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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법우송재섭은 2004년 4월30일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제

15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송재섭의 승무는 우봉

이매방선생의 호남특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법우 송재

섭만의 자연미가 드러나 있다. 그의 춤에는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에동화되고순응하는과정을춤사위에풀어냈다는것이

다. 법우송재섭승무는자신보다는상대방의의견을먼저 생

각하는 겸손의 미학을 담고 있다. 빈 여백을 느끼게 하는 공

간을 활용하면서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춤을 대표하는 승무의 예술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예능보유자인 법우 송재섭의

생애를통해승무의미적, 역사적가치를살펴보고자하는것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생애사연구이다. 생애사연구는질적연구방법

의 하나이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연구를 대상자들의 세심한

감정이나 변화, 생각 등은 양적방법인 설문지의 문답으로는

알기 어렵고 계량화시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술을 통

해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술적 경험 혹은 예술적

가치는다른연구들과달리계량화가어렵기때문에질적연

구를 통해 예술적 경험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데

장점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

자인송재섭이며연구질문을통해생애사연구를하고자한다.

3. 결론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법우

(法雨) 스님은 1948년 대전시 용운동 산23-1번지에서 은진

(恩津) 송씨(宋氏) 안의 6남매중 막내로태어났다. 열여덟살

의 '송재섭’은민속춤을 접하며 춤을배웠다고 한다. 조계종

의 스님으로부터 작법과 범패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

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예능보유자인 송암(松巖),

1915~2000, 속명 박희덕(熙德)) 스님에게서 범패, 바라춤,

법고무 등 불교의식에서 공양의 의미로 스님들이 추는 춤인

작법무(作法舞)를 사사했고 뒤이어 고(故)이매방 선생으로

부터 생전에승무와살풀이춤을, 영산재보존회로부터영산재

작법무를 각각 이수했다.

승무 명인 법우 송재섭은 승무는 한국춤의 정수라고 하

였다. 승무는 우리 민초의 정서적 삶을 녹여 내고 있으며, 민

족의 철학을 바탕으로 계승되고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대전

광역시는 2004년 4월 30일 법우 송재섭 승무의 역사적 , 학술

적, 예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인정하여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를 채택하였다. 예능보유자인 송재섭의 승무는 인

간의 희노애락(喜努哀樂모)이 모두 담겨져 있는 종합예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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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승무는 예쁜 춤사위라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한

과 얼이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이며 우

리만족의 역사라고 하였다. 이러한 승무를 법우 송재섭은 전승

하고 있으며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후학을 양성하며 각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승무는 격변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恨)의 역사를 대변하며 현재는 모든 세대가 공

감하고 누릴 수 있는 민속춤으로 송재섭의 승무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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