(나)五方神宣,參傳捉,比呈傳,娑手身捉,꽃 오리
(바)번개繞匝,歡喜想拜,呪術捉
(법)木魚 象初三通,木魚 象後五通

⑥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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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ㄱ

탈춤춤사 (4)
(양주)法鼓놀이,
부채놀이
(고성)탈놀음,
북춤

탈춤춤사 (8)
(양주)劍舞,法鼓
놀이,부채놀이
(고성)탈놀음,북춤
(동래)탈
(송 )북놀이 場面,
곤장놀이場面

없음

탈춤춤사 (1)
부채놀이사

탈춤춤사 (2)
(양주)부채놀이
(강령)채 놀림

이애주-민속춤사 (1)
(진주)칼질

유경희-농악춤사 (4)
外象毛,兩象毛, 鼓앞뒷면치기,兩象 치기

정병호-농악춤사 (12)
(소)外象毛,兩象毛,가래들고앉은狀, 鼓돌리기,앉아서象毛돌리기, 鼓차고돌리기, 鼓를사선으로올려
내리기, 鼓잡고발 으로올리기,한발든 鼓놀이, 鼓앞뒷면치기,앉아서 鼓치기

(무)인형으로하는무동춤

유경희-무속춤사 (5) 정병호-무속춤사 (1)
汗衫도령,부채도령,칼도령,哱囉치기,象毛놀음 (진)象毛놀음

정병호-불교춤사 (7)

(바)聲贄知捉,聲頭上拜,聲頭上煥提,因明捉,聲頭聲贄捉,聲磼是拜,聲明捉

ㄴ

탈춤춤사 (1)
(강령)長衫춤

탈춤춤사 (1)
(강령)長衫춤

없음

민속춤사 (4)
(승무)長衫섭 제끼기,長
衫섭 펴기,長衫소매 감
기,長衫소매짊어지기,

무속춤사 (1)
快子자락얼르기

무속춤사 (1)
(옹)快子자락어르기

⑧

정재춤사 (3)
(처용무)回舞,
周旋,相 舞

정재춤사 (10)
(학무)見蓮筒,內旋,
向池塘,內顔,外顔
(처용무)回舞,周旋,
垂揚手五方舞,入舞,
紅程도돔舞

정재춤사 (9)
(정재)舞,相 舞,
垂揚手五方舞,,紅程
도돔舞,回舞,回旋
舞,交旋舞,相背舞,
圓花舞

정재춤사 (21)
(학무)內顧,外顧,見蓮
筒,內旋,向池塘
(처용무)垂揚手五方舞(7)
(정재) 舞,相 舞 垂
揚手五方舞,,紅程도돔舞,
回舞,回旋舞,交旋舞,
相背舞,圓花舞

탈춤춤사 (5)
(수 )맞춤
(양주)四方치기,
三進三 ,맞춤,

舞

탈춤 춤사 (5)
(수 )맞춤
(양주)四方치기,
三進三 ,맞춤,

舞

탈춤춤사 (2)
四方치기,三進三

탈춤춤사 (5)
(양주)四方치기,三進三
(강령)右方陣左方陣,
回右方陣回左方陣
(송 )四方再拜

민속춤사 (6)
(진주)立춤,
分立向內舞,
四方分隊舞,
向外舞,相 舞
(승 무)三進三

민속 춤사 (2)
(진주)立춤,

(승 무)三進三

민속춤사 (4)
(기방)뒤로回舞,

三進三 ,立춤사 (2)

민속춤사 (5)
(이살)뒤로回舞,

(진주)交叉舞,內向舞,
上元舞,井字舞,
맨손立춤(오,왼)
무속춤사 (1)
(수)四方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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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의 구성

정재 춤사

(종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춤사 (학무)→ 학무 춤사

(처용무)→ 처용무 춤사 (정재)→ 일반 정재의 춤사

탈춤 춤사

(양주)→ 양주별산 춤사 (송 )→ 송 산 놀이 춤사

( 산)→ 산탈춤 춤사 (강령)→ 강령탈춤 춤사

(통 )→ 통 오 춤사 (고성)→ 고성오 춤사

(동래)→ 동래야유 춤사 (수 )→ 수 야유 춤사

(북청)→ 북청사자놀이 춤사 (남사당)→ 남사당 덧뵈기 춤사

(야유 오 )→ 야유 오 춤사

민속 춤사

(승무)→ 승무계열 춤사 (한승)→ 한 숙 승무 춤사

(이승)→ 이매방 승무 춤사 (김살)→ 김숙자 살풀이 춤사

(한살)→ 한 숙 살풀이 춤사 (이살)→ 이매방 살풀이 춤사

(강태)→ 강선 태평무 춤사 (승 무)→ 승 무 춤사

(진주)→ 진주검무 춤사 (기방)→ 기방계열 춤사

농악 춤사

(쇠)→ 쇠꾼춤 춤사 (장)→ 장구춤 춤사 (북)→북춤 춤사

(소)→ 소고춤 춤사 (무)→ 무동춤 춤사

무속 춤사

(수)→ 수원 무속춤 춤사 (서)→ 서울 무속춤 춤사

(옹)→ 옹진 무속춤 춤사 (함)→ 함흥 무속춤 춤사

(강)→ 강릉 무속춤 춤사 (평)→ 평양 무속춤 춤사

( )→ 덕 무속춤 춤사 (통)→ 통 무속춤 춤사

(진)→ 진도 무속춤 춤사 (부안)→ 부안 무속춤 춤사

(제)→ 제주 무속춤 춤사 (부산)→ 부산 무속춤 춤사

불교 춤사

(나)→ 나비춤 춤사 (바)→ 바라춤 춤사 (법)→법고춤 춤사

25) 사  어  계통  (한 어는 한  표 , 합어 내  한 어는 한  표 , 고 어는 별도  표 하지 않 )

    사  어  어  (단 어는 (단) 라 표 , 생어는 ( )라 표 , 합 어는 별도  표 하지 않 )

    사  어  주  (8가지 에 해 사  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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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theCharacteristicsofKorean

TraditionalDanceMovementTerminology

andItsStandardizationMethod

-FocusedonTraditionalDanceasImportant
IntangibleCulturalAsset-

Chung,Inho

Depf.ofPhysical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proposestandardizationandCharacteristics

ofterminologyforKoreantraditionalDancing throughliteratureresearch

sincethetermsusedinthisareaisnotunified.

Inordertofindthetrendofresearchdoneinstandardizingterminology,

researchmethodsandcontentsusedinmusicandsportswerereviewed,

along with looking in depth of the history of terminology through

commentaryresearchandanalysisresearch.

Toexaminethenotion oftheterminology oftraditionaldancing,the

frameworkwasdividedintodancingnotationandanalysis.Theform of

dancingwasdefinedthroughsystem andgrammaticalanalysis,andbased

ontheanalysis,thedefinitionofdancingwasconsidered.

Analysis was done on the data characteristics,interpretive source,

categorizationcharacteristics,anddescriptivecharacteristics,basedonthe

standardoftheresearcher’scharacteristicsanddancingaffiliation.

Theresultshaveshownthatdancingterminologyisthefoundatio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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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ng an ImportantIntangible CulturalAsset,and based on the

interpretation,itshowedtheresearchenvironmentinthedancingworld.

Through the categorization analysis of dancing terminology, the

characteristicsandcompositionforeachaffiliationwasorganized.Through

thestudyofdescriptionofdancing,theform ofcommentarywasexamined.

Thestandardization ofterminology in traditionalKorean dancing was

donebyrevealingtheproblemsinlimits,marking,andinterpretation,and

thenproposingastandardizationmethod.

Theplan forestablishing thelimits ofterminology fordancing was

suggestedthroughusingthetraditionaltermsintraditionalKoreandancing

excludingrandom terms.Classificationofterminologywasdividedintothe

compositiontermsofdancinganddancingterms.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the standardization marking system

based on the composition ofthe dancing by using ‘Dancing term +

Sa-wi(predicate)’.Thestandardizationinterpretationsystem wasbasedon

theexplan.

TheuseforstandardizingtheterminologiesofKoreantraditionaldancing

should suggest an accurate standard for interpretation.Defining the

terminology of dancing should be marked as ‘Dancing term +

Sa-wi(predicate)’,along withthemeaning,shape,process,andadditional

explanationbeingdescribed.

A standarddictionaryfortraditionaldancingshouldbeproducedbased

onvariousdancesandfrom therealworld.Aneffectivemethodtoapply

thesetermsfrom thestudyshouldbefoundalongwithexchangeactivities

withNorthKoreatodevelopanunificationforterminologyintraditional

Koreandancingtodevelopitintoanationalstudy.26)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Dance Movement Terminology, Characteristics and Standard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Terminology,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Student Number : 2010-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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