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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를 펴내면서

지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지정하면서 시작된 무형문화재 제도의 역사가

올해로 40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요무형문화재는 109종목이 지정되고 210여 명에 달하는

보유자가 인정되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에 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6년 유네스코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가 모범적인 제도임을 확인

하고, 전세계에서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과‘판소리’는 이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세계인의 무형유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박물관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04 세계박물관

회가58년역사상처음으로아시아의서울에서개최되며,  회주제가바로‘박물관과무형문화유산’

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승되어 우리민족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그 로 담고 있는‘무형문화재’는

이제 기∙예능 보유자와 전승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 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으로

전승∙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무형문화재 제도 40년을 돌아보면서 펴낸 이

책자를 통해 우리 문화재청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가정, 한 학교, 한 기업마다

무형문화재 한 종목씩 배우고 또 즐기며, 아끼고 가꾸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 합니다. 

2004년 5월 31일

문화재청장 노 태 섭



아득한 옛날

우리들의 조상으로부터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면면히 이어 내려온

지혜와 기술, 그리고 정서

이들 중요무형문화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이어받지 못하면

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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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란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소산

으로보존할만한가치가있는문화유산과함께

자연경관상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하면서‘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및‘전통적건조물군’으로분류하고,

이러한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보나 보물

등의 중요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등으로 국가가 지정∙보호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근 에만들어진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연극∙음악∙무용∙

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서역사적∙예술적또는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 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

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실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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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

무형문화재로 나누어진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는 1964년에 31종목이던 것에

비하여 2004년 현재 109종목으로 3배 이상

증가하 다. 

사람에 의해 배우고 익혀 전승되는 무형

문화재는 종목 지정과 함께 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개인(보유자)이나 단체(보유단체)를

인정하여전통문화를계승하도록지원하고있다.

한편 무형문화재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관광자원 및 청소년의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관련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연을 지역의 향토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민의문화재향수기회를확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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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무형문화재제도는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

(일반전수생)으로이어지는일정한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유자(보유단체)의주된의무는‘전통문화의

확산과 세 간 전승’이다. 따라서 보유자

(보유단체)로 인정되면 자신의 기∙예능을

전수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자질과 뜻이 있는

전수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며 이들 가운데

3년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아 일정한 기량에

이르면 이수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 이수자

중에서기량이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자질을

갖춘 사람은 보유자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기∙예능을 전수

받을 뿐 아니라 보유자가 전수 교육하는 것을

보조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

하고 보유자를 인정한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

보유자는 제1세 에서 제2세 나 제3세 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현재 인정된

보유자 중에서 고령이나 질환으로 기∙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

보유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단계별로 이행되는 체계적인 전승

시스템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다 안정

적인전승환경을마련하고, 이를지원하기위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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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1)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의신청뿐만아니라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지정신청시기∙예능

보유자인정 상자를포함하여야한다. 

2) 지정 조사: 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 자료를

토 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현지 조사를

통해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3) 지정 검토: 문화재위원회에서해당종목의

지정이 타당한지를 예비 검토한다.

4) 지정 예고 :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를 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을 예고한다.

5) 지정 심의 : 문화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6) 지정고시: 관보에고시하고, 해당지방자치

단체 및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보한다.

지정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업무처리 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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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추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추천

해당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3인 이상

기예능 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조사보고서 제작

지정 및 인정가치 여부 검토

문화재위원회 검토

문화재위원회 지정 및 인정심의 전 심의할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 고시, 의견수렴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

지정 및 인정여부 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고시, 보유자 인정서 교부

지정고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분 야

�종묘제례악, 피리정악 및 취타

음 악

무 용

연 극

중

요

무

형

문

화

재

놀 이

의 식

음 식

무 예

공 예
기 술

�판소리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남도들노래,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선소리산타령, 서도소리, 경기민요, 제주민요

�진주검무, 승전무, 처용무, 학연화 합설무, 태평무

�승무, 살풀이춤

�양주별산 놀이, 송파산 놀이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진도다시래기

�발탈

�남사당놀이, 줄타기

�강강술래

� 산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

�안동차전놀이, 산쇠머리 기, 고싸움놀이

�한장군놀이, 좌수 어방놀이, 양백중놀이

� 산재, 종묘제례, 석전 제, 사직 제

�진도씻김굿

�택견

�제와장, 옹기장, 사기장

�갓일(총모자), 망건장, 탕건장, 화혜장

�배첩장

�옥장

�조선왕조궁중음식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

�은산별신제, 강릉단오제, 양주소놀이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제주칠머리당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조각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유기장, 입사장, 금속활자장
주철장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 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자수장
명주짜기, 침선장, 완초장, 누비장, 염색장

�갓일(양태/입자), 나전장, 낙죽장, 악기장, 궁시장, 단청장
채상장, 소목장, 목장, 바디장, 전통장, 소반장, 각자장, 목조각장
화각장, 윤도장, 칠장, 염장

�통 오광 , 고성오광 , 동래야류, 수 야류,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

�거문고산조, 금정악, 가야금산조 및 병창, 가곡, 가사, 금산조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지 정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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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자 현황

예능종목

지정종목

구 분

분 야

개 인

16 47 (56개단체) 63 46 109

(2004. 5 현재)

114 148 66 21434

56 190 246 56 302

799 1,379 2,178 295 2,473

19 - 19 71 90

908 1,683 2,591 488 3,079

단 체 소 계

보유자

전

승

자

이수자

전수장학생

합 계

전수교육조교

기능종목
(개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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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요무형문화재

1) 음 악

국악(國樂)으로 불리는 한국음악은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기 전부터 우리민족이 전승하고 향유해온 전통음악을 말한다.

예로부터노래와춤을즐겼던우리민족은우리의독특한음악양식을

바탕으로 고유의 음악을 발전시켜 왔다. 오랜 세월 문화전반에

걸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음악이 중국음악의 향을 받기도

하 지만, 우리음악은중국을비롯한 주변국가의 음악과는확연히

구별되는뚜렷한특징을지니면서발전해왔다. 한국음악에서형식상

가장두드러진특징은 칭구조로이루어져있는서양음악과는달리

‘내고달고맺고푸는’독특한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

음악 뿐 아니라 무용, 극, 이야기 등 한국예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통되는 구조로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 중요무형문화재 - ●음악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13

종묘제례악 (제1호)

조선시 역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제향(祭享)

에서 기악연주와 노래(樂章), 일무(佾舞)를 갖추어 연행하

는 음악이며, 유네스코‘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피리정악 및 취타 (제46호)

피리정악은 궁중음악과 정악곡 가운데 한 곡목을 피리로

연주하는 기악독주이며, 취타는 옛날 군 에서 사용하던

군악(軍樂)으로 왕의 행차나 군 의 개선,성문을 열고 닫을

때 연주하 다.

종묘제례악

피리정악 및 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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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음악

가 곡 (제30호)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시에 곡을 붙여서 줄풍류(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음악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가곡은 우조, 계면조를

포함하여 남창 26곡, 여창 15곡 등 모두 41곡이다.

가 사 (제41호)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긴 사설( )을 담은 장편 가요를 말한

다. 가사는 반주 없이 혼자 부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리, 해금, 금, 장

구 등으로 반주를 해도 무방하다. 

거문고산조 (제16호)

거문고는 현금이라 부르는 우리 고유의 악기이다. 거문고산조는 수수하면

서도 웅장하고 막힘이 없는 남성적인 절제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우조와

계면조를 섞은 빠르고 느린 리듬이 조이고 풀고 하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금산조 (제45호)

금으로연주하는산조를말한다. 산조는4�6개의악장을구분하여느린장

단에빠른장단순서로연주하는기악독주음악이다. 산조 금은시나위나남

도무악등다양한가락을연주할수있도록만든것이다.

구례향제줄풍류 (제83호-가호)

전남 구례지방에서 전승되는 현악 산회상이라는 기악곡으로 본풍류와

잔풍류, 뒷풍류로 짜여져 있으며, 거문고∙가야금∙양금∙세피리∙

금∙해금∙단소∙장구로 연주한다.

이리향제줄풍류 (제83호-나호)

전북 이리지역에서 전승되는 현악 산회상이라는 기악곡으로 음악적인

내용과 악기편성은 구례향제줄풍류와 유사하다.

금산조

거문고산조

가 곡

가 사

이리향제줄풍류구례향제줄풍류



4. 중요무형문화재 - ●음악

가야금병창

판소리 (제5호)

판소리는 한사람의 소리꾼(창자)이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

은 긴 이야기를 추임새를 곁들인 고수(북치는 사람)의 장

단에 맞추어 아니리(말)와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소리

하는 1인 오페라로 유네스코‘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

작’으로 선정되었다.

금정악 (제20호)

정악을 금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민속악과 립되

며 유창한 자유리듬으로 은은하고 청아하게 뻗은 가

락은 신선의 경지에 들게 한 전통음악이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제23호)

가야금산조는장구반주에맞추어가야금으로연주하는

것이며, 가야금병창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단가

나민요, 판소리가운데한 목을부르는것을말한다.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15

판소리

금정악

가야금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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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음악

진주삼천포농악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강릉농악

진주삼천포농악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은 진주와 사천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농악으로 개인놀이가 비교적 발달하 으며, 판굿에서

는 채상모 놀이가 돋보인다.

평택농악 (제11-나호)

두레농악의 소박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

어난 예인들의 전문적인 연희를 수용하여 격식을 갖추고

있다. 무동놀이가발달하 고타악기편성가운데소고가

없다는점이특징이다. 

이리농악 (제11-다호)

호남우도 농악의 특색을 지닌 농악으로 상쇠의 부포 놀

이가 매우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되어 있으

며, 소고춤의 기법이나 진풀이가 많다. 

강릉농악 (제11-라호)

표적인 동농악으로농기, 쇄납, 꽹과리, 징, 북, 장구,

소고, 법고 및 무동으로편성된다. 소고와 법

고가 구별되고 각종 놀이와 춤을 보여 주는

무동놀이가행해지는특징이있다.

임실필봉농악 (제11-마호)

전북 임실군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으로

호남좌도농악에 속한다. 소고와 법고의 구

별이 없고 징과 북을 많이 쓰지 않으며, 경

남지방에서 볼 수 있는 화동(花童)이 포함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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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통명농요

고성농요

남도들노래

고성농요 (제84-가호)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전승되는 노동요로 하지 무렵부터 시작

되는 농사소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투박하고 억센 경상

도 특유의 음악성을 간직하고 있다.

예천통명농요 (제84-나호)

예천통명농요는 경남 예천군 통명리에서 전승되는 노동요로

전원적이며 소박한 멋이 있고 곡과 가사의 내용이 향토적이다.

남도들노래 (제51호)

전라남도 진도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향토색이 짙고가락이 매

우 흥겨운 농요로서 크게 논일 노래와 밭일 노래로 이루어져 있

다. 진도의논매는소리는토질이비옥하여호미를쓸필요가없

어서인지전라남도의다른지방에비해단순하다.

평택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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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음악

경기민요 (제57호)

서울과 경기도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로 종류가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십

장가, 출인가, 방물가, 달거리 등 12종으로 12잡가라고도 한다.

선소리산타령 (제19호)

여러 명의 소리꾼이 소고를 들고 서서 간단한 춤동작을 곁들여 부르는 노래이다. 산타령의

내용은 산천의 경치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느리게 시작하여 뒤로 갈수록 점차 빨라지는 구

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도소리 (제29호)

서도지역(황해도와 평안도지역)에서 불리워진 민요나 잡가로 노래가락속에 서도 지방민들의

생활감정이잘나타나있다.

제주민요 (제95호)

제주도의 표적인 창민요(唱民謠)로서 지리적∙역사적∙사회적 고유성으로 인하여 육지

와 달리 그 가락과 사설 등이 독특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서도소리

◁◁경기민요

◁선소리산타령

제주민요



2) 무 용

우리나라 전통무용은 부여의 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과 같은 제천의식과 토속(土俗)신앙을 배경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다. 제천의식에서 나타나는 춤은 모든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됨

으로써상호간의화합과부족간의단결과안녕, 질서를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 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킨

중요한요인의하나가되었다. 예로부터우리민족은기(技)보다는

도(道)를중요하게생각하 으며, 춤을출때도외적인기교보다는

내면에 숨어 있는 정신을 나타내려 하 다. 또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여 강한 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드는데 주력하 고,

많은 움직임보다 여백의 미를 강조하 다. 

태평무 (제92호)

나라의 태평성 를 기원하기 위해 추던 춤으로 동작이 섬세하고 우

아하며, 발동작이 다양하고 독특한 춤사위로 예술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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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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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무용

처용무

학연화 합설무

진주검무

승전무

학연화 합설무 (제40호)

연화 무는두여자아이가연꽃술로태어났다가왕의덕망에감격

하여 춤과 노래로써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연

화 합설무는동물과인간과의교감세계를표현한독특한춤이다.

처용무 (제39호)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

로, 통일신라 때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역신(疫

神)을 물리쳤다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진주검무 (제12호)

진주지방에 전승되는 여성 검무로, 연출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궁중검무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예술적으

로 가치가 높다.

승전무 (제21호)

활옷을 입고 양손에 한삼을 낀 4명의 무희들이 중앙에 북을 놓

고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북을 울리며 창(唱)을 하고 춤을 춘다.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4. 중요무형문화재 - ●무용

승 무 (제27호)

승복을 입고 추는 우리나라의 표적인 민속무용으로, 어

르고 맺고 푸는 리듬의 섬세한 표현과 춤사위의 오묘함이

조화된 매우 우수한 춤이다.

살풀이춤 (제97호)

한(恨)이나살(煞)을풀어주는춤으로, 흰색치마저고리를입

고 멋스러움과 감정을 한껏 나타내기 위해 하얀 수건을 들

고살풀이곡에맞추어춤을춘다. 

승 무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21

살풀이춤



22＿중요무형문화재

3) 연 극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극분야는 주로 가면극과

인형극이다. 가면극(탈춤)은삼국시 에유입된산악(散樂)이

통일신라시 , 고려시 와 조선시 를 거치면서 발전

형성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지역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연희 형태는 음악 반주에

춤이주가되고, 노래가따르는가무(歌舞)적부분과 사가

따르는 연극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주음악은

염불∙타령∙굿거리등이기본으로사용된다. 주제는크게

나누어 파계승놀이와 양반놀이, 서민생활을 보여주는

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사(陽邪) 의식무와 굿을 시작

으로파계승에 한풍자, 양반에 한모욕, 남녀의 립과

갈등, 서민생활의실상과애환을표현하고있다. 

동래야류 (제18호)

야류(野遊: 들놀음)란 오광 와 달리 마을사람들에 의해 토

착화된 놀이로 넓은 들판 같은 곳에서 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래야류는 그 해 농사를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

하는 의미로 정월 보름 저녁에 행해졌다.

송파산 놀이 (제49호)

송파장날에연희되던탈춤이다. 무언극과덕담, 익살이어우러

진민중놀이로매년정월 보름과단오, 백중, 추석명절놀이

로행해졌다. 

양주별산 놀이

송파산 놀이

동래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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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연극

통 오광

고성오광

가산오광

수 야류 하회별신굿탈놀이

양주별산 놀이 (제2호)

서울∙경기지방에서 전승되는 세시풍속(명절) 놀이로, 재담은 다른 탈놀이에

비해 비교적 평범한 일상어로 표현되어 있고 특히, 옴중과 취발이, 말뚝이의

재담은 민의를 변하여 관중의 흥미를 끈다. 

통 오광 (제6호)

한국의 탈춤 가운데 양반에 한 조롱과 풍자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연

극으로 전체과장은 문둥탈∙풍자탈∙ 노탈∙농창탈∙포수탈의 5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성오광 (제7호)

산 도감극계통의 남형탈춤으로다른오광 와놀이의내용은같으나놀이

의 앞 뒤에 오방신장무나 사자무 같은 벽사의식무가 없고 주로 오락성이 강한

놀이들로구성되어있다.

가산오광 (제73호)

경남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서 전승되어온 민속가면극으로 전국에서 유일

하게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 있으며, 다섯 명의 문둥이가 각자 춤을 추

고 장타령, 투전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 야류 (제43호)

양반에 한 풍자와 처∙첩의 문제, 민중의 생활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야류하고는 달리 문둥이춤이 없는 신 사자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제69호)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는 탈놀이로, 파계승에 한 비웃음과

양반에 한 신랄한 풍자와 해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탈놀이와

달리 탈을 태우며 즐기는 뒷풀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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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탈춤 (제17호)

해서(황해도)지역에서 단오날 밤에 연희되었던 민속놀이로, 다른 가면극

에 비해 중국 한시구절의 인용과 모방이 많으며, 춤사위가 활발하고 경쾌

하게 휘뿌리는 장삼 소매와 한삼의 움직임이 화려하다.

강령탈춤 (제34호)

매년 단오에 행해지는 강령탈춤은 사자춤∙말뚝이춤∙목중춤∙상좌춤∙

양반과 말뚝이춤∙노승과 취발이춤∙ 감과 할미광 춤의 7과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북청사자놀음 (제15호)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 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로, 다

른 지역의 탈춤에 비해 퉁소가 많이 사용되며, 사의 묘미나 풍자적인 측

면보다는 사자춤의 묘기와 흥겨움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자 춤사위보다

교묘하고 힘찬 동작이 특징이다. 

은율탈춤 (제61호)

주로 단오와 4월 초파일이나 백중 때에 연희되던 산 도감극 계통의 해서

탈춤 중 하나로, 다른 탈춤에 비해 호색적인 표현이 심하고, 파계승보다

양반을 모욕하는 목을 강조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 은율탈춤

봉산탈춤

강령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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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탈

진도다시래기

진도다시래기 (제81호)

진도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 노는 놀이이다. 특히 호상

(好喪)인 경우 마을 상두꾼들이 출상 전날 밤에 상제를 위

로하고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신청(神廳)의

연희자들을 불러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노는 연희성이 짙

은 상여놀이이다. 

발 탈 (제79호)

발에 탈을 쓰고 노는 놀이로 경기도 안성 남사당패의 꼭두

각시놀음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놀이의 형식은 탈꾼이

포장막 안에 누워서 하는 발의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을 기

본으로 노래와 춤, 재담을 펼친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즐기던“놀이”는 단순히‘일하지

않고 즐겁게 논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음악성과 문학성,

종교성을내포한종합예술이었다. 종합예술이라는점은연극과

같지만 놀이는 연극과 달리 보여 지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 함께 연출하고 즐긴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놀이는고된노동을끝내고풍년이들기를기원하며한바탕

흥겹게 노는 오락적인 성격의 놀이와 정월 초하루나 단오 등

명절을 축하하며 노는 세시놀이, 편을 갈라 힘을 겨루는 놀이

등으로 구분된다.

4) 놀 이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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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당놀이 (살판) 남사당놀이 (버나) 남사당놀이 (꼭두각시 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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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당놀이 (제3호)

주로 서민층을 상으로 조선후기부터 전승되어온 놀이로 가무백희의 재인, 광 가 유

랑 연희자로서 민중오락을 제공해왔다. 놀이로 풍물, 버나( 접 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놀음), 덜미(인형극) 등 악(樂)∙가(歌)∙무(舞)를 곁들인 여섯

가지 기예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줄타기 (제58호)

공중에 맨 줄 위에서 재담과 발림을 섞어가며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놀이이다. 줄

타기의 기예는 줄 위에서 걷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며, 뒤로 걸어가기, 줄 위에서

한 발로 뛰기, 걸터앉고 드러눕기도 하며, 때로는 재주를 넘고 떨어지는 척 해서 구경꾼

들을 즐겁게 한다. 

남사당놀이



고싸움놀이 (제33호)

주로 전라남도 일 (현재의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서 정월

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남성 집단놀이다. 상 방의 고를 덮쳐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일단 고를 풀

어서 줄로 만들어 2월 1일에 줄다리기로 승부를 내기도 한다. 

안동차전놀이 (제24호)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안동지방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로 동

채싸움이라고도 한다. 안동 차전놀이는 남자들의 모의전투놀이

이며, 우리민족의 흥겨운 민속놀이로 안동지방 특유의 상무정신

을 보여주고 있다.

산쇠머리 기 (제25호)

풍년을 기원하는 경남 산지방 고유의 민속놀이로, 쇠머리 위

에 올라탄 장, 중장, 소장의 지휘아래 상 방의 쇠머리를 쓰러

뜨리거나 자기편의 쇠머리로 상 방의 쇠머리 위를 덮쳐 땅에

닿게 하여 승부를 겨룬다. 

28＿중요무형문화재

4. 중요무형문화재 - ●놀이

기지시줄다리기산줄다리기

안동차전놀이

고싸움놀이

산줄다리기 (제26호)

용사(�蛇:용과 뱀)신앙에 바탕을 둔 농경의례 놀이로 그 해 농

사의 풍흉을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의 민속놀

이이며, 온 마을이 참여하는 향토축제로서 그 의의가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제75호)

윤년 음력 3월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

음 행해진 농경의식의 하나로, 줄다리기를 통해 농촌사회의 협

동의식과 민족생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산쇠머리 기



강강술래 (제8호)

전남의남해안일 와섬지방에분포되어전승되는우리나라민속놀이중 표

적인여성놀이로, 민요와놀이가종합적으로결합된수준높은연행예술이다.

한장군놀이 (제44호)

지역수호신을 위한 제향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이색적인 가장행렬

을 동반하고 여원무의 화관이 독특하고 예술적인 춤사위를 지닌 지역문화

로서 중요하다.

좌수 어방놀이 (제62호)

부산 동래에 전승되고 있는 놀이로, 어업에 따르는 노래와 풍어를 축하하는

어부와 여인들의 집단놀이가 종합된 것으로 축제성이 강하다. 

양백중놀이 (제68호)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고된 일을 해오던 머슴들이 음력 7월 15일 백중 무

렵에 하루 휴가를 얻어 흥겹게 노는 놀이로, 이러한 놀이는 호미씻기라 해

서 벼농사를 주로 했던 중부 이남지방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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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한장군놀이

좌수 어방놀이

양백중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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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 식

의식은 의례(儀禮) 또는 제의(祭儀)라고도 하며, 신이 설정된 공간에서 일정한

예식을갖추고행하는법식의행사를뜻한다. 여기에는종교적인관념과신앙체계가

포함되어있다. 조상을모시는제사, 신에게기원하는무속행위등은모두종교적인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 민간신앙은 무(巫) 다. 불교나

유교등고등종교가들어온이후민간의무속신앙(巫俗信仰)은이들종교와융화되어

복합적인 형태를 띤 채 그 맥을 유지해 왔다. 무의 종교의례 행위는 바로 굿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종교행위를 신명과 조화, 흥겨움으로 풀어냈다. 유교나 불교가

백성들의무의식을바탕으로받아들여졌기에포괄적인의미에서는종교와무는공존

관계를유지하 다. 이들종교현상은국가의중요한의례가운데하나로자리잡으면서

한국 종교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종묘제례

종묘제례 (제56호)

조선왕조 500여 년의 역사와 정신을 장

엄한 제례의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종

묘제례는 민족문화와 한국인의 정신을

표하는 의례로 정착되었다. 2001년 종

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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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제 (제111호)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지내는 국가 제례이다. 사직(社稷)은 국가의 주권을 상징

하기도 하여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면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땅과 곡식의

신에게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렸다.

석전 제 (제85호)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 의식으로 문묘 제 또는 석전제라

고도 한다. 석전 제는 성균관 성전에서 매년 봄과 가을(2월, 8월)에 봉행하고

있다.

산재 (제50호)

불교의 혼 천도를 위한 의식 가운데 하나로 석가모니의 설법회상인 산회상

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

해 각종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바라춤∙나비춤∙법고춤 등을 추면서 혼천도

의식이다. 

사직 제

석전 제

산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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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별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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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남굿서울새남굿

강릉단오제 (제13호)

마을의 평안과 풍농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는 현전하는 향토신제중 가장

큰 규모의 제의이자 축제로서 단오굿과 관노가면극을 중심으로 민속놀이

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은산별신제 (제9호)

백제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향토축제

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토속적인 수호제로서의 장군제가 습합된

종합제의이다. 

서울새남굿 (제104호)

상류층이나부유층을위해베풀어진서울지역의전통적인망자천도굿으로,

무속과 불교∙유교의 종교적인 모습이 혼합되어 있으며, 화려한 복식과 우

아한춤사위, 정교한의례용구등궁중문화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다.

강릉단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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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평산소놀음굿 (제90호)

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당들에 의해 진행되는 놀이이지만, 한편으로 불교적

인 성격이 매우 강하며, 주민들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

는 오락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놀이이다. 

경기도도당굿 (제98호)

한국 무속의 독특한 한 지역형태로서 예술성이 뛰어나고 농어촌 축제의 한 전형

을 보여줌. 음악과 춤이 다른 무악과 구별되며, 경기도 세습무가의 마지막 창우

들의 놀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것이다.

양주소놀이굿 (제70호)

설과 입춘을 맞아 가족의 번창과 풍년을 기원하는 굿으로, 무당과 마부와의

화와 마부의 타령과 덕담, 마부의 춤과 동작, 소의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마부

타령은 가사의 내용은 길지만 세련된 평민 가사체로 문학적인 가치가 높다. 

양주소놀이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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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의식

제주칠머리당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제

남해안별신굿

위도띠뱃놀이

동해안별신제 (제82-가호)

동해안 지역에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연행하는

마을굿으로 종교적 기능과 함께 축제와 오락∙예

능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서해안배연신굿 및 동굿 (제82-나호)

해주∙옹진∙연평도를 비롯하여 안면도 일원에서

전승되고 있는 독특한 형식의 마을굿으로, 서해안

일원 어로문화의 한 특징을 반 하고 있다. 

위도띠뱃놀이 (제82-다호)

조기잡이의 칠산어장으로 유명했던 위도면 리의

독특한 풍어제로서 마을 단위로서 규모뿐만 아니

라 남자농악 , 여자들의 노래와 춤판, 띠배띄우기

등이 주목된다.

남해안별신굿 (제82-라호)

독특한 제의구조와 양상,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

어 별신굿 중 축제적, 통합적, 예술적 기능 등 우리

고유의 공동체적 놀이문화의 요소와 토속신앙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제주칠머리당굿 (제71호)

등신에게 풍요를 비는 무속제의로서 제주 특유

의 해녀신앙과 생활민속 등 지역적 전통을 잘 반

하고 있다.

진도씻김굿 (제72호)

진도씻김굿은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어주고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

하는진도지역의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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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배연신굿 및 동굿

우리민족 고유의 무예에는 유술, 씨름(각력), 수박

(택견), 궁술, 격검, 마상재 등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부분 잊혀지고 없어진 상태이다. 이 가운데 궁술과

씨름, 택견은 맥을 이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었고

택견은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택 견 (제76호)

택견은 유연한 동작으로 상 방을 제압하고 자기를 방어

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예로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삼

국시 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택견의 특징은 손과

몸동작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워 음악적이며 무용적인 리

듬을 지니고 있다.

6) 무 예

서해안배연신굿 및 동굿(용궁타기)



사기장 (제105호)

조선시 사옹원(司甕院)에서 사기를 재작하던 장인을 사기장이라 한다. 사기

장은 서민적이면서 활달한 멋을 분청사기에 담고, 단아한 선비의 향은 자기에

담아내 우리나라의 도자기 문화를 탄생시켰다. 

제와장 (제91호)

제와장이 만들어낸 기와는 사찰이나 전통 건축물의 지붕을 덮어 침수를 막고,

건물의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 다.

옹기장 (제96호)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발효시키는 용기를 제작하는 옹기장은 풍만한 형태미와

테석테석한 질감으로 우리민족의 정서를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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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예기술

우리 선조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도구 부분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사용해왔다. 흙으로그릇을빚고,

풀이나 나무 껍질로 옷감을 짜 옷을

만들었으며 나무로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러다가 청동기, 철기 등 금속문화가

유입되면서 생활 도구 외에 장신구나

무기등도제작하게되었다.

특히 국가로서의체계가갖추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고 국가는

공예문화가 급속히 발전한 시기이다.

이 무렵에 전래된 불교문화 역시

공예기술의 발전에 큰 향을 끼쳤다.

이때 금관, 귀걸이, 과 등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물이나 불구

(佛具)∙사리구∙범종등의불교의식에

관련된 것, 사찰∙민가 건축에 따른

건축기술등다양한전통공예의기틀이

마련되었다. 공예기술의 발전은 국가

체제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때문에

관에서전담기구를설치하여직접운

하 으며, 여기에 배속된 장인을

양성하기도 하 다. 

제와장

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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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자공예

도자공예는 정제한 흙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마에서 구운 도자

기나 옹기, 기와 등을 제작하는 기술로 사기장, 옹기장, 제와장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토기를 만드는 재료로는 우선 점력을 가진 흙이 필요하며, 토

기를 구워내는 화도는 600도 이상에서 800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 1,00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토기는 손으로 만들어 불

에 굽지 않고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

적이며, 일부 지방에서만 사용되었다. 처음 토기를 만들 때는 수

비(곡식의 가루나 그릇 만들 흙을 물에 풀어 휘저어서 잡물을 없

애는 일)를 하지 않고 600도 정도의 낮은 화도에서 구워냈으며

가마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높은 화도에 견디

어 내는 흙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마도 만들게 되었다. 가마도 높

은 화도를 견디어내는 가마로 점차 바꾸어 나가면서 저화도 연질

토기를 더욱 발전시켜 1,100도 이상 1,200도 사이의 고화도 경질

토기를 만들게 되었고 점차 토기에서 자기로 이행하는 기반을 마

련하게 되었다. 

옹기장

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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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공예기술

유기장 (제77호)

놋쇠로 그릇을 만드는 유기장은 녹인 쇳물로 만든

놋쇠덩어리를 여러 사람이 망치로 쳐서 그릇의 형

태를 만들어 낸다.

주철장 (제112호)

쇠를녹여각종기물을만드는주철장의기술은

우리나라금속공예의중요한주조기술이다.

백동연죽장 (제65호)

연죽은 담뱃 를 말하며, 담배잎을

담는 꼬바리와 입에 물고 연기

를 빨아들이는 물부리를 백동으

로 만들고, 여기에 오동입사로

문양을 새긴 것을 백동연죽이

라 한다.

(2) 금속공예

금속공예란 금, 은, 동, 철 등 각종 금속성의

재료를 이용해 공예적인 미를 표현하는 일이다.

여러가지 금속으로 주조, 단조 등의 기법으로

기물을 만들거나 그 표면을 장식하는 기술로서,

기술의 척도는 금속을 능숙하게 다루는 장인의

수공적 기술과 예술성이다. 

금속 가공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

째는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드

는 단조기술, 둘째는 녹인 쇳물을 틀에 부어 갖

가지기형을만드는주조기술, 셋째는이렇게성

형된 금속 기물 위에 장식을 베풀어 마무리하는

장식기술이다. 이러한 공정으로 제작된 각종 금

속공예품은 재료의 특성과 가공방법에 따라 금

속만이갖는특수한기술과조형미를갖게된다.

금속공예품은 역사적으로 귀족공예를 표

하는 의식용품에서 일반 서민층에서 사용한 생

활용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금속공예는

유기장, 주철장, 조각장, 입사장, 장도장, 두석

장, 백동연죽장, 금속활자장이 지정되어 있다.

유기장

주철장

백동연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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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공예기술

장도장

조각장 (제35호)

금속제 기물의 표면에 음각, 투각, 육각

등의 기법으로 여러가지 문양을 장식하

는 조각장의 기술은 우리나라 금속공예

의 표적인 기술이다.

입사장 (제78호)

고려시 에 크게 발달한 입사 기술은 금

속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線) 또는 은

선(銀線)을끼워넣어장식하는기법이다.

장도장 (제60호)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칼로 일상생활이나 호신용 또는 장신구로

사용되었으며, 장도를 만드는 장인을 장도장이라 한다.

조각장

조각장

입사장이 사용하는 각종도구

입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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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공예기술

금속활자장 금속활자장

두석장

두석장 (제64호)

목가구등에붙여서결합부분을보강하는경첩이나열고닫을수

있는 자물쇠, 고리 등의 금속제 장식을 제작하는 장인을 두석장

이라고한다.

금속활자장 (제101호)

금속활자 인쇄 기술은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려시

때 창안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통공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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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칠공예는 여러가지 나무를 자르고 깎아 건물을 짓거나

가구와 악기 등 각종 기물을 제작하는 기능과, 기물의 표면을

지지거나 조개껍질, 쇠뿔을 붙이거나 옻칠을 해 장식하는 기술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 부터 건축물과 각종 가구, 악기 및

생활도구를나무로만들어사용해왔다. 나무를많이다루는생활

여건에 따라 목재를 다루는 솜씨 또한 일찍부터 발달하 다.

목칠공예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및 생업조건을 기반으로

하 으며 오늘날에도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목공예는목재를다루어집을짓거나기물을제작하는기술로

나눌수있다. 목장은기둥을세우고 들보와서까래를얹는등

건축상의 큰 뼈 는

짜는 장인이며,

소목장은 창문과

난간, 설단(문설주)

등 잔손질이 많이 가는 부재를 다루거나 또는 이동식 시설이나

가구 등을 제작한다. 한편 나무를 이용하는 장인들은 올을

이용하여 갓의 양태와 바디를 만들거나 나무 표면을 인두로

지져 무늬를 넣거나 활과 화살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나무로만든여러기물의표면을조개패나쇠뿔을이용해

다양한형태와문양을오려붙여서장식하기도한다. 또 나무와

뽕나무 등으로 형태를 만든 위에 물소뿔과 쇠심줄을 붙여 활을

만들거나, 오동나무를파서소리가울리는악기를만들기도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 옻칠을 해 마무리 하는 것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구나 악기 등을 제작하는 목칠공예의

중요한기법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목칠공예는 목장과 소목장,

소반장, 목조각장, 각자장, 전통장, 윤도장, 낙죽장, 채상장,

완초장, 갓일(입자, 양태), 염장, 궁시장, 나전장, 칠장, 화각장,

바디장, 악기장등이지정되어있다. 

(3) 목칠공예

소반장

소반장

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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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장 (제93호)

화살을 담아 들고 다니는 화살통을 제작하는 장인을 전통장이라

한다. 전통의 재료로는 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이밖에 오동나

무와 종이, 어피(魚皮)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반장 (제99호)

소반장은 우리민족의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반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소반은 제작지에 따라 특징이 분명해 나주

반, 통 반, 해주반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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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무형문화재 - ●공예기술

목조각장 (제108호)

나무를 소재로 여러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재료로는

결이 아름답고 견실한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느

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많이 사용된다.

각자장 (제106호)

나무판에 자를 새기는 장인을 각자장이라고 하며, 신라시

<무구정광 다라니경>은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소목장 (제55호)

소목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가구와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장

인으로 우리나라의 목공예품은 간결한 구조미와 자연스러운 소

재미가 특징이다.

소목장

목조각장

각자장

소목장이 사용하는 여러가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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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장 (제110호)

윤도장은 방위를 알아보거나 풍수지리, 천문분야에

서 사용되는 나침판 등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나전장 (제10호)

나전은 얇게 간 조개껍질을 다양한 형태로 오리거

나 가늘게 자른 실상사를 끊어 붙여가면서 표면을

장식하는 전통공예기술이다.

칠 장 (제113호)

칠장은 옻나무에서 채취한 생옻 속의 이물질을 제

거해 옻의 투명도와 광택을 높이고 정제하는 기술

을 가진 장인이다.

윤도장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43

나전장소목장

칠 장



갓 일 (양태) (제4호)

갓의 햇빛을 가리는 부분을 양태라고 한다. 양태는 나무를

국수가락보다얇고가늘게쪼갠 올을하나하나엮어완성한다.

갓 일 (입자) (제4호)

갓의 총모자와 입자 부분에 어교를 칠해 연결하고 양태 위에

명주실이나 올을 올린 후 인두로 지지고 먹을 칠해 갓을

완성하는 장인이다.

궁시장 (제47호)

궁시장이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으로 활을 만드는 사람

을 궁장(弓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시장(矢匠)이라 한다.

완초장 (제103호)

완초장은 왕골로 여러가지 기물을 만드는 장인으로, 왕골은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염색과 굵기 조절이 쉽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다양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다.

채상장 (제53호)

나무를 얇게 쪼개 여러 색깔로 염색한 뒤 기하학적 무늬로

엮는 전통공예기술로 화사한 색 구성과 정교한 제작기술이

특징이다.

갓 일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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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일 (양태)

궁장

궁장

채상장

시장

완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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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장 (제114호)

발을 만드는 장인으로 나무 발은 보통 만 번 이상 손이 갈만큼 많은

손길과 시간이 필요하다.

화각장 (제109호)

화각(華角)이란쇠뿔을얇게갈아투명하게만든판으로, 여기에다양한

채색을 하는 화각공예는 조선시 왕실공예품으로 사용되었다.

낙죽장 (제31호)

낙죽장은 나무로 만든 각종 기물의 표면을 불에 달군 인두로 장식

적인 그림이나 씨를 새기는 장인이다.

바디장 (제88호)

바디장은 무명, 삼베, 모시, 명주 등의 전통직물을 짤 때 필요한 직조

도구인바디를제작하는장인이다.

염 장

염 장

바디장 낙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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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각장



악기장 (제42호)

악기장은 전통 악기를 제작하는 장인으로’현악기 제작’과

‘북제작’이 세부기능으로 지정되어 있다.

목장 (제74호)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의 전과정을 주관했던 장인을 목장

이라고 하며, 목장 아래에는 좌우편수가 소속되어 목장을

도편수(都邊首)라 부르기도 한다. 

단청장 (제48호)

단청장은 목조건물의 보존과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가지 문양과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장인이다.

목장

악기장(현악기 제작)

단청장

악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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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장(북 제작)



나주의 샛골나이

한산모시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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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유공예

섬유공예는 각종 섬유를 이용해 옷감을 짜거나,

실∙옷감 등을 이용해 의복, 장신구 등을 만드는 기술

이다. 인간이 삶을 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며, 이 가운데 의생활의 기본이

되는 직물공예의 비중은 매우 크다. 오늘날 기계직의

발달로 수직으로 제작하는 전통직물 공예기술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공예에는 전통적으로 제직하는 직조와 염색, 바

느질과 매듭, 자수 등이 있다. 직조는 모시풀이나 목화

솜, 삼베풀, 누에고치 등에서 실을 뽑아 직물을 짜는 것

으로 한산모시짜기, 나주의 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

이와 명주짜기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짠 옷감을 쪽물로 염색하는 염색장도 지정되어

있다. 

또한 옷감과 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의복과 장신구

를 만드는 침선장과 누비장, 매듭장, 자수장 등이 지정

되어 있다. 

한산모시짜기 (제14호)

충남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마(苧麻)를

쪼개고 이은 실을 베틀에 걸어 평직으로 짜낸 우리나라

의 표적인 여름용 직물이다.

나주의 샛골나이 (제28호)

샛골나이는 전남 나주지역의 무명짜기 기술을 말한다.

무명은목화에서뽑은실로짜낸전통직물로백의민족을

상징하는 계기가 된 직물이다. 



48＿중요무형문화재

4. 중요무형문화재 - ●공예기술

곡성의 돌실나이

명주짜기

명주짜기 (제87호)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絹紗)로 짠 무늬가

없는 직물로‘비단’이라 한다. 누에고치를 끓는 물에

넣고 놋젓가락으로 건져 올려 명주실을 만들어낸다. 

곡성의 돌실나이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는전남곡성군의삼베짜는일을말하

며, 곡성의 삼베는 물에 축이면 승려의 밥그릇인 바릿

에담길 정도로 가늘고 곱기로 이름나 있다. 

나주의 샛골나이 명주짜기

나주의 샛골나이에 사용되는 북



염색장

쪽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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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장 (제115호)

염색장은 천연염료로 옷감을 염색하는 장인으로 현재

쪽염색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쪽잎과 석

회가루를 섞어 항아리에 붓고 한달정도 묵혀 염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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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선장

누비장

누비장

침선장 (제89호)

침선장은 옷감을 마름질하고 바느질해 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조선시 궁중에서는침선비를두어왕과

왕비의 옷을 짓도록 하 다.

누비장 (제107호)

누비는 옷감의 보강과 보온을 위해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이나 털, 닥종이 등을 넣고 안팎을 홈질

하는 바느질법이다. 길고 추운 겨울을 슬기롭게

견디는옛여인들의지혜가돋보이는바느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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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장

매듭장 (제22호)

매듭장은 명주실을 꼬고 합하고 염색해 끈목을 친

다음, 굵고 가느다란 끈목을 늘어뜨려 여러가지

모양으로 매듭을 맺어 노리개나 다회 등을 만드는

장인이다.

자수장 (제80호)

자수는여러색깔의실을바늘에꿰어바탕천에무늬

를수놓아나타내는조형활동이다. 일상의작은소품

으로부터종교적∙예술적인작품을만들기도한다. 
매듭장

자수장



갓일 (총모자)

탕건장

화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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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모공예

피모공예는짐승의가죽이나털을이용한공예기술을말한다. 말의꼬리털인

말총으로 만드는 총모자(갓의 모자 부분)와 갓 아래 받쳐 쓰는 망건, 탕건과 가

죽으로신발을만드는화혜장이중요무형문화재로지정되어있다.

갓일 (총모자) (제4호)

총모자는 갓의 모자 부분을 말의 꼬리털인 말총으로 엮어 만드는 기술이다. 

탕건장 (제67호)

갓을 쓰기 전에 망건 위에 쓰고 그 위에 갓을 받쳐 쓰는 것으로 주로 실내에서

착용하던 것으로 역시 말총으로 제작한다.

망건장 (제66호)

망건장은 말총으로 망건을 만드는 장인으로 망건은 상투를 튼 머리카락이 흘

러내리지 않도록 이마에 두르는 일종의 머리띠이다.

화혜장 (제116호)

화혜장이란 전통 신을 만드는 장인으로 조선시 신목이 있는 신발인‘화(靴)’

를 제작하는‘화장’과 신목이 없는 신발인‘혜(鞋)’를 제작하는‘혜장’을 통칭

한다.

탕건장

망건장



배첩장

(6) 지공예

지공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를 제작하거나

종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거나 장식하는

기술등이포함될수있다. 현재 씨나그림에종이와

비단 등을 붙여 족자와 병풍 등을 제작하는 배첩장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배첩장 (제102호)

씨나그림에종이, 비단등을붙여족자와병풍등을

만들어아름다움은물론실용성및보존성을높여주는

전통적인 서화처리 기술을 가진 장인을 배첩장이라

한다.

(7) 석공예

옥이나 여러 종류의 돌로 공예품을 만드는 것으로 옥장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발달된

보석류로금∙은과함께 표적인보석이며각종장신구와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옥 장 (제100호)

옥으로 여러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옥은 왕과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최상층의 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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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장



8) 음식

인간의 생활양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의∙식∙주를꼽는다. 이세가지기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식생활

이다.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특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또

산간 지역과 평야 지역, 강가와 해안∙도서

지역의 입지적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

다는 점이다. 음식문화는 남북의 기온 차에

따라달라질수도있으며빈부와신분, 시 에

따라 발전 쇠퇴하기도 한다.  

조선왕조 궁중음식 만들기와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산물로 독특하게 빚은 향토 술

담그기가중요무형문화재로지정되어있다. 

문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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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궁중음식

조선왕조궁중음식 (제38호)

조선시 궁궐에서 차리던 전통적인 음식으로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주식류로는 수라, 죽, 응이,

면, 만두류가 차려졌다.

조선왕조궁중음식



면천두견주경주교동법주 (덧술여과) 경주교동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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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배주 (제86-가호)

문배주는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술로 술의 향기가 문배나무의

과일 향기와 같아 붙어진 이름이다.

면천두견주 (제86-나호)

두견화로 불리는 진달래꽃으로 담은

술로 색은 연한 갈색이고 단맛이 나

며, 은은한 진달래 향이 일품이다.

경주교동법주 (제86-다호)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최부자

집에서 로 빚어 온 술로 법주는

최씨집안마당의우물물로담그는데

물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경주교동법주 (누룩뜨기)

조선왕조궁중음식



문화재는우리겨레의삶의예지와숨결이깃들여있는민족문화의정수이자인류의

자산이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신적

문화재로서오늘, 우리세 가다음세 에게전해주어야할귀중한국민적재산이다.

최근 급변하는 생활문화와 급속한 세계화 추세는 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멋과 풍류의 상징이던 소리와 춤이 무 공연으로 박제화

되었고, 개인의의식주생활에필수적이던공예품이쓸모를잃었으며, 지역공동체의

세시풍속마다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던 재주와 놀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민족의 얼과 넋이 숨 쉬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 학교와 사회 및 국가가 서로 긴 하게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으로 온 국민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 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식 정보화시 의 도래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자료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아울러 우리 문화재를 세계적인

브랜드화하여 미래 한국의 정신적 풍요를 제고하고자 한다.  

56＿중요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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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

중요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및 지원

가. 전승지원

■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 특별지원금 지원

- 생계가 곤란한 보유자 특별지원

- 전승취약종목 지원

■ 의료보험 지원

■ 장례∙입원비 지원

나. 공연 및 전시 지원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해외공연∙전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 전승공예 전 지원

■ 지역축제 참가 지원

■ 국제 회 중요무형문화재 공연∙전시 지원

다. 전수교육관 건립 및 기타 지원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 전승장비 지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자매결연학교 지원

■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전수교재 제작지원

어린이 쪽염색 체험교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자매결연학교 지원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60＿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제5호

제11호

-가

-나

-다

-라

-마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제29호

제30호

제41호

제45호

제46호

제51호

제57호

제83호

-가

-나

제84호

-가

-나

제95호

계

중요무형문화재지정현황

�음악 (音 樂)

�무 용 (舞 踊)

�연 극 (演 劇)

지정번호 명 칭 지정번호 명 칭

제12호

제21호

제27호

제39호

제40호

제92호

제97호

계

진주검무(晋州劍舞)

승전무(勝戰舞)

승무(僧舞)

처용무(處容舞)

학연화 합설무(鶴�花臺合設舞)

태평무(太平舞)

살풀이춤

7종목

지정번호 명 칭 지정번호 명 칭

�음식(飮食)과 무예(舞藝)

제38호

제86호

-가

86-나

-다

제76호

계

조선왕조궁중음식(朝鮮王朝宮中飮食)

향토술담그기

문배주(문배酒)

면천두견주(沔川杜鵑酒)

경주교동법주(慶州校洞法酒)

택견

3종목

지정번호 명 칭 지정번호 명 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34호

제43호

제49호

제61호

제69호

제73호

제79호

제81호

계

수 야류(水營野遊)

송파산 놀이(松坡山臺놀이)

은율탈춤(殷�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굿탈놀이)

가산오광 (駕山五廣大)

발 탈

진도다시래기(珍島다시래기)

14종목

지정번호 명 칭 지정번호 명 칭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판소리

농악(農樂)

진주삼천포농악(晋州三千浦農樂)

평택농악(平澤農樂)

이리농악(�里農樂)

강릉농악(江陵農樂)

임실필봉농악(任實筆峰農樂)

거문고산조(거문고散調)

선소리산타령

금정악(大 正樂)

가야금산조 및 병창(伽倻琴散調 및 倂唱)

서도소리(西道소리)

가곡(歌曲)

가사(歌詞)

금산조(大 散調)

피리정악 및 취타(피리正樂 및 大吹打)

남도들노래(南道들노래)

경기민요(京畿民謠)

향제줄풍류(鄕制줄風流)

구례향제줄풍류(求禮鄕制줄風流)

이리향제줄풍류(�里鄕制줄風流)

농요(農謠)

고성농요(固城農謠)

예천통명농요(�泉通明農謠)

제주민요(濟州民謠)

17종목

양주별산 놀이(楊州別山臺놀이)

통 오광 (統營五廣大)

고성오광 (固城五廣大)

북청사자놀음(北靑獅子놀음)

봉산탈춤(鳳山탈춤)

동래야류(東萊野遊)

강령탈춤(康翎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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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의식 (儀式)

제3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33호

제44호

제50호

제56호

제58호

제62호

제68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5호

제82호

-가

-나

-다

-라

제85호

제90호

제98호

제104호

제111호

계

양주소놀이굿(楊州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굿(濟州칠머리당굿)

진도씻김굿(珍島씻김굿)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줄다리기)

풍어제(豊漁祭))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동굿(西海岸배연신굿 및 동굿)

위도띠뱃놀이(蝟島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南海岸別神굿)

석전 제(釋奠大祭)

황해도평산소놀음굿(黃海道平山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

서울새남굿

사직 제(社稷大祭)

24종목

지정번호 명 칭 지정번호 명 칭

�공예기술 (工藝技術)

제4호

제10호

제14호

제22호

제28호

제31호

제32호

제35호

제42호

제47호

제48호

제53호

제55호

제60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

제67호

제74호

제77호

제78호

제80호

지정번호 명 칭 지정번호 명 칭

남사당놀이(男寺黨놀이)

강강술래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강릉단오제(江陵端午制)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놀이)

산쇠머리 기(�山쇠머리 기)

산줄다리기(�山줄다리기)

고싸움놀이

한장군놀이(韓將軍놀이)

산재(�山齋)

종묘제례(宗廟祭禮)

줄타기

좌수 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양백중놀이(密陽百中놀이)

갓일

나전장(�鈿匠)

한산모시짜기(韓山모시짜기)

매듭장(每緝匠)

나주의 샛골나이(�州의 샛골나이)

낙죽장(�竹匠)

곡성의 돌실나이(谷城의 돌실나이)

조각장(彫刻匠)

악기장(樂器匠)

궁시장(弓矢匠)

단청장(丹靑匠)

채상장(彩箱匠)

소목장(小木匠)

장도장(粧刀匠)

두석장(豆錫匠)

백동연죽장(白銅煙竹匠)

망건장(網巾匠) 

탕건장(宕巾匠)

목장(大木匠)

유기장(鍮器匠)

입사장(入絲匠)

자수장(刺繡匠)

명주짜기

바디장(筬匠)

침선장(針線匠)

제와장(製瓦匠)

전통장(箭筒匠)

옹기장(甕器匠)

소반장(小盤匠)

옥장(玉匠)

금속활자장(�屬活字匠)

배첩장(褙貼匠)

완초장(莞草匠)

사기장(沙器匠)

각자장(刻字匠)

누비장(�緋匠)

목조각장(木彫刻匠)

화각장(華角匠)

윤도장(�圖匠)

주철장(鑄鐵匠)

칠장(漆匠)

염장(�匠)

염색장(染色匠)

화혜장(靴鞋匠)

44종목

제87호

제88호

제89호

제91호

제93호

제96호

제99호

제100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해설

제1호 종묘제례악
종묘제례악은 조선시 역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제향(祭享)에서 기악연주와 노

래[樂章], 일무(佾舞)를 갖추어 연행하는 음악이다. 월 의 상단과 하단에 배치된 두 개의 연

주단은 제례의 각 절차에 따라 보태평(保太平)과 정 업(定大業)을 연주하고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종묘악장)를 부른다.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인 보태평지무

(선왕들의 문덕을 칭송)와 무무인 정 업지무(선왕들의 무공을 찬양)가 곁들여진다. ‘악(樂)∙

가(歌)∙무(舞)’형식의 종묘제례악은 동양음악의 진수이며, 고전적 개념의 음악으로서 2001

년 5월 18일 유네스코‘인류구전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1964. 12. 7 지정)

제2호 양주별산 놀이
양주별산 놀이는 서울∙경기지방에서 연희 되어오던 산 도감극 계통의 탈놀이로, 약 200

년 전부터 주로 사월초파일, 단오, 추석, 기우제 행사 때에 공연되었다. 산 놀이 계통의 탈

놀이는 양반사회와 파계승을 풍자하여 세상 됨됨이를 비판하고 서민 생활의 애환을 담고 있

으며, 벽사 의식무에 굿의 형식을 가미하여 해학적으로 짜여 있다. 양주별산 놀이의 재담은

다른 탈놀이에 비해 비교적 평범한 일상어로 표현되어 있고, 특히 옴중과 취발이, 말뚝이의

재담은 민의(民意)를 변하여 관중의 흥미를 끈다. (1964. 12. 7 지정)

남사당놀이는 주로 서민층을 상으로 조선후기부터 전승되어온 놀이로 가무백희의 재인, 광

가 유랑 연희자로서 민중오락을 제공해왔다. 놀이로 풍물(농악), 버나( 접 돌리기), 살판

(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놀음), 덜미(인형극) 등 악(樂)∙가(歌.)∙무(舞)를 곁들인 여

섯 가지 기예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을 위해 공연되었던 남

사당놀이는 당시 사회에서 천 받던 한(恨)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 비판하여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1964. 12. 7 지정)

제4호 갓 일

제3호 남사당놀이

갓은 조선시 성인 남자들이 외출할 때 갖추어야 할 관모(冠帽) 중 하나로 주로 양반들의 사

회적인 신분을 반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갓 만드는 과정은 크게‘양태(갓의 테) ’일, ‘총

모자(모자)’일, 양태와 총모자를 거두어 맞추는‘입자’일로 나눈다. 양태는 나무를 머리카

락처럼 가늘게 쪼개어 둥근 양태판 위에서 한올한올 엮고, 총모자는 말꼬리나 말갈기 털인

말총을 원통형 모자골 위에서 엮은 것이다. 양태와 총모자가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한데 모아

양태에는 둥 게 트집을 잡고 총모자는 올의 간격을 고른 후 명주실이나 올, 명주천 등을

한 겹 더 올리고 나서 먹칠과 옻칠을 거쳐 갓 끈까지 달면 완성된다. (1964. 12. 24 지정)

제5호 판소리
판소리는 한사람의 소리꾼(창자)이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긴 이야기를 추임새를 곁들인 고

수(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아니리(말)와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소리하는 것을 말한

다.  본래 열두 마당이었던 판소리는 충∙효∙의리∙정절 등을 주제로 한 춘향가, 심청가, 수

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이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다섯마당으로 정착되

었다. 판소리는 우리 민족의 삶과 희노애락을 음악과 함께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전통예술로

서 가치가 크며,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1964. 12. 24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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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통 오광
오광 는 남부지역(낙동강 서쪽)의 탈춤을 말한다. 통 오광 는 한국의 탈춤 가운데 양반에

한 조롱과 풍자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연극이다. 전체과장은 문둥탈∙풍자탈∙ 노

탈∙농창탈∙포수탈의 5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민생활의 애환, 양반과 파계승에 한

풍자, 그리고 처∙첩의 문제 등을 담고 있다. 놀이의 형태는 춤이 주가되고 재담과 동작이 따

른다. 꽹과리가 주가 되는 타악기의 반주 음악은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다. 통 오광 에서

가장 특징 있는 춤은 문둥이춤으로 문둥이의 생활모습과 애환 표현하고 있으며, 동작과 도약

이 크고 배김새가 힘차다. (964. 12. 24 지정)

제7호 고성오광
고성오광 는 산 도감극 계통의 남형 탈춤으로, 음력 정월 보름에 마당놀이 형태로 놀

았으며, 신앙적 의의보다는 장터놀이의 성격이 강하다. 놀이의 내용은 벽사의식무가 없는

신 오락성이 강한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양반과장에서 오방색을 입은 다섯양반과 말뚝이가

재담을 주고받거나, 승무과장의 파계승놀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약화되어 있다. 주된 춤사위는 덧뵈기춤이며, 특히 말뚝이춤의 배김새가 힘찬 것이 특징이다.

(1964. 12. 24 지정)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 가운데 표적인 여성놀이이다. 이 놀이는 전남의 남해안 일

와 섬 지방에 분포되어 전승되는 집단놀이로서 주로 8월 한가위의 세시풍속 중 하나 다.

여인들이 손을 잡고 원무(圓舞)를 추고, 그중 목청 좋은 사람이 앞에서 메기면 나머지 사람

들은∙강강술래∙하며 받는다. 늦은 가락의 노랫소리가 빨라지고 춤도 빨라지며, 처음부

터 끝까지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 활달한 여성의 기상을 보여주는 민속놀이이다.

(1966. 2. 15 지정)

제9호 은산별신제

제8호 강강술래

은산별신제는 백제 때 전쟁으로 죽은 장병의 원혼이나 전염병 등으로 억울하게 죽은 넋을 위

로하기 위해 매년 이른 봄에 8일간 거행되는 의식이다. 별신제는 규모가 큰 행사로 참여 인원

도 많다. 별신제의 전체 구성은 좋은 산에서 진 (陳大)를 베고, 부여의 고란사나 삼층사에서

꽃 받기를 하며, 별신당에서 별신 올리기, 별신 내리기, 화준만의 독산제(獨山祭), 장승 세우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인의 참여가 많으며 시내 행군이 많고 규모가 커서 장관을 이룬다.

(1966. 2. 15 지정)

제10호 나전장
나전장은 나무로 짠 가구나 기물 위에 무늬가 아름다운 전복이나 조개껍질을 갈고 문양을 오

려서 옻칠로 붙이는 기술이다. 그 제작과정은 나무로 기본틀인 백골을 짜고 그 표면을 사포

로 문지르거나 틈새를 메워 고르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한다. 다음 자개작업은 자개를 실처럼

잘게 자른‘상사’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드는 끊음질 기법과, 자개를 문질러 얇게 만들어

국화, 나무, 거북이 등 각종 도안 문양을 만드는 줄음질 기법이 있다. 자개는 남해안과 제

주도 근해에서 나는 것이 색이 곱고 질이 좋다. (1966. 6. 29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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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농 악
농악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두레와 세시놀이로 굿, 매구, 풍장, 금고(�鼓), 취군 등으로

도 불린다. 꽹과리∙징∙장구∙북 같은 타악기를 치며 행진을 하거나, 의식과, 판놀음 등을

벌이는 음악을 두루 가리키며, 공연하는 목적에 따라 당산굿, 마당밟기, 걸립굿, 두레굿, 판굿

으로 나누며, 그 밖에도 기우제굿, 배굿 등이 있다. 향토성과 지역적 특징에 따라 진주삼천포

농악∙강릉농악∙이리농악∙평택농악∙임실필봉농악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지정하 다.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진주삼천포농악은 진주와 사천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농악으로 남농악에 속한다. 진주삼

천포농악에 쓰이는 악기에는 꽹과리, 징, 장구, 북, 법고가 있으며, 편성은 기수(旗手)와 쇠,

징, 북, 장구, 법고 그리고 양반과 포수등의 잡색으로 되어 있다. 모두가 흰 바지와 색깔 있는

저고리의 농악복에 색 띠를 두르고, 모자(상모)를 쓴 채 연주하는데 개인놀이가 비교적 발달

하 다. 판굿에서는 채상모놀이가 돋보이며, 군사놀이인 팔진해식진(八陣解式陣)굿이 특이

하다. (1966. 6. 29 지정)

평택농악은 예로부터 농산물이 풍부한 들판에서 치던 두레 농악과 인근에 거주하던 남사

당패 등의 전문 예인들이 치던 수준 높은 농악이 복합적으로 교섭하면선 형성되었다. 따라

서 두레농악의 소박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어난 예인들의 전문적인 연희

를 수용하여 격식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평택농악의 일반적인 구성은 기(旗), 농기, 나발,

호적, 꽹과리, 징, 장구, 법고 및 무동과 중애, 양반 등으로 되어 있다. 조리중, 포수 등의 잡

색이 없는 신 무동놀이가 발달하 고 타악기 편성 가운데 소고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1985. 12. 1 지정)

제11-다호 이리농악

제11-나호 평택농악

이리농악은 익산지방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우도농악에 속한다. 익산시 새실마을은 예

로부터 마을농악이 왕성했고, 김제∙정읍 등지에서 전문적인 농악을 배워온 사람들을 받아

들여 오늘과 같은 높은 수준의 농악단을 배출할 수 있었다. 상쇠의 부포놀이가 매우 다양하

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되어 있으며, 소고춤의 기법이나 진풀이가 많은 편이다. 비교적

느린 가락을 자주 쓰며, 가락 하나하나가 치 하게 변형 연주되어 리듬이 다채롭다. 풍류굿,

덩덕궁이(삼채굿)에서는 악절마다 맺고 푸는 리듬기법을 쓰는 등 가락의 기교가 뛰어나다.

(1985. 12. 1 지정)

제11-라호 강릉농악
강릉농악은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에 전승되어 오는 표적인 동농악으로, 농기, 쇄납, 꽹과

리, 징, 북, 장구, 소고, 법고 및 무동으로 편성된다. 소고와 법고가 구별되고 각종 놀이와 춤

을 보여 주는 무동놀이가 행해지며 전라도나 경상도 농악에 많이 있는 포수, 조리중 등의 잡

색이 편성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농악 는 흰 바지저고리에 홍∙청∙황의 삼색띠를 두르

고 무동들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옷을 입는다. 강릉농악은 단체적인 놀이를 위주로 하여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서로의 화합과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5. 12.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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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
임실필봉농악은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으로 호남좌도농악에 속한

다. 농악의 구성은 기,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호적, 나발과 잡색으로 편성된다. 소고와

법고의 구별이 없고 징과 북을 많이 쓰지 않으며, 경남지방에서 볼 수 있는 화동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농악수들은 흰 바지저고리에 남색조끼를 입고 삼색띠를 두르고 머리에

는 고깔을 쓰며, 쇠잡이는 상모를 쓴다. 임실 필봉농악은 쇠가락(농악의 표격인 꽹과리 가

락)의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가락이 힘차고 씩씩하며, 개개인의 기교보다 단체의 화합과 단

결을 중시한다. (1988. 8. 1 지정)

제12호 진주검무
진주검무는 여성검무로서 검기무, 칼춤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궁중무용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춤이다. 진주검무는 춤의 연출형식∙춤가락∙칼 쓰는 법 등에서 궁중의 것을 그

로 보존하고 있다. 다른 검무는 부분 4명이 추는데 반하여 진주검무는 8명으로 연희된

다. 또 부분의 검무가 타령 장단으로 시작하여 타령곡 일색인데 반하여 진주검무는 도드리

장단으로 시작하여 타령곡 및 타령곡의 속도로 변화시킨 여러 곡이 사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1967. 1. 16 지정)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향토신제로, 마을을 지켜주는 관령 산신에

게 제사하고,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번 과 집안의 태평을 기원한다. 단오제는 신에게 드릴

술을 담그면서 시작된다. 단오장에서는 5일간 제를 올리고 굿을 하며 농사의 번 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이밖에 관노가면극놀이와 그네타기, 씨름, 농악경연 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강릉단오제는 제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교식 의례와 무당들의 굿

이 함께 거행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축제이며, 관노가면극은 사 없는 무언

극으로 관객을 웃기고 즐겁게 한다. (1967. 1. 16 지정)

제14호 한산모시짜기

제13호 강릉단오제

한산모시짜기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모시풀 껍질을 이어 길쌈하는 기술이다. 모시의 제

작과정은 한 햇동안 재배한 모시풀 겉껍질을 벗겨 태모시를 만든 다음 하루쯤 물에 담가 말

린 후 다시 물에 적셔 올을 하나하나 쪼갠다. 쪼갠 모시올을 이어 실을 만들어 실의 굵기에

따라 실을 날고, 풀을 먹이고 베틀에서 짠 후 잿물에 삶아 표백하는 과정은 다른 길쌈과 마찬

가지다. 한산 지역의 모시는‘밥그릇 하나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생길 만큼 가

늘고 곱기로 유명하다. (1967. 1. 16 지정)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 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로, 사자

에게는 사악한 것을 물리칠 힘이 있다고 믿어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행사로 널리

행해졌다. 놀음에는 사자∙양반∙꺾쇠∙꼽추∙사령∙무동∙사당∙중∙의원∙거사 등이 등

장하는데, 무동∙사당∙중∙의원∙거사는 탈을 쓰지 않고 복장만 갖추고 나온다. 악기는 퉁

소∙북∙징∙장구 등이 쓰이는데, 다른 지역의 탈춤이 비해 퉁소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

이다. 북청사자놀음은 사의 묘미나 풍자적인 측면보다는 사자춤의 묘기와 흥겨움이 중심

이 되어 다른 사자춤사위보다 교묘하고 힘찬 동작이 특징이다. (1967. 3. 3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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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거문고산조
거문고산조는 거문고로 연주하도록 짜여진 산조(散調)로, 4�6개의 악장을 구분하여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 순으로 연주한다. 거문고산조의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

리, 자진모리 등 5개로 구성된다. 선율은 모든 악장의 처음 부분과 중간에 잠깐 나오는 담담

하고 꿋꿋한 느낌의 우조와 흔히 끝에 나오는 슬프고 부드럽고 애절한 느낌의 계면조로 짜여

있다. 거문고산조는 수수하면서도 웅장하고 막힘이 없는 남성적인 절제미가 돋보이는 음악

으로, 우조와 계면조를 섞은 빠르고 느린 리듬이 조이고 풀고 하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1967. 6. 16 지정)

제17호 봉산탈춤
봉산탈춤은 약 200년전부터 해서(황해도)지역에서 단오날 밤에 연희되었던 민속놀이이다.

놀이는 길놀이와 제사(고사)를 시작으로 크게 4상좌춤∙8목중춤∙사당춤∙노장춤∙사자

춤∙양반춤∙미얄춤의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민들의 가난한 삶과 양반과 파계승에

한 풍자, 일부다처제로 인한 남성의 여성에 한 횡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현육각

으로 연주하는 염불과 타령∙굿거리 곡에 맞추어 추는 춤이 주가 되며, 다른 가면극에 비해

중국 한시구절의 인용과 모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탈춤에 비해 춤사위가 활발

하며 경쾌하게 휘뿌리는 장삼 소매와 한삼의 움직임이 화려하다. (1967. 6. 16 지정)

야류(野流: 들놀음)란 오광 와 달리 마을사람들에 의해 토착화된 놀이로 넓은 들판 같은 곳

에서 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래야류는 그 해 농사를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의

미로 정월 보름 저녁에 행해졌다. 놀이는 문둥이과장, 양반과장, 노과장, 할미∙ 감과

장의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광 와 다르게 오방신장무, 파계승에 한 풍자, 사자춤

등이 빠져 있다. 내용은 양반에 한 조롱과 모욕이 주를 이룬다. 악기는 체로 타악기를 사

용하며, 굿거리장단에 맞춰 추는 덧뵈기(탈놀이)춤이 주를 이루는데, 말뚝이춤과 양반춤이

표적이다. (1967. 12. 21 지정)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제18호 동래야류

선소리산타령은 여러 명의 소리꾼이 소고를 들고 서서 간단한 춤동작을 곁들여 부르는 노래

이다. 노래패의 우두머리인 모갑이가 장구를 메고 앞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소리꾼들은 소고

를 치면서 여러 가지 발림(손짓, 발짓을 섞은 동작)을 곁들여 뒷소리를 받는다. 산타령(山打

令)의 내용은 산천의 경치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느리게 시작하여 뒤로 갈수록 점차 빨라지

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선소리산타령은 사당패의 음악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전통음악 가운데 가장 화창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1968. 4. 18 지정)

제20호 금정악
정악(正�)이란 궁중이나 관아 및 풍류방(風流房)에서 연주하던 음악으로, 우아하고 바른 음

악이란 뜻이다. 금정악은 정악을 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저’또는‘젓 ’라는

이름을 가진 금은 다른 악기에 비해 음량이 풍부하고 음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국악기

중에서 표적인 독주악기로 자주 쓰인다. 주로 연주되는 금 독주는 청성자진한잎(요천순

일지곡)과 평조회상, 자진한잎 등이다. 금정악은 롱하나 가볍지 않고 부드러우나 유약

하지 않으며, 섬세하나 천박하지 않은 오묘한 맛의 가락을 지닌 전통음악으로 그 가치가 크

다. (1968. 12. 2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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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승전무
승전무는 활옷을 입고 양손에 한삼을 낀 4명의 무희들이 중앙에 북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나

뉘어 북을 울리며 창(唱)을 하고 춤을 춘다. 흩어졌다 모여드는 형태는 삼진삼퇴를 뜻하며 전

체가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음악은‘ 산회상’가운데 삼현도드리와

타령을 사용하며, 춤가락은 순박하면서 예스럽고 독특한 향토적 특색을 갖고 있다. 의상은

홍치마에 흰 저고리, 흑쾌자, 전립, 홍띠, 색동한삼 등을 갖추며 무구로 1쌍의 칼을 든다. 승

전무는 의상이나 사용되는 도구, 춤의 내용이 궁중 무고와 비슷하다. 또한 우아한 춤사위와

가락, 치 한 짜임새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통성을 담고 있는 우수한 춤

이다. (1968. 12. 21 지정)

제22호 매듭장
매듭은 여러 가닥의 술을 꼬거나 합한 끈목으로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

술이다. 재료는 명주실을 주로 사용하며, 끈의 색깔,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다양

하고 지역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다. 매듭의 이름은 생쪽, 나비, 잠자리, 국화 등 우리가 쉽

게 보고 사용하는 물건, 꽃, 곤충이름에서 따왔다. 매듭은 악기와 가마 등 여러가지 도구에

장식으로 이용되었으며, 같은 종류의 매듭일지라도 궁중과 지역에 따라 품격이 달랐다.

(1968. 12. 21 지정)

가야금산조는 장구반주에 맞추어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말하며, 가야금병창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단가나 민요, 판소리 가운데 한 목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가야금산

조는 4~6개의 악장을 구분하여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 순서로 연주한다. 가야금병창의 유

명한 목으로는 판소리 흥보가 중“제비노정기”, 춘향가 중“사랑가”, 수궁가 중“고고천

변”, 심청가 중“심봉사 황성가는 목”등이 있다. 병창은 보통 장구 반주를 곁들이며 주로

쓰이는 장단은 중모리, 엇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이 있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은 전통

음악 중에서 순수한 음악미를 추구하는 중요한 독주곡이다. (1968. 12. 21 지정)

제24호 안동차전놀이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안동차전놀이는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안동지방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로 동채싸움이라

고도 한다. 이 놀이를 위해 연말이면 안동 근처에서 적당한 나무를 미리 골라 두었다가 산신

에게 고사를 지내고 나무를 베어 운반한다. 보름날이 되면 동서 양편이 치하고 서서 농

악으로 흥을 돋우고, 동채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기세를 올린다. 동채 위의 장은 동채를 멘

사람들을 지휘하고, 동채 앞의 힘센 장정들은 무리를 이루어 승부겨루기를 한다. 안동 차전

놀이는 남자들의 집단놀이를 한층 세련되게 향상시킨 모의전투놀이이며, 우리민족의 흥겨운

민속놀이로 안동지방 특유의 상무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1969. 1. 7 지정)

제25호 산쇠머리 기
경남 산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로, 목우전(木牛戰), 나무쇠싸움이라고도 한다.

이 놀이는 원래 음력 정월 보름에 행해졌으나, 현재는 3∙1문화제행사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보름이 다가오면 산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나무를 베어 나무쇠[木牛]를 만든다.나무

쇠를 메고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동서 양편에서는 농악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쇠머리 위에서는 장, 중장, 소장 세 사람이 올라타고 지휘를 한다. 싸움은 상 방

의 쇠머리를 쓰러뜨리거나 자기편의 쇠머리로 상 방의 쇠머리 위를 덮쳐 땅에 닿게 하면 이

기게 된다. 산 쇠머리 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산지방의 고유의 마을공동체놀이라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1969. 2. 1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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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산줄다리기
줄다리기는 마을을 동∙서로 나누어 승패를 가르는 놀이로‘줄쌈’, ‘줄땡기기’또는‘갈전

(葛戰)’이라고도 한다. 동∙서 양편은 줄다리기 당일에 줄을 연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아

당겨도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비녀목이라 부르는 큰 나무토막을 꽂는다. 줄 위에 올라

선 장이 지휘를 하면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각 마을의 농악 는 빠른 장단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산줄다리기는 용사(�蛇:용과 뱀)신앙에 바탕을 둔 농경의례놀이로 그 해 농

사의 풍흉을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의 민속놀이이며, 온 마을이 참여하는 향

토축제로서 그 의의가 있다. (1969. 2. 11 지정)

제27호 승 무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우리나라의 표적인 민속춤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적인 색

채가 강한 승무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 같은 고깔과 버선코가 유난히 돋보이

는 차림으로 염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추는 독무(獨

舞)이다. 소매자락을 뿌리는 동작이나 휘날리게 하는 팔동작은 매우 특이하며, 반주로는 피

리, 금, 해금, 장구, 북이 사용된다. 승무는 달고 어르고 맺고 푸는 리듬의 섬세한 표현과

춤사위의 오묘함이 조화되어 있고,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관객에게 아첨하지

않으려는 예술 본연의 내면적인 멋을 자아내는 춤이다. (1969. 7. 4 지정)

나주의 샛골나이는 전남 나주의 샛골에서 무명을 길쌈하는 기술이다. 고려말 문익점이 가져

온 목화씨는 조선시 에는 전국적으로 재배되었으며, 무명은 우리민족 의생활의 주재료가 되

었다. 무명의 제작과정은 목화씨를 뿌려 목화솜을 수확하는 데서 시작하며, 무명실은 솜에서

씨를 빼내고 솜을 부풀려 고치를 말아서 물레에 돌려 만들어낸다. 자아낸 무명실은 마당의 날

틀에 걸고 실의 굵기에 따라 날고 그 위에 풀은 먹인 후 베틀에 걸어 짜면 무명 한필이 완성된

다. (1969. 7. 4 지정)

제29호 서도소리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

서도소리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 즉 서도지역에서 불리워진 민요나 잡가 등을 말하며, 평안

도 민요와 황해도 민요, 서도잡가, 한시를 읊은 시창(詩唱)으로 나눈다. 서도소리의 가락은 흔

히 수심가토리라고 하여 개 위에서부터 질러내며, 위의 음은 흘려 내리고, 가운데 음은 심

하게 떨며, 아래의 음은 곧게 뻗는 특이한 선율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소리를 느긋하

게 부르면 구슬픈 느낌을 주게 된다. 서도소리 창법은 좀 특이한데 콧소리로 얇게 탈탈거리며

떠는 소리, 큰소리로 길게 쭉 뽑다가 갑자기 속소리로 콧소리를 섞어서 가만히 떠는 소리 등

이 특징이다. (1969. 9. 27 지정)

제30호 가 곡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시에 곡을 붙여서 줄풍류(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

는 전통음악으로, ‘삭 엽(�大葉)’또는‘노래’라고도 한다. 고려의 정과정(鄭瓜亭)에 연원

을 둔 가곡은 조선시 에 와서 만 엽(느린속도), 중 엽(중간속도), 삭 엽(빠른속도)의 형

식을 나타내었으나 이 가운데 삭 엽만 남아 여러 파생곡을 낳게 되었다. 현재 전승되고 있

는 가곡은 우조, 계면조를 포함하여 남창 26곡, 여창 15곡 등 모두 41곡이다. 형식을 보면 시

조시 한 편을 5장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매우 조직적이며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 연주는 거

문고와 가야금, 해금, 금, 단소, 장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1969. 11. 10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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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낙죽장
낙죽장은 불에 달군 인두로 나무 표면을 지져서 장식적인 그림이나 씨를 새기는 기술이

다. 낙죽은 관청소유의 기물에 관청명을 낙인해 다른 것들과 구별하던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표면장식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낙죽에 사용되는 인두는 소나무 숯불을 피운 화로에 달

구어 사용하는데 인두를 너무 달구면 나무가 타고 너무 식으면 문양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인두의 온도를 맞추어 그리는 경험과 속력을 필요하다. 낙죽은 화살 ∙침통∙칼자루∙병

풍∙담뱃 ∙부채∙ 나무 필통 등에 장식문양을 그릴 때 쓰인다. (1969. 11. 29 지정)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돌실나이’는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서 삼베를 짜는 기술을 말한다. 삼베의 제작과정은 재배

한 삼베를 수확한 후 잎을 훑은 삼단을 쪄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가늘게 쪼갠 삼 올

을 한올한올 길게 잇는다. 그 다음 베 한 필의 길이와 몇 올이 들어갈지를 결정하고, 풀 먹이

기 과정을 거친 다음 베틀로 짠다. (1970. 7. 22 지정)

고싸움놀이는 주로 전라남도 일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서 정월 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남성 집단놀이이다. 고가 만들어지면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공동으로 간단한 고

사를 지내고, 마을을 돌며 농악으로 흥을 돋운다. 상 방의 고를 덮쳐 땅에 닿게 하면 이

기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일단 고를 풀어서 줄로 만들어 2월 1일에 줄다리기로 승부

를 내기도 한다. 고싸움은 줄다리기와 마찬가지로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식의 한 형태이

며, 놀이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는 집단놀이로서 의의를 지닌다.

(1970. 7. 22 지정)

제34호 강령탈춤

제33호 고싸움놀이

매년 단오에 행해지는 강령탈춤은 사자춤∙말뚝이춤∙목중춤∙상좌춤∙양반과 말뚝이춤∙

노승과 취발이춤∙ 감과 할미광 춤의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에 앞서 탈과 의상

을 갖추고 음악을 울리면서 공연장소까지 행렬하는 길놀이를 한다. 주제는 벽사의식, 파계승

에 한 풍자와 양반계급에 한 모욕, 일부다처제의 갈등과 서민의 생활상 등이다. 춤은 느

린 사위로 장삼소매를 고개 너머로 휘두르는 장삼춤이 주가 되며, 장단에는 도드리, 타령, 자

진굿거리가 주로 쓰이지만 소리의 사설이 30여 가지나 되고 소리마다 장단이 특이하다.

(1970. 7. 22 지정)

제35호 조각장
조각장은 금속 표면을 장식하는 장인으로, 조이장이라고도 한다. 금속제 그릇이나 물건의 표

면을 쪼아 문양을 장식하는 세공 기법의 하나로 고려시 에 크게 발달한 우리나라 금속공예

의 표적인 기법이다. 금속조각 기법 중 평각(平刻)은 일명 음각(陰刻)이라고도 하는데 평면

에 여러 가지 문양을 쪼아서 나타내고, 투각(透刻)은 바탕면의 문양에 따라 필요 없는 부분을

정으로 쪼거나 오려서 빼낸다. 육각(肉刻)은 기물의 외면과 내면을 정으로 두들기거나 오그

려서 무늬를 나타내고, 상감입사는 바탕면에 홈을 파고 그 자리에 금∙은∙오동선 등을 넣은

후 빠지지 않게 다져 문양을 나타낸다. (1970. 7. 22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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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조선왕조궁중음식은 조선시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으로 우리나라 음식을 표한다. 궁중에

서의 일상식은 아침과 저녁의 수라상과 이른 아침의 초조반상(初祖飯床), 점심의 낮것상의

네 차례 식사로 나뉜다. 아침과 저녁의 수라상은 12가지 반찬이 올라가는 12첩 반상차림의

원반과 곁반, 전골상의 3상으로 구성된다. 점심상이나 간단한 손님상은 국수 등의 면상으로

차리고, 왕과 왕비의 생신, 회갑, 세자책봉 등 왕족의 경사 때와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에는

특별한 연회식을 차린다. (1970. 12. 30 지정)

제39호 처용무
처용무는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라

고도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875~886)때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역신(疫神)

을 물리쳤다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용무는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추는데 동은 파란색(靑), 서는 흰색(白), 남은 붉은색(紅), 북은 검은색

(黑), 중앙은 노란색(黃)이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하여 악운을 쫓

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춤사위는 화려하고 현란하며, 당당하고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씩씩하

고 호탕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가면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71. 1. 8 지정)

학연화 합설무는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귀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학무와 연화

무를 연이어 공연하는 종합적인 무 를 말한다. 학무는 임금을 송축하기 위해 학탈을 쓰고

추는 춤으로 고려 때부터 궁중의례에서 행해 왔다. 연화 무는 두 여자 아이가 연꽃술로 태

어났다가 왕의 덕망에 감격하여 춤과 노래로써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

춤에서는 세령산, 삼현도드리, 타령이 사용되며, 연화 무에서는 궁중음악만을 사용한다. 학

연화 합설무는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이

나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다. (1971. 1. 8 지정)

제41호 가 사

제40호 학연화 합설무

가사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가사체(산문에 가까운 문체)의 긴 사설( )을 담은

장편 가요를 말한다. 현재 전승되고 곡은 백구사, 죽지사(건곤가),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

사별곡, 길군악(노요곡),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타령(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반주 없이 혼자 부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리, 해금, 금, 장

구 등으로 반주를 해도 무방하다. 가사의 반주법은‘수성(隨聲)가락’이라 하여 노래가락에 따

라 반주한다. 가사는 형식이 자유로워 감정이나 자연미를 표현하기에 좋고, 평화스러움과 향

토적인 멋이 느껴지는고유음악이다. (1971. 1. 8 지정)

제42호 악기장
전통 악기를 만드는 악기장은‘현악기’와‘북메우기’의 세부기능이 지정되어 있다. 현악기

의 울림통은 오동나무로 밑판은 밤나무와 소나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부 장식은

추나무나 흑단, 향나무를 많이 이용한다. 악기에 오동나무를 쓰는 것은 음향이 잘 진동하고,

말라도 틈이 생기지 않고 좀이 먹지 않기 때문이다. 타악기인 북에는 소가죽, 장고에는 개가

죽을 쓴다. 북 메우기 솜씨는 가죽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달려 있는데 큰 북의 경우 4�5

년생 황소 가죽을 기름을 덜 뺀 상태로 사용하는데 특히 겨드랑이와 배 가죽이 소리가 연하

면서 높게 울리는 특징이 있다. (1971. 2. 24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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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수 야류
수 야류는 정월 보름날 산신제와 함께 행해진다. 약 200년전 좌수 수사가 초계 밤

마리(현재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의 광 패들을 불러다가 놀게 하 는데 부하들이 이를

보고 배운데서 시작하 다고 전해진다. 놀이는 양반춤∙ 노춤∙할미와 감춤∙사자춤

의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에 앞서 가면과 의상을 갖추고 음악을 울리면서 공연

장소까지 행렬하는 길놀이를 한다. 놀이가 끝나면 가면을 한 곳에 모아 제사를 지내고 불

태우면서 행운을 빈다. 내용은 양반에 한 풍자와 처∙첩의 문제, 민중의 생활상을 나타

내고 있다. 다른 야류하고는 달리 문둥이춤이 없는 신 사자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71. 2. 24 지정)

제44호 한장군놀이
한장군놀이는 경북 경산 자인면에서 전승되고 있는 단오행사로, 왜구를 섬멸한 한 장군의

의(義)와 공을 기리기위에 매년 단오날에 제례, 여원무(�圓舞), 자인팔광 , 단오굿, 가장

행렬, 씨름, 널뛰기, 농악 등의 민속놀이를 한다. 행렬에 참가할 인원들이 시장의 광장에

모여 준비를 하여 시장을 한바퀴 돈 다음 한장군 묘에 가서 제관들이 제사를 지낸다. 행렬

의 순서는 오방기가 맨 앞에 서고 농기∙여원화관 등이 열을 짓는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

안 행렬은 여원무를 할 넓은 장소로 이동한다. 한장군놀이는 다른 민속놀이와 달리 이색적

인 가장행렬로 화관의 높이가 3m나 되고, 춤사위도 매우 독특해서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

(1971. 3. 16 지정)

금산조는 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말한다. 산조는 4�6개의 악장을 구분하여 느린장단

에 빠른 장단 순서로 연주하는 기악독주 음악 중 하나이다. 산조 금은 시나위나 남도무악

등 다양한 가락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음의 변화가 없어 크기나 잡는 방법, 음높

이 등이 정악 금과 다르다. 금산조는 20세기 초에 박종기가 처음 연주하기 시작하 다고

한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가락에 리듬과 장단을 더하기 위한 장식법(바로붙임, 엇붙임, 완자

걸이, 잉어걸이), 농음(꺾고, 평으로 내고, 흘러내리고, 어 올리고, 질러내고 하는 표현법),

틀(형식), 즉흥성을 들 수 있다. (1971. 3. 16 지정) 

제46호 피리정악및 취타

제45호 금산조

피리정악은궁중음악및정악곡가운데한곡목을피리로연주하는기악독주이며. 취타는옛날

군 에서사용하던군악(軍樂)으로왕의행차나군 의행진과개선, 성문을열고닫을때연주하

다. 취고수들의행진음악은고구려벽화나백제의악기에관한기록으로보아삼국시 에도있었던

것으로보인다. 고려때에는음악을연주하는취각군(吹角軍)이있어조선시 까지이어졌으나, 조

선중기이후부터변화가생겨세악(細樂: 비교적음량이적고실내에알맞은악기들로연주하는

국악합주)이포함되었다. 악기는징, 장구, 북, 나발, 소라, 태평소등으로편성된다. 집사의호령에

따라징이울리고북을치면모든악기가일제히연주를시작하는데, 매우씩씩하고우 차며장엄

한느낌을준다. (1971. 6. 10지정) 

제47호 궁시장
궁시(弓矢)는 활과 화살로, 활을 만드는 사람은 궁장(弓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시장(矢匠)

이라 한다. 활을 만드는 재료는 나무, 뽕나무, 물소뿔, 소의 심줄이 있다. 우리나라의 활은

쇠뿔과 쇠심줄을 사용한 각궁(角弓)이란 점이 특징이며, 화살이 멀리 나가는 강궁(强弓)에 속

한다. 활의 손잡이와 양끝 부분에 참나무와 뽕나무를 각각 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심

(竹心)을 넣고 그 안팎에다 쇠뿔과 쇠심줄을 민어부레풀로 접착시킨다. 화살은 나무인 시

누 를 주로 사용하는데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것이 겉은 강하고 속은 물러 제작하

기 좋다. (1971. 9. 13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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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단청장
단청(丹靑)은 궁궐, 사찰, 사원 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것을 말한다. 우

리나라의 단청은 삼국시 고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불교의 수용과 함께 크게 발전

하 다. 단청은 먼저 청녹색 흙을 바르는 청토 바르기를 한 바탕면에 도본(圖本)을 고 분주

머니를 두드리면 본에 있는 송곳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문양이 그려진다. 여기에 청∙적∙

황∙백∙흑의 오색을 칠해 완성한다. 단청은 목재의 보존과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표

면도장의 역할과 함께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나타낸다. (1972. 8. 1 지정)

제49호 송파산 놀이
서울∙경기 지방에서 연희되어 오던 산 도감극(山臺都監劇)계통의 탈춤인 송파산 놀이

는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 놀이로서 매년 정월 보름과 단오∙백중∙

추석에 공연되었다. 놀이에 앞서 길놀이와 탈고사를 지낸다. 놀이는 상좌춤∙옴중과 먹

중∙연잎과 눈끔적이∙8목중∙노장∙샌님∙신할아비와 신할미 등 모두 7과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놀이내용의 구성이나 과장∙춤∙탈 등이 양주별산 놀이와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개의 탈과 춤, 배역이 옛 형태를 지니고 있다. 양주별산 놀이에는 이미 사라진 화장무의

춤사위와 해산어멈∙신할미∙무당의 탈이 남아 있고 이들 탈들이 맡은 역이 따로 있다.

(1973. 11. 11 지정)

산재(�山齋)는 불교의 혼 천도를 위한 의식 가운데 하나로 석가모니의 설법회상인

산회상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싱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산재의 절차는 시련(侍輦) - 재

령(齋 對靈) - 관욕(灌浴) - 조전점안(造錢點眼) - 괘불이운(掛佛移運) - 산작법(�山作

法) - 식당작법(食堂作法) - 중단권공(中壇勸供) - 관음시식(觀音施食) - 봉송의식(奉送儀

式) 순으로 진행된다.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해금, 북, 장구, 거문고 등의 각종 악기

의 연주에 맞추어 바라춤∙나비춤∙법고춤 등을 추고, 여러 가지 예를 갖추어 소망을 기원

하며 혼에게 제사를 지낸다. (1973. 11. 5 지정)

제51호 남도들노래

제50호 산재

남도들노래는 전라남도 진도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향토색이 짙고 가락이 매우 흥겨운 농

요로, 크게 논일 노래와 밭일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논일 노래는 농사일의 순서에 따라 모를

찔 때 부르는 <모뜨는 소리>, 모심을 때 부르는 <못소리>, 논매기할 때 부르는 <절로소리>가

있다. 밭일 노래는 콩밭을 매며 부르는 <콩밭노래>와 목화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미 밭노

래>가 있다. 예로부터 농부들이 일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느 고장에서나 볼 수 있었

지만, 전라도 서남지역의 노래의 종류가 많고 음악성도 뛰어나다. 또한 진도의 논매는 소리

는 토질이 비옥하여 호미를 쓸 필요가 없어서인지 전라남도의 다른 지방에 비해 단순하다.

(1973. 11. 5 지정)

제53호 채상장
채상장은 얇게 저민 나무 껍질을 여러 가지 색으로 물 들여 다양한 문양으로 고리 등을 엮

는 기능을 말한다. 채상은 궁중과 귀족층의 여성들이 즐겨 사용한 고급공예품의 하나로서 조

선 후기에는 양반사 부 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혼수품으로 유행하 으며, 주로 옷, 장신구,

침선구. 귀중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었다. 제작 기술은 얇게 떠낸 나무를 물에 불려 염색

한 후 1�5가닥씩 엇갈려 가며 엮고 모서리와 테두리에 비단으로 감싸 완성한다. 채상의 무

늬는 길상적인 무늬나 번개, 줄무늬 등을 즐겨 사용한다. (1975. 1. 29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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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소목장
목재를 다루는 목수 가운데 사찰, 가옥 등 건축과 관계된 일을 하는 장인을 목장이라고 하

며, 장과 농∙문갑∙탁자∙소반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들과 그 밖의 목공품들을 제작하

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목가구 가운데 문갑의 제작과정을 살펴보

면 먼저 문갑의 뼈 와 문틀을 만든다. 뼈 와 문틀은 연귀촉짜임을 하는데 연귀란 45도로

잘라 속을 파서 서로 맞추는 방법이다. 다음은 호장테를 만드는데 호장테란 문짝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상감 테두리로 먹감나무판자와 노란 은행나무 판자를 붙이고, 칠과 장석을 달아 완

성한다. (1975. 1. 29 지정)

제56호 종묘제례
종묘는 조선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사직과 더불어 국가존립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종묘제례는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을 말한다. 종묘제향에는 4

계절의 첫번째 달에 지내는 정시제와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지내는 임시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5월 첫째 일요일에만 봉행하고 있다. 제례의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

록 하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로 구성되며, 취위(就位) - 신(迎神) - 행신나례(行晨�

禮) - 진찬(進饌) - 초헌례(初獻禮) - 아헌례(亞獻禮) - 종헌례(終獻禮) - 음복례(飮福禮) -

철변두(撤頭豆) - 망료(望僚)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묘제례는 종묘제례악과 함께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인류구전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1975. 5. 3 지정)

경기소리는 서울과 경기도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로 종류가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 중요무

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달거리 등 12종으로 12잡가라고도 한다. 12잡가는 서민들

의 애환을 담은 서정적인 표현과 판소리에서 한 목씩을 따 온 극적인 내용이 많다. 음악형

식은 개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장단은 세마치 장단인 집장가를 제외하면 모두 도드

리로 되어있다. 선율은 서도민요 음계로 된 것이 많고, 창법(唱法)은 굵고 폭이 넓은 요성을

사용한다. (1975. 7. 12 지정)

제58호 줄타기

제57호 경기민요

줄타기는 공중에 맨 줄 위에서 재담과 발림을 섞어가며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놀이이다.

주로 4월 초파일, 단오, 한가위 등의 명절이나 궁중의 행사, 권세 높은 집안의 잔치, 마을의

동제에서 행해졌다. 줄타기는 줄광 와 어릿광 , 악사(삼현육각잡이)로 편성된다. 줄을 탈 때

에는 아래에 있는 악사들이 장구, 피리, 해금 등으로 흥을 돋우어 광 들의 동작을 율동적이고

날렵하게 만든다. 줄타기의 기예는 줄 위에서 걷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며, 뒤로 걸어가

기, 줄 위에서 한 발로 뛰기, 걸터앉고 드러눕기도 하며, 때로는 재주를 넘고 떨어지는 척 해서

구경꾼들을 즐겁게 한다. 줄타기를 할 때에는 줄만 타는 몸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노래와 재담

을곁들여줄타는사람과구경꾼이함께참여하는놀이판을만든다. (1976. 6. 30지정)

제60호 장도장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칼로 호신용 또는 장신구로 사용되었다. 장도 중에서 몸에 차는

장도를 패도(佩刀)라 하고,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을 낭도(囊刀)라고 한다. 장도는 모양과 재료

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칼집이 사각형이면 사모장도, 팔각이면 모잽이장도라 부르고, 재

료에 따라 금장도, 은장도, 백옥장도 등으로 부른다. 조선후기부터는 장도가 몸을 단장하는데

필요한 노리개로서 일종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발달하 다.

전라남도광양지방의 장도는 역사가 깊고 섬세한 공예미로 유명하다. (1978. 2. 23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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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호 은율탈춤
은율탈춤은 산 도감극 계통의 해서탈춤의 하나로, 주로 단오와 4월 초파일이나 백중 때에

연희되었다. 놀이형식은 다른 해서탈춤과 같지만, 춤사위는 봉산탈춤과 비슷하다. 놀이마당

은 사자춤∙헛목(상좌춤)∙팔목중춤∙양반춤∙노승춤∙ 감과 할미광 춤 등 6마당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놀이에 앞서 탈고사를 지내고 공연장소까지 탈과 의상을 갖추고 행렬하는 길

놀이를 한다. 은율탈춤은 다른 탈춤에 비해 호색적인 표현이 심하고, 파계승보다 양반을 모

욕하는 목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는 벽사의 의식무, 파계승에 한 풍자, 양반에 한 모

욕, 일부다처의 삼각관계와 서민생활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78. 2. 23 지정)

제62호 좌수 어방놀이
좌수 어방놀이는 부산 동래에 전승되고 있는 놀이로, 어업의 작업과정과 노동요를 놀이화

한 것이다. 놀이의 내용은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으며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중요부분을 이루며, 내왕소리, 사리소리, 칭칭소리 등 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수 어

방놀이는 어업에 따르는 노래와 풍어를 축하하는 어부와 여인들의 집단놀이가 종합된 것으

로 축제성이 강하다. 또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유일한 어업협동기구라는 점

과 어방의 전통적인 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1978. 5. 9 지정)

목가구의 결합부분을 보강하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물쇠 등의 금속제 장식을 장석(裝錫)이

라고 하며,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황동(놋쇠)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두석장(豆錫匠)이라 부

른다. 장석의 재료로는 황동과 백동을 사용하며, 보다 사치스러운 장석으로 꾸미기 위해서

는 백동을 쓴다. 주석이나 백동을 넣어 가열해 녹이고 이것을 망치로 두들겨 0.5㎜ 두께의

판철로 늘이고 면을 반듯하게 다듬는다. 여기에 본을 따라 작도와 정으로 오리고 줄로 다듬

고 활비비와 정으로 문양을 새긴 뒤 사기분말을 묻힌 천으로 문질러 광택을 내 완성한다.

(1980. 11. 17 지정)

제65호 백동연죽장

제64호 두석장

연죽(煙竹)은 담뱃 를 말하며, 백동연죽장은 백동으로 담뱃 를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담

뱃 는 담배를 피우는 도구이면서 조선시 에는 상류 계층일수록 담뱃 의 길이를 길게 하

여 양반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의 역할도 하 다. 담뱃 의 구조는 입에 물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물부리와 담배를 담아 태우는 꼬바리,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나무 설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꼬바리는 직접 열을 받는 부분으로 구조상 파손되기 쉬워 구리, 놋쇠,

백동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며 간혹 사기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1980. 11. 17 지정)

제66호 망건장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총으로 엮어 만든 일종의

머리띠이다. 망건은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물처럼

얽혀져 이마부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이 밖에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관자와 풍잠을 메달기도 한다. 망건의 재료로는 말의 꼬리털이나 사람의 머리

카락을 사용하며, 만드는 과정은 편자짜기에서 앞, 뒤뜨기로 이어지며 당을 걸고 망건을 삶

아서 부드럽게 한 다음 염색을 하고 조립해 완성한다. (1980. 11. 17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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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호 탕건장
탕건은 망건과 같이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는 모자의 일종이다. 갓이 외출할 때 의관을

정제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탕건은 집에서 간편하게 착용하는 것으로 속칭‘감투’라고도

하며 벼슬에 오르는 것을 일컫는‘감투쓴다’는 표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탕건의 재료는

말총이나 쇠꼬리털이 사용되는데 제주도 조랑말의 말총이 가늘고 질기며, 부드럽고 매끈하

여 최고로 꼽혀 탕건은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탕건을 만들 때에는 탕건골에다

고 절어 나가며, 저는 방법에 따라 홑탕건과 겹탕건, 무늬를 넣은 바둑탕건으로 구분된다.

(1980. 11. 17 지정)

제68호 양백중놀이
양백중놀이는 바쁜 농사일을 끝낸 다음 고된 일을 해오던 머슴들이 음력 7월 15일 백중 무

렵에 하루 휴가를 얻어 흥겹게 노는 놀이이다. 이러한 놀이는 호미씻기라 해서 벼농사를 주로

했던 중부 이남지방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놀이는 농신제(農神祭)를 시작으로 작두말

타기, 춤판, 뒷놀이로 이루어진다. 양백중놀이의 특징은 장식품에 있어 농신간이 특이하고

악기는 사장고와 물장고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병신춤은 다른 민속극과는 달리

다양하고 본격적인 놀이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놀이 전체에 서민들의 서러움이 익살스럽게

표현되어있다. (1980. 11. 17 지정)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약 500년 전부터 5년 또는 10년에 한번씩 마을을 지키는 서낭신을

위해 별신굿을 해왔으며, 굿과 더불어 서낭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탈놀이를 하 다. 하회

별신굿탈놀이는 각시의 무동마당∙주지마당∙백정마당∙할미마당∙파계승마당∙양반과 선

비마당∙혼례마당∙신방마당의 8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계승에 한 비웃음과 양반에

한 신랄한 풍자와 해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제사의식적인 성격

을 띠고 있으며, 탈을 태우며 즐기는 뒷풀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1980. 11. 17 지정)

제70호 양주소놀이굿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주 소놀이굿은 설과 입춘을 맞아 가족의 번창과 풍년을 기원하는 굿으로, 경사굿의 일부로

제석거리에 이어 행해진다. 소놀이굿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소와 말, 하늘을 숭배하

는 소멕놀이에 기원을 두고 무속의 제석거리와 마마배송굿 등에서 자극을 받아 형성된 놀이

로 보고 있다. 소놀이굿은 양주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강원∙충청∙황해∙평안남도 등의

지역에서도 행해져 왔다. 소놀이굿의 진행은 무당과 마부와의 화와 마부의 타령과 덕담,

마부의 춤과 동작, 소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 마부타령은 가사의 내용은 길지만 세련된

평민 가사체로 문학적인 가치가 높다. (1980. 11. 17 지정)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
제주칠머리당굿은 등신에게 해녀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무속제의로서 제주특유의 해녀 신

앙과 생활민속이 담겨 있는 굿이다 .이 굿은 매년 음력 2월 14일에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

머리당에서 열린다. 당굿은 해마다 2번 지내며, 음력 2월 1일 등신이 들어오는 날에 지내

는 등환 제와 음력 2월 14일 등신을 떠나보내기 전날에 치르는 등송별제가 있다. 제

차(祭次)는 초감제∙추물공연∙본향들임∙요왕맞이∙도액막음∙도진(신을 보내는 과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제차과정은 칠머리당굿의 등신에 한 신앙의 특성과 제주굿의

연희적(演戱的)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80. 11. 17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해설

제72호 진도씻김굿
진도씻김굿은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어주고,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진도지역의 굿이다. 진도씻김굿은 안당- 초가망- 손님굿- 제석굿- 고풀이- 이슬

털이(씻김) - 왕풀이- 넋풀이- 동갑풀이- 약풀이- 희설- 길닦음- 종천의순으로진행되며,

음악은 육자배기목(시나위목)을 중심으로 피리와 금, 해금, 장고, 징으로 구성된 삼현육각반주

를사용한다. 노래는홀로부르는통절(通節)형식과선소리를메기고뒷소리로받는장절(章節)형

식으로되어있으며, 선율의부침새와여러가지세련된목구성을구사해매우흥겹고아름답다.

(1980. 11. 17지정)

제73호 가산오광
가산오광 는 경상남도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서 전승되어온 민속가면극으로, 주로 정월

보름날 밤에 행해졌다. 놀이는 오방신장무∙ 노∙문둥이마당∙양반마당∙파계승마당∙

할미와 감마당 등 6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중의 삶의 모습, 양반과 파계승에 한

풍자, 처첩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가산오광 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방신장무의 춤사위

가 남아 있으며, 할미가 아닌 감이 죽는 장면은 다른 탈춤에서는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오

광 는 한 두 명의 문둥이가 등장하지만 가산오광 에서는 다섯 명이 나와서 각자 춤을 추고

장타령, 투전놀이를 하는 것이 특이하다. (1980. 11. 17 지정)

목장은 집을 짓는 일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서 궁궐, 사찰, 군 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지칭하기도 한다. 목장은 창호, 난간 등 소규모의 목공일을 맡는 소목장과 구분

한데서 나온 명칭이며, 와장∙드잡이∙석장∙미장이∙단청장 등과 함께 집의 완성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오늘날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목장은 그 기술이 엄격히 전승되기 때문에

기문(技門)을 형성하게 된다. 기문은 기술로서 한 가문을 이루는 것인데 기문에서의 목장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982. 6. 1 지정)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제74호 목장

기지시줄다리기는 윤년 음력 3월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행해

졌다. 줄의 길이는 50~60m이며 지름이 1m가 넘는 경우도 있어 사람이 줄을 타고 앉으면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이다. 줄이 커서 손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줄의 중간

중간에 가늘게 만든 곁줄을 여러 개 매달아 잡아당기기 좋도록 만든다. 줄 위에 올라선 장

의 지휘로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각 마을의 농악 는 빠른 장단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줄다리기는 수하(水下)쪽인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재앙을 막

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식의 하나로, 줄다리기를 통해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민족생활

의 모습을 알 수 있다. (1982. 6. 1 지정)

제76호 택 견
택견은 유연한 동작으로 상 방을 제압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예로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삼국시 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 에 이르러 수박(手拍) 또는

권법으로서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무인들의 무예로 성행하게 되었다. 택견의 특징은 첫째,

손과 몸동작이 근육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유연하며 자연스럽게 공방할 수 있는 전통무술이

다. 둘째, 음악적이며 무용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어 예술성이 짙은 유희이다. 셋째, 공격보다

는 수비에 치중하고 발을 많이 움직여 각희(脚戱)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택견은 품

밟기라는 독특한 보법에 의하여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있는 우리 민족의 자연친화적인 민족

고유의 무예이다. (1983. 6.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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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유기장
유기장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유기의 종류는 제작기법에

따라 방자와 주물, 반방자가 있다. 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방자유기는 녹인 쇳물로 바

둑알 같이 둥근 놋쇠덩어리를 만든 후 여러 명이 망치로 쳐 그릇의 형태로 만든다. 방자로는

징이나 꽹과리, 식기 등을 만든다. 주물유기는 일명‘퉁쇠’라 부르는데 쇳물을 틀에 부어 만

드는 기법으로 안성유기가 가장 유명해‘안성맞춤’이란 속담이 생겨날 정도이다. 반방자유

기는 반은 주물로 만들고 반은 방자기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983. 6. 1 지정)

제78호 입사장
입사(入絲)란 금속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線)이나 은선(銀線)을 끼워 넣어 장식하는 전통적

인 상감입사 기법을 말한다. 입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고려시 부터 전해

지는 전통방법으로 금속표면에 정 끝으로 가는 홈을 파고 그 안에 은선을 박아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의 바탕의 표면을 넓게 쪼고 그 위에 얇은 금판, 은판이나 선을 놓고 망치로

쳐서 붙이는 방법으로 조선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제작기법이다. 입사에 이용되는 문양은 빗

살무늬, 아(亞)자 무늬 등 기하학 무늬와 함께 조선 중이 이후부터는 사군자류의 회화적인 문

양을 새기기도 하 다. (1983. 6. 1 지정)

발탈은 발에 탈을 쓰고 노는 놀이이다. 놀이의 형식은 탈꾼이 포장막 안에 누워서 하는 발의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노래와 춤, 재담을 하고, 어릿광 와 여자는 포장막 밖에

서 탈꾼을 상 하며, 양옆에는 피리, 젓 , 해금, 북, 장구 등 삼현육각이 반주를 한다. 발탈

은 줄 인형극과 장 인형극의 조정형식을 갖춘 인형극적 성격과 함께 가면극으로서의 성격

도 지니고 있다. 또한 이야기 속에는 잔재주나 장난기 뿐 아니라 사회를 보는 비판력과 관찰

력이 예리하게 반 되어 있으며, 서민들의 애환을 꾸밈없이 담고 있어서 다른 지역 탈놀이의

성격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 6. 1 지정)

제80호 자수장

제79호 발 탈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 놓는 자수는 고려시 에는 일반백성의 의

복에까지 자수장식이 성행하 다. 조선시 에 들어서는 궁수(宮繡:궁중에서 수방나인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수)와 민수(民繡: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크게 구분되는 뚜

렷한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 다. 자수기법에는 돗자리의 표면처럼 촘촘하게 엮는 자리수,

땀새가 장단으로 교차되게 수놓는 자련수, 수면을 수평∙수직∙경사 방향으로 메워 가는 평

수(平繡), 선을 잇는 이음수와징검수, 매듭수, 사슬수 등이 있다. (1984. 10. 15 지정)

제81호 진도다시래기
진도다시래기는 진도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 노는 놀이이다. 특히 호상(好喪)인 경우 마을

상두꾼들이 출상 전날 밤에 상제를 위로하고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신청(神

廳)의 연희자들을 불러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노는 연극성이 짙은 상여놀이이다. 놀이는 다

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상제(假喪制)놀이를 시작으로 거사와 사당놀이∙상여소리∙

가래소리∙여흥놀이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봉사놀이가 가장 뛰어나며, 여기에 사당패(寺

黨牌) 소리 등 많은 민요와 춤이 곁들여져 흥을 돋군다. 진도다시래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

하게 장례 때 신청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골 전문예인들에 의해 전승된 민속극으로 장례풍속

과 민속극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85. 2.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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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호 풍어제
풍어제는 바다에 인접해 있는 해안지방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어(豊漁)를 기원하기 위해 행하

는 의식이다. 풍어제는 엄격한 유교식 제사와는 다르게 육지 또는 바다위에서 무당이 춤과 노

래를 곁들인 굿을 하여 제사를 축제분위기로 이끈다. 또한 마을마다 제사내용과 진행과정이

달라 동해안 별신제와 서해안 동굿처럼 마을 전체의 공동제사가 있는 반면 배를 갖고 있는

배주인이 벌이는 서해안의 배연신굿이 있다. 굿도 마을산에 신당을 모셔놓고 굿을 하거나 마

을을 돌면서 하는 굿,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집에서 용신과 해신에게 밥을 주는 용왕굿 등

다양하다.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동해안별신굿은 마을의 풍요와 어민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을굿으로,

부산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에서 1년 또는 2�3년마다 열린다. 동해안 별신굿은

어느 특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마을 수호신을 모셔 놓은 당이 있어서

여러 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굿은 세습무에 의해 부정

굿, 골맥이청좌굿, 당맞이굿, 화해굿, 각 성주굿, 천왕굿, 심청굿, 손님굿, 부인곤반굿, 용왕

굿, 꽃노래굿, 거리굿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굿을 하는 시기는 마을마다 다르나 체로 3

�5월, 9�10월 사이에 주로 거행되며, 굿청의 장식이 화려한데 비해 무당들이 입는 의상은

비교적 소박하다. (1985. 2. 1 지정)

마을의 평안과 고기를 많이 잡을수 있도록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 해주와 옹진, 연평도 지

방의 마을에서 해마다 행해졌다. 배연신굿은 선주의 개인 뱃굿으로 배의 안전과 고기를 많이

잡고 집안의 번창을 기원한다. 동굿은 마을의 공동제사이다. 동굿은 음력 정월이나 2∙

3월에 주로 하며 산에서 소원을 비는 산의 당굿과 마을 안의 가가호호를 도는 세경굿, 그리

고 바닷가의 강변용신굿으로 이어지면서 연행장소가 산과 마을의 각 가정, 그리고 바닷가까

지 마을전체가 굿 공간이 되면서 연행과장이 3개 과장으로 나뉘어 마을 사람들 모두의 이익

을 빌고 단결을 다지는 마을의 축제이다. (1985. 2. 1 지정)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동굿

위도띠뱃놀이는 매년 1월초에 열리는 부안군 위도면 리 마을의 풍어제로서 원당제라고도

한다. 굿의 형태나 진행 절차가 동굿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굿

에서는 각 가정을 돌며 가정굿을 해주는데 비해 띠뱃놀이의 마을 돌기 굿에서는 마을 요소요

소의 처소신(處所神)을 위하는 내용으로 농악과장이 되고 있다. 특히 바닷가의 용왕굿은 모

든 주민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술과 노래를 함께하는 가무과장을 이루고, 마지막 바다로 띄워

보내는 띠배보내기는 이 굿의 절정을 이루면서 가장 뛰어난 축제과장이 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1985. 2. 1 지정)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은 경남 통 과 거제도를 중심으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마을 공동제의이다.

남해안별신굿의 사제무는 같은 세습무이나 동해안 지역처럼 집단을 이루지 않고 주무(主巫)

한 사람에 조무(助巫) 한 사람, 악사등 전체 일행이 5~6명 정도로 구성된다. 남해안별신굿은

크게 도신굿, 별신굿, 오구새남굿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무가의 음악성이 뛰어나고 반주

악기에 북이 첨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안별신굿처럼 굿 중간에 사설이나 재담이 없지만

굿이 진지하고, 굿 한 거리가 끝날 때마다 고수(鼓手)와 주민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이루는

것도 재미있다. (1987. 7.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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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호 향제줄풍류
지방에 전승되는 줄풍류(현악 산회상)를 향제(鄕制)줄풍류(風流)고 한다. 음악에서 풍류라 함은

산회상(�山會相)을 가리키는데, 이는 여러 음악이 연이어서 연주하게끔 짜여 있는 곡이다. 산회

상은 현악기가 중심이 되어 실내에서 연주하는 줄풍류와 관악기가 중심이 되어 실외에서 연주하는

풍류가있다.  줄풍류는서울과지방에서 전승되어오며약간의음악적 특성을달리하는데, 지방에

전승되는 줄풍류를 서울에 전승되는 줄풍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향제줄풍류라 한다. 향제줄풍류 또

한 지방에 따라 약간의 음악적 특성을 달리하 으나 다른 고장은 전승이 끊어졌고 이리향제줄풍류

와구례향제줄풍류가전승되고있다. 

제83-가호 구례향제줄풍류
전남 구례지방에서 전승되는 현악 산회상(絃樂�山會相)이란 기악곡을 구례향제줄풍류라

한다. 향제줄풍류는 주로 거문고, 가야금, 양금과 같은 현악기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현악

산이라고도 한다. 또한 세피리, 금, 해금, 단소와 같은 관악기와 장고와 같은 타악기도

함께 편성되기도 한다. 구례향제줄풍류는 다스름(調音), 상 산(上�山=본 산), 중 산(中

�山), 세 산(細�山=잔 산)굿거리 등15곡으로 구성되는 방 한 조곡으로 되어 있다.

(1985. 9. 1 지정)

전라북도 익산 지방에서 전승되는 현악 산회상이라는 기악곡이다. 관악 산회상과 평조회

상의 칭으로 불리는 음악으로, 이들과는 조(調)와 악기 편성이 다르다. 1958년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리향제줄풍류는 거문고, 가야금, 앙금, 단소, 해금, 금, 피리, 장구 등

여덟 가지 악기로 연주하며, 곡목은 다스름부터 시작해 본령산∙중령산∙세령산∙가락덜

이∙상현도드리∙세환입∙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계면가락도드리∙양청도드

리∙우조가락도드리∙풍류굿거리까지 총 15곡이다. (1985. 9. 1 지정)

제84호 농 요

제83-나호 이리향제줄풍류

농요란 농민들이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말하며,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소리라고도 한다. 농요의 주제는 농사와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논농사소리와 밭농사소리로 구분한다. 논농사소리에는 <쟁기질소리>, <벼베기

소리>, <김매기소리>, <새쫓는소리> 등이 있고, 밭농사소리에는 <밭매기소리>와 <보리타작소

리>가 있어 1년간의 주요 농사과정이잘 나타나 있다.

제84-가호 고성농요
고성농요는 하지 무렵부터 시작되는 농사소리가 주축을 이루며, 등지라고도 한다. 고성농요

는 모판에서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기등지>,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심기등지>, 보리타

작하며 부르는 <도리깨질소리>, 김맬 때 부르는 <상사소리 및 방아타령> 등과, 부녀자들이

삼을 삼으면서 부르는 <삼삼기소리>, 물레질하며 부르는 <물레타령 >등이 있다. 마당놀이로

공연할 때는 <모찌기소리>, <모내기소리>, <도리깨질소리>, <삼삼기소리>, <논매기소리>, <

물레질소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고성농요의 노랫말엔 이 고장 농민들의 생활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향토적인 정서가 물씬 풍긴다. (1985. 12.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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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나호 예천통명농요
예천통명농요는 모심기할 때 부르는 <아부레이수나>와 모를 다 심고 논에서 나오면서 부르

는 <도움소소리>, 논을 맬 때 부르는 <애벌매기소리>와 <상사듸여>, 논을 다 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방애소리>∙<에이용소리>, 논매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봉헤이>와

부녀자들이 부르는 <삼삼기노래>∙<베틀노래>∙<도해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심기

소리나 논매기소리는 모두 느리고 길게 빼는 음을 많이 쓰고, 노래를 메기고 받을 때의 앞소

리의 끝과 뒷소리의 앞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불러 이중창적인 효과를 낸다. 예천 통명농요는

전원다운 맛과 소박한 멋이 있고 곡과 가사의 내용이 향토적이다. (1985. 12. 1 지정)

제85호 석전 제
석전 제(釋奠大祭)란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 의식으로, 문묘 제 또

는 석전제라도 한다. 석전 제는 성균관 성전에서 매년 봄과 가을(2월, 8월)에 봉행하고

있다. 절차는 신례, 전폐례, 초헌례, 공악,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송신례, 망료

의 순서로 진행된다. 석전 제에 사용되는 음악과 무용을 문묘제례악이라 하는데, 제례 절

차에 따라 헌가와 등가의 연주에 맞추어 악장을 노래하고 일무(佾舞)를 춘다. 석전 제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로서 정숙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제례와 함께 음악과 무

용이 잘 조화되어 있어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986. 11. 1 지정)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기호식품으로 뿐만 아니라 각종 제사와 의식 등에서 술을 사용했다.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의 자연환경에 알맞은 다양한 향토술을 빚어왔으며, 그에 따라 각 지방마다

특징 있는 술들이 그 맛을 자랑하고 있다. 향토술은 크게 곡주, 약용주 및 증류주로 나뉘는데

향토술의 부분은 멥쌀이나 찹쌀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을 사용해서 빚어내는 곡주이다. 현

재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제86-가호 문배주

제86호 향토술 담그기

문배주는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술로, 술의 향기가 문배나무의 과실에서 풍기는

향기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문배주는 평양 동강 유역의 지하수를 사용하 다고 한다.

원료는 ∙좁쌀∙수수이며, 누룩의 주원료는 이다. 술의 색은 엷은 황갈색을 띠며 알코

올 도수가 40도 정도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다. 문배주는 보통 6개월�1년 동안 숙성

시켜 저장하는데 문배나무의 과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문배향을 풍기는 특징이 있다.

(1986. 11. 1 지정)

제86-나호 면천두견주
면천두견주는 진달래 꽃잎을 섞어 담은 술로, 고려의 개국공신인 복지겸(卜智謙)이 병이 들

자 그의 딸이 진달래와 충남 당진군 안샘의 물로 빚은 술을 마신 뒤 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전

한다. 술의 색은 연한 황갈색이고 단맛이 나며 신맛과 누룩냄새가 거의 없고 은은한 진달래

향기가 일품이다. 두견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콜레스

테롤을 낮추며,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1986. 11.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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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다호 경주교동법주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최부자 집에서 로 빚어 온 전통적인 술이다. 경주법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최국준으로, 그는 조선 숙종(1674�1720)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司饔

院)의 참봉을 지냈다고 한다. 법주를 만들 때에는 최씨 집안 마당의 우물물을 쓰는데 물의 양

과 온도가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하며 예부터 물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법주의 주원료

는 토종 찹쌀이고 물과 누룩과 쌀로 빚는 순수한 곡주로, 색은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띠며,

곡주 특유의 향기와 단맛, 약간의 신맛을 낸다. (1986. 11. 1 지정)

제87호 명주짜기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絹紗)로 만든 직물이다. 일반적으로 견사로 만든 견직물

을‘비단’이라고 하지만 견사 종류와 세직 및 무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명주는 뽕나

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치는 일부터 시작된다. 누에고치를 끓는 물에 넣고 실 끝을 풀어 명

주실을 만든다. 명주실을 날고 베메기로 날실에 풀을 먹여 도투마리에 감아 베틀에 올려

잉아실을 걸고 날실 끝을 말코에 매면 명주짜기 준비가 모두 끝난다. 이제 베틀에 앉아 베

틀신을 신고 앞뒤로 고 당기며, 북 속의 씨실을 넣어가면서 바디로 치면서 명주를 짠다.

(1988. 4. 1 지정)

바디는 베를 짜는 베틀의 한 부분으로 이것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바디장이라고 한다.

바디는 나무 껍질로 만드는데, 3�4년이 지난 나무가 껍질이 단단하고 두터워 재료로서

접합하다. 제작과정은 바디살 만드는 과정, 기둥살(일명 날 ) 만드는 과정, 마구리를 끼우는

과정, 그리고 갓을 붙이는 과정 등으로 구분된다. 바디의 종류는 모시베, 명주베, 무명베, 삼

베 등 짜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같은 모시 베를 짜는 바디라 할지라도 베의 바

탕 올이 가늘고 굵기에 따라 9새에서부터 18새까지 모두 다르다. (1988. 8. 1 지정)

제89호 침선장

제88호 바디장

바느질로 옷과 장신구 등을 만드는 사람을 침선장이라 한다. 침선에 필요한 용구로는 옷감,

바늘, 실, 실패, 골무, 가위, 자, 인두, 인두판 등이며, 옷감으로는 주로 비단, 무명, 모시,

마 등이 쓰인다. 실은 무명실을 많이 사용하며, 옷감의 재질, 색상,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진

다. 바느질 방법은 홈질, 박음질, 감침질, 상침질, 휘감치기, 사뜨기, 공그리기 등으로 옷의

부분에 따라 필요한 바느질법을 활용한다. 또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홑으로 솔기를 가늘게

바느질하고, 봄∙가을에는 겹으로 바느질하며, 겨울에는 솜을 넣어 따뜻한 옷을 만든다.

(1988. 8. 1 지정)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당들에 의해 진행되는 놀이이지만 불교적

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굿에 등장하는 삼불제석과 애미보살, 지장보살은 불교의 신들로, 지

상에 내려와 고통받는 인간에게 복을 주며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이것은 평산소놀음굿에서

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이다. (1988. 8.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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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호 제와장
기와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제와장이라 한다. 기와는 건축물의 지붕에 빗물이나 습기가

새어들지 못하게 덮어 씌워 침수를 막고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 밑에 있는 목재의 부식을 방

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관을 돋보이게 한다. 기와를 만드는 공정은 찰진 진흙으로 된 점토

를 물과 반죽하여 나무로 만든 틀에 넣는다. 틀의 외부에 마포나 무명천을 깔고 반죽한 진흙

을 다져 점토판 위에다 씌워 방망이 같은 판으로 두들겨 일정 기간동안 건조시킨다. 그 다음

잘라 가마에서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낸다. (1988. 8. 1 지정)

제92호 태평무
태평무는 나라의 태평성 와 풍년을 기원하는 춤으로 1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을

1938년 한성준(韓成俊)이 재구성한 창작무용 가운데 하나이다. 춤동작은 섬세하고, 특히 발

디딤이 독특하며 다양하다. 반주음악은 경기도 도당굿에 나오는 진쇠가락을 비롯하여 낙

궁∙부정풀이∙올림채∙터벌림 등 무악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옷의 형태는 궁중무와 비슷

하나, 기교적인 발짓춤이 특징적인 춤사위는 궁중무와 달리 활달하고 민속춤에서 볼 수 있는

정중동(靜中動)의 흥과 멋을 보여 준다. (1988. 12. 1 지정)

전통(箭筒)은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할때 화살을 담아들고 다니는 화살통을 말하여, 전통장

이란 화살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통은 재료에 따라 여러종류가 있다. 

나무로 만든 죽전통, 종이로 만든 지전통, 오동나무로 만든 목전통, 상어가죽으로 만든 교피

전통 등이 있으며, 표면을 조각하거나 나전으로 장식한 화려한 것도 있다. 전통의 재료는 주

로 2년 이상된 맑은 녹색의 왕 나무를 쓰며, 그늘진 곳에서 2년 이상 보관했다가 사용한다.

내부의 마디를 제거하고 껍질에 문양조각과 칠을 해 완성한다. (1989. 6. 15 지정)

제95호 제주민요

제93호 전통장

제주도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민요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 민요의 보물창고로 널리

알려져있다. 제주도에서 불려지는 토속적인 민요와 통속적인 민요는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

의 직업종류에 따라 농사짓기소리, 고기잡이소리, 일할 때 부르는 소리, 의식에서 부르는 소

리, 부녀요와 동요, 통속화된 잡요로 나뉜다.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

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랫말도 특이한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민요보다 구슬프다. (1989. 12. 1 지정)

제96호 옹기장
옹기장은 독과 항아리 등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옹기의 성형방법은 반죽한 점토를 길게

늘여 둥 게 쌓아 올리는 윤적법(�積法)과 점토을 넓은 판으로 만들어 쌓아 올리는 권상법

(卷上法)이 있다. 성형이 완성된 그릇은 그늘과 햇볕을 오가며 말리고 유약을 먹인다. 유약을

먹인 다음에는 이내 손가락을 휘둘러 몸통에 활달하게 난초나 풀무늬를 쳐낸다. 이것이 옹기

제작과정에 있어 최 의 운치이자 멋이다. 한가마 분량의 날그릇이 모아지며 가마에 쌓고 불

을 때 완성한다. (1990. 5. 8 지정)

82＿중요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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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호 살풀이춤
살풀이춤은 한(恨)이나 살(煞)을 풀어주는 춤으로,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멋스러움과 감정

을 한껏 나타내기 위해 하얀 수건을 들고 살풀이 곡에 맞추어 춤을 춘다.  살풀이장단은 3박,

4박으로 12분의 8의 규칙적 리듬을 이루고 있으며, 악기는 가야금과 피리, 아쟁, 금, 해금

장구 등 삼현육각이 사용된다. 반주는‘느린 살풀이’의 애조 띤 가락으로 시작하 다가 가락

이 빨라지면서‘잦은 살풀이로’기쁘게 승화되고, 마지막에 가서‘느린 살풀이로’조용하게

끝이 난다. 춤은 살풀이 가락에 맞춰 슬픔을 품어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인간의 감정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표현한다. (1990. 10. 10 지정)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도당굿은 한강 이북지역과 수원, 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비는 뜻에서 매년 또

는 격년으로 정월초나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던 굿이다. 경기도 도당굿은 당주굿으

로 시작되어 부정∙시루말∙돌돌이∙제석∙도당신 모시기∙손굿∙군웅굿∙뒷전 등으로 진

행되는데, 이 중 돌돌이는 마을 사방에 장승을 세워놓고 액을 물리는 것이다. 도당신은 개

를 내려 모시고 손굿과 군웅굿은 주로 화랭이라고 하는 남자 세습무가 창과 재담을 섞어

진행한다. 세습무권에서는 여자만 굿을 하는데 비해 경기도 도당굿에서는 남자가 중요한 굿

을 맡아 진행한다. (1990. 10. 10 지정)

소반이란 음식을 담은 그릇을 받치는 작은 상으로 이것을 만드는 장인을 소반장이라 한다.

소반의 종류는 산지∙형태∙용도에 따라 다양하며, 크게 해주반, 나주반, 통 반, 충주반, 강

원반 등으로 구분된다. 해주반은 조각 위주의 소반이며, 나주반은 중 (中帶) 위주의 소반,

통 반은 운각(雲脚) 위주의 소반이다. 또한 다리모양에 있어서도 경상도는 죽절형(竹節形:

나무마디 모양), 전라도는 호족형(虎足形:호랑이발 모양), 강원도∙경기도는 구족형(狗足

形:개발 모양)으로 제작하는 특징이 있다. (1992. 11. 10 지정)

제100호 옥 장

제99호 소반장

옥으로 여러 가지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장인을 옥장이라 한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금∙은과 함께 표적인 보석이며, 사회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로도 이용되었다. 희고 부드

러운 옥의 성질은 바로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채석-디자인-절단-성형-세부조각(구멍

뚫기, 홈파기)-광택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각 공정에 따라 절단 공구인 쇠톱, 구멍을 뚫는

활비비, 연마기인 갈이 틀 등의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된다. (1996. 2. 1 지정)

제101호 금속활자장
금속활자장은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장인으로 금속활자 인쇄기술

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려시 에 창안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는 주조기법으로 제

작된다. 금속활자의 제작과정은 자본만들기, 원형만들기, 주조작업, 마무리작업 등 크게 4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주조기법에 따라 활자 하나하나를 랍으로 만드는 랍주조기

법과 활자의 원형으로 주물틀을 만든 후 찍는 모래주조기법이 있다. 금속활자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총망라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공예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표적인 예이다.

(1996. 2.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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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 배첩장
배첩이란 씨나 그림에 종이, 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들어 아름다움은 물

론 실용성 및 보존성을 높여주는 전통적인 서화처리법을 말한다. 배첩장은 조선 전기 국가기

관인 도화서 소속으로 궁중의 서화처리를 전담하는 장인을 말한다. 배첩은 작업은 액자, 병

풍, 족자, 표지나 속지가 손상된 고서를 처리하는 장정(裝幀) 및 고서화 처리 다섯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족자의 작업과정은 초배, 재배, 삼배로 3번의 배접지를 붙이고 건조시킨 뒤 축목

(軸木)과 반달목을 부착하여 완성한다. (1996. 3. 11 지정)

제103호 완초장
완초장이란 왕골로 돗자리, 방석, 합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왕골은

논 또는 습지에서 자라는 1�2년생 풀로 키는 60�200㎝에 이르며 완초, 용수초, 석룡초라

고도 한다. 제작방법으로는 날줄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성 게 짜는 방법과 날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촘촘히 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왕골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다양한 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며, 생활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소재 으며, 조선시

에는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사용될 만큼 귀한 공예품이었다. (1996. 5. 1 지정)

서울새남굿은 서울지역의 전통적인 망자천도굿으로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위해 베풀어졌다.

망자천도굿은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

남굿은 안당사경맞이와 새남굿으로 구성된다. 안당사경맞이는 새남굿이 벌어지는 전날 밤

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 전통적인 새남굿에서는 만신 다섯 명과 잡이 여섯 명이 참

여하며, 장구와 북, 금, 피리, 해금 등 삼현육각이 동원되었다. 새남굿에는 무속과 불교∙

유교의 종교적인 모습이 혼합되어 있으며, 궁중의 화려한 복식과 우아한 춤사위, 정교한 의

례용구 등을 갖추고 있다. (1996. 5. 1 지정)

제105호 사기장

제104호 서울새남굿

도자기는 구워내는 온도에 따라 토기(土器), 도기(陶器), 자기(瓷器)로 나뉘는데 백토 등을 혼

합하여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사기(沙器)라고 하며, 사기장은 사옹원(司饔院)에서 사

기를 제작하던 장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사기의 제작과정은 우선 모래흙(사토)에 물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비과정을 거친다. 수비과정을 거친 순수한 흙을‘질’이라고 하며 이것

으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물레작업을 한다. 성형한 그릇을 잘 건조한 다음 가마에 넣고 초

벌구이한 뒤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재벌구이를 거쳐 완성한다. (1996. 7. 1 지정)

제106호 각자장
나무판에 자나 그림을 새기는 장인으로 각자장 또는 각수(刻手)라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

진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만든『무구정광 다라니경』이다. 목판 인

쇄에 사용되는 책판은 추나무, 배나무, 가래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이다. 추나무는

단단하고 벌레가 잘 먹지 않으며, 배나무는 연하고 칼질하기가 쉽고 매끈하다. 각자의 제작

과정은 먼저 나무결을 삭히는 연판(�板) 과정을 거치는데 바닷물에 수년 동안 담가 진을 빼

삭힌 다음 음지에서 말린 뒤 각자를 하게 된다. (1996. 11. 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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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 누비장
누비는 옷감의 보온과 보강을 위해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 털, 닥종이 등을 넣거나 또는 아

무것도 넣지 않고 홈질해 맞붙인 바느질 방법이다. 누비는 승려들이 해진 옷을 기워서 입던

납의(衲衣)에서 유래하 으며 방한과 내구성, 실용성이 뛰어나 크게 발달한 바느질법이다.

누비는 누비 간격이나 바느질 땀수에 따라 세누비, 잔누비, 중누비 등으로 나뉘며, 형태에 따

라 오목누비, 볼록누비, 납작누비로 구분된다. 전통 손누비는 그 정교함과 예술성이 뛰어나

며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996. 12. 10 지정)

제108호 목조각장
목조각장은 목재를 소재로 각종 기물을 조각하는 장인을 말한다. 목조각의 재료로는 결이 아

름답고 견실한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많이 사용된다.

목조각의 제작과정은 먼저 잘 건조된 목재 위에 밑그림을 그린 뒤 목재의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는데 이것을‘걷목’이라고 한다. 걷목으로 충의 형태가 드러나면 속심을 걷어내는데

이것은 건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라짐을 방지하고, 종교적으로는 복장품을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위한 것이다. 세부조각을 한 뒤 옻칠과 채색하여 완성한다. (1996. 12. 31 지정)

화각(華角)이란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을 말하며, 이러한 화각을 이용해 공예품

을 만드는 장인을 화각장이라 한다. 화각공예는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나전칠기와

함께 주로 귀족이나 왕실의 애장품에 주로 이용되었다. 화각공예는 쇠뿔을 종이처럼 얇게 한

다음 뒷면에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채색하여 여러 가지 기물의 표면에 붙이고 옻칠을 해 완

성한다. 화각공예는 장∙문갑 등과 같은 가구류와 예물함이나 반짇고리 등의 생활용품 제작

에 이용된 전통 공예기술이다. (1996. 12. 31 지정)

제110호 윤도장

제109호 화각장

윤도(�圖)는 남북방향을 가르키는 지남침을 이용하여 풍수를 알아보거나 천문, 여행과 관련

해 사용되는 필수도구로 이것을 만드는 장인을 윤도장이라 한다. 윤도는 단단한 추나무를

2�3년동안 말려 적당한 자르고 가운데 중심점에서 바깥쪽으로 동심원을 그린 뒤 칸을 나눈

다. 침은 쇠바늘을 달구어 망치로 펴고, 침은 자력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 유기를 끼워 고정

시킨다. 분금한 칸에 24방위를 각자하며, 여기에 음양∙오행∙팔괘∙십간∙십이지를 표시

하여 완성한다. (1996. 12. 31 지정)

제111호 사직 제
사직 제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지내는 국가 제례로 삼국시 부터 전해져 왔다. 예로부

터 나라를 세우면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땅과 곡식의 신에게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렸다. 사직단은 북쪽에 신위를 모시고 동서로 사단(社壇)과 직단(稷

壇)을 배치하 다. 제사는 보통 2월과 8월에 지내고, 나라의 큰일이나 가뭄이 있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 다. 제례의 절차는 생고기를 비롯한 각종 곡식을 진설하고, 신

례∙전폐례∙천조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망료의 순으로 진행한다. (2000.

10. 19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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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주철장
주철장이란 쇠를 녹여 각종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주요한 기술

인 주조기술은 불교문화와 함께 크게 발달하 고 그 가운데 범종 제작이 그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 범종은 세부장식이 정교하고 소리가 웅장한 것이 특징이며, 전통적인 범종 제작방

식은 랍주조 기법이다. 먼저 랍으로 종의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활석과 점토 등을 혼합

에 만든 주물사를 일정한 두께로 바른 뒤 그늘에서 말린다. 그 다음 열을 가해 내부의 랍

을 녹여내고 랍이 제거된 외형과 내형을 조립한 빈 공간에 쇳물을 주입하여 완성한다.

(2001. 3. 12 지정)

제113호 칠 장
칠장은 옻나무에서 채취한 생옻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옻의 투명도와 광택을 높이고 정제

하는 장인을 말한다. 생옻 속에는 수분, 나뭇잎, 벌레 등이 들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

제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생옻에 솜을 잘게 찢어 넣고 하루가 지나면 솜이 칠

을 흡수하는데 이것을 짜면 이물질은 솜 속에 남고 순수한 칠만 얻게 된다. 생칠을 철판 위에

붓고 태양열에 수분이 증발하도록 칠주걱으로 계속 저어준다.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한 칠을

‘정제칠’이라고 하며 이 과정을 거친 칠은 투명하고 광택이 난다. (2001. 3. 12 지정)

염장(�匠)이란 발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전통가옥인 한옥에서 발은 필수품이다. 발은

여름철에 강한 햇볕을 막아주며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한다. 발의 재료

로는 나무, 갈 , 겨릅 등이 사용된다. 시누 는 음력 11�12월 사이에 채취하는데 3년

생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개월간 햇볕과 이슬을 맞히기를 반복한 시누 로 발

을 엮는데 보통 만 번 이상의 손이 가야할 만큼 발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2001. 6. 27 지정)

제115호 염색장

제114호 염 장

염색장이란 천연염료로 옷감을 염색하는 장인을 말한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염

색장은 쪽염색을 하는 염색장이다. 나주지역의 쪽염색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팔월 초순경 60

�70㎝ 정도 자란 쪽을 베어 항아리에 넣고 삭힌다. 이틀 뒤 쪽물에 굴껍질을 구워 만든 석

회를 넣으면 색소 앙금이 가라앉으면서 침전 쪽이 생긴다. 침전쪽에 잿물을 넣고 다시 7�10

일 동안 발효시키면 색소와 석회 분리되면서 거품이 생긴다. 이 과정을‘꽃물 만들기’라고

하며, 비로소 염료물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01. 9. 6 지정)

제116호 화혜장
화혜장이란 전통 신을 만드는 장인으로 조선시 신목이 있는 신발인 화(靴)를 제작하는‘화

장(靴匠)’과 신목이 없는 신발인 혜(鞋)를 제작하는‘혜장(鞋匠)’을 통칭한 것이다. 혜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겹의 광목이나 모시를 붙인 백비 위에 공단을 붙여 신 울(발등을 감싸

는 부분)을 준비하고 소가죽으로 신 밑창을 만든 뒤 신울과 밑창을 맞바느질하여 연결한다.

이때 중심이 틀어져 신코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무로 된 신골을 박으면서 신의 형

태를 잡아준다. (2004. 2. 20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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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사)한국전통택견회

(사)서도소리보존회

(사)가야금산조보존회

(사)가야금병창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관련단체

종묘제례악보존회

양주별산 놀이보존회

남사당놀이보존회

통 오광 보존회

고성오광 보존회

강강술래보존회

은산별신제보존회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평택농악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강릉농악보존회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진주검무보존회

강릉단오제보존회

북청사자놀음보존회

봉산탈춤보존회

동래야류보존회

선소리산타령보존회

승전무보존회

02-585-0246

031-840-1389

02-557-3880

055-646-2278

055-674-2582

061-542-4747

041-832-6065

055-834-3583

031-691-0237

063-842-4800

033-642-4982

063-643-1902

055-746-6282

033-648-3014

02-566-4716

02-566-6356

051-555-0092

02-501-6277

055-642-8441

안동차전놀이보존회

산쇠머리 기보존회

산줄다리기보존회

고싸움놀이보존회

강령탈춤보존회

처용무보존회

학연화 합설무보존회

수 야류보존회

한장군놀이보존회

피리정악및 취타보존회

송파산 놀이보존회

산재보존회

남도들노래보존회

종묘제례보존회

은율탈춤보존회

좌수 어방놀이보존회

양백중놀이보존회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양주소놀이굿보존회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진도씻김굿보존회

가산오광 보존회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진도다시래기보존회

동해안별신굿보존회

서해안배연신굿및 동굿보존회

위도띠뱃놀이보존회

남해안별신굿보존회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고성농요보존회

예천통명농요보존회

석전 제보존회

황해도평산소놀음굿보존회

경기도도당굿보존회

서울새남굿보존회

사직 제보존회

보유단체

054-854-0300

055-536-2326

055-536-0031

062-374-3839

02-556-2335

02-580-3245

02-566-4769

051-752-2947

053-856-5765

02-958-2518

02-412-8665

02-392-3234

061-542-4717

02-765-2124

032-875-9953

051-752-2947

055-354-3767

054-854-3664

031-879-5969

064-753-7812

061-542-4717

055-854-6669

041-355-8118

061-542-4717

051-522-2771

032-425-2692

063-583-4028

055-648-3951

061-782-8818

063-858-0471

055-674-2885

054-653-8102

02-763-0991

032-772-4331

031-236-0787

02-568-9786

02-765-2124

연락처 보유단체 연락처 보유단체 연락처

관련단체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판소리보존회

(사)배뱅이굿보존회

(사)옻칠문화연구원

(사) 악회

연락처

02-566-6300

043-844-0337

02-445-3982

02-599-2023

02-581-9712

연락처

02-569-2329

02-566-9457

02-2266-7742

02-395-5709

02-566-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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