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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역에 따른 국 경극 의상과 분장의 표 특성

경극(京劇)은 의학(中醫學), 국화(中國畵)와 함께 국의 표 인

문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에서 가장 큰 향력을 가진 문화 하나

로 꼽힌다.경극 의상과 분장은 화려한 장식과 색채 문양 등을 사용하여

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디자인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경극의 미 요소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꾸

히 나타나고 있다.이를 해서 경극과 경극에서 나타나는 미 요소의

표 특성에 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이용한 이론 연구와 시각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반 인 경극의 역사와 형식 특성을

알아보고 국에서 많이 공연되는 작품인 조씨고아,사랑탐모.목계 괘

사 3편을 선정하여 각 경극 작품의 내용과 배역에 따라 경극 의상과 얼

굴분장을 형태,색채,장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찰하여 경극의 표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성격에 따른 표 특성은 의상과 분장의 색채와 형태로 표 된다.

색,자색,흑색,백색,청색,녹색,화색,분홍색,회색, 색,은색 등을

혼합하여 얼굴 분장을 마무리 하여 극 배역의 사악함,강직함,충직

함,단정함,어리석음,용맹함, 명함,교활함,활발함.씩씩함 등과 같은

배역의 성격과 특징을 연출한다. 한 색상이 아닌 얼굴 분장의 형태와

의상 형태로 성격의 특징을 표 하기도 한다.얼굴 모양과 얼굴에 그려

진 문양으로 바른 얼굴,비뚤어진 얼굴,작은 어릿 얼굴로 그리고 얼

굴의 각 부분인 이마, 썹, ,입 등에 설과 연 된 민간사상이 짙은

문양을 그려 넣어 그들과 함께 해온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담아 배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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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처럼 의상의 형태와 수놓아진 문양과

같은 요소들로 배역의 성격 특성을 들에게 표 해 다.

둘째,계 과 신분에 따른 표 특성 한 의상의 색채,유형과 문양으

로 표 된다.경극 의상의 색채는 강한 보색 비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국인들의 색채감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객에게 등장인물에 한 의미

작용을 일으키는 상징 색채로 사용되었다.경극 의상은 상층오색과 하

층오색을 사용하며,천 규제의 규칙을 따라 등장인물의 신분과 정서를

표 해 뿐만 아니라 사회 지 를 알려 다.경극에서 의상의 형태

는 계 과 상 없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의상들이 문양과 함께 사용될

때,배역의 신분을 표 한다.특히 용문(龍紋),인문(鱗紋),호문(虎紋),길

상 인 복과 수의 문자문(文字文)등으로 신분과 지 를 나타내고 인물

의 특성을 강조하 다.즉,같은 형태의 의복에 색채와 문양을 사용하여

장식성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배역별 특성을 달리 나타내는 것이다.

주제어 :경극,의상,얼굴분장,표 특성,조씨고아,사랑탐모,목계

괘사

학 번 :2010-2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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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의의

의 많은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패션디자인에서도 외는 아니다.디자이 들은 이를 해 다양한 문화

와 역사에 지속 인 심을 갖고,여러 민족의 문화를 감을 얻어 디자

인의 다양성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다. 표 인 로,2003년과 2004년

가을.겨울 리 컬 션에서 선보인 디자이 존 갈리아노의 국의 경극

을 주제로 한 무 를 꼽을 수 있다.

동양 문화 에서도 국의 경극은 민족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

으며 매우 강한 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경극은 의학(中醫學),

국화(中國畵)와 함께 국의 3 국수(國粹)로 여겨지고 있으면 국인

의 문화생활 가운데 가장 폭넓은 향력을 가진 국 희극 하나로,

서양에서는 베이징 오페라(BeijingOpera)라 부르며 동양 인 오페라라

고 칭한다.1)경극 의상과 분장은 장식성이 출 하고 고유한 미 가치와

심미 의의를 가지므로 디자인에 범 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무

의 범 를 넘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외국에서도 경극과 경극의

상,분장에 한 연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경극에 한 심도 매

우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패션디자인 역에서의 효과 인

경극요소 사용을 해 경극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극에서는 배우가 착용하는 의상과 분장의 색과 무늬에 따라 등장인

물의 신분,자연 특성,사회 지 ,생활환경과 성격을 알 수 있어

1)石呈祥(2003)，『京剧艺术』，河北大学出版社，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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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극 배우들은 배역의 특성에 엄격하게 맞추어 무 의상과 분장을 착용

한다.이러 같은 경극 의상과 분장에서의 약속을 천 규제(穿戴规制)라

하며 의상과 분장의 형태,색깔,문양에서의 상징 의미로서 객에서

극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출가와 사이의 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한 도구이다.경극의 의상과 분장은 사나 부연설

명 없이도 무 의 배우의 역할과 성격을 종합 으로 표 하고 객에

게 달하는 것으로 이에 한 이해는 경극의 활용을 한 연구에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경극의 이론 고찰2)이나 경극 의상 색채

특성을 분석3)하고,경극 분장을 이용한 화장 디자인4),혹은 패션디

자인에 응용5)한 연구 등이 있었다.하지만 경극의 배역에 따른 의상

분장을 통해 나타나는 표 특성에 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경

극에서 객들은 배우의 얼굴분장과 의상의 색,디자인을 통해 그가 어

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지,신분,성격,지 ,연령,역할 등을

곧바로 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경극 의상

과 분장의 시각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고 각 역할에 따른 성격을 분석

하며 배역에 따른 의상과 분장의 표 특성을 악하여 경극의 이해를 돕

고,나아가 경극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

하는 것에 있다.

2)신경섭(2010),“ 국 경극복식 연구”,복식 /v.60,no.8,2010년,pp.132-150.

3)김지연(2009),“ 국 경극 의상의 색채특성”,한국복식학회,pp.143-153.

4)이성 (2010),“ 국 경극 분장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건국 학교 디자인

학원 석사학 논문.

5)신경섭(1998),“경극(京劇) 독목 (獨木關) 의 연개소문(淵蓋 文)무 의

상(舞台衣裳)디자인 연구(硏究)”,패션비즈니스/v.2,no.3,1998년,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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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 문화에서 경극의 의미를 사 으로 고찰하고 경극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경극 인물의 의상과 분장을 분석한다.

셋째,경극 배역에 따른 경극 의상과 분장의 표 특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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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방법 범

경극은 국의 오랜 역사와 통을 계승하여 응집된 표 문화유산

이다.경극에서의 의상과 얼굴분장은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되어 온 기법

과 도식이 규칙으로 발 하면서 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국 경극에 한 시 발 과정과 변화를 고찰함과 아울러, 표

인 배역들의 성격에 따른 의상과 얼굴분장을 살피어 그 표 특성을

밝 내고자한다.

국 경극은 수천 년 동안 로 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을

거듭하여 방 한 작품을 형성하 다.1989년에 출 된 증백융(曾百融)의

<경극극목사 (京剧剧目辞典)>에는 무려 5,300여 편의 작품제목이 실려

있다.6)이처럼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수많은 작품들이 안타깝게도 작품

의 내용이나 술성이 시 에 응하지 못해 많이 소실되었다.특히

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건립 이후 연극 계자와 배우들이 공동

으로 작품을 정리하고 개편하는 과정 에 지 않은 작품들이 락되어

지 은 략 200여 작품만이 무 에서 공연되고 있다.7)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을 이용한 이론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한 각

경극의 배역에 따라서 경극 얼굴분장,의상의 표 특성을 분석한다.이론

연구의 자료로 경극 문학,경극의 문화와 술 등에 한 국내외 서

과 선행연구논문 등을 참고로 하 다.

경극은 19세기 이후로 재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변화해왔으며 본 논

문에서는 2009년 12월 <戱劇報(희극신문)>에서 통계한 국가 경극원에서

6)『京剧剧目辞典』(1989)，曾白融主编，长清、江山、刑秋萍、李岳南、李微含、

金寄水、柳倩、曾百融、程嘉哲，中国戏剧出版社年出版，p.15.

7)『京剧剧目初探』(1988)，陶君起，中国戏曲出版社,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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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공연된 경극 작품인 조씨고아(赵氏孤儿),사랑탐모(四郞探母),

목계 괘사(穆桂英掛師)8)3개 작품을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조씨고아는 2003년 국가경극원에서 상연하 다.정역추(郑亦秋)가 감

독하고 장건국(张建国)등이 주연하 다.사랑탐모는 2005년 국가경극원

에서 상연하고 송 (宋峰)이 감동하고 이규(李魁)등이 주연을 맡았다.목

계 괘사는 2002년 국가경극원에서 상연하고 장군추(张君秋)가 감독하고

이승소(李胜素)등이 주연을 맡았다.

8) 의 책,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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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 경극에 한 이론 고찰

본 장에서는 경극의 발달배경 형성과정과 경극의 양식을 연구하고,

경극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밝힌다.동시에 경극의 특성에 해 설명한다.

1.경극의 발달배경 형성과정

경극은 북경의 연극이란 뜻으로 청나라 기에서 말기에 걸쳐 국 희

극 문화의 발원지 안휘성(安徽省)출신의 극단이 심이 되어 북경에서

이룩한 희극이며 도 연간(道光年间1821-1851년) 는 서연간(光绪年

间1875-1909년)에 형성되었다.9)경극에서는 서피(西皮)와 안휘성 지방의

민속음악인 이황(二黃)이라는 음악종류를 융합한 피황(皮黃)음악을 응용

하므로 피황희(皮黃戱)라고도 불린다.10) 서연간(1909-1911)에 북경의

극단이 상해로 진출하여 공연했을 때 음악이 안휘성의 극단과는 달라 경

조(京調)라는 이름으로 구분하 다. 화민국(1912-1949년)이후 상해의

희극계를 북경의 극단이 장악하자 북경의 극단을 공식어로 경희(京戱)라

명명했다.11)한때는 평극(平劇)이라고도 불 고, 만에서는 국극(國劇)

이라고도 한다.12)최근 100년 사이에 국 역에 퍼졌으며, 세계에

소개되어 북경 오페라(Beijingopera)로 리 알려졌다.

경극의 형성과 발 단계13)는 아래와 같이 다섯 시기로 나 수 있

다.14)

9)吴同宾(2005)，『京剧知识词典』,天津人民出版社，p.23.

10)김학주(2002),『中国의 戱劇과 民間演藝』,명문당 ,p.372.

11)김학주(2010),『 한 국의 술 경극(京劇)』,명문당，p.233.

12)김학주(2002),『中国公演艺术』，한국방송통신 학교출 부,p.23.

13)『中國 俗文學 概論』의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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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청나라 건륭(乾隆)황제15)55년(1790년)부터 서황제

6년(1880년)까지로 경극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는, 서

황제 6년(1880년)부터 화민국 6년(1917년)까지로 경극의 성숙기를 형

성한다.세번째는,1917년부터 1937년까지는 경극의 성기로 볼 수 있으

며 유명한 경극배우 매란방(梅蘭芳)등 4 명단(名旦)이 등장하여 서양

에도 소개되었다.네 번째 단계는,1938년부터 1949년까지 혼란기를 이루

었는데 항일 쟁,국공내 으로 공산당의 해방지역과 국민당 통치지역,

일본 령지역에 따라 흥성하거나 쇠퇴하 다.마지만 단계는 1949부터

재까지로 변화기에 속하며 국 역으로 퍼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

여 부흥의 길을 찾고 있다.

군(賢君)으로 칭송되는 강희 황제와 옹정 황제,그리고 건용 황제의

즉 기간은 무려 130년에 이르는데,이 시기에 평화 인 성기를 이룩

하 다.장기 인 정치안정과 정부의 효율 인 토지정책과 세 감면정책

은 새로운 작물의 유입과 더불어 농업생산량을 증 시켰다.이러한 경제

인 성과는 차 사회 변으로 확 되어 서민들의 문화 욕구를 자극

하 고,통속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북경을 심으로 국각

지의 도시 곳곳에 다양한 공연장들이 들어섰다.각 지방마다 고유의

음악과 방언을 통해 지역민들의 정서를 생생하게 표 하는 지방희극들이

출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치한다.이러한 통속문화

의 확산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상인들의 활동이다.그들의 이동

에 따라 각지의 지방희극들이 다른 지방으로 되었다.

청나라 기까지만 해도 수도 북경에서는 상해 인근의 곤산지방에서

기원한 곤곡이라는 연극이 유행하고 있었다.곤곡은 피리,생황,퉁소,비

14)김학주,김 구,이창숙,김우석(2002),『 국공연 술』,한국방송통신 학

교출 부,p.144.

15)청 고종(高宗)의 연호(1736~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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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악기를 주로 사용하여 음악이 부드러울 뿐 아니라 감미롭고,

표 양식 한 섬세하고 아름다웠다.16)그러나 곤곡이 귀족층의 취

향에 따라 귀족화 되다가 건륭황제 시기에 이르러 오히려 공연 술로서

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이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서민 인 지

방 희극들이 북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즐길 수 있는 오락물로서의 연

극을 갈망했던 들은 구미에 딱 맞는 흥미진진한 지방의 통속연극에

빠져들게 되었다.다양한 지방 희극들의 친근하고 역동 인 술성이 불

러일으킨 인 유행은 마침내 청조의 왕실 문턱까지 넘어서게 되었

다.특히 건륭황제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하여 조정에서 국 각지

의 유명한 희극단체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북경

들의 호응을 받았다.이 들은 계속 북경에 남아서 공연하게 되고 본

격 으로 북경 경극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17) 

  하지만 처 부터 경극 라는 호칭  사용했  것  아니고. 처 에는 

극 에  주로 피황희(皮黃戱)라고 불렀다. 

도 (道光)연간(1821-1850년)에 들어와서 도 20년(1840년)에 아편

쟁을 겪고,도 30년(1850)에는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쟁이 일어나 청

나라를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18)1830년 도 황제(道光皇帝)19)때

여러 가지 지방희극이 북경에서 융합되는데,그 서피조(西皮調)의 창

법20)을 주로 한 한극(漢劇)극단이 들어오게 되어 안휘성의 극단과 서

로 향을 미치며 새로운 것을 창작,발 시켰다.이 두 극단은 북경

들의 요구와 언어 특성에 따라 국 남북지방의 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경극 언어인 운백(韻白)을 창조하게 된다.21)이는 새로운 피황

16)和宝 (2010),『话说京剧』,社会科学文献出版社 p.26.

17)한국 국희곡학회(2010),『 국 통극의 공연과 문화』,p.92.

18)金學主(2010),앞의 책,p.125.

19)청나라 선종의 연호(1821~1850)이다.

20)서피조의 창법-皮黃 창법 계통에 속하는 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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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黃)창법인 경조(京調)로 발 하 고,뒤이어 경조극(京調劇)은 북경

의 궁정과 민간에 회자되는 기타 희극의 장 을 받아들여 완성도가 높은

술체계를 이룩함으로써 경극이 탄생되었다.

경극은 국 각 지방에서 발달한 새로운 극들이 북경으로 해져 상연

된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창기에는 북경 이외 지방의 사투리와 음

악 양식,이야기 소재를 차용한 100여 종의 지방가극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극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체로 청 후기

으며,청 말기인 19세기 ,후반기에 최고의 성시 를 자랑하 다.

경극의 희곡 각본은 3천 8백종이나 되며 체로 명 이 에 역사나

국시 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많고,그 밖에 만간설화,소설, 웅담,

연애담에서 취재한 것들이 있다.약 200년간 여러 에 걸쳐 곡조,춤,

무기 등이 큰 틀로 정리되었고, 사와 노래는 표 어를 사용하기 시작

했으며 여러 지방희극들의 장 들이 종합되어 발달함으로써 국 으로

유행하게 되었다.일반 지방극보다 보유 이 많고 지역도 넓어

국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게 되며 200여년 동안 북경의 문화 특

성을 흡수하며 새롭게 발 , 국 희극의 통을 계승하면서 국의

표 통극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으며 국극으로 불리었다.22)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극은 송나라와 원나라의 잡극의 뒤를 이어 명나

라로 개된 여러 지방극을 토 로 결합된 국 고 희곡이 형성된 것이

다.23)

  공정권수립 후에는 새로 설립된 국희곡연구원(中國戲曲研究院)·

국경극단(中國京劇團)등을 심으로 백화제방(百花齊放),추진출신(推

陳出新)의 기치에 따라 극 내용의 근 화를 추진하 다. 건 인 내용

21)김세 (2002),『경극의 이해』,서울,새문서,p.421.

22)이경주,앞의 논문,p.8.

23)김세 (2002),『경극의 이해』,서울,새문서,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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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방하고 국민의 창조에 의한 것을 발굴한다는 방향으로 고 상연목

록의 정리,개편이 극 행해졌으나,경극 무 에서 인과 인의

생활을 표 하는 일은 경극 특유의 세련된 형식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

이었다.1958년경 소 약진운동(大躍進運動)때 화의 시도가 있

었으나 반 의견과 신 히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끊이지 않았다.24)

그러나 1964년 베이징에서 열린 경극 경연 회를 계기로 경극

은 국의 문화계를 석권 하면서, 술의 새로운 선구자가 되었다.인민

의 웅을 주인공으로 하여 내용과 등장인물의 화가 되었다.그럼으

로써,상징 인 스타일이 어드는 신 연기는 사실 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가사에는 고 인 조가 남아 있으나 화는 알기 쉬운

표 어(標準語)이다. 얼굴에 그리는 선과 여자역의 남자 배우가 없어졌

으며,무 장치를 사용하게 되었다.따라서 문화 명에 의한 변화로 인

해 경극은 통을 상실하게 되었고,1980년 이후 그 고유형태를 되찾

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24)于從，『中國當代戲�曲史』，學院出版社，2005,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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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극의 연출 형식

경극은 일종의 가무극(歌舞剧)으로 볼 수 있다.경극이 서구의 오페라

와 다른 은 오페라에는 하나의 극에 하나의 독립된 음악을 사용하고

있지만,경극에서는 20여종 남짓의 일정한 선율 에서 몇 개를 어느 연

극에서나 공통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경극은 주로

두 사람의 듀엣으로 극을 이끌어 가는데 비해,오페라에는 합창과 창,

독창 등이 어우러져 있다.

경극에 있어서 창의 기능은 매우 요하다.창은 한국의 소리만큼

부르기 어렵고 고도의 기술과 수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그에 해당

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한다.25)

경극의 노래와 춤을 동반하는 창념작타(唱念作打)26)의 종합 연출형

식을 가진다.27)창념작타의 네 가지 수단이 서로 교차 운용되며 연기를

하는데 그 창이 핵심이 된다.

창은 노래이지만,경극에 있어서는 화며 독백이며 기침소리 웃음소

리 등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노래의 성격을 지닌 것

이다.경극 창법의 음운과 흥취는 종종 경극 술의 최고의 경지로 일컬

어 지며,극 인물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심지어는 반주

자연의 바람,비,천둥,번개 등의 소리까지도 포함된다.28)경극은

창법 술로서 국의 다른 희극 장르와 창법에서 차이가 있다.

념(念)은 사를 가리키는데,즉 인물의 화이다.경극에서 특히 사

를 시하여,일 이 천근의 사,네냥의 노래29)라는 말이 있었다.그

25) 의 책,p.333.

26)和宝 (2010),『话说京剧』,社会科学文献出版社 p.43.

27)차미경(2005),『상징의 미학,경극』,도서출 신서원,p.22.

28)김세 ,앞의 책,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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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감칠맛 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렵지만, 사를 제 로 달

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경극에는 선

율로 구성된 곡들이 많은데,훌륭한 배우들은 오히려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은 박자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한 사는 고 경극 술의 단정

함을 드러낸다.

작(作)과 타(打)는 모두 배우가 신체 동작을 이용해 인물을 표 하고

분 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경극에는 아주 구체 이고 사실 인 도구

는 없기 때문에,배우들은 신체 언어를 충분히 이용하여 인물의 심리 과

정,동작의 세세한 부분을 동작으로 같이 묘사해야 한다.동작,무

의 몸동작에서 모두 춤 같은 아름다움을 시한다. 를 들어,경극 에

많은 무 극(武藝劇)이 있는데,무사의 모습을 표 하기 해 빈손으로

헛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작은 병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혹은 두텁고

무거운 의복,투박한 장화를 신고 긴 무기를 사용한다.

29)吴同宾(2005)，『京剧知识词典』,天津人民出版社，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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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극  특

  

경극은 18세기말 청나라에 200여 종의 지방희극에 북경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결합시켜 발 시킨 것이다.북경을 심으로 발달된 통희극

의 하나로 국 통극과 특성을 같이 한다.

1)종합성

경극은 창(唱:노래),염(念:말),주(做:동작),타(打:무술)사 일체를 요

구하면서 춤이 곁들여지는 종합무 술이다. 국의 여러 통에서도

가장 표 인 술문화로 기존 통극들로부터 다양한 습합과정을 거친

끝에 국의 모든 통극 술형식 가운데 가장 표 인 극으로 해

져,독특한 자기 양식을 가진 포 공연 술이다.이러한 경극은 국

의 통음악,시,창,무용,곡 를 포함한 연극 술이기 때문에 종합

술이라 할 수 있다. 국의 통극은 하나의 창극, 는 가극이면서 서

양의 오페라나 오페 타와는 다르다.극본,연기,음악,노래,소도

구,분장,의상 등의 술 요소를 다채롭게 결합한 총체 술인 동시

에 서양의 공연 술과는 달리 이러한 다양한 술 인.요소를 사실 이

아닌 상징 원리 아래 이루어 진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는 술이라고

볼 수 있다.

2)정형성

경극은 일정한 양식을 가진 술이다.양식은 곧 법칙 규정이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먼 ,희곡의 연출에는 생활의 모든 자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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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 희곡의 심미 원칙에 따라 개 ㆍ총 되어있으며 이러한 원칙들

은 엄격한 기교 격식을 형성한다. 한 각 동작의 표 이 양식화가 이루

어져 있는데 일단 형성이되면 일종의 규범이되어 문을여는 동작,창문을

여는 동작,말을 타는 동작,배를 타는 동작,등의 연기에 기본 으로 고

정된 격식을 부여한다.경극은 다음과 같은 형식상의 특징에 따라 정형

화 되어있다.

첫째,음악화된 사와 율동화된 동작이다.경극에서 배우의 모든 사

는 항상 피황을 기본가락으로 한 악기반주와 함께 행해지며,서양의 오

페라와 같이 음악화되어 있다. 한 창,염,작,타,무의,모든 동작의 몸

놀림도 감정의 변화를 표 하는 동시에 음악과 함께 리듬화 되어있다.

둘째는 정형화되어 있는 인물형성이다.경극의 소재는 설,고사 등의

민간문학에서 많은 향을 받아왔다.그런데 문학의 내용이 하나의 극으

로 연출되면서,극 인물들은 단순한 서사와 서정을 넘어,특정 장면의

특정 인물로 바꾸게 되었고,오래 세월을 거치면서 정형화된 형상을 갖

게 되었다.

셋째는 양식화되어 있는 극의 형식이다.경극은 등장인물의 선별,연

령,신분,성격과 연기 특징에 따라 생(生),단(旦),정(淨),축(丑)30)이라

는 4 배역(配役)이 설정되어 있으며,연령과 역할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배역은 배우가 창조해내야 하는 인물형상의 조형 기 가 되는

동시에 창의성을 이입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마지막 단계이

다.

30)黄殿棋(2000)，『中国戏曲脸谱』,北京工艺美术出版社，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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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허구성

경극은 허구의 술이다.허구는 술이 실을 반 하는 요한 방법

이다.특히 경극은 더욱 그 다.경극은 공개 으로 무 에서의 모든

것,심지어 인물들까지도 모두 가상이라는 것이다.가상 이기 때문에 그

것을 희(戏)라고 한다.내용과 정신에 치 하여 형식을 만드는 사의(寫

意)미 가치로 추구하며,31)이형 신,신형겸비（以形传神，神形兼备

형상으로는 가무와 장신을 하며,형상과 정신을 겸비하는 것)를 추구

하는 술”32)이다.경극에서의 사의를 에션설리즘(essentialism)과 상통

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에 보이는 모형에 마음을 쓰기 보다는 상

의 본질에 을 맞추는 것이라 설명하 다.33)따라서 사의를 추구하는

경극 미학에서,과정과 상징은 핵심 인 표 방법이며 이러한 특성은 보

는 경극의 즐거움을 더해 다.경극은 생활 사의성(生活寫意性),동작사

의성(動作寫意性),언어사의성( 語寫意性),무 미술사의성(舞臺美術寫意

性)의 네 가지 사의 특성34)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생활사의성은 창

조된 경극 작품에서 인생은 그 자체가 아닌,승화되고 세련된 그러한 생

활을 그리는 것으로 사실 그 로의 인생이 아닌,농축되고 집 되고 특

징화된 인생이라는 것이다.동작 사의성은 아름답게 율동화되고 미화된

움직임이다.언어 사의성은 평범한 일상용어가 아닌 시 으로 고양된 언

어이다.마지막으로 무 미술 사의성(舞臺美術寫意性)은 주어져 있는 그

로의 환경이 아닌, 술 수 으로 끌어올리기 해 디자인한 장식이

라는 것이다.

31)徐书成，『中国审美意识的探论』，北京戏曲出版社，p.241.

32)『中国百科全书』，1983，pp.158-162.

33)刘琪(2003)，『京剧形式特征』，天津古籍出版社，p.123.

34)李维一(2010)，『京剧与梅兰芳』，中国青年出版社，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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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것들은 국 통극인 경극을 논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으로 경

극의 이론 배경을 이해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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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극의 의상 얼굴분장

경극의 의상은 경극의 얼굴분장과 같이 행두(行頭),혹은 희장(戱裝)이

라 부른다.

1) 경극의 의상

경극 의상은 경극에 종사하는 사람도 정확히 행두(行頭)가 몇 종류인

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옷의 가지 수가 많으나,그 무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상은 망포(蟒袍),피(帔),고(靠),습자(褶子),의(衣)등으로 나

수 있다.35) 국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토 로 경극 의상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망포(蟒袍)

망포(蟒袍)는 황제나 장군 등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복으로 명,

청 시 의 망포를 변형,장식한 것이다.경극에서 가장 요한 의상이다.

의상의 형태는 원령에 포 수인 명 망포와 같으나,소매 끝에 길게

늘어진 수수(水袖)가 달려있다.36)수수는 실제 복식에서는 없던 것으로,

배우들의 춤추는 동작을 미화시켜 뿐 아니라,다양한 표 동작으로

객에게 감정을 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재는 공단을 사용하며, 은사와 색사로 용 문양을 수놓으며,단용

35)陈申(2009),『中国京剧戏衣图谱』,文化艺术出版社 p.135.

36)신경섭,(1998),"경극(PekingOpera)《독목 》의 연개소문 무 의상 디자

인 연구",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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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龍),행용(行龍), 용(大龍)세 종류로 구분된다.

남자의 망포(蟒袍)는 황색망포(黃色蟒袍),홍색망포(紅色蟒袍),흑색망

포(黑色蟒袍),다갈색 망포(香色蟒袍),자주색 망포(紫朱色蟒袍),녹단망

포(綠鍛蟒袍)로 나 수 있다.황색망포는 황제나 왕이 착용하는 밝은 황

색 망포와 태자나 친왕이 사용하는 은행의 색과 비슷한 행황색망포로 구

분된다.홍색망포는 황족,재상 등 신분이 높은 인물이 착용한다.흑색망

포는 무정의 복 혹은 조복이다.다갈색 망포는 지 가 비교 높고 연

로한 원의 조복이다.자주색 망포는 지 가 높으나,아직 노년에는 이

르지 않은 문 이 착용한다.녹단망포는 성격이 호탕하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착용한다.여자의 망포는 남자의 망포와 유사하다.남자의 망포에

비해 길이가 짧으며,색의 종류가 비교 다.여자 망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구식 여자망포는 가장자리를 무늬가 있는 천으로 넓게 장식한

반면,신식 여자망포(蟒袍)는 남자의 망포(蟒袍)와 같이 가장자리 장식을

하지 않는다.그리고 운견(雲肩)과 유소(流 )를 함께 착용하여,아름다

움을 더해 다.황후와 귀비의 용복식인 황색 여자망포(黃色女蟒袍),

황후,귀비,공주와 재상부인 등으로 착용하는 홍색 여자망포(紅色女蟒

袍),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착용하는 백색 여자망포(白色女蟒袍),노부

인이 입는 노단망포(老旦蟒袍)와 변방 소수민족의 후비와 공주의 조복인

여기망포(女旗蟒袍)로 나 수 있다.

(2)피(帔)

피는 명나라 귀족부인들의 복인 수배자(大袖褙子)에서 변형,장식

한 것으로 경극에서는 황제,문무 의 평복으로 혹은 혼례 때 복으로

사용된다. 장포에 수수가 달린 활수이며,허리 양 으로 트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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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소재는 공단이나 추단을 사용한다.37) 은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무공이 필요한 경우 앞자락을 뒤로 여며 착용할 수도 있다.남

자 피의 길이는 발목까지이고 여자 피는 조 짧아 무릎까지이다.망포

는 엄 있고 고귀하게 보인다면,피는 유유자 한 선비의 모습을 잘 표

해 수 있는 것이다.피에는 단용피（團龍帔),단화남피(團花男帔),

회색남피(灰色男帔), 황여피(鳳凰女帔),단화여피(團花女帔),노단황피

( 旦皇帔)등이 있다. 단용피는 황제가 착용하는 옷으로 황피라고도 한

다.단화남피는 은 문 의 편복이다.회색남피는 나이가 있는 원의

편복이다. 황여피는 황후,후궁,공주 등의 용 의상이다.

(3)습자(槢子)

습자는 경극의상 가장 많이 착용하는 옷으로,명 사령 수삼(斜

领大袖衫)에서 변형된 것으로,문무,귀족,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차용하는 편복이다.38) 남성용 습자의 길이는 신발 등까지 내려오고,활

수에 수수를 었다.소재는 부드러운 효과를 내기 해서는 추단을 사

용하고,무거운 느낌의 배역에는 공단도 사용한다.단독으로 착용하기도

하고,망 ,피 등의 에 착용하며 다양한 인물을 창조할 수 있다.습자는

생화습자(生花褶子),부귀 (富貴衣),노두의( 斗衣),여습자(女褶子),여

청습자(女青褶子),백습자(白褶子),노단습자( 旦褶子)로 구분된다. 생화

습자는 가정이 부유한 소생의 주요의상이다.부귀 는 가난한 사람의 옷

으로 궁의라고도 한다.노두의는 평민 혹은 은 하인의 의상이다.여습

자는 부의 딸 은 부인이 일상 으로 입는 옷이다.여청습자는 가

37)陈申(2009),앞의 책,p.136.

38)孙院怡(2003.6),"试论中国传统戏剧的服饰艺术",한 인문학여구10,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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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부녀가 입는 습자이다.노단습자는 가난하고 늙은 여성이 착용하는

옷이다.

(4)고(靠)

고는 청 무 이 착용하던 융복을 변형시킨 것으로,경극에서도 무장

의 갑옷으로 사용된다.상하가 심의형식으로 연결되어 있고,길고 품이

넓어 장 하고 호탕한 느낌을 갖게 한다.39)어깨부분만 연결되어 있고,

앞뒤가 분리되어 있다.등근 깃에 소매통이 좁으며,길이는 발목까지 온

다.인형문(鱗行紋)이나 정자문(丁字紋)을 수놓고,가슴에는 호심경을 달

아 갑옷의 분 기를 연출하 다.배 부분에는 솜을 넣어 두툼하게 만들

고,양 에는 퇴부를 보호하기 한 고퇴(靠腿)가 달려 있다.경극의

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 복식이다.고는 남경고(男硬靠),남연고

(男軟靠),개량고(改良靠),여 고(女大靠)네 종류로 나 어지진다.남경

고는 무정으로 등장하는 장군의 의상으로 부분 기를 맨다.남연고는

일반 으로 비 투 장면에서 무장이나 연로한 무장이 착용한다.개량고

는 변방의 장군이 착용하는 고이다.여 고는 경극 무 에서 여자 장군

이 착용하는 투복이다. 

(5)의(衣)

망,피,고,습자를 제 외 한 나머지 옷들을 의라 하며,인물이나 거

리에 따라 필요한 단역들이 입는 종요한 무 복식들이 속애 있다. 의는

일반 으로 긴 옷(長衣),짧은 옷(短衣),특정인이 입는 옷( 用衣),곁들

39)陈申(2009),앞의 책,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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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는 옷(配衣)등으로 나뉜다.긴 웃은 용도에 따라 다시 의(官衣),

궁의(宮衣), 의(箭衣)등이 있다.짧은 옷에는 포의(抱衣),과의(侉衣),

마괘(馬褂),다의(茶衣),회자수(劊子手)등이 있다.특정인이 입는 의상

에는 도교나 불교의 종교의상,신선,요괴의 신비함을 강조한 의상,소수

민족의상,특정장소에 어울리는 의상 등이 있다. 

2) 경극의 얼굴분장

경극 배우들의 얼굴 화장은 크게 기 분장과 색조분장으로 나뉜다.기

분장은 “흰 얼굴(素面)” 는 “연지 화장”이라고도 부른다.40)먹으로

화장을 하고 연지로 얼굴을 발라 간단한 화장으로 아름다움을 표 하

는 방법이다.일반 으로 생과 단 역의 배우들이 많이 하며,화장 순서도

비교 간단하다.색조 분장은 바로 검보(臉譜)를 그리는 것이다.41)경극

에 있어서 분장에 한 형태,체계를 검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검(臉)은

얼굴을 의미하며,보(譜)는 형식,계보를 의미한다.즉,경극의 분장은 나

름 로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42)검보는 다시 그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검보의 유형을 차미경43)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류하 다.얼굴모양은

바른 얼굴인 ‘정검(正臉)’,삐뚤어진 얼굴인 ‘왜검(歪臉)’,작은 어릿

얼굴인 ‘소화검( 花臉)’으로 나뉜다.

40)차미경,앞의 책,p.68.

41)송철규(2004),『경극』,살림,p.75.

42)Bing Fuquan.2002,中國京劇臉譜藝術-TheatricalFacialMakeup Type

ArtinBeijingOperaofChina,中國戱'劇出版社,中國北京,p.6.

43)차미경(2005),『상징의 미학,경극』,도서출 신서원,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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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른 얼굴:정검(正臉)

정검이라 부르는 바른 얼굴 형태의 분장 형태는 좌우 칭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얼굴 체의 색채와 선,면이 좌우 칭을 이룬다.<그림 1>

(2)비뜰어진 얼굴:왜검(歪臉)

왜검은 정검과 반 의미의 얼굴 형태로서,좌우가 칭을 이루지

못하고 비뚤게 표 하여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표 하고자 할 때 쓰이

는 검보의 유형이다.<그림 2>

(3)작게 그린 얼굴:소화검( 花臉)

소화검은 희극 역할을 맡은 축(丑)이 하는 분장으로 얼굴로 분장하

는 부 가 작기 때문에 ‘작게 그린 얼굴’이라고 한다.얼굴의 앙부 에

흰 색을 발라 희극 느낌을 더한다.얼굴 앙에 발라지는 흰색의 모양

에 따라 요자검(腰子臉),두부검(豆腐臉),조핵검(棗核臉)등으로 나뉘며

모양과 크기가 조 씩 다르다.<그림 3>

<그림 1>정검 <그림 2>왜검 <그림 3>소화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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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 통 오행색(五行色)

국의 통사상에서는 오행(五行)이 수(水),화(火),목(木), (金),토

(土)의 순서로 이루어졌다.오행은 각각 흑(黑), (赤),청(靑),백(白),

황(黃)에 상응한다.

국인들은 오행과 상응하는 흑(黑), (赤),청(靑),백(白),황(黃)색

다섯 가지 색을 정색(正色)이라 불 고 오행의 범 에 있지 않은 다른

색을 간색(間色)이라고 한다.흑색은 진나라에서 황족의 용 색이다.흑

색이 역사상에서 고귀한 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백

색은 오행의 에 상응하고 서쪽에 속하며 계 로는 가을에 속한다.백

색은 황 을 표하고 명,순결 그리고 충만을 상징한다.백색은 한

슬픔의 색이기도 하다.붉은색은 화에 상응하고 남쪽에 속하며 오제(五

帝)와 연계하면 제에 상응하고 여름에 해당된다. 한 행운과 기쁨을

상징하고,충성,인의를 뜻한다.청색은 동쪽에 상응하고 일반 으로 푸

른 자연을 표하는 색으로 가장 리 쓰이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생

되어 생을 표하는 색으로 리 쓰인다.화색은 오행 토(土)에 상응

하며 (中)에 속한다. 국 통문화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색이었다.

청나라 황제의 용 색으로 권력과 엄을 표시한다.간색의 간자는 "사

이 간"의 뜻으로 직 인 계가 없는 색이며 상 인 의미로 부정(不

正)한 색, 는 바르지 못한 색을 말한다.그래서 오색은 정색으로 존귀

한 의미,간색은 비천의 의미를 나타낸다.44)

무 의상에 사용되는 색상이 차 증가하게 되는데 원래 많이 사용하

던 색을 상오색이라 칭하고,청 엽이후에 증가한 색을 하오색이라고

부른다.경극 의상과 얼굴분장도 상오색인 황(黃),홍(紅),녹(綠),백(白),

44)余雯蔚，周武忠（2007），{五色观与中国传统用色现象}，中国中核心期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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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黑)과 하오색인 자(紫),남(藍),분(紛),호(瑚),향(香)과 색과 은색

등으로 이루어진다.

4) 국 통 문양

통 문양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과 문화 시 성을 가

지고 해 내려오고 있다. 국은 역사 아주 오래된 나라로 옛날부터

해져오는 통 문양이 복식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경극 무

에서도 이러한 통 문양을 받아 들 다.문양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

로 나 수 있다.45)

(1)동물문양

동물문양은 흔히 볼 수 있는 문양 의 하나이다.권력을 상징하는 용

문,화충문(華蟲紋)과 삼족조문(三足鳥紋),길상(吉祥)을 상징하는 거복기

문, 한 복을 가져다주는 박쥐문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황문은 평화,

존귀와 행운을,토끼문은 달을,섬서문은 부를,원야새문은 원이 변하

지 않은 사랑을 상징한다. 계문(金鷄紋),공작문,기러기문,백로문,네

추러기문,까치문 등 문양은 무두 뛰어난 재능을 상징한다.학문(鶴紋)

<그림 4> 은 고귀함과 장수의 상징물도 여긴다.기린문,사자문,호랑이

문,표법문,곰문,코뿔소문,매문 등 강한 동물문양들은 힘과 신속함을

상징한다.46)

45) 지애호회(1986),『 국의 문양』,태학원,pp.34-36.

46)高春明（1991)，"中国服饰常用纹样 释"，上海艺术研究所中国服饰史

研究所,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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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물문양

식물문양은 꽃문양,과일문양 나무문양으로 분류되었다.꽃문양은

연화문,부용화문,모란문,남 문,매화문<그림 5>,작약문,복궁아꽃문,

국화문이 있다.47)이들은 깨끗함과 청백함,부귀함,우아함과 정기(正氣),

개,부귀와 정(情),애정,건강과 정수를 각각 상징한다.과일문양은

숭아문,연 문(蓮蓬紋)과 석류문이 있는데 각각 장수,자손과 번 을 상

징한다.나무문양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문과 소나무문이 많이 사

용된다.

(3)자연문양

자연문양은 산문,별문,행문,달문,불문과 구름문<그림 6> 등으로 분

류되었다.산문은 듬직하고 침착한다는 뜻을 가지며 달문,별문과 해문은

나라를 밝게 비춘다는 뜻을 가진다.불문은 명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고 에는 구름형태를 통하여 길흉을 측하 기 때문에 인간들은 구름이

요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했다.구름문양이 폭넓게 응용되고 형태에 따

라 종류가 많이 있다.

(4)문자문양

문자문양은 다양한 문자가 소재로 구성된 문양이며 설정한 문자가

부분 길상한 의미를 가진다.시비를 명백히 가림을 상징하는 “아(亞)”자

문,장수를 상징하는“수(壽)”자문<그림 7>,행운을 상징하는 “만(萬)”자문

등이 있다.

47)高春明（1991),앞의 논문,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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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길상문양

길상문양은 부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을 추상화해서 창조된 문양

이다.48)모든 일이 뜻 로 됨을 의미하는 여의(如意)문<그림 8>,부유를

상징하는 원보(金元寶)문,끊임없는 원을 뜻하는 국매듭(中國節)문

등이 표 이다.

(6)기하문양

기하문양은 귀갑문,팔괘문<그림 9>,태극문,방승문 등으로 분류되었

다.이들은 장수와 상서,우주자연계,음(陰)과 양(陽)의 조화,행복과 평

안을 각각 상징한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48)陆宇秤（2003),"传统装饰纹样中的吉祥观念与现代设计",苏州大学学报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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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극 배역과 성격

경극의 배역(配役)을 고생, 는 행당(行當)이라고 부른다.49) 한 경

극에서 각색(角色)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의 역할을 의미한다.50)경극에

서는 배역의 구별이 엄격하고 그 종류가 일정하다.경극에서의 배역은

남자배역의 생(生),여자배역의 단(旦),진한 얼굴화장을 한 성격 배역

의 정(淨),어릿 역의 축(丑)51)등 4 배역으로 나뉘며 역사 이야기를

주로 한다.

각 배역은 그 배역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 인 연기술이 정해져 있

기 때문에 배우들은 자신들이 맡은 배역과 성별에 맞게 연기를 해야 한

다.그래서 노래를 시하는 배역은 특히 노래부분에,무 를 시하는

배역은 무술에,문무를 시하는 배역은 문무 두 부분 모두에 을 두

고 강도 높은 연습을 한다.그러므로 경극배역 종류의 형식과 배역별 역

할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생(生)

생은 보통 남자배역의 총칭으로 남자 배역을 맡은 인물이다.일반 으

로 나이든 남자배역을 노생(老生), 은 남자배역을 소생( 生),무 에

능한 남자배역을 무생(武生),붉은 얼굴 남자배역을 홍생(紅生),어린남

자 배역의 와와생(娃娃生)등으로 분리된다.52)

49)金學主(2010),앞의 책,p.21.

50)장한기(1988),『민속극과 동양연극』,우성문화사 p.169.

51)『中國大百科全書』(1993),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p170.

52)차미경(2005),앞의 책,도서출 신서원,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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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생은 년에서 노년까지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근엄한 사람, 정

자, 리,학자,문인 등을 가리키며 거의 분장을 하지 않고,턱 아래 수

염을 분인 인의 역으로 보통 검은색,회색,흰색의 수염과 양식화된 수

염을 붙이며 턱수염의 색으로 인물 나이를 단할 수 있는 배역이다.장

하고 엄 있게 연기하며 체로 수염을 달고 있어 수생(鬚生)이라고

도 한다.노생처럼 수염을 달지 않는 소생은 가성으로 노래 부르며 용모

가 수하고 말쑥하며 풍류가 있어 보이는 은 청소년 남자배역이다.

문생 수염을 단 년 이상의 남자 역들은 늙은이는 자를 넣어 노생이

라 하며, 은 남자 역들의 은이는 자를 넣어 배역이다.무생은 출

한 무 실력을 갖춘 장년층의 무장이나 응호걸을 연기한다.무생은

부분 뛰어난 무 를 지니어 난투를 주로 하고 시원시원한 기백을 가진

사와 강한 무 를 특징으로 하는 배역이다.경극을 보다 보면 온통 붉

은 얼굴을 한 채로 등장하는 배우를 가끔 볼 수 있다.이 게 붉은 얼굴

의 남자를 홍생이라고 부른다.홍생은 높고 힘찬 노래와 장엄하고 간결

한 동작으로 엄과 용맹함을 표 한다.그밖에 어린 남자배역인 와와생

이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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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특 징 이미지

노생

년에서 노년까지의 사람을 가리키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연출되며,수염

을 붙이고 턱수염의 색으로 인물의 나이

를 단할 수 있는 배역

<그림 10>

소생

소생은 노래를 부르며 용모가 수

하고 말쑥하며 풍류가 있어 보이는

은 청소년 남자배역

<그림 11>

무생

뛰어난 무 를 지니어 난투를 주로 하

고 시원시원한 기백을 가진 사와 강한

무 를 특징으로 하는 배역

<그림 12>

홍생
높고 힘찬 노래와 장엄하고 붉은 얼굴

의 남자

<그림 13>

와와생 어린 남자아이의 배역.

<그림14>

<표 1>배역 “생(生)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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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旦)

여자배역은 일반 으로 단(旦)이라고 칭한다.그리고 연기특징,인물의

연령,성격,사회 지 등에 따라 여자주인공인 정단(正旦),활발하고

깜 한 화단(花旦),정숙하면서도 요염한 화삼(花衫),무술실력을 갖춘

무단(武旦)과 도마단( 馬旦),나이든 여자역인 노단(老旦)등으로 나뉜

다.53)

정단은 주로 단정하고 잖은 년여성이나 숙한 아내,효성스런 딸

과 같이 모법 인 여성상을 연기하며 뛰어난 가창력을 요구한다.몸동작

이나 손가락 움직임과 얼굴표정 등이 단아하고 우아하며 종종 을 내리

깔아 정숙한 여성임을 표 한다.여자주인공인 정단과 조를 이루는 화

단은 고 재기발랄한 여자배역으로 노래보다는 교태를 부리는 연기가

요하며 오른손에는 항상 붉은 손수건을 들고 다닌다.화삼은 단순히

창공과 주공만을 주로 하는 배역이다.무단은 무사와 마찬가지로 무

에 정통한 여자신선 여자요괴로 등장한다.재주넘기와 공 제비처럼

몸으로 싸우는 무 가 시되는 데 반해,노래나 사 등 다른 연기는

그다지 요하지 않다.이에 반해,문무와 지성을 겸비한 신분 높은 공주

나 명문 가의 부인들이 말을 타고 무 를 선보이는 배역은 도마단이라

고 부르는데,노래, 사,동작,무 등 모든 요소가 시된다.노생처럼

특히 가창력이 시되는 노단은 늙고 후한 어머니나 과부를 연기한다.

붉은 화장을 하지 않으며 나이든 정도에 따라 머리색을 흰색이나 회색과

검은색으로 나 어 구분한다.<표 2>

53)차미경,앞의 책,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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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특징 이미지

정단

단정하고 잖은 년여성이나 숙

한 아내,효성스런 딸과 같이 모범 인

여성상을 연기하며 뛰어난 가창력을 요

구하는 배역

<그림 15>

화단

화단은 고 아름다운 여주인공 역으

로 이름다운 미모,우아한 춤과 노래솜

씨로 경극 계의 가장 큰 심을 한

몸에 받은 상으로 화려한 배역

<그림 16>

화삼
단순히 창공과 주공만을 주로 하는

배역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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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무 에 능한 여자 배역을 가리키며 이

배역은 남자 무인처럼 강인하면서도 여

성의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음.

<그림 18>

노단
가창력이 시되고 늙고 후한 어머

니나 과부를 연기하는 배역.

<그림 19>

<표 2>배역 “단(旦)”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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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淨)

정(淨)은 과장된 색채와 선으로 표 된 화장을 한 성격 배역으로 주

로 호방한 남성을 연기한다.이러한 성격화장을 검보라고 하는데,얼굴을

마치 색과 선으로 그린 화검(花臉) 는 화면(花面)이하고도 부른다.강

렬하고 성량이 풍부한 음성과 커다란 동작으로 호방하고 강직하며 때로

는 음험하고 투박한 남성상을 연기한다.정 역시 극 인물의 신분과 특

징에 따라 노래를 주로 부르는 정정(正淨),동작 주의 역할을 하는 부정

(副淨),무 주의 무정(武淨)으로 구분된다.‘54)

정정은 화검(大花臉)혹은 화면(大花面)이라고도 부른다. 부분

신분과 지 가 높은 조정의 충신이나 충성심이 강한 나이든 장수를 연기

하는데,강직하고 웅혼하며 정의감을 갖춘 인물들을 표 한다.경극에서

는 노래가 가장 요하고 그 다음으로 동작이 시되기 때문에 노래를

주로 부르는 배역에는 “정(淨)”을 붙이고,동작 주의 배역에는 “부

(副)”를 붙여 다.따라서 부정은 노래보다는 동작인 연기에 치 한 배역

으로,동작을 연기하는 폼이 멋지기 때문에,“가자화검(架子花臉)”이라고

도한 다.무정(武淨)은 이화검(二花臉)에서 생되어 나와 “무이화(武二

花)”라고도 부른다.55)무 를 주로 하는 화검으로,싸우고 넘어지는 연

기가 빼어나다.주로 거칠며 사나운 인물을 연기하나,격투가 끝나고 난

뒤의 모습을 표 하기도 한다.<표 3>

54)정유선(2012),『 국 경극 배우와 퍼토리』,보고사,p.21.

55)차미경,앞의 책,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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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특 징 이미지

정정

나이가 많고 난폭하 도 강직한 

리이다. 들  반적 로 창공  

주로 한다.

<그림 20>

부정

젊거나 나이든 든 인물이 여기에 

해당하나 격은 거칠  잔혹하다. 

또한 흉하고 흉악한  가지고 

고 혹한 리, 무사, 악당 등  여

에 한다.

<그림 21>

무정

  이 배역은 젊은 장 이나 무사로 거

칠고 강직하  로는 잔인하 ,무술

에 능하다.

<그림 22>

<표 3>배역 “정(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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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丑)

축은 소화검( 花臉)혹은 산화검(三花臉)이라고도 하며,코와 이 사

이에 동그란 흰 분장을 하는 희극 인 각색이다.56)어릿 역으로 우

스운 몸짓이나 속된 사로 객을 웃기는 역할을 한다.축 인물들이 공

통요소를 추출하면 외모,성격,마음 등이 추하거나,신분이 낮거나,유머

와 해학을 지닌 익살맞은 인물로 들 수 있다.축은 크게 문축(文丑)과 무

축(武丑)57)두 종류로 나뉘며 다시 각기 신분과 극에서 치지하는 역의 비

에 따라 포 축(袍帶丑),방건축(方巾丑),습자축(褶子丑),차의축(茶衣

丑),무축(武丑)으로 구분된다.58)

포 축은 사모를 쓰고 의를 입기 때문에 축이라고도 한다. 감 같

은 신분이 높은 탐 오리 등이 여기 속한다.방건축은 머리에 방건을 쓰

고 있어 방건축이라고 한다.지식층이거나 유생,모사꾼,책사,서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습자축은 공자축 는 화화공자라고 불리기도 한며 소생

의 축소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나 나 하

게 움직이는 공자의 행동을 그 로 모방하여 가소로운 효과를 자아낸다.

차의축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으로 농부,어부,나무꾼,

장장이,상인,주막의 심부름꾼 등 다양하게 있다.무축(武丑)은 무생의

희화 인물유형이라 할 수 있다.성격은 재빠르며 재치가 있고 언어는

유머로 가득하고 날렵한 무공과 곡 와 같은 신체동작으로 입체 인 무

효과를 연출한다.<표 4>

56)정유선(2012),『 국 경극 배우와 퍼토리』 ,보고사,p.28.

57)정유선, 의 책,p.28.

58)장우남(2012),“ 국 경극의 형인물 검보에 환 연구”, 앙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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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특 징 이미지

문

축

차

의

축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으

로 농부,어부,나무꾼, 장장이,상인,

주막의 심부름꾼 등 다양하다.

<그림 23>

포

축

사모를 쓰고 의를 입기 때문에 축

이라고도 한다. 태감 같은 신분이 높은

탐 오리 등이 여기 속한다.

<그림 24>

방

건

축

머리에 방건을 쓰고 있어 방건축이라

고 한다.지식층이거나 유생,모사꾼,책

사,서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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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자

축

공자축 는 화화공자라고 불리기도 한

다.소생의 축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

다.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나 나 하게

움직이는 공자의 행동을 그 로 모방하

여 가소로운 효과를 자아낸다.

<그림 26>

무

축

무생의 희화 인물유형이라 할 수 있

다.성격은 재빠르며 재치가 있고 언어는

유머로 가득하고 날렵한 무공과 곡 화

된 신체동작으로 입체 인 무 효과를

연출한다.

<그림 27>

<표 4>배역 “축(丑)”의 유형

경극의 배역은 생,단,정,축 네 가지 종류가 있다.정리하면 다음<표

5>과 같다.

생은 남성의 역할로 노생,홍생,무생,소생,와와생으로 나뉜다.노생

은 주로 정 인 역할의 년남성 인물이다.홍생은 고를 입고 붉은 얼

굴이 엄있고 용맹스러운 인물이다.무생은 고를 입고 긴 장화를 신은

높은 장군,원수들 같은 인물이다.와와생은 짧은 옷을 입고 귀여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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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같은 인물이다.

단은 유일한 여성 배역으로 과거에는 남성이 연기하 으나 제는 여

성이 담당하고 있다.정단,화단,노단 등으로 나뉘는데,정단은 어두운

청색 옷을 입고 과 입술을 강조하며,단정,엄숙하고 성실한 인물이다.

화단은 짧은 옷과 치마,바지를 입고 논과 입술을 강조하고 요염한 배역

이다.노단은 나이든 여성 역할로 갑옷,망을 입은 이물이다.무단은 장

고,갑옷,모자를 착용하고 과 입술을 강조하는 화장을 하며 씩씩하고

용맹한 인물이다.

정은 경극의 특징인 검보 분장을 하는 역으로 정정,부정,무정 등으로

나뉜다.정정은 주로 망포를 입고 화검과 검은 얼굴로 분장하는 원수,

장군 같은 배역이다.부정은 망포를 입고 검보 분장을 하는 민간 웅

같은 배역이다.무정은 장고를 입고 다양한 검보 분장으로 성격을 나타

내는데,주로 거칠며 사나운 인물이다.

축은 크게 문축,무축으로 나뉜다.문축은 주로 홍색,녹색의 복이나

습을 입고 얼굴에 네모 모양의 도형으로 분장한 익살스럽거나 혹은 간사

한 성격의 배역이다.무축은 모자를 쓰고 검은 색 복장을 입고 해학

성격의 인물을 표 한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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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역 신분 성격 의상 얼굴분장

생

노생
가장, 원,

황제
충직함,장 함 망,습 분,수염

소생

학생,문
문소생:고상하고

의가 바름
망,습

붉은

장군
무소생:의 심 있는

도덕 품성
고

홍생 장군 엄있고 용맹함 고
붉은 얼굴

검고 긴 수염

와와

생
아이 귀여움 의

미간에 둥근

무생 장군,무사 씩씩함,용맹함 고 붉은 얼굴

단

정단 모양처 단정함,엄숙함
습,의,

포

분, 을

검고

꼬리를

올림

입술을 붉게

강조.

화단
은 여자,

기혼녀
화사함,청순함

습,의,

포

화삼
소녀,규수,

숙녀
내향 임

장의,

치마

무단
여자 우,

여자 객
씩씩함,용맹함

고,

갑옷

노단 나이든 여자
자애로움,장 함,

온화함
고,망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음

정

정정 원
강직함,정의감이

있음
망 색조분장

부정
원,무사,

억질 토호

익살스러움,음험함,

오만함

고리,

망
색조분장

무정 장군,무사 용맹함, 엄함
장고,

망

인물에

따라서 함

축

문축 원,평민 간서함,익살스러움
복,

습
흰색 얼굴

무축 무사 교활함,간사함 의
홍색,횐색

얼굴

<표 5>배역 생,단,정,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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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경극의 의상과 분장의 표 특성

1.작품에 따른 등장인물의 분석

1)조씨고아(赵氏孤儿)

<조씨고아(赵氏孤儿)>는 고아가 된 조씨 집안(趙家)의 유일한 육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이다.최고의 경극작품 가운데 하나인 <조씨

고아>는 1960년 연되었고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으로,

춘추시 를 배경으로 한다.59)<조씨고아>는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해 가

며,주군의 가문을 지킨 정 과 기꺼이 목숨을 바친 공손 구(公孫杵臼)

의 충성심을 그린 감동 인 작품이다.60)

<조씨고아>는 기군상(紀君祥)이 쓴 13세기 후반의 역사서인 <사기(史

記)>에 나오는 춘추(春秋)진(晉)나라의 장군 도안고(屠岸高)에 한 고

사(故事)를 극화한 것이다.개인 인 원한으로 300여 명이 몰살당한 조

순(趙盾)일족 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아를 지키기 하여,조씨의

은혜를 입은 의사(醫師)정 (呈嬰)을 심으로 그의 친구들,도안가의

간악함을 미워하는 부하 장(隊長),기타 여러 의사(義士)들이 잇따라

일어나서,장렬하게 희생해 가는 비극이다.

건사상이 반 으로 짙게 깔려 있지만,죄 없이 박해당하는 자를

구하려는 정의감은 범 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정 이 자기 자식을

신 희생시키면서 고아와 진나라의 많은 유아들을 살리는 제3막은 처

59)李相雨，“赵氏孤儿의 悲劇的 人物形象 察”,中國語文論壇 第20輯,p.290.

60)정유선(2012),『 국 경극 배우와 퍼토리』 ,보고사,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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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지만,고조된 정신과 격정을 힘차게 노래하는 가사 때문에 어

두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국 희곡으로서는 처음으로 18세기에 유럽에

까지 소개되었다.

경극 <조씨고아>에는 총 35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에서 가사가

있고 노래도 하는 주인공 9명을 추출하고 각 주인공의 무 의상과 얼굴

분장을 분석했다.

(1)도안고(屠岸賈)

춘추시기 진나라의 사악한 권세가로 <조씨고아> 에서 가장 잔인무

도한 인물로 조모(趙盾)의 일가 삼백 식구를 살해했다.

도안고는 정정(正淨)역으로 등장한다.<조씨고아>에서 정정인 도안고

(屠岸賈)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21>과 같다.이 그림에

서 도안고는 서로 다른 자수 기법과 열 개의 단룡(團龍)이 서로 배합되

어 장 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의 홍색망포(紅色蟒袍)를 입고 있다.부드

럽고 목이 좁으며 품이 풍성하고,안소매 끝에 붙인 비단 수수가 길고

거추장스러우며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다.주재료는 공단이며,

용을 수놓았고 아래 부분은 도무늬로 되어 있다. 모는 꿩의 깃으로

장식하고 흑색의 긴 수염을 부착하고 그 가운데 부분을 입에 맞추어 오

려내었다.이러한 의상은 성격이 난폭하고 호 인 인물의 표 에 합

하여 주로 정역에 사용한다.

도안고의 얼굴분장은 경극의 특징인 검보 분장이다.색채는 백색,검은

색과 홍색이고 유분기 있는 백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한다.이 분장은 이

마와 좌우 얼굴에 세 부분에 주요 백색을 칠하는데 이 모양이 세장의 기

와처럼 반듯하다 하여 '삼장와검(三場瓦臉)'이라고 부른다.61)주색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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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고 도안고와 같은 음험하고 교활하며 간사한 인물의 성격을 표 한

다.

(2)정 (程嬰)

정 은 <조씨고아>의 비극 주인공으로 체 이야기 개에서 큰 역

할을 하고 있다.의사인 정 은 조씨 일가 삼백 식구가 피살된 후,의연

하게 생명의 죽음을 무릅쓰고 고아를 맡아 달라는 공주의 부탁을 받아들

인다.정 이 고아를 구하는 요인물로 설정이 된 것은 매우 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정 은 노생(老生)역으로 등장한다.<조씨고아>에서 노생인 정 이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20>과 같다.의사인 정 은 문

이 쓰는 흑색 모자를 착용한다.정 은 청 의(青官衣)를 입고 화려하지

는 않으나,청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장식에 옥 (玉帶)를 착용하고 있

다.명 이 에는 왕실의 사람이나 고 리들만 복을 입었고,

이하의 리는 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그림 20>에 보여지는

청 의는 직 가 낮은 리가 주로 입는 의상이다. 통 으로 국에서

긴 수염은 신분과 지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배우들은 말총으로 만든

수염을 부착한 얼굴 분장을 한다.푸른 수염은 산속의 웅이나 수상한

인물,혹은 미술사나 자연 존재를 나타낸다.수염의 종류에는 30~50

세용인 혹만염,혹삼염과 50~60세용의 참삼염,60세 이상의 노인용인 백

만염,백삼염이 있다.경극에서 수염은 극 인물의 연령을 나타내는 역

할을 하지만 그 보다 더 요한 기능은 극 인물의 스타일과 동작을 효

과 으로 표 하는 것이다.정 이 착용한 흑색 수염은 강직하고 곧은

61) 黄殿棋, 의 책,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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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표 한다.제4막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백색 수염을 착용한다.

정 은 노생 역으로 도안고와 같은 진한 색조화장이 아니라,연한 화

장인 분을 사용한다.바탕색을 자연스럽게 쓰고 주변에 홍색을 연

하게 사용하여 단정하고 충성스러운 인상을 표 한다.

(3)장희공주(庄姬公主)

장희공주는 웅 이고 희생 인 인물로서 도안고의 계략에 빠지게 되

며 지극한 모성애(母性愛)때문에 자발 으로 자신을 희생한다.장희공주

는 화단(花旦)역으로 등장하며 장희공주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

은 <그림 22>과 같다.

장희공주는 궁의(宮衣)과 운견(雲肩)를 입는데,의상의 화려함과 다채

로움은 극 인 효과를 만들어낸다.궁의의 색상은 주로 홍색이며,여러

색채를 사용한 소매와 가슴부분에 얇은 천으로 만든 장식인 표 를 착용

하여서 매우 화려하고 부유해 보인다.그리고 높은 신분의 사람만 착용

할 수 있는 황(鳳凰)과 목단(牧丹) 기타 화 (花草)문양을 채수와

반 수(反金繡)기법의 수로 표 하 다.비단 허리띠에 안소매를 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며,“구름”모양의 같이 생긴 덮개의 일종으

로 술이 달린 운견을 착용하 다.여 부분은 각진 형태로 재단되었고

화려하고 섬세한 여러 가지 작은 문양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황

후나 공주만 쓸 수 있는 (鳳冠)을 착용하여 화려함을 더하며 길게

흘러내리는 빨간색 술장식의 색채 효과는 매우 강렬하다.

장희공주의 얼굴분장은 여자의 보(俊譜)로 과 입술부 를 강조한

다. 주변은 흑색으로 덧그리고, 꼬리를 최 한 확장하여 인물의 생

동감(生動感)을 강조하며,입술 주 에는 진홍색의 뚜렷한 윤곽선을 그려



-44-

아름답고 매혹 인 이미지를 표 한다.

(4）진령공(晉靈公)

진령공은 춘추시기 진나라의 통치자로서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비극

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진령공의 통치 하에서 간신 도안고가 권력

을 잡게 되고 충신을 죽이면서 충신과 간신 간의 투쟁이 격화된다.

<조씨고아>에서 진령공은 문축(文丑)역으로 등장하는데 진령공이 착

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23>과 같다.

진령공의 무 의상은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상인 홍색의 수용 감

견(綉龍大坎肩)으로 매우 화려하고 극 인 효과를 만들어낸다.수용 감

견은 비단 소재로 만든 용을 수놓은 소매가 없는 상의이다.황색 망포

에 착용하며 길이는 발등까지 오고,옥(玉)에 장식 문양을 새긴 옥

(玉帶)를 착용한다.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밝은 황색의 망포에는 둥근

형태의 용 문양인 단룡(團龍)을 수놓으며, 통 으로 존귀와 부유함을

상징하는 문양인 팔보(八宝)와 팔길상(八吉祥)으로 수를 놓았다.옥 는

복(禮服)에 맞춰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서 명나라 시기 이 에 유행하

다.진령공은 황제가 쓰는 평천 (平天冠)를 쓰고 흑색 긴 수염을 달고

있다.평천 은 지나칠 정도로 섬세하고 화려한데 진주와 ,술,그리고

보석 등으로 장식하 다.

진령공은 문축 역으로 축각검으로 분장한다.콧마루를 심으로 좌우

양쪽 을 포함하여 백색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진령공의 어리석음과 무

지함을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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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魏絳)

춘추시기 진나라의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경극 <조씨고아>에서 무정

(武淨)역할인 강의 무 의상을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다. 강은

경극 무 의상 갑옷의 일종인 고를 착용하여,높은 신분의 장군의 역

할을 표 한다. 강의 의상에는 수수를 달지 않았는데,이는 무술 공연

을 할 때 둔탁한 느낌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경극에서

머리장식은 (冠),회(盔),건(巾),모(帽)네가지로 구분하는데,때로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일반 으로 제왕과 귀족의 모를 (冠)이

라 하고,무 (武官)이 쓰는 모자를 회(盔)이라 한다.평복(平服)에 쓰는

것은 건(巾)이라 하고,모(帽)에는 제왕(帝王)의 것에서부터 일반 평민의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포함된다.62)<조씨고아>에서 강은 노란

색과 남색의 방울 장식이 달려 있는 회의 일종인 액자(大额子)를 쓴다.

액자는 쟁에 나간 장군이 쓰는 회로 반원형에 두층으로 구슬과 털방

울 장식이 달려있다. 액자후선은 이러한 모양의 액자뒤에 부채모양

으로 만든 장식을 함께 착용한 회(盔)를 말한다.망건(網巾)과 수사(水

紗)는 액자(大额子)를 쓰기 에 사용하는 것으로,망건은 긴 끈을 이

용하여 머리를 감아 조이는데 쓰고,수사(水紗)는 검은 사(紗)로 소재로

만들고,착용하기 에 물에 시는데,망건(網巾)의 가장자리를 단단히

둘러 조이기 함이다.

강의 얼굴분장을 보면 분홍색을 주색으로 하여 홍색,백색,흑색으로

,입 부분을 그려 넣었다. 체 으로 한 가지 색깔을 주로 사용하고

썹, ,코,입 등 주요부 외에 섬세한 주름,근욕 등을 선으로 표

하여 기 있고 용맹스럽고 강직한 캐릭터로서의 성격과 태도를 표 한

62)『中國大百科全書』，p342.



-46-

다.

(6)조소(趙溯)

춘추시기 진나라의 부마(駙馬),즉,장희공주(庄姬公主)의 남편으로 성

격이 충직하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다.조소는 불의에 항거하거다가 주

인공을 해 능동 으로 희생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도안고의 계략에

의해 복수심을 품은 채 수동 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조씨고아> 조소는 소생( 生)역으로 등장하는데 조소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25>와 같다.조소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을

상징하는 녹색의 단룡 문양이 들어간 단룡망(團龍蟒)을 착용했다.조소

가 착용한 녹색단룡망(綠色團龍蟒)은 청록색에 가까운 공단(貢緞)에

사(金絲)로 수를 놓아 만든 것으로 일반인은 입을 수 없다.주재료는 공

단(貢緞)이며,밝은 황색의 색사(色絲)와 사(金絲)를 섞어 단룡(團龍)

문양을 자수로 표 하 다.의상의 체 실루엣은 부드럽고 품이 풍성하

고 목 부분이 좁다.소매 끝에 붙인 비단 수수(水袖)가 길고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다.

녹색은 엄( 嚴)있고 민하며 용맹스러움을 표 하며 인물이 지혜

와 용기를 겸비했다는 비유 (比喩的)의미가 있다.경극 무 의상에서

의 모자의 일종인 사모(紗帽)는 양쪽 날개의 형태가 직선 인 방형(方

形),곡선 인 원형(圓形),뾰족한 형태인 첨형( 形)으로 나뉘는데,이러

한 모자의 형태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낸다.충직한 인물은 방형 사

모를 써야하고,간사한 인물은 첨형의 사모를 써야하며,어리석고 우스꽝

스러운 인물은 원형의 사모를 써야한다.충직한 인물인 조소는 혼례 때

방형의 날개가 달린 방지사모(方翅紗帽)를 쓰고,부마가 된 후에는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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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울을 단 부마투시사모(駙馬透視紗帽)를 썼다.

조소는 소생 역으로 정 과 같이 분을 사용하 고 부 를 붉은색

으로 진하게 그리고 입술도 붉게 강조하여 충직한 인상을 표 한다.

(7)조무(趙武)

조씨일가(趙氏一家) 에 생존한 유일한 인물이며 장희공주와 조소의

자식이다.<조씨고아>에서 조무는 소생( 生)역으로 등장하며 조무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26>과 같다.조무의 무 의상은

분홍색 의(箭衣)이다.

의(箭衣)는 청 (淸代)무 이 착용한 가벼운 일상복의 일종으로 경

극 무 의상으로 변형되었다.63)경극 무 의상에서 의(箭衣)는 4개의

트임이 있는 청 의 행포(行袍)과 마괘(馬褂)에서 유래,변형한 것으로,

수의(箭袖衣)라고도 부른다.64)조무(趙武)의 무 의상에서는 의의 문

양을 보다 화려하고 크게 과장시켰다.단령의 옷깃에 우임이며,소매는

착수이다.마제형(馬蹄形)의 수구(水袖)가 달린 착수로 옷의 길이는 신발

까지 내려오고 좌우앞뒤에 트임이 있어 말타고 활을 쏘는데 편리한 의상

이다.분홍색 몸통에 8개의 둥근 꽃이 수놓아져 있고 허리부분에 검은색

천으로 만든 허리띠인 구 를 묶어서 착용하고 앞으로 길게 내려뜨렸다.

조무의 무 의상은 체 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어 인 느낌을 주

고,조무의 씩씩하고 용맹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얼굴분장은 바탕색을 조 밝게 하고 붉은색을 강조하여 피부의 색

을 표 하여 활기차고 은 이미지를 나타낸다.

63)신경섭,앞의 논문,p.68.

64)신경섭,앞의 논문,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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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순 요(公孫杵臼)

공순 요는 진(晉)나라의 노신(老臣)으로 어리석은 진령공(晉靈公)이

무도한 도안고만을 총애하고 도안고가 횡을 행사하고 충신들이 고 를

당하자 직(官職)을 그만 두고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인물

이다.그는 세상과 등지고 살고 있지만 마음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었

다.

<조씨고아>에서 노생(老生)역으로 등장하는 공순 요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27>과 같다.<조씨고아>에서 공순 요는 은

행을 연상시키는 황색인 행황색(杏黃色)망포를 착용한다. 국에서 황

제는 밝은 황색인 명황색(明黃色)망포를 입은데 황제가 아닌 고 리

는 행황색(杏黃色)망포를 착용해야 한다.

공순 요의 망포는 체 으로 발톱이 네 개 달린 용과 비슷한 형태의

문양인 망문(網紋)을 수놓아 장식하 다.머리장식으로는 방지사모(方翅

紗帽)를 쓰고 나이가 많은 인물이므로 흰색의 수염을 부착하 다.

정 과 같이 노생 역이기 때문에 분을 사용하 는데 바탕색을 진하

게 쓰고 홍색은 연하게 하여 단정하고 충직스러운 인상을 표 하다.

(9)한궐(韓厥)

한궐은 두안고의 불의를 비 하면서 고아를 구하기 해서 희생하는

인물이다.한궐은 궁문을 지키는 장수로서 정의감이 넘치며,도안고가 끊

이없이 충신들을 죽이려는 것에 해 감을 가지고 있으나 두안고의

지시를 따라야하는 치에 있다.

<조씨고아>에서 한궐은 무생(武生)역으로 등장하며 한궐이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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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28>과 같다.한궐의 무 의상은 홍색 연

고(軟靠)이다.고(靠)는 청 장군이 군복을 과장하여 무 의상으로 변형

시킨 것이다.65) 일반 으로 투 에 입는 고는 등 뒤에 깃발을 꽂는

반면 궁문을 지키는 장수인 한궐은 기(旗)를 달지 않은 연고를 착용한다.

한궐의 의상은 홍색 바탕에 은사와 사로 한자의 정(丁)자를 표 한 정

자문(丁子文)을 수 놓았고,가장자리에는 도식화한 용문(龍紋)과 문(波

文)을 수놓아 장식하 다.가슴 가운데 부분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인 호심경(護心鏡)을 달았다.

한궐는 무생 역으로 분을 사용하 고 미간에 붉은색을 진하게 강조

하고 과 썹을 흑색으로 강조하여 용맹스러운 인상을 표 한다.

에서 찰한 바와 같이 생과 단은 신분에 따라 의상과 분장이 달라

진다.정 과 공숭 요는 자연스러운 바탕색에 홍색 화장을 하는 방

법을 사용하 으며 분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하지만 정 은 청

색 의를 입고 있어 충직한 성격을 나타내며 노생으로서 잖고 안정감

을 상징 으로 보여 다. 한 백색의 수염으로 연로함을 표 했다.

한궐과 같이 노생 역으로 등장한 공순 요는 조정의 노진이고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상오행색의 의상을 주로 착용하고 행황색 망포를 착용

하 으며 나이가 많은 것을 표 하기 해서 백색 수염을 사용하 다.

정 과 공숭 요는 자연스러운 바탕색으로 주변에 홍색을 연하게 칠

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므로 분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같은 소

생의 역으로 등장한 조소와 조무는 신분과 나이에 따라 의상의 색상도

차이가 났는데,소생인 조소는 부마로써 지 가 높으므로 녹색망포와 부

마투시사모를 착용했고,조무는 은 소생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해 분

65)高新(2001)，『中国京剧述要』，中国山东大学出版，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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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색을 사용했다.무생인 한궐은 무 가 뛰어난 장수로서 무신의 의상인

홍색 연고를 착용하여 용맹무 한 인물로 표 되었다.단정하고 요염하

고 신분이 높은 여자주인공 장희공주는 화려한 궁 복식인 궁의와

과 운견을 착용했으며 입술은 진홍색으로 뚜렷한 윤곽(輪廓)으로 아름답

고 매혹 으로 보인다.정의 역할은 형태면에서 체 으로 과장되었으

며,직 에 따라 색깔과 문양의 차이가 나타났다.얼굴분장은 색깔에 따

라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데,흰색을 많이 사용한 삼장화검의 분장

을 한 도안고는 난폭하고 잔인했으며,분홍검을 한 강은 분홍색의 상

징인 정의감과 엄 있는 성격을 지녔다.축 역인 진령공은 조씨고아

가장 높은 인물로써 수용다가견과 평천 을 착용했다.얼굴에 백색으로

그린 모양으로 진령공의 익살스럽고 어리석음을 표 했다.따라서 인물

의 지 와 권 가 높을수록 과장된 형태의 의복으로 나타났으며,색과

문양도 높은 신분 일수록 문양은 용이나 망으로 표 되고 색깔은 황색이

나 흑색으로 표 되었다.

<조씨고아>의 배역에 따른 의상과 분장을 종합해서 보면 다음과 같

다.<표 6>



-51-

<그림 29>도안가 <그림 30>정 <그림 31>장희공주

<그림 32>진령공 <그림 33>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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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조소 <그림 35>조무

<그림 36>공순주요 <그림 37>한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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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역 성격 신분 의상 얼굴분장

생

노

생

정
충직하고

착한 성격

문 ,

의사

청 의,

흑색염구,

사모 분,바탕색에

홍색은 연하게

함.수염

공순

요

(公孫

杵臼)

충직한 성격
노신(

老臣)

황색(杏黃

色)망포

소

생

조소

고상하고

의가 있는

인물

부마

녹색망포,

부마투시사

모

부 을

붉은색으로

진하게 그리고

입술도 붉게

강조
조무

하고

씩씩한 성격.

의 심 있는

도덕 품성

고아

분호색

화 의,

만 ,

삼첨령

무

생
한궐

용맹하고

정의감(正義

感)이 있는

인물

궁문을

지키는

장수(

帥)

홍색

연고(軟靠)

이마 가운데

붉은색을

진하게 그리고

과 썹을

검게 강조.

단
화

단

장희

공주

단정하고

모성애(母性

愛)를 보여

주는 인물

공주,

기혼녀

공의, ,

운견

분, 은검고

꼬리를 올려

그림.

입술은

진홍색으로

뚜렷한

윤곽(輪廓)을

그려 넣어서

아름답고

매혹 으로

보임.

정

정

정

도안

고

음험하고

교활하며,

간사한 인물

원
홍색망포,

회

삼장와검(三場瓦

臉)

무

정
강

강직하고

웅혼하며

정의감이

있는 인물

장군
흑색 고,

액자
분홍검

축
문

축

진령

공

어리석은

성격
황제

수용 가견

,평천

흰색 얼굴,

두부검

<표 6>경극 <조씨고아>의 배역에 따른 의상과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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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랑탐모(四郞探母)

<사랑탐모(四郞探母)>는 명나라 때의 소설 <양가장연의(楊家 演義)>

를 배우 장이규(張二奎)가 각색한 작품이다.사랑탐모(四郞探母)는 네 번

째 아들을 의미하는 사랑(四郞)이 어머니를 찾아간다(探母)는 의미이다.

북송(北宋)의 충신인 양가(楊家)의 넷째 아들인 양연휘(楊延輝)는 북번

(北蕃:遼)과의 싸움에서 요나라의 포로가 된 후 신분을 숨기고 요나라의

철경(鐵鏡)공주와 결혼하고 아들까지 두게 된다.15년 후에 북송과 북번

은 다시 싸움을 벌이고 양연휘(楊延輝)의 남동생과 그의 어머니가

군을 이끌고 요군과 치하게 된다.

조국에 어머니와 아내를 두고 온 연휘는 망향의 심정을 억 를 길이

없어,공주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력을 구했으며,하룻밤만이라는 약

속으로 몰래 귀국한다.그러나 세에 쫓기어 모자는 만나지 못한다.철

경 공주는 남편의 속사정을 알고 (令箭)66)을 훔쳐서 양연휘가 어머

니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양씨 집안(楊家)의 모자와 형제가 황 히

모 다가 다시 헤어진다.67)어머니와 아내를 물로 면하 으나,효

(孝)와 의(義)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다가 신분이 탄로가 나게 되지만 공

주의 도움으로 용서를 받는다.

이 작품은 국공산당68)치하에서는 이민족에 한 투항과 건도덕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상연 지 되었다가,1957년에 해 되었다.그러나

1966년 문화 명69)에서는 이러한 해 조치가 문화 명 숙청된

류사오치[劉 奇]70)의 결정이라는 결과라는 비 을 받았다.

66)令箭:옛날 군 에서 명령 달의 증거로 사용한 화살 모양의 수기.

67)『京剧剧目初探』(1988)，陶君起，中国戏曲出版社,p.365.

68) 국의 공산주의 정당.

69)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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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탐모(四郞探母)>에는 총 18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에서

가사가 있고 노래도 하는 주인공 6명을 추출하여 각 주인공의 무 의상

과 얼굴분장을 분석했다. 

(1)양연휘(楊延輝)

양가(楊家)의 넷째 아들인 양연휘(楊延輝郞)는 요나라의 포로가 된 후

신분을 숨기고 요나라의 철경(鐵鏡)공주와 결혼하며 효와 의 사이에 갈

등하는 인물이다.

<사랑탐모(四郞探母)>에서 양연휘(楊延輝)는 무생 역으로 등장하며,양

연휘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29>과 같다.

양연휘는 신분이 높은 인물이며 쟁 인 장군으로 홍색 망포를 착용

했다.홍색망포(紅色蟒袍)를 착용하여 그가 재상임을 상징하지만,머리에

과장된 깃털 장식인 자(羚子)를 꽃아 그가 변방지역의 출신이라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포는 매우 과장된 형태이며,포의 소매 끝에 달린 수

수(水袖)는 길게 늘어져 동작을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양연

휘(楊延輝)의 의상의 문양은 용문(龍紋)，인문(鱗紋)，길상 인 복(福)과

수(壽)의 문자문 등으로 그의 신분과 지 를 나타내고 있다.모자의 형태

는 머리 쪽이 좁은 반면 쪽으로는 넓다.모자의 여섯 면에는 수를 놓

고 진주와 옥으로 장식했는데,모자의 윗부분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비

단으로 만든 원형의 장식이 있다. 한 두 개의 긴 꿩의 깃털로 된 장식

이 투구 에 치하고 있다.이 깃털 장식을 단 인물은 주로 소수민족

에 속하거나 반란군 두목이며 무사역을 하는 인물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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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분장은 <조씨고아(赵氏孤儿)>의 정 (程嬰)과 같이 노생 역으로

분을 사용했다.바탕색을 진하게 쓰고 홍색은 연하게 하여 단정하고

충성스러운 인상을 갖게 하 다.배우의 실제 썹을 조 과장하여 표

한다.

(2） 정공주(鐵鏡公主)

정공주(鐵鏡公主)는 요(寮)나라의 공주이며 연휘(楊延輝,四郞)와

결혼한다.철경 공주는 남편의 속사정을 알고 (令箭)71)을 훔쳐서 양

연휘가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다.

<사랑탐모(四郞探母)>에서 정공주(鐵鏡公主)은 화단(花旦)역으로 등

장하며 정공주(鐵鏡公主)이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30>

과 같다.<사랑탐모(四郞探母)>에서 정공주(鐵鏡公主)가 착용한 의상

은 치 오(旗袍)를 변형한 것으로 변방 소수민주의 조복을 변형한 형태

이다.다트를 넣어 체형의 곡선을 살린 구조 인 형태이며 바탕색은 황

색이며,채수와 평 수를 사용하 다.황색 치 오(旗袍) 에 원색 이며

정교하고 섬세한 꽃 형태를 수를 놓았다.아름답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

하여 인물이 온화하고 잖으며 고귀한 모습으로 표 한다.옷의 길이는

일반 여자의 망포보다 길어서 신발 등까지 내려오며,소매통과 품이 꽉

끼이며,수수를 달지 않는다.그리고 이민족임을 강조하기 해서 만주족

의 의상인 치 오(旗袍)를 입고 머리 장식인 치터우(旗袍)를 쓰고 화분

(花盆底)를 신고 있다.

얼굴 분장을 살펴보면,<조씨고아>에 등장하는 장희공주와 유사하다.

과 입술부 를 강조하고 주 를 흑색으로 덧그리고 꼬리를 확장

71)令箭:옛날 군 에서 명령 달의 증거로 사용한 화살 모양의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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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물의 생동감을 강조하며,진홍색의 뚜렷한 입술 윤곽선으로 아름

답고 매혹 인 분 기를 강조한다.

(3)서태군（佘太君）

연휘(楊延輝)의 어머니인 서태군(佘太君)은 요군과 치하는데,15년

후에 다시 자기의 아들 연휘와 만나게 된다.

<사랑탐모(四郞探母)>에서 서태군(佘太君)은 노단(老旦)역으로 등장하

며 서태군(佘太君)이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31>과 같다.

노단 역으로 다갈색(茶褐色)마포를 착용하고 화려한 효과를 피하고 침

착한 분 기를 표 한다. 사와 면사를 섞어 수놓는 과 수(稞錦繡)를

사용하여 둥근 용 형태인 단용을 수놓았다.무늬는 어깨,가슴,깃,소매

단, 단 등 의복 체에 배치되어 장식 효과를 더해 다.양연휘가 착

용한 남자 망포보다 길이가 짧아 치마 단을 기하학 인 수와 보색의

감각으로 장식한다. 한 머리는 머리카락 체를 로 올리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을 경극에서는 노단발계(老旦髮鬐)라고 부른

다.

얼굴 분장은 붉은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나이가 들어 육체가 허약하

다는 느낌을 표 한다.

(4)양종보(楊宗宝)

서태군(佘太君)의 손자로서 서태군(佘太君)을 따라서 요군(寮軍)과

치( 峙)한다.

<사랑탐모(四郞探母)>에서 양종보(楊宗宝)는 무생(武生)역으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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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종보(楊宗宝)이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32>과 같다.

양종보(楊宗宝)의 무 의상은 청 군복을 변형한 흑색의 연고(軟靠)이

다.72)양종보(楊宗宝)의 연고(軟靠)는 기(旗)를 달지 않은 흑색 바탕의

옷으로 은사와 사로 정자문(丁子文)으로 수를 놓았고,가장자리에는 도

식화한 용문(龍紋)과 문(波文)을 수놓아 장식하 다.

머리 장식은 세 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둘 에 털방울로 장식했다.

뒤에 두 개의 긴 꿩의 깃털 장식을 의미하는 치미(雉尾)를 부착한다.치

오와 머리 장식은 인물이 이민족임을 표 하는 극 장치이다.

치미(雉尾)를 잡아당기는 자세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 객은

배우의 자세에 따라 그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이러한 깃털을 사용

한 동작은 인물의 성격과 박한 상황을 표 하는 기능을 한다. 를 들

어 오른쪽 치미(雉尾)를 잡아내려 손으로 만지는 자세는 권력을 마음

로 휘두르는 교만함을 표 하고 깃털을 잡아당겨 입술로 부는 동작은 다

한 상황에서의 과단성을 나타낸다.73)

양종보(楊宗宝)는 무생 역으로 분을 사용하 고 미간에 붉은색을 진

하게 그리고 과 썹을 검게 강조하여 양종보(楊宗宝)의 용맹한 인상

을 표 한다.

(5)소태후(萧太后)

요(寮)나라의 태후(太后)이고 정공주(鐵鏡公主)의 어머니이다.<사랑

탐모(四郞探母)>에서 소태후는 정단(正旦)역으로 등장하며 소태후(萧太

后)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33>과 같다.

72)高新(2001)，『中国京剧述要』，中国山东大学出版，p.41.

73)신경섭(1998),『경극 獨木關의 渊盖簌文 무 의상 디자인 연구』,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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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후가 착용한 의상은 당시의 변방 소수민족의 황후의 조복이다.

정공주가 착용한 의상보다 화려한데 길이가 길고 앞 쪽 허리 부분까지

깊게 트임이 있고 소매는 투수(套袖)이고 꽃문양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바탕색은 자색이며,자수 기법으로는 채수와 평 수를 사용하 다.앞,

뒤,좌우 어깨 부분에 여덟 마리의 용을 수를 놓았는데, 색의 실을 사

용하여 색채를 고 스럽고 단정하게 표 하여 인물이 고귀하면서 품 있

는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소태후의 머리 장식은 만주족 황실의 인물들

이 착용하는 을 실제보다 확 시키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극 인 효

과를 극 화하고 있다 .

소태후는 서태군의 분장과 비를 이룬다.서태군은 나이가 들어 육체

가 허약하다는 느낌을 표 하는 반면 소태후는 높은 지 와 강인한 성격

을 강조하는 얼굴 분장을 하고 있다. 한 <조씨고아>의 정희공주,<사

랑탐모>의 정 공주와 같은 황실의 여성 인물들과 유사한 얼굴 분장을

함으로써 매력 인 외모를 강조하는 얼굴 분장을 하고 있다.

(6) 국구(大國 )

국구는 자신의 이익을 해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 인물로서 국

구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34>과 같다.

국구는 무축 역으로 등장하며 일반 복을 입고 얼굴 앙에 흰색

의 삼각형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표정 변화에 따라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나타내어 국구의 활달한 성격을 표 하며 악한 행동을 하되 완 히 악

하지만은 않다는 인물의 양면 성격을 표 한다.

다른 경극과 마찬가지로 <사랑탐모>에서도 색상은 인물의 특성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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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를 들어 양종보는 흑색의 의상을 착용

하는데 흑색은 충성심이 있고 정직하고 엄숙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노생인 양연휘는 다정하고 성 인 느낌을 표 하며 홍색 망포를 입고

연로함을 표 하기 해 흰색 수염을 부착하고 있다. 부분 경극 의상

은 유연한 수직의 흐름을 가진 H자형 실루엣 형태를 보여 주지만 <사랑

탐모>에서 화단인 철정공주가 착용한 민주족의 복식인 차 오는 디아트

를 넣어 체형의 곡선을 살린 구조 인 형태를 보여 다.다른 경극 작품

의 단역과 다른 모습을 보여 다.이는 청나라가 바로 만주족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상징 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분장에 있어서는 여자

보를 분장하고 입술과 진홍색으로 뚜렷한 윤곽(輪廓)을 그려 넣어

서 아름답고 매혹 으로 보인다.노단인 서태군은 양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서 망포를 착용했다.나이가 들어 육체가 허약하다는 느낌으로 얼굴

분장을 사용했다. 국구는 무축 역으로 등장한다.일반 복을 입고 통팥

모양의 얼굴 으로 표 되었는데,이는 비교 성격이 활달한 배역에 사

용되며 얼굴 앙에 하얀색 통팥 모양을 그려, 국구가 악한 기질을 가

지되 완 히 악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사랑탐모>의 배역에

따른 의상과 얼굴분장의 특성을 체 으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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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양연휘 <그림 39> 정공주 <그림 40>서태군

<그림 41>양종보 <그림 42>소태후 <그림 43> 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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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역 성격 신분 의상 얼굴분장

생

무

생

양종

보

용맹함,

정의감

(正義感)

장군
흑색

연고

과 썹을 검게

강조함.

노

생

양연

휘

다정함,

정의감

(正義感)

부마
홍색망

포

배우의 진짜

썹모양을 강조함.

단

화

단

정

공주

단정함,

씩씩함,정이

많음.

요나라

공주,

기혼녀

여기망

포

입술과

진홍색으로 뚜렷한

윤곽(輪廓)을 그려

넣어서 아름답고

매혹 으로 보임.

정

단

소태

후

엄있음,

고귀함.
태후

태후망

포

은 검고 꼬리를

올려 그림

입술을 붉게 강조함.

노

단

서태

군

명함,

선명함

양가에

서 가장

높은

사람

다갈색

(茶褐色)

마포

은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나이가 들어 육체가

허약하다는 느낌,

노단발계(老旦髮鬐)

축
문

축

국

구

악한 기질을

가지되

완 히

악하지 않음.

황친 복
얼굴 앙에 하얀색

통팥 모양을 그림.

<표 7>경극 <사랑탐모>의 배역에 따른 의상과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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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계 괘사(穆桂英掛師)

<목계 괘사(穆桂英掛師)>는 소설<양장군가지(楊 軍家志)>에 나오는

설 인 여주인공 목계 (穆桂英)에 한 이야기이다.74)노년의 여자

웅이 나라를 하여 을 막는 막 한 임무를 지고 양씨 집안(楊家)의

장수들을 인솔하여 출정하는 내용이다.이 작품은 근 반세기 동안 계속

상 되어 경극의 표작 하나가 되었다.

복송 때 요 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양가장은 간신들의 모함에 빠

져 목숨을 잃는다.그의 처 서태군은 부패한 송의 조정에 환멸을 느끼고

사 하고 귀향을 한다.20년 후,서태군은 요나라가 다시 송을 침범하

다는 소식을 듣고 증손자 양문 과 증손녀 양 화를 병경(恲京)지방에

보내 요 정벌에 참요할 의향을 하게 한다.조정에서는 무 를 겨루어

원수(元帥)를 삼겠다고 하여 양문 과 양 화는 왕강의 아들 왕윤과 싸

워 그를 죽이고 양가강의 뒤를 이어 원수의 징표인 원수인(元帥印)을 하

사받는다.그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 목계 에게 원수인을 건네고 출정

한다.그러나 목계 은 그녀의 이미 연로한 나이 때문에 이를 거 하지

만 시어머니 서태군이 간곡히 부탁하여 결국 수락한다는 이야기이다.

<목계 괘사>에는 총 1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에서 가사가 있

고 노래도 하는 주인공 6명을 추출하고 각 주인공의 무 의상과 얼굴분

장을 분석했다. 

74)『京剧剧目初探』(1988)，陶君起，中国戏曲出版社,p.372.



-64-

(1)목계 (穆桂英)

목계 은 양종보와의 결혼하고 장에서 남편을 잃은 후에도 양씨 가

문의 사람으로서 쟁에 참가해 수 많은 공을 세운다.나라를 한 충정

으로 거의 모든 아들들을 장에서 잃었지만 남은 여인들은 집안의 뜻을

이어 장에서 공을 세우며 가문을 지켜나간다.

목계 은 무 가 매우 뛰어나고 용감하며 설에 의하면 신녀가 수

해 신 비도지술(神箭飛 之術)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양종보(楊宗保)

와 교 하며 진에 갇 있을 때 양종보를 사로잡아서 결혼을 하고 나라를

하여 쟁을 벌일 때 쟁에 참가하여 공을 올리기도 하는 양씨 가

문의 걸출한 인물이다.<목계 괘사>에서 화단인 목계 이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35>과 같다.

<목계 괘사>에서 목계 의 의상은 넓고 안소매가 무릎까지 늘어질

정도로 긴 두루마기 형태이다.도안의 배치는 안정 이며,문양은 격조

있는 둥근 꽃 모양으로 인물의 단아한 자태를 나타낸다.소매는 수수가

달린 활수이며,허리 양 으로 트임이 되어 걸을 때 공단 소재의 두루마

기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유유자 한 선비의 모습을 표 했다.

목계 이 입고 있는 의상은 명 귀족 부녀자의 복으로 크고 넓은

소매의 배자(褙子)에 기원을 둔다.75)배자는 본래 소매통이 좁고,큰 옷

깃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가 아주 길어 옷길의 끝까지 수직으로 늘어져

있다.명나라 말기에 이르러 소매 양식이 차 큰 소매로 변형되고 옷깃

양식도 옷깃의 길이가 반으로 축소되었다.목계 이 입고 있는 피는 명

배자를 형태와 장식을 과장하여 만든 것이다.목계 이 입은 피는 망

75)조만호(2010),“中國京劇服裝圖譜의 帔.靠,褶”,韓國中語中文學 제46집,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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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 뚜렷한 차이 을 지닌다.품이 하고 여유로운 스타일의 복식으

로 우아하고 수려하여 목계 이 편안하고 한가로운 장면을 연출할 때 어

울리면서도 그 화려함을 잃지 않아,배우의 연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계 의 얼굴 분장은 과 입술부 를 강조하고 주 를 흑색으로

덧그리고 꼬리를 확장하여 인물의 생동감을 강조하며,진홍색의 뚜렷

한 입술 윤곽선으로 아름답고 매혹 인 분 기를 강조한다.

(2)왕강(王強)

왕강은 조정 내의 교활한 고 으로 요나라와 결탁(結託)하여 요나라와

의 타 (妥協)을 주장하는 표 인물이다.항상 웃음 속에 음흉함을 숨

기고 있는 인물로 <목계 괘사>에서 왕강이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

장은 <그림 36>과 같다.

왕강은 조정의 세가 있는 신으로 흑색 망포를 착용했다.검은 바

탕에 색의 용으로 체를 덮고 있어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구름을

타고 비상하는 용 문양과 하단에 펼쳐진 큰 면 의 바다 문양의 조화는

깊고 웅장한 느낌을 더해 다.

얼굴분장은 얼굴 체를 한 가지 기본 색깔을 칠하는 정검에 속하며,

간사스러움과 비열함을 나타내는 흰색을 칠하고,양쪽 끝이 뾰족한 형태

의 썹과 검은색 가는 간안와(奸眼窩)라는 모양을 사용하고 간사한

인물을 표 했다.간안와는 을 길게 그려서 항상 웃는 인상을 표 하

며 이는 간신의 음흉함과 교활함을 의미한다. 얼굴에 체 으로 백색

을 칠하여 잔인함과 배신을 상징하여 리하지만 간사한 형 인 인물

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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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종보(楊宗保)

양종보는 양씨 가문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인물인 양업(楊業)의

손자이고 목계 의 남편이다.<목계 괘사>에서 무생인 양종보가 착용

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37>과 같다.

양종보는 <목계 괘사>에서 웅 인 무생 역으로 등장했다.용맹하

고 정의감이 있는 장군으로 백색 경고(硬靠)를 착용하는데 경고는 등 뒤

에 기를 꽂은 갑옷의 형태이며 양종보는 네 개의 기를 사용한다.원래

기는 쟁에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 지만 경극에서는 미화되고 과

장되어 쟁에 임하는 무장을 나타내는 장식으로 사용된다.머리에는 철

건액자를 써서 양종보가 이미 완 무장하고 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표시한다.

양종보의 의상은 비단으로 제작하고 구슬을 가운데 둔 두 마리 용을

수놓았다.양종보가 착용한 의상은 매우 복잡한데 옷의 길이가 발까지

닿고 소매가 앞뒤 두 쪽으로 나 어져 있다.뒤길 겨드랑이 아래에는 두

개의 제비집 모양의 겨드랑이 보호용 옷감을 덧 어 앞길과 뒤길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연결체 역할을 한다.허리 뒤쪽 양 에는 두 개의 끈이 있

어 앞쪽 허리를 휘감는다.앞길의 간 부분은 보호 인 당(前襠)76)을

두르고 양다리 바깥 부분에는 각각 다리 부분을 가려 보호하는 고퇴

(靠腿)가 있다. 신에는 모두 갑편(甲片)을 표시하는 문양이 수놓아져있

으며 모두 31편의 수가 놓여 있고 그 세편은 배치가 유동 이다.

얼굴 분장으로는 바탕색을 진하게 쓰고 홍색은 연하게 하여 단정하고

76)조만호(2010),“中國京劇服裝圖譜의 帔.靠,褶”,韓國中語中文學 제46집,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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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스러운 인상을 갖게 하 다.배우의 진짜 썹을 조 과장한 모양

으로 강조했다.흰색을 에 바르고 붉은 색으로 과 볼을 강조하여 닐

카로운 인상을 갖게 하 다. 썹을 이마 가운데에서 일단 로 올렸다

가 다시 내려와 쪽으로 지켜 올라가게 그렸고,입술 더 홍색으로 선명

하게 그려, 체 으로 리한 장군의 느낌을 갖게 하 다.

(4)양문 (楊文廣)

서태군의 증손자이며 목계 과 양종보의 아들 양문 는 양 화와 같이

왕강의 아들 왕윤과 싸워 그를 죽이고 양가강의 뒤를 이어 원수의 징표

인 원수인(元帥印)을 하사받았다.나이가 고 겁이 없이 소년 웅 같은

인물이다.<목계 괘사>에서 소생인 양문 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

분장은 <그림 38>과 같다.

고 무 가 있는 양문 의 무 의상은 백색 단화 의(箭衣)이다.양문

의 의상은 무인의 일상복인 의의 문양을 크고 화려하게 과장시켰다.

단령의 옷깃에 우임이며,소매는 착수이다.마제형(馬蹄形)의 수구(水袖)

가 달린 착수로 옷의 길이는 발등까지 오고 좌우앞뒤에 트임이 있어 말

을 타고 활을 쏘는데 편리한 의상이다.백색의 바탕에 8개의 둥근 꽃이

수놓아져 있고 허리띠를 묶어 앞으로 길게 내려뜨렸다.양문 의 의상은

조문의 의상과 유사하게 체 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어 느낌을

주고 양문 의 씩씩하고 용맹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얼굴분장은 바탕색을 조 밝게 하고 붉은색을 강조하여 피부에 색

이 주어 싱그러운 음을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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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양 화(楊金花)

서태군의 증손녀이며 목계 과 양종보의 딸인 양 화는 왕강의 아들

왕윤과 싸워 그를 죽이고 양가강의 뒤를 이어 원수의 징표인 원수인(元

帥印)을 하사받았다.그는 고 승부욕이 강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목계 괘사>에서 화단인 양 화가 착용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

림 39>과 같다.

양 화는 고리,치마,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통의상에 의하면 여

성은 바지를 외 상 보이도록 입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 까지 거의 한

세기에 거쳐 변화하여 발랄한 성격의 화단은 바지를 입게 된다.양 화

의 옷은는 작은 깃이 달렸고 으로는 단추가 있다.소매에 들어간 얇은

선 장식의 색상은 체 의상의 색깔인 홍색과 보색을 이루면서 양 화의

음과 뜨거운 마음을 표 했다.

양 화의 얼굴 분장은 과 입술부 를 강조하고 주 를 흑색으로

덧그리고 꼬리를 확장하여 인물의 생동감을 강조하며,진홍색의 뚜렷

한 입술 윤곽선으로 아름답고 매혹 인 분 기를 강조한다.

(6)구 (寇准)

구 (寇准)은 송나라의 정치가이며 청렴결백한 재상(宰相)으로 정의를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다.

<목계 괘사>에서 구 은 노생(老生)역으로 등장하는데 구 이 착용

한 무 의상과 얼굴분장은 <그림 40>과 같다.신분이 높은 구 이 황제

나 왕의 색인 명황색(明黃色)보다 낮은 행황색(杏黃色)망포를 착용하고

체 으로 발톱이 네 개인 용을 표 하는 망문(網紋)을 수놓아 장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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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머리장식은 방지사모(方翅紗帽)를 쓰고 연로한 나이를 표 하기

해 흰색 수염을 착용한다.

분장을 살펴보면,다른 노생과 같은 분을 사용했다.바탕색을 진하게

쓰고 홍색은 연하게 하여 단정하고 충성스러운 인상을 갖게 하 다.

용맹하고 정의감이 있는 무생 양종보는 한 나라의 장군으로써 엄한

백색 경고를 착용했다. 과 썹을 강조하고 장군의 엄을 더해 다.

은 소생인 양문 은 씩씩하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 무

가 있어서 백색 단화 의를 입었다.송나라의 재상(宰相)인 구 은 노생

(老生)역으로 등장했으며 행황색 망포를 착용하여 매우 높은 신분으로

보인다.승백이 가하여 아직 세상험악(世上險惡)을 모르고 있는 화단 양

화의 무 의상은 오.고.군(襖.褲.裙)으로써 붉은 색으로 양 화의

음과 뜨거운 마음을 표 했다.목계 괘사의 주인공인 목계 은 단화여

자피를 착용했는데,여유로운 의상으로 편안하면서도 화려함을 잃지 않

아,배우의 연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얼굴분장은 과 입술부 를 강

조하 는데 부 를 홍색으로 최 한 로 늘려 그려서 인물의 용맹성

을 강조하고 입술은 진홍색으로 뚜렷한 윤곽을 그려 넣어서 아름답고 매

혹 으로 표 하 다.유일한 정 역으로 등장하는 왕강은 조정의 세가

있는 진으로 흑색망포를 착용했으며,얼굴 체를 백색으로 칠하여

간사하고 잔인함을 묘사했다.

경극 <목계 괘사>의 배역에 따라서 의상과 얼굴분장의 분석을 통합

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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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목계

   

<그림 44>왕강

                

<그림 45>양 화

           

<그림 46>양문

    

<그림 47>구

    

<그림 48>양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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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역 성격 신분 의상 얼굴분장

생

무

생
양종보

용맹함,

정의감(正義感)
장군

백색

경고

과 썹을 검게

강조함.

노

생
공

청렴결백함,

강직함,

아첨하지

않음.

장군

행황

색망

포

배우의 원래

썹을 조 과장

한 모양으로

강조함.

소

생
양문

씩씩함,

용감함.

은

소년

백색

단화

의

부 를 붉은

색으로 진하게

그리고 입술도

붉게 강조.

단

화

단
양 화

활발함,

씩씩함.

은

소녀

오.

고.군
입술과

진홍색으로 뚜렷한

윤곽(輪廓)을 그려

넣어서 아름답고

매혹 으로 보임.
정

단
목계

씩씩함.

용감함,단정함

기지용감.

(機智勇敢)

기혼

녀

홍색

단화

여자

피

정
부

정
왕강

간사스러움,

음험함,

교활함,간사함

원
흑색

망포

얼굴 체를 하얀

색을 칠하고,

워있는

에형,썹과

검은색 악당의

<표 8>경극 <목계 괘사>의 배역에 따른 의상과 분장

의 세 개의 경극작품 분석에 의하면,서로 다른 작품에 나타나는 동

일한 배역들의 의상과 분장은 여러 공통 을 지니고 있다.이것이 바로

경극에서 말하는 천 규제(穿戴规制)이다.하지만 경극작품의 시 , 거

리,역사,인물의 특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우선,생의 배역으로 등장하는 인물들로는 <조씨고아>의 정 ,공순주

요,조소,조무,한궐;<사랑탐모>의 양종보,양연휘;<목계 괘사>의 양

종보,공 ,양문 등이 있고 그들은 부 정의감을 지닌 남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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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격들의 표 을 바탕으로 신분,지 에 따라 의상을 구분하게

된다. 를 들어 무술에 능숙한 무생 한궐,양종보 등은 고를 착용하고,

문 인 공순주요,공 등은 망포를 착용한다. 한 의상의 색상과 문양

으로 그들의 신분을 표 하기도 한다.하지만 같은 인물이라도 서로 다

른 경극의 배경에 의해서 다르게 표 되기도 한다. 를 들어,<사랑탐

모> <목계 괘사>작품 모두에 양종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극에

서 다 지는 비 이 다르고 거리가 다름에 따라 두 극에서의 의상도

달라진다.따라서,<사랑탐모>에서의 양종보는 쟁에 나가는 신이 없기

때문에 연고를 착용했지만,<목계 괘사>에 등장하는 양종보는 쟁을

치르고 있는 장군으로 표 되어 어깨에 서기를 꽂은 경고를 착용했다.

그러나 세작품에서 생의 배역에 속하는 남자의 분장은 보로 통일하

고 다만 노생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수염을 부착했을 따름이

다.

단이라는 배역으로 등장하는 인물로는 <조씨고아>의 장희공주;<사

랑탐모>의 정공주,소태후,서태군;<목계 괘사>의 목계 ,양 화

등이 있다.단은 생의 배역과 같이 의상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신분을

단한다.분장은 작품이나 성격이 달라도 큰 차이 없이 여자의 보를

사용하는데 노단의 연로함을 표 하기 하여 아 분장을 하지 않기도

한다.기타 화단,정단 등은 역할에 따른 차이 없이 기본 인 화장과 같

으며 오직 인물의 성격과 신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를 들어

배역이 모두 단인 소태후와 목계 을 비교했을 때,소태후는 한 나라의

태후라는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의 분장 역시 목계 에 비해 강하게

표 되었다.

배역과 인물에 따라 의상을 살펴보면,단의 의상의 장식성과 화려함

은 네가지의 역할 에서에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한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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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수록 과장된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이는 장희공주, 정공주,소태

후의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서로 다른 작품 에 공주의 신분으로

등장했던 장희공주와 정공주의 의복에도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정

공주가 착용한 여기망포(女旗蟒袍)는 기포(旗袍)로부터 변형된 의상이고

이는 극의 배경에 따라 소수민족의 특색을 반 한다.

한 세 작품의 정(净)과 추(丑)의 의상은 기타 다른 배역처럼 색상과

모양을 통해 인물의 지 와 성격을 표 하고 있다.하지만 그들의 얼굴

분장의 모양과 색상이 더욱 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선

(善)과 악(恶)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다. 를 들어,동일한 작품

<조씨고아>에서 정역인 강과 도안고 두 인물을 놓고 볼 때, 강은

분홍색의 검보(脸谱)로 정의롭고 용맹한 성격을 표 하 고 도안고는 흰

색을 주요색으로 한 검보를 통해 음흉함과 교활함을 보여줬다.추의 얼

굴분장을 보면,<조씨고아>의 진령공 <사랑탐모>의 국구 모두 오

로지 흰색 하나로만 극 역할의 익살맞고 가소로운 성격을 나타냈다.

하지만 흰색 그림의 문양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진령공의 우매무지한

성격을 네모반듯한 형상으로 묘사했고 국구의 이기 인 성향을 삼각형

으로 표 해주었다.

이상은 세 가지 경극작품에서의 네가지 역할에 따른 의상과 분장에

한 분석내용이다.다음은 경극인물에 한 분석을 통해 경극의상과 분

장의 표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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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역의 특성에 따른 의상과 분장의 표 특성

경극 무 는 다양한 성격의 배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배우들은 시각

효과를 극 화 하는 화려한 의상과 분장을 통해 몇 가지 유형의 고정

인 배역에 독특한 성격,즉 캐릭터를 부여하여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더욱 강하게 표 한다.의상과 분장은 하나의 요한 의사 달

수단으로서 배우의 모습을 감추거나 변화시켜 배역에 맞게 캐릭터화 함

으로써,극의 이해에 필요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에서 찰한 경극 의상과 분장에 근거하여 인물의 성격에 따른 표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성격에 따른 표 특성

경극에서 모든 배역들은 극에 따라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

다.<조씨고아> 의 사악한 도안고,강직한 강,충직한 공순 요,단정

한 장희공주,어리석은 진령공;<사랑탐모> 의 용맹한 양종보, 명한

서태군;<목계 괘사> 의 교활한 왕강,활발한 양 화,씩씩한 목계

등과 같다.인물의 성격과 특성은 의상과 분장을 통해 특정 색과 형태를

통해 상징 으로 표 된다.

(1)색채

얼굴분장의 색상은 색,자색,흑색,백색,청색,녹색,화색,분홍색,

회색, 색,은색 등이다.이것은 인물의 자연 피부 외모의 색깔을 강조

하거나 과장하기 해 사용되고 차츰 색상은 성격의 상징 의미가 있도

록 발 된다. 색은 충성과 정의로운 용감함의 색상이고,자색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강직함을 표 한다.흑색은 충성과 화합,정직하면서도 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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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격을 표 한다.<조씨고아>에서 도안고가 쓰는 수백색은 간사하고

잔인함과 배신을 상징하고 유백색은 우쭐한 사람을 표 한다.청색은 강

하고 용맹스럽고 단호함을 상징한다.녹색은 의 심이 강한 기사다운 행

를 표 한다.황색은 잔인함을 분홍색은 부분 덕망이 높은 충성스러

운 용사를 표 한다.회색은 나이가 있는 사납고 야심 찬 인물을 표 하

는 색으로 표 된다. 색과 은색은 신,부처,귀신과 요괴를 표 하여

얼굴과 몸에 표 된 이 두 색깔들의 채는 자연 인 효과를 나타낸

다.

(2)형태

형태는 주로 얼굴분장에서 배역의 성격을 표 한다.얼굴분장에서의

형태는 얼굴분장의 모양과 얼굴에 그려진 문양을 포함한다.얼굴분장의

모양은 크게 바른 얼굴,비뚤어진 얼굴,작은 어릿 얼굴로 나 며 각

각의 얼굴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세분화된다.바른 얼

굴은 배역의 바른 성격을 표 하고 비뚤어진 얼굴은 나쁜 배역을 표 한

다. 한 얼굴의 체 인 모양뿐 아니라 얼굴의 각 부분인 이마, 썹,

,입 등에는 설과 연 된 민간사상이 짙은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어

문양에 담긴 오랫동안 해진 희로애락의 의미를 부여해 배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2)계 과 신분에 따른 표 특성

경극에서는 실 생활을 그 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색채와 형태의 사

용에 있어 신분과 계 을 구별하는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 때문

에 무 의상과 분장 역시 색채와 형태로 배역의 계 을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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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색채

경극 의상의 색채는 강한 보색 비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국인들의

색채감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객에게 등장인물에 한 의미를 짐작

하는 상징 색채로 사용되었다.경극 의상은 황,홍,녹,백,혹의 상층

오색과 자,남,분,호,향의 하층오색을 사용하며,천 규제의 규칙에 따

라 이들 색상은 등장인물의 신분 그리고 정서를 표 해 뿐만 아니라

성별,연령 등에 한 상황과 사회 지 를 알려 다.상층오행색은 주

로 지 가 높은 인물을 표 한다.이는 기분상징(氣氛象徽)으로 발 하

기 때문이다.의상의 색으로 살펴보면 황색은 가장 존귀한 색이기 때

문에 황제만이 사용하고 그 이외의 문무 신들은 황색을 착용할 수 없

으며 홍색,녹색,흑색,백색 등을 입는다.홍색은 도안고와 같이 신분이

높은 승상,황친 등을 표 한다.녹색은 평민에서 신분 상승을 한 민간

웅과 같은 인물을 표 한다.백색은 고 무 가 깊은 장군과 같은 인

물을 표 한다.흑색은 최고 책임자나 제후,후작,지 가 높은 무장을

표 한다.이처럼 의상의 색채로 배역의 계 과 신분의 존비를 표 할

수 있다.

2)형태

경극에서 배역들이 착용하는 의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이러한 의상들

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망포,피,습자,고,의로 나뉜

다.이 의상들은 형태와 종류의 구별 없이 다양한 계 에서 착용되며,계

과 신분의 구분은 의상들의 색채로 식별된다.그 로,망포를 입은 배

역은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지만,상층오색의 망포는 특히 지

가 높은 사람이 입고,하층오색 망포는 그보다는 낮은 사람들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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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층오색 망포와의 색채 비를 고려하여 사용한다.망포 착용 시 황

제는 황색을,제왕과 원들은 홍색을 착용한다. 의의 경우에도 홍색 ,

남색,흑색으로 신분의 구분이 있으며,무 들의 고도 연령과 신분에 따

른 색의 구분이 있다.

경극 무 의상과 얼굴 분장을 보면 여러 문양이 과장되게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는데,문양 역시 장식 의미와 더불어 인물의 계 과 신분을

표 한다.이러한 문양들은 도안화되어 있지만 과장되어 있기도 한다.용

문(龍紋),인문(鱗紋),호문(虎紋),길상 인 복과 수의 문자문(文字文)등

으로 신분과 지 를 나타내고 배역의 특성을 강조 한다.경극 의상과 얼

굴 분장의 문양도 색채와 같이 국 통문화 속에서 형성된 우의(寓意)

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색조분장은 형태에 따라 객들에게

배역의 계 과 신분을 별할 수 있도록 한다.이처럼 경극 의상과 얼굴

분장에 사용되는 문양은 등장인물의 특성 뿐 아니라 국인의 미의식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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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 결 론

경극은 하나의 극형식 속에 노래, 사,동작,무술,춤이 골고루 갖추

어진 연극양식으로 국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문화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국 3 국수(國粹)의 하나로 알려진 경극은 국 사람

들의 문화생활 가운데 가장 폭넓은 향력을 가진 희극 하나이다.이

러한 경극의 의상과 분장은 화려한 장식성이 출 하다.경극은 고유한

표 특성과 심미 의의를 갖는데 배역 기 하여 기본 인 의상의 실루

엣과 디테일이 결정되며 이는 거의 공연 내내 비슷하다.이러한 경극의

요소들은 이미 디자인에 범 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무 의 범

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경극은 배우가 착용하는 의

상과 분장의 색과 무늬에 따라 등장인물의 신분,성격,사회 지 ,생

활환경과 성격을 상징 으로 나타낸다.그 기 때문에 경극 배우들은 반

드시 배역에 맞는 무 의상을 착용하고 분장을 하여야 한다.이러한 경

극 의상과 분장에서의 약속을 천 규제라 하며 의상과 분장의 형태,색

깔,문양을 통해 객들이 극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

출가와 사이의 화를 가능하게 해 다.

이러한 상징성을 담은 표 특성을 알아보기 해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경극을 선택하여 배역별,그리고 배역의 성격 계 별로 분석해

보았다.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극의 배역은 생,단,정,축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먼 ,생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노생은 주로 정 인 역할의 년남성이다.

홍생은 고를 입고 붉은 얼굴을 가진 엄 있고 용맹스러운 인물이다.무

생은 고를 입고 긴 장화를 신은 높은 계층의 장군 혹은 원수들 같은 인

물이다.와와생은 짧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귀여운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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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다.두 번째 배역인 단은 유일한 여성 배역으로 과거에는 남성이

연기하 으나 재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단은 다시 정단,화단,노단

등으로 나뉘는데,정단은 어두운 청색 옷을 입고 과 입술을 강조하며,

단정하고 엄숙하며 성실한 인물이다.화단은 짧은 옷과 치마,바지를 입

고 과 입술을 강조한 요염한 배역이다.노단은 나이든 여성 역할로 갑

옷과 망포를 입은 배역이다.무단은 장고,갑옷,모자를 착용하고 과

입술을 강조하는 화장을 한 씩씩하고 용맹한 인물이다.세 번째,정은 경

극의 특징인 검보 분장을 하는 역으로 정정,부정,무정 등으로 나뉜다.

정정은 주로 망포를 입고 동추화검과 검은 얼굴로 분장하는 원수, 장

군 같은 배역이다.부정은 망포를 입고 가지화검으로 분장하는 민간

웅 같은 배역이다.무정은 장고를 입고 다양한 검보 분장으로 성격을 나

타내는데,주로 거칠며 사나운 인물이다.마지막으로,축은 크게 문추,무

축으로 나뉜다.문축은 주로 홍색,녹색의 복이나 습을 입고 얼굴에 네

모 모양의 도형으로 분장한 익살스럽거나 혹은 간사한 성격의 배역이다.

무축은 모자를 쓰고 검은색 복장을 입은 해학 성격의 배역이다.

다음으로 배역을 성격과 계 신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표 특성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성격에 따른 표 특성은 의상과 분장의 색채와 형태로 표 된다.

색,자색,흑색,백색,청색,녹색,화색,분홍색,회색, 색,은색 등을

혼합하여 얼굴 분장을 마무리 하여 극 배역의 사악함,강직함,충직

함,단정함,어리석음,용맹함, 명함,교활함,활발함.씩씩함 등과 같은

배역의 성격과 특징을 연출한다. 한 색상이 아닌 얼굴 분장의 형태와

의상 형태로 성격의 특징을 표 하기도 한다.얼굴 모양과 얼굴에 그려

진 문양으로 바른 얼굴,비뚤어진 얼굴,작은 어릿 얼굴로 그리고 얼

굴의 각 부분인 이마, 썹, ,입 등에 설과 연 된 민간사상이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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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을 그려 넣어 그들과 함께 해온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담아 배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처럼 의상의 형태와 수놓아진 문양과

같은 요소들로 배역의 성격 특성을 들에게 표 해 다.

둘째,계 과 신분에 따른 표 특성 한 의상의 색채,유형과 문양으

로 표 된다.경극 의상의 색채는 강한 보색 비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국인들의 색채감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객에게 등장인물에 한 의미

작용을 일으키는 상징 색채로 사용되었다.경극 의상은 상층오색과 하

층오색을 사용하며,천 규제의 규칙을 따라 등장인물의 신분과 정서를

표 해 뿐만 아니라 사회 지 를 알려 다.경극에서 의상의 형태

는 계 과 상 없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의상들이 문양과 함께 사용될

때,배역의 신분을 표 한다.특히 용문(龍紋),인문(鱗紋),호문(虎紋),길

상 인 복과 수의 문자문(文字文)등으로 신분과 지 를 나타내고 인물

의 특성을 강조하 다.즉,같은 형태의 의복에 색채와 문양을 사용하여

장식성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배역별 특성을 달리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극은 배역과 등장인물의 성격과 계 신분 등을 언어

표 이 아닌 시각 표 ,즉 연기자들의 얼굴에 그려진 도안의 무늬,

색채,의상형태 등으로 표 하고 국 통문화의 특징 요소들을 조화

롭게 보여 다.이러한 비언어 인 달방식은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뜻

을 달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더욱 풍부한 표 력을 부여하고 있다.이

처럼 화려한 무늬와 색채로 을 사로잡는 경극의 시각효과와,의미를

시각 으로 표 하는 경극의 비언어 표 특성을 디자인에서도

용하여 의미 달과 수신의 완성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경극 의상과 분장에 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각 역할

에 따른 성격을 악하여 경극의 이해를 돕고 경극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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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극 의상과 분장의 독특한 표 특성을 통해 국 통문화에 한 이

해와 의상에서 디자인을 한 미 요소에 한 자료로써의 활용을

기 한다.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개념에 융합 시켜, 국

의 통문화에서의 상징성과 표 방식의 계승과 발 을 한 원동력이

되어 더 좋은 디자인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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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출 처

<그림 1>中国京剧网，《淮河营》,노생.

http://gb.cri.cn/32464/2010/06/02/1325s2871756.htm

<그림 2>中国京剧网，《苏 妹》,소생.

http://chat.bbn.com.cn/xmwt/view.asp?channelid=24&

classid=1&id=1421

<그림 3>中国京剧网，《定军山》,무생.

http://www.tpw.gov.cn/_mainpage/main3/main3.jsp?pic

_id=12002&pic_class=0&hits=108

<그림 4>中国京剧网，《状元媒》,홍생.

http://tieba.baidu.com/f?kz=1061342684&fr=image_tieba

<그림 5>中国京剧网，《画龙点睛》,와와생.

http://hi.baidu.com/dysc/blog/item/15609322844fcff6d

7cae21e.html

<그림 6>中国京剧网，《贵妃醉酒》,정단.

http://www.jingju.com/tuku/06261447108335402574.html

<그림 7>中国京剧网，《西施》,화단.

http://www.jingju.com/tuku/06121434582053007145.html

<그림 8>中国京剧网，《霍 玉》,화삼.

http://www.jingju.com/tuku/04171314079424401058.html

<그림 9>中国京剧网，《绿衣女侠》,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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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中国京剧网，《八仙过海》,도마단.

http://www.jingju.com/tuku/04251107034676801817.html

<그림 11>中国京剧网，《杨门女 》,노단.

http://www.jingju.com/tuku/01041134436531462501.html

<그림 12>中国京剧网，《大探二》,정정.

http://www.jingju.com/tuku/05181114198371181033.html

<그림 13>中国京剧网，《曹操与杨修》,부정.

http://www.jingju.com/tuku/01271609588341901389.html

<그림 14>中国京剧网，《满江红》,무정.

http://www.jingju.com/tuku/2060.html

<그림 15>中国京剧网，《法门寺》,차의축.

http://www.jingju.com/tuku/05241300389945906897.html

<그림 16>中国京剧网，《三岔口》,무축.

http://www.jingju.com/tuku/2280.html

<그림 17>中国京剧网，《望江亭》,포 축.

http://www.jingju.com/tuku/2190.html

<그림 18>中国京剧网，《韩玉娘》,방건축.

http://www.jingju.com/tuku/2662.html

<그림 19>中国京剧网，《打瓜园》,습자축.

http://www.jingju.com/tuku/1005.html

<그림 20>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1>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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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3>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4>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5>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6>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7>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8>경극 작품<조씨고아>DVD캡쳐.

<그림 29>경극 작품<사랑탐모>DVD캡쳐.

<그림 30>경극 작품<사랑탐모>DVD캡쳐.

<그림 31>경극 작품<사랑탐모>DVD캡쳐.

<그림 32>경극 작품<사랑탐모>DVD캡쳐.

<그림 33>경극 작품<사랑탐모>DVD캡쳐.

<그림 34>경극 작품<사랑탐모>DVD캡쳐.

<그림 35>경극 작품<목계 괘사>DVD캡쳐.

<그림 36>경극 작품<목계 괘사>DVD캡쳐.

<그림 37>경극 작품<목계 괘사>DVD캡쳐.

<그림 38>경극 작품<목계 괘사>DVD캡쳐.

<그림 39>경극 작품<목계 괘사>DVD캡쳐.

<그림 40>경극 작품<목계 괘사>DVD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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