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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무형문화재가	성장,	발전하는	데는	수많은	민속학자들의	기여가	있어	왔다.	또한	1958년	시작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민속문화예술을	발굴,	재현하여	전승의	동력을	마련했던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참가	

작품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와	민속학은	비록	유사한	대상을	가졌을

지라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확히	둘	사이의	차별화가	

논의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민속학과	무형문화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에	선행하여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독자성과	상대성,	민속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독자성과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무형문화재와	민속의	관계	및	거리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첫째,	민속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총체임에	반해서	무형문화재는	정책적인	문화적	선택이다.	

둘째,	민속은	일반적인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승되지만,	무형문화재는	국가와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지정되고	보전된다.	

셋째,	민속은	개념적	가변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법적	지지를	받는	개념으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	

넷째,	민속을	연구하는	민속학은	민속문화라는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하는	것에	반해서,	무형문화재는	

가치론을	중심으로	한다.	

다섯째,	민속은	과거의	문화를	중심적	주제로	다루지만,	무형문화재는	현재의	실상(實狀)을	중시하고	또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여섯째,	민속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며,	공유	주체인	민중	집단의	자발적이자	자생적인	문화를		

지칭하지만,	무형문화재는	비인격체인	국가가	주체이자	소유자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	지원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끝으로	민속문화와	차별화된	무형문화재의	정체성과	그에	대한	운용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였다.	

무형문화재와 민속학의 거리

나 경 수

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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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융합을 지향하는 현대의 경향과 지향은 학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통섭』1)이 베스트셀러였던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근대의 인식론이 분화를 조장하였다면, 20세기 후반부터 탈근대,  

탈구조, 탈식민 등을 기치로 한 통합에 대한 지향이 분출했다. 이는 단순한 패러다임의 변조나 또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다. 통합이 필요한 까닭은 그 이전에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세의 신학적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근대에 들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사이에 이성주의라는 무기가 필요했고, 모든 것을 이성의 잣대로 재단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별적 이산화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근대의 극복 모델로서 현대의 통합, 연계, 협력 등이 방향성과 운동성을 얻었다. 특히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수록 상호환원적 밀착이 필요하다. 지역학과 더불어 문화재학은 전형적으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단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문화재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예만 보더라도 

문화재학이 학제적 연구의 대상임이 자명하다. 학문의 분화시대에 환원론은 일종의 지적 타락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연계적 협력이 필요한 통합형 학문세계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방법론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무형문화재학과 민속학은 이런 점에서 뗄 수 없는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제적 연구

라고 하더라도 각 분야의 학적 정체성마저 흩트려서는 안 된다. 민속학이 19세기의 신흥학문이라면 문화재학은  

기껏해야 20세기에 와서 대두된 학문이다. 시대적 필요가 낳은 산물로서 둘 사이는 민족문화라는 대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둘 사이는 무척 다른 목적과 기능을 내용적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별개의 학문이다. 말하자면 가깝고도 먼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과제라서 본 연구자 자신도 생경한 주제로 느껴

진다. 다소의 시굴적인 만용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무형문화재학과 민속학, 또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의 차별

성을 논의하는 것은 단지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둘 사이의 학제적 상관성을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1) 에드워드	윌슨	저·장대익,	최재천	역,	『통섭』(사이언스북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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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형문화재의 독자성과 상대성

1. 유형문화재와의 독자성과 상대성

숭례문은 2008년 2월 10일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5년 뒤인 2013년 5월 4일에 복원이 완료되었다. 국보  

제1호라는 상징성을 가진 건물이 불에 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때, 누구나 느꼈을 안타까움으로 온 국민  

마음속 역시 불타고 있었다.

복구의 기본 원칙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① 화재 전 모습대로 복구 ② 기존  

부재 최대한 재사용 ③ 고증과 발굴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철거, 변형된 성곽 및 지반 원형대로 복원 ④

국가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 참여로 전통기법과 도구 사용 복구 ⑤ 학계전문가로 ‘숭례문복구 

자문단’ 구성 ⑥ 예산, 기술지원, 공사시행 등은 문화재청에서 담당 등의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복구에 참여할 국가무형문화재 각 분야 장인을 선정하였다. 대목장, 석장, 단청장, 제와장, 번와장 등 5개 종목

이었다.2) 국가적 지원과 최고 장인들의 노역(勞役) 덕분에 다행히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숭례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재정책이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하면서 인용했던 자료는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언론에 이미 발표된 아래의 자료였다. 

세계일보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5년 130

억 원, 2006년 135억 원, 2007년 207억 원, 2008년 205억 원, 2009년 247억 원 등 모두 92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유형·무형)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1조 8,080억 원의 5.1%에 불과한 금액으로, 나머지 

1조 7156억 원은 유형문화재에 사용됐다. 그나마 무형문화재 예산의 40% 정도는 인간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투입돼 사실상 새로운 무형문화재를 발굴·계승하는 데 사용된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3)

숭례문이 불타고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또 복원이 완료된 후에도 말썽이 많고 시빗거리도 있어 결국 사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사태에서 한국의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세계적인 찬사를 얻고  

있지만, 숭례문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순간 문화재 훼손이 일어난다면 국가적인 재난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지극히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 현장을 우리는 숭례문을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숭례문의 복구 6대 원칙 중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의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 참여로 전통기법과  

도구 사용’에 있다. 보존은 유형문화재의 문제지만, 복구는 무형문화재의 문제이다. 국보 1호라는 상징성으로 

2) https://terms.naver.com	“네이버캐스트”,	2020.	4.	5.

3) 「위기의	무형문화재…한민족의	혼이	사라진다	<2>	생활고	겪는	인간문화재」,	『세계일보』,	201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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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커 보이지만, 실제 숭례문은 그리 절대 규모가 크다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궁궐, 사찰, 서원 등 대형 건축문화재들에 대해 각고의 경계심을 갖고 보존에 힘써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화마에 훼손되었던 숭례문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준 셈이다. 

위 세계일보의 기사에서 보듯이 무형문화재의 예산은 전체 중 5.1%에 불과하다. 그것도 상당 부분 전승지

원금에 할애되고 있다. 사회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이 예산의 규모와 정비례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문화재

정책의 입장에서는 비례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이 예산 규모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숭례문의 복원에서 드러난 하나의 문제만 짚어 보자면 단청에 쓰이는 안료 생산이었다. 전통적인 안료를 만드는 

기술이 1970년대 단절된 후 화학안료나 수입안료에 의존해 온 그간의 형편이 여지없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크게 나누고 있다.4)  

이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한 모태일 제작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져 보자면 역사적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일차적 기준이며, 그것들을 만들어 낸 기예능적 측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론 무형문화재의 정의에서도 유형문화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거나 정의되고 있지 않다. 

실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유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에 의해서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 숭례문의 복원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관계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 최고의 예술품으로 꼽히는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盧)는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되어 현재 국보  

제28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호남의 역사적 예술품으로 보아도 대차(大差)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술품은  

당시 특출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특출한 장인은 어떤 문화예술적 저변도 없이  

돌출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고려청자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기술지가 전승되면서 발전을  

거듭했듯이,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들어 낸 장인의 배경에는 호남의 예술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러한 예술적 감수성과 능력이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호남의 예술은 매우 기층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5) 

4) 「문화재보호법」에서	보듯이	그간	개정을	통해서	 ‘문화재자료’나	 ‘등록문화재’가	추가되었지만,	이들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아닌	문화재’라는	것들이어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409호,	시행	2021.	6.	10.)]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5) 나경수,	『호남의	문화예술과	민속』(민속원,	2015),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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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유형문화재가 장인들과 예술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제

금동대향로나 고려청자를 제작했던 기술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면 수십, 수백 개라도 당장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기법과 기술이 진보하면서 그것들을 능가하는 작품까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한번 만들

어져 고유명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정작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만들어 낸 무형문화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능과 예능이 단절되어 온 

현실을 더러 애석해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절망적 상황으로 비분에 떠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문화재정책에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고려는 우선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일, 둘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고려하는 일, 셋째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증폭을 고려하는 일이다.

2. 민속문화재와의 독자성과 상대성

독일에서는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고대 국가의 전통을 기술하고 재수집하는 방향을 지향하게 되었다. 

빌헬름과 야곱 그림 형제는 『어린이와 가족 이야기(Kinder und Hausmärchen)』(1812∼15), 『독일의 전설

(Deutsche Sagen)』(1816∼18), 『독일의 신화(Deutsche Mythologie)』(1835)를 지속적으로 출간했다. 독일인의  

시적이며 영혼의 특성을 기록한 성과였다. 그림 형제는 그리스, 로마,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서 침윤 당하고  

훼손되었던 고대 튜튼족 설화의 재구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러한 재구를 위해 시골에서 아직 찾아질 수 있는 

설화, 놀이, 속담, 명칭, 관용구 등의 자료들이 활용되었다.6) 

 영국에서는 오래된 것들, 즉 고건축, 고문헌, 골동품, 옛이야기, 옛민요 등 옛것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는 

오랜 학문적 전통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대상들이 민간에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민간구습(Popular Antiquities)이라고 불러왔다. 1846년 톰스(William John Toms)는 이들 

민간구습을 “민속(Folklore)”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민속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시골의 농부들 

사이에 남아 있고, 또 먼 과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지시하는 데서 기인했다. 

민속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다시 정의되고 또 수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독일과 영국에서 시작

된 이러한 민속의 범주에 대한 연상들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저명한 미국의 민속학자인 던데스 

(A. Dundes)는 “민속이란 무엇인가?(What is Folklore?)”7), “민중이란 누구인가?(Who are the folk?)8) 등의 글을  

통해서 민중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최소한 하나의 공통된 인자를 공유하고 있는 일정 집단을 지칭하고, 그들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를 민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6) Elliott	Oring	저·나경수	역,	『민중과	민속』(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6~7쪽.

7) Alan	Dundes.,	“What	 is	Folklore?”,	The	study	of	Folklore,	ed.	Alan	Dundes,	Englewood	Cliffs(Prentice-Hall,	 Inc.,	1965),	

pp.1∼3.

8) Alan	Dundes,	“Who	are	the	Folk?”,	Interpreting	Folklore(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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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낱말의 개념이 변화될 수 있듯이, 민속이라는 개념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굳이 던데스의 민속이나 

민중에 대한 개념의 확장을 논하지 않더라도 도시민속, 현대민속 등 공간과 시간의 범주를 벗어난 예나 불교

민속, 유교민속, 또는 심지어 궁중민속 등 계층적 범주를 벗어난 민속의 개념적 확장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과거에 갇혀 있는 민속이 아니라 새로운 활로의 모색을 겸유(兼有)하는 개념적 전환을 위해 

민속의 영역체계 확산과 활용이 적극적으로 개진된 예도 있다.9)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속문화재를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가 정의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범주에는 무형의 어떤 것만 아니라  

관련되는 공간이나 도구, 물품, 공예품 등 물적 상관물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무형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10)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소위 민속문화재는 유네스코의 방법대로라면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무형문화를 지탱하는 모든 기반적 요소와 대상을 무형문화유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민속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은 그 형태로 보자면 유형문화재요, 그  

기능적 측면과 관련짓자면 무형문화재와 유관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문화재를 따로 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의문을 증폭시켜보자면,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별신굿탈놀이라는 연중행사와 관련된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이 왜 민속문화재가 아니라 국보 제121호로서 

유형문화재로 분류, 지정되어 있는지 실은 본 연구자의 과문(寡聞) 탓이겠지만, 그 지정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민속문화재는 민속의 범주로 말하자면 유형민속 또는 물질민속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무형문화

재와 관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물적인 것들은 유형문화재이거나 민속문화재로 분류되어 선긋기가 명확하다. 

민속문화재의 정의를 쪼개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다.

9) 나경수,	「민속의	영역체계	확산과	활용」,	『남도민속연구』	제34호(남도민속학회,	2017),	35~58쪽.	

10)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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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2)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3)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풍속이나 관습은 의당 민속이다. 그러나 그 폭이 너무 협소하다. 의복, 기구, 가옥 등은 모두 물질민속이다. 

그러나 그 대상 역시 일부일 뿐이다. 이 둘이 민속문화재의 범주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전형적일 수는 있지만, 

부분적일 뿐이다. 더구나 세 번째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긍이 가지 않는 구석을 남긴다. 국민생활의 변화를 민중생활의 변화라 했다면 민속문화재

라는 범주와 결착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변화라는 말은 결국 통시적으로 보자면 민족생활사를 

말하는 것이겠다. 생활사의 변화를 담지하고 있는 물적 유산을 민속문화재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혹시 무형

문화재의 범주나 규정에 왜곡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를 부추긴다. 더구나 민속문화재와 유형문화

재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뱃노래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만, 막상 그 보존회에서는 배도 그물도 가질 필요가 없다. 들노래를 무형문

화재로 지정하지만, 보존회 차원의 농기구나 논밭도 또 실제의 노동도 필요치 않다. 헐거운 한복을 제복과도 

같이 차려입고 노동 대신에 춤을 추면서 민요를 구성지게 부르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지정 무형문화재의 특징에  

가중치를 두어서 그것과 관련되는 노동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물적이며 유형적인 것에 대해서도 역시  

논외로 삼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정책에서 민속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고려는 우선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민속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상관성 고려, 둘째는 둘 사이의 상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보완 고려, 셋째는 이를 민속이라는 명칭과 개념의 가변성을 고려하는 일 등이다.

3. 민속학과의 독자성과 상대성

최근 몇 년 사이, 모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무형문화재 인정심사에 모 대학 교수인 민속학 전공자가 인정보 

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심의를 하는 예를 보고 있다.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신청자는 노동부의 문화재보수기술자, 기능전승자, 우수숙련기술자로 지정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명장으로 지정되는 등 그 분야와 업계에서는 이미 독보적인 장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능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번번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그 민속학 전공 교수는 공예, 특히 소목과는 하등 무관한, 그러나 문화재전문위

원이라는 직함 때문인지 번번이 인정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또 그 시도문화재위원회에서는 번번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인정심의를 하면서 부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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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극단적인 하나의 잘못된 현상을 꼬집기 위해 추린 예에 불과하다.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하나라도 본의에 빗나가는 일이 있다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적 비판과 대안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무형문화재를 편의상 기능과 예능으로  

크게 나누고 있지만, 그러한 편의적 구분에 대한 적확한 접근이 필요하며, 혹시 제도적인 맹점은 없는지도  

찾아보고 더 나아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도 숙고해야 할 일이다.

제도의 한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한계와 맹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여야만 사회적 진보를 밀어주고, 문화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량이 된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그 사회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적 성찰과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으로서 관련 학계의 사명을 꼽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무형문화재의 범주가 매우 넓어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그 개별적인 범주를 아우를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지

식을 습득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까 전공을 넘어선 관여가 일상화되고, 거기에 민속학자가 동원

되는 현상을 보인다. 민속학적 관점에서 무형문화재를 규정하고 진단하면 매우 불편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신문지상에 공개된 무형문화재, 특히 보유자를 포함한 전승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사례를 

본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규모는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역대 보유자  

수가 가장 많던 2002년(220명)에 비해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자(166명)는 24.5%나 감소했다. 특히 보유자의 

57.7%가 70세 이상(2017년 기준)인 탓에 수년 안에 보유자 규모가 급감해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실제 베를 짜는 베틀의 한 부분인 바디를 제작하는 바디장과, 그림에 종이, 비단 등을 붙여 족자와 병풍 등

을 만드는 배첩장(褙貼匠)은 각각 2006년과 2014년 마지막 보유자가 별세한 후 수 년 동안 보유자가 없는 종목

으로 남아있다. 보유자는 급속히 줄어든 반면 종목 수는 2002년 108개에서 144개로 33.3%나 늘었다. 무형문화재 

종목만 늘고, 실제 보유자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11)

위 기사는 옳은 측면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 하나를 놓치고 있다. 보유자가 감소하는 현상으로서  

마땅히 보유자를 지정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며, 애초에 

지정 당시 전승을 위해 필수적인 인원을 고려하여 몇 사람을 지정하였지만, 역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보유자를 두지 않고 있는 사례를 본다. 따라서 보유자나 전승인력이 자연감소가 아닌 특정 

기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위적 인적 축소 현상과 민속학은 무관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보유자 미지정 또는 축소

지정 등에 앞장섰던 문화재 관련 전공자들 대다수가 민속학 전공자라는 사실은 그간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적잖게 경험했을 것이다. 심지어 인정에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신청하는 종목의 

11) 「명맥	끊겨가는	무형문화재...전승자가	없다」,	『한국일보』,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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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예들이 많다.

무형문화재와 민속은 상호 대상을 겸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다. 이 둘의 연관

성만을 보고 차이를 준별하지 못하면 쉽사리 지적 편견에 빠져 오류를 범하게 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족

문화의 전승에 크게 누를 끼치게 된다. 다음 장에서 민속과 무형문화재의 동이 관계를 좀더 심층적으로 고찰

할 것이어서 여기서는 단지 민속과 무형문화재는 같은 듯싶지만, 전혀 다르다는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만을 강조하는 선에서 둘 사이의 상호성과 독자성의 문제를 제기해둔다. 

Ⅲ. 무형문화재와 민속의 관계 및 거리 산정

1. 무형문화재의 산실로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득과 실

1958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렸다. 정부수립 10주

년에 맞춰 열린 행사였다. 

민속이 때때로 지배권력에 호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조선일보사 주최로 1938년 봄 서울에서 전조선향토

연예대회의 민속예술대회가 열렸는데, 이는 “간난을 이겨내고, 장기전을 견뎌내는 왕성한 원기를 배양시키겠

다.”는 목적하에서 충성심 강한 황국신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일제강점기 식민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12) 일제강점기 어용잡지인 『삼천리』에서도 향토예술과 오락의 진흥이라는 목적을 표면에 내세

우면서 식민지 문화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운동을 벌인 바 있다. 

國民總力朝鮮聯盟內에 이번 文化部가 設置되여서 率先하여 朝鮮의 鄕土藝術과 農, 山, 漁村의 健全한 娛樂을 

振興시키기로 盡力하고 있다. 이제 本社에서도 民間에 게신 民俗學者 諸氏에게 청하여 수백년 래로 내려오든 鄕

土藝術의 復興 又는 새로운 民藝의 創造와 振興策에 대해서 그 高見을 드러 이 운동에 拍車를 가하려 하노라.13)

12)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한국민속예술	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문화체육관광부,	2009),	10쪽.

13) 삼천리사,	「鄕土藝術과	農村娛樂의	振興策」,	『삼천리』	제13권	제4호(삼천리사,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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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삼천리』에서 특별히 당시 민속학자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향토예술과 오락을 추천받은 까닭은 바로 

그 조직의 명칭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는 말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14) 전쟁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노동력 증진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속이 동원된 예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역시 지배권력의 나름대로 의도가 살펴지는데, 국권상실의 뼈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전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렸다.15) 전국에 걸쳐 국민적 관심을 흥기(興起) 

시키기 위해 관 주도의 대대적인 경연대회를 열게 되었고, 더구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취지와 연결되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대단한 열기를 모으게 된다.  

특히 많은 민속학자들이 경연대회에 참여할 종목들을 발굴하고, 지도하게 되면서 민속과 무형문화재는 마치 동의어 

처럼 인식되고 운용되어 왔다.

그간 경연대회가 지속되면서 민속에 대해서도 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순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사라져 가는 민속을 발굴하여 전승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 특정 지역에 파묻혀 있던 민속을  

국가의 문화적 자산과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해온 것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많은 예능

분야의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하여 주목을 받으면서 마침내  

지정되기에 이른 예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제1회 대회에 참여했던 32개 종목 중 9개가 국가무형문화재, 2개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제2회 대회에 참여했던 18종목 중 8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16) 

만약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없었다면 다수의 예능분야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특히 개인종

목보다는 전승상의 어려움이 커서 쉽게 전승이 단절될 수 있는 단체종목의 경우에 그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무

형문화재의 입장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기여도는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14) 『삼천리』	제13권에	글을	쓴	민속학자와	추천했던	향토예술과	오락	종목	목록.[삼천리사,	앞의	책(『삼천리』,	1941).]

민속학자 향토예술과 오락 추천종목

李能和 歌舞, 山祭, 윳노리(擲柶), 씨름(相撲), 繩引(줄다리기), 鬪牛, 廣大  
高裕燮 美術工藝(민예품)
柳子厚 社鼓, 洗鋤會
孫晉泰 農樂, 擲柶, 超版, 紙鳶, 踏橋, 씨름, 鞦韆, 假面舞踏, 秋夕노리

李克魯 씨름 

宋錫夏 
五廣大, 野遊, 地神밟기, 別神굿, 花煎, 놋다리밟기, 車戰, 강강수윌네, 索戰, 脚戱, 農樂, 山臺, 鞦韆, 跳板,
假面舞踊, 演劇, 獅子舞, 官員노리

金允經 
윳놀이, 널뛰기, 그네, 씨름, 줄다리기(引繩戱), 연날리기(飛鳶), 활쏘기(射會), 제기차기, 말달리기(馳馬), 陞鄕
圖, 將棋, 바둑(奕), 탈춤(假面舞), 줄다리기, 씨름  

崔鉉培 줄다리기, 씨름
劉昌宣 脚戱, 鞦韆, 跳板, 索戰
金秉河 씨름과 鞦韆
黃義敦 윳노리

15)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앞의	책(『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한국민속예술	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2009),	10쪽.

16)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위의	책(『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한국민속예술	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2009),	790~7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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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 발굴되는 종목보다는 기왕에 참가했던 종목이 다시 참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갔다. 더 이상 새로 발굴될 자원이 고갈되어 간 것이다. 따라서 1999년 제40회부터는 여러 논의 끝에 경연대회보

다는 축제로 운용하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명칭 자체를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명칭과 현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축제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역자치단체별 참가종목의  

경연이 벌어졌고, 또 여전히 심사를 통해 수상을 하는 등 명칭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오히려 기형적 운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동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인기 상종가로 만들었던 한 요인은 경연대회 때마다 대형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도 한몫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도 작용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연대회에 나갈 종목을 발굴하고, 선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나리오를 짜서 연습과 훈련까지도 직접 맡는 민속학자들이 많았다. 또 일부는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하거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문화권력에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로 예능분야이기는 하지만, 결국 민속학자가 무형문화재에 관여하면서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보다는  

민속 관련 문화재로 그 성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 특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면 여기에 민속학자들이 앞장서서 중요무형문화재(현재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에까지 관여하는 일이 많았다. 

지배권력에 이용되던 공동체문화로서의 민속이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의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권력의 일환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무형문화재와 민속의 변별적 자질

민속과 무형문화재는 분명히 다르다. 비록 일부 대상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애초에 성립되는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미 19세기에 학문적 토대를 닦았던 

민속학에 비해 아직 문화재학 또는 무형문화재학은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졌다고 단언하기는 이를 정도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문화재학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문화재학이나 무형문화재학은 독

립적 학문으로서보다는 다른 연계학문의 분야별 협동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연계학문 중 하나가 

바로 민속학이며, 따라서 그간 민속학이 무형문화재에 관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다른 요인을 들자면 법적 

장치의 문제이기도 했다. 2016년 새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정의하기 전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정의는 아래와 같았다.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17)

1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법률	제12692호,	시행	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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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이 모두 민속분야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곧 민속이나 다름이 없었다. 민속학자가 관여하는 무형문화재 지정에는 그들이 전공하는 민속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만 가려내면 될 일이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문화재정책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을 간파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전승되는 민속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 된다는 생각은 무형문화재의 성립정

신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안이하다.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 새로 무형문화재를 정의하였으며, 그러한 정의에  

따르면 민속과의 상당한 거리가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변별성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와  

민속 사이의 성격의 차이를 선명히 하는 일이다. 물론 둘 사이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짓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관계로 참고 또는 응용할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진행에 절벽을 만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논의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며, 임의적으로 둘 사이를 나름대로 준별해보고자 한다.    

첫째, 민속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총체임에 반해서, 무형문화재는 정책적인 문화적 선택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속은 영어의 Folklore의 번역어로서의 민속이다. 동양에서 약 2,600여 년 전부터 사용했던 

민속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18) Folk(민중)과 Lore(지식)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Folklore는 잘 알려져 있듯이 

민속을 가리키기도 하고, 민속학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의 혼용에도 불구하고 민속을 뜻하는 Folklore는 

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구비문학을 흔히 공동작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의미와 연관된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그 대상이 민속에 한정되지도 않지만, 비록 

일정 대상이 민속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 전체가 선별되는 것은 아니다. 민속 중에서도 지극히 특정적인 

대상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민속과는 범위에 있어 상당한 거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법제적 

지원과 제한을 받는다.

둘째, 민속은 일반적인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승되지만, 무형문화재는 국가와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지정되고 보존된다. 민속과 무형문화재는 태생적 차이가 극명하다. 대중 다수의 일반적 삶이 민속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내지만, 무형문화재는 특정한 탄생배경을 가진다.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주체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정과 보존, 그리고 전승이 의무적 소관사항이 된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무형문화재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되어 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가나 민족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방향이 중심이 되어야 옳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19)이나 

‘[별표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 지정 및 인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지정과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

재청(국립무형유산원 포함) 또는 문화재청장의 주도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지정과 인정이 가능한 것이다. 

18) 나경수,	앞의	논문(「민속의	영역체계	확산과	활용」,	2017),	38~43쪽.

19)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	시행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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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하나 명징(明徵)해야 할 문제가 있다.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사이의 주객의 문제다. 유형

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차이 중 가장 선명한 것 중 하나가 인간문화재의 유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형문화

재를 인간문화재의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무형문화재는 결코 인간문화재의 소유가 아니며, 또한 그에 

대한 주체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가 주체이다. 다만 국가의 소유를 위해 편의적으로 인간문화 

재를 인정하는 형식을 두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만나 본 많은 인간문화재들이 마치 본인이 특정 무형문화재의  

주인인 양 인식하는 예들을 일반적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독점적 배타성까지 스스럼없이 피력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새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지정 예정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보 및 홈페 

이지에 게재하여 지정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간에 몇 차례 이의제기로 인해서  

지정이 미루어지거나 취소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었다. 합당한 이유도 없지 않았지만, 실제로 기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배타적 독점욕으로 인한 의도적 이의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치에 합당치 않는 일

이다. 실제 보유자 없는 지정도 가능해진 까닭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에 의해 지정과 인정을 하는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가 그것을 필요로 했을 때  

지정과 인정을 추진하는 주체적 행위방식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 

셋째, 민속은 개념적 가변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법적 지지를 받는 개념으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 19세기에 민속학이 성장하면서 민속에 대한 개념이 확정된 듯싶었지만, 지금에 와서 민속의  

개념은 매우 가변적이며 스팩트럼화를 보이고 있다. 확정적 범주를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적 개념이다. 비록 법이 개정되면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념적 표류는 아니다. 새로 정해진 개념적 정의가 역시 확정적이기 때문에 민속이

라는 낱말처럼 관점이나 시대에 따라 확장과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넷째, 민속을 연구하는 민속학은 민속문화라는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하는 것에 반해서, 무형문화

재는 가치론을 중심으로 한다. 무형문화재는 가치를 따진다.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속학은 가치의 문제가 중심이 아니다. 어떤 민속이 다른 민속에 비해 더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가치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민속학 본연의 자세이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현실적으로 우월성, 대표성, 상징성, 독창성 등 더  

많은 가치를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무형문화재는 가치의 문제 중에서도 비교우위를 따지는 상대적 가치의  

평가까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문화 또는 민속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  

다섯째, 민속은 과거의 문화를 중심적 주제로 다루지만, 무형문화재는 현재의 실상(實狀)을 중시하고 또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민속은 학문의 속성상 전승을 핵심적 주제어로 삼는다. 비록 도시민속학이나  

고현학(考現學) 등 용어나 분야의 범주 확장을 통해 과거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지라도,  

민속문화의 속성 자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민속학은 결코 과거와 선긋기를 할 수 없다. 더구나 고고학자가 땅을 발굴하듯, 민속학자들은 사라진 과거의  

현상에 비중을 두고 제보자들의 기억을 더듬는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며, 현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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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맞추어 지정도 되고 인정도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변화에 대한 시점(時點)상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 다음 장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연장해 보고자 한다. 

여섯째, 민속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며, 공유 주체인 민중 집단의 자발적이자 자생적인 문

화를 지칭하지만, 무형문화재는 비인격체인 국가가 주체이자 소유자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 지원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민속학은 본래 민속이라는 문화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독일에서 초기 민속학은 자

성학이라고 불릴 만큼 낭만적 민족주의의 지지를 받고 탄생했다. 이런 까닭에 지극히 민족적 문화자산으로  

민속이 치부되기도 했지만, 일반적 경향은 아니었다. 오히려 민속을 후진적 문화 또는 잔존문화(Survival 

Culture)로 치부하던 영미계통의 이해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이든 그런 민속에 대한 국가적 소명의식 

이나 지원은 생각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란 문화정책 또는 문화재정책의 대상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지속적이며, 국가에게 무한책임이 있다.  

Ⅳ. 무형문화재의 정체성과 운용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유형문화재(민속문화재 포함)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무형문화재는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것이다. 정적 문화재냐 동적 문화재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는 정지영상

이냐 동영상이냐 하는 기록방식상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둘 사이의 속성별 차이를 통해서 무형문화

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립적 자질을 대비시켜 본다.

(표	1)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차이

유형문화재	·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공간문화 시간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

고정문화 가변문화

과거문화 현재문화

원형문화 실상문화

대부분의 민속학자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과거인을 제보자로 삼는다. 그래서 기억과 잔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민속학자가 무형문화재에 거는 기대 역시 일반적인 민속에 대해 거는 기대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가 그간 수없이 민속학자들과 충돌해 온 까닭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속과  

무형문화재의 차이도 그렇지만, 더구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선명한 선긋기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문화재는 원형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원형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거도 개념도 애매한 전형이라는 낱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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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에 대해 덧씌워놓았다. 지금까지 특히 몇몇 민속학 관련 학회에서 그간 원형과 전형에 대한 논의가 

다채롭게 이루어졌지만, 언제나 논의의 결말은 “글쎄요.”였다.

다시 숭례문을 호출하여 이 문제를 좀 더 천착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숭례문 복원사업의  

원칙 중 하나는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 참여로 전통기법과 도구 사용 복구”였다. 전통적  

기술과 전통적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복원된 숭례문이 원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형이 지니는 역사적  

내구성은 문화재에 있어 매우 둔중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전통적 기술과 전통적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진실한 역사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복원문법으로 적중할 수 있는 것은 현대적 기술과 현대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통적 기법과 전통적 도구를 사용한 복원은 하나의 모방작을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방

이라는 개념을 좀 더 문화재와 관련지어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모방은 3종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모방

이란 본디 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다 진짜인 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민족), 다른 지역, 다른 시대의  

작품을 모사하는 것도 모방이다. 2013년 복원된 숭례문은 결국 이미 흘러가버린 다른 시대, 즉 15세기의  

작품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원형에 가까이 갔다고 믿지만, 그것은 국민을 호도(糊塗)하고,  

문화재에 대한 진의를 변질시킨 문화재정책상의 중대한 하자에 불과하다. 진실한 숭례문은 현대적 기법과  

현대적 도구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며, 문화재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과거로 돌아가 시대적 모방작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직한 현대적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복원이 아닌  

재건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옳았다. 100년 후, 1000년 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21세기의 건축술을 보여 주어

야 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장인들에게 15세기를 재현하도록 했던 것은 문화재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유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가 모태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유형문화재는  

그것을 만든 당시의 솜씨와 방법을 준용했지, 그 이전 시대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제한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을 복원하면서 전통적인 기법과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문화재정책이 지극히 유형문화재의 우선과 중시라는 편중성 때문에 원형을 복원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작동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원칙은 허위이며, 오히려 원상 또는 원상태라는  

가설에 기반하여 하나의 모방작을 만들어 내고 나서 흐뭇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원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즉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문화재들의 시간대 속에서 재건이 이루어져야 했다.

무형문화재는 필요조건을 전제로 놓고 가정해 보자면 현격하게 그 지정 건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지정이나 

인정조사 등 현장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느낀 내용은 지정의 판정 조건이나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의 경우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해서, 유독 

우리의 경우는 6~70년대의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민속학적 관점이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끼치는 간섭효과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현대를 사는 과거인으로서 인간문화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태도의 연장으로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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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기법과 지금의 도구를 사용해서 지어야만 숭례문은 원형이 될 수 있다. 이미 흘러간 과거의 기법과 

도구로 만든 숭례문은 이전 시대의 모방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무형문화재는 결코 특정 시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현재의 문화라는 사실, 그리고 원형이나 전형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실상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조사위원들이 과거와 다르다, 또는 과거만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인정을  

망설이는 예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화석이나 박제일 뿐 생물로서의 문화가 아니다. 무형문화재를 화석화시킬 권력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과거만 못하다는 것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신문화인 무형문화재는  

쇠퇴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판소리 명창들이 송흥록이나 임방울만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바둑의 예를 들자면 과거 6~70년대의 9단들이 두었던 기보를 두고 보자면 그들의 실력은 지금에 와서  

초단 정도의 실력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신문화는 발전과 진보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다소 부족하다 

싶어도 지정해두지 않으면 영원히 산실되고 만다. 언제든 천재가 나타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무형문화재는 장점이면서 특성으로 가진다. 왜냐하면 물질문화가 아니라 정신문화이기 때문이다.

Ⅴ. 결론

여기에서 논의해 본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생경한 주제이다. 당연히 민속학자가 무형문화

재에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민속과 무형문화재는 애초에 다르다는 점에서 접근 역시 달라야 한다. 

민속학자가 무형문화재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민속학적 관점으로 무형문화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나 민속문화재 등과는 하등 연계적 관계가 없이 무형문화재가 따로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무형문화재는 모든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의 모태이다. 즉 모든 물질문화가 

정신문화의 소산이듯, 문화재 역시 일종의 정신문화재인 무형문화재가 가지는 선재적 권위와 연계성이 문화재 

관련 법제 및 정책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무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물질문화재인 유형문화재 및 민속

문화재와의 상관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함께 했다.

끝으로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현재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신적 유산이며  

전통을 계승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일환으로서  

지정 및 인정기준을 과거에 둘 것이 아니라 현재에 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문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취지의 문화재정책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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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집단의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 즉 국가가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적극

적으로 가치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찾아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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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on Differe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Abstract

A lot of folklorists have made a contribution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until now. And the National Folk Arts Contest which began in 1958 did not 
only stay at becoming a dynamic force for transmission of folk culture and arts by finding 
and reproducing them but also obtain good results that many works of art were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Howeve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folklore must 
be approached in other contexts even though they have similar objects. Nevertheless, any 
differentiation between both of them never clearly have been discussed until now. This study 
tried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folklor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Before this 
discussion, identity and relativity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dentity 
and correlation between folklor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the relationship and distance betwee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folklore were 
calculated as follows:  

1. Folklore is the embodiment of natural culture, whil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the 
artificial selection of culture. 

2. Folklore is made under the necessity of ordinary life, bu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designated under the necessity of nations. 

3. Folklore is conceptual variability, bu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have a very rigid sense 
of their identity. 

4. Folklore is epistemologically approached, whil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based on 
the theory of value. 

5. Folklore deals with past cultures as its central subjects, bu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gard the lay of the land(實狀) a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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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lklore is called self-generated cultures of popular groups, but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ations which are the impersonalized groups are main agents and owners and 
therefore, they are the subjects which must be maintained and supported by nations with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identity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folklore were discussed. 



제8호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



음악 분야 무형유산의 장르성 변화와 

대응 방안

김 혜 정

02

Ⅰ. 서론

Ⅱ. 한국음악학의 장르 분류와 범주 인식의 변화

 1.	20세기	이전의	한국음악	분류와	장르성의	변화

 2.	20세기의	한국음악	분류와	범주

 3.	21세기의	한국음악	분류와	경계	허물기

 4.	한국음악의	변화에	따른	분류의	향방

Ⅲ. 무형문화재 및 무형유산의 음악 종목과 장르적 성격

 1.	무형문화재의	가치판단	기준과	개념	인식

 2.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판단	기준과	개념	인식

Ⅳ. 결론 : 음악의 장르적 유동성에 따른 대응 및 관리 방안

기획논문

Genre Change and Response Ways of 
Intangible Heritage in Music

Kim Hey-jung



 
28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음악분야	무형유산의	장르성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음악학의	장르	분류와	범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무형문화재	및	무형유산의	음악	종목과	장르적	성

격을	정리하면서	음악의	장르적	유동성에	따른	대응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해	내었다.

우선	한국음악학의	장르	분류	역사를	정리하면서	시대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는	분류를		

통한	경계	세우기보다	경계를	넘나드는	유동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		

특히	경계를	잘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계를	넘어서는	일과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고	보았다.

한국음악의	장르	인식과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의	비교를	통해	그동안	예술성을	중요한		

가치판단의	준거로	삼아	공연예술음악	중심으로	문화재	종목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소외

되었던	생활음악은	예술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사람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공동체와	해당	유산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유산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적절하게	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변화는	장르성의	변화,	세대	교체,	공동체의	약화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변화들이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치판단	기준과	정책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제도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음악 분야 무형유산의 장르성 변화와 

대응 방안
김 혜 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주제어			분류,	유네스코	무형유산,	무형문화재,	한국음악학,	장르

● 논문투고일		2020. 4. 10. 	●	심사요청일		2020. 4. 21.		●	게재확정일		2020. 5. 6.



음악 분야 무형유산의 장르성 변화와 대응 방안 | 김혜정29

Ⅰ. 서론

한국음악1)의 분류와 장르 인식 등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도할 수 있다. 기준 설정은 선택의 영역이

므로 절대적인 정답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분류와 경계 짓기도 완벽하지 않다. 음악문화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아 문화적 접변과 혼효(混淆) 현상이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나누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좀 더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 나누는지에 따라 기준은 선택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분류와 경계들은 

개념을 규정하며, 나아가 가치판단의 준거가 되므로 해당 장르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분류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사람들은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다. 각종 개론서에서와 같은 학문 입문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분류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무형문화재나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같이 

전승과 관리라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 분류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문제는 이들의 분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분류의 시점에 따라 어떤 분류가 가능한지도 

달라지게 마련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민속음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있어왔고, 다양한 개념 인식이 적용되어 왔다. 특히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분류뿐 아니라 전승과 관리라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분류와 가치 인식은 조금씩 다른 입장에 있

었고 변화해 올 수밖에 없었다. 분류법과 대상으로 삼는 범주, 가치판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무형유산의 

인식에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 차이로 인해 때로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간과하기도 하고 일부 종목

에만 지나친 관심을 중복적으로 쏟기도 한다. 또 과거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승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분류에서는 기준 세우기와 경계 짓기 만큼이나 경계 허물기와 넘나듦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류의 한계를 깨닫는 것, 또는 분류의 유동성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대상의 실체에 한층 가깝게  

다가서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을 세워 분류하는 일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개념과 범주의 이해,  

가치판단의 변화, 더불어 분류를 넘나드는 유동성 발생의 요인과 성향, 또 시대에 따른 분류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음악에 대한 여러 분류와 개념, 범주 인식, 가치판단의 준거 등을 정리하여 비교

하고, 그 간극과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먼저 한국음악학계에서의 장르에 

대한 이해와 범주 인식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기 지정 종목 현황,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인식을 차례로 살펴 차이점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정리하려 한다.

1) 이	글에서	한국음악은	흔히	‘국악’,	또는	‘전통음악’이라	부르는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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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음악학의 장르 분류와 범주 인식의 변화

이 장에서는 음악 경계 짓기, 즉 분류와 장르별 개념 인식, 또한 장르성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시기 구분은 20세기 이전과 20세기, 21세기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전망

까지 시도해 볼 것이다. 

1. 20세기 이전의 한국음악 분류와 장르성의 변화

한국 내에서 음악에 대한 분류는 통일신라시대에 있었던 향악과 당악의 구분2)이 가장 앞선다. 통일신라시

대에 새롭게 당악이 대거 수입되면서 이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음악을 향악으로 보고, 당나라로부터 들어온  

음악을 당악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때의 향악은 삼국시대에 서역을 통해 들어온 음악도 포함된 것이었으므로  

향악이라는 개념이 ‘순수하게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저 새롭게 들어온 당악과 구분

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향악’을 사용했을 뿐이다. 용어나 개념 설정은 무언가 구분해야 할 상대적 가치가 생겼을 

때 비로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 예종 11년(1116년) 송나라의 아악을 수입한 이후에는 한국의 궁중음악을 향악, 당악, 아악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에서는 고려의 궁중음악을 아악·당악·속악의 세 가지로 분류

하였으며, 여기에서의 속악(俗樂)은 향악과 같은 의미3)였다. 아악은 중국 송나라의 대성아악의 줄임말이

었고, 당악은 신라 때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음악을 이르는 말이었으니 결국 한국음악은 향악 또는  

속악으로 총칭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로도 향악 또는 속악은 우리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아악·당악·속악의 분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성종대에 완성된 악서 『악학궤범(樂學軌範)』 

서문에는 “향악에서 쓰는 노래는 민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우리말로 부른다(習於鄕黨俚語者)”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의 이면에는 우리말로 부르는 민간의 음악들도 향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의미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관련하여 『악학궤범』에 수록된 내용은 대부분 궁중의식음악이었지만 민간음악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향악기 중 소관자 항에서는 “소관자는 목동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연향이나 제향의 음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按小管子自出牧童雖無所用於宴享祭享之樂)”고 설명4)하고 있어 궁중음악과 관련 없는 민간의 음악도 향악의  

2) 송방송,	「통일신라시대	당악의	수용과	그	의의」,	「한국학보」	제37집(일지사,	1984),	2∼30쪽.

3) https://folkency.nfm.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민속예술사전”,	2020.	3.	15.

4) 『악학궤범(樂學軌範)』	권7,	30쪽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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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악학궤범	중	소관자	항5)

일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민간음악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거나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 기록하려는 의지가 없었거나 궁중음악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모두가 

향악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음악사를 살펴보면 특정 악곡의 장르성이 고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민요나 무속음악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려가요는 조선 전기에 연향악으로, 또 다시 제사용 음악인 

종묘제례악으로 쓰임이 바뀌었다. 또 조선전기의 궁중음악은 고려의 향악과 고취악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궁중음악의 주요한 악곡인 관악영산회상은 민간의 의식과 잔치, 굿과 불교의례 등 종교적 행사,  

춤 반주와 행진음악으로서 널리 활용되었다. 또 양반들은 이 곡을 현악기 편성으로 악기 편성을 달리하여  

풍류음악으로 활용하였다.

민간에서도 이러한 장르성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민요는 사당패와 같은 유랑집단의 공연물로 수용되

기도 했고, 반대로 사당패나 판소리 광대의 공연물은 민간에 수용되어 다시 민요화6)되기도 하였다. 무당은  

민간의 민요를 굿음악의 하나로 활용7)했고, 민중들은 무당의 노래를 민요8)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음악의  

쓰임은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그 영향관계는 상호적이었다. 기층음악을 기반으로 공연예술음악이나 의식음악이 

5) 『악학궤범(樂學軌範)』	권7,	30쪽	b.

6) 김혜정,	「전남지역	남성민요의	음악	문화적	접변과	수용	태도」,	『호남학』	55권(전남대호남학연구소,	2014),	55∼62쪽.

7) 서해안굿의	배치기소리와	전라도	씻김굿의	상여소리,	제주도굿의	서우젯소리	등은	민요를	무속에서	활용하는	사례이다.	

8) 경기의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은	무가가	민요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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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기도 했고, 반대로 공연예술음악이나 의식음악을 민간에서 받아들여 지역화하거나 생활음악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조선시대까지 역사적으로 행하여 왔던 음악의 장르 구분들은 외래음악과 우리의 음악을 나누려는 것이었을 

뿐 우리 음악에 대한 세 분류는 아니었다. 분류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구분 짓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도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명칭과 개념, 범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물 내에 민간의 음악에 대한 것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인식에는 그 또한 향악이라는 한국음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한 한국음악 내에서도 장르적 성격이 변화하는 사례들이 많았으므로 끊임없이 분류상의 상호 교차적 영향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20세기의 한국음악 분류와 범주

20세기에 들어서 한국음악에 대한 근대적 저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역시 기록문화  

위주로 학문 연구가 시작되었으므로 주로 궁중음악이 대상이 되었고, 여기에 일부 민간의 음악들이 포함되었다. 

함화진의 『조선음악통론(朝鮮音樂通論)』9)에서는 당악, 아악, 향악과 함께 농악(農樂)과 창악(唱樂)이 나란히  

배열되었으나 이에 대한 분류는 시도되지 않았다. 또 안확10)의 『조선음악의 연구』11), 이혜구의 『한국음악 

개요』12)  등에서도 당악, 아악, 향악을 중심으로 서술하거나 이외의 장르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분류를 시도

하지 않았다. 

한국음악학에 있어서 ‘민속음악’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대학의 국악학과가 개설되고 한국 

국악학회가 만들어지는 등 근대적인 학문방식이 적용되면서부터이다. 성경린은 『한국음악논고』13)에서 아악과 

민속악의 이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장사훈과 한만영이 만든 국악개론에서는 아악으로 궁중음악과 양반의  

풍류음악을 묶고, 나머지 여타 장르들은 장르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나열14)하고 있다. 

장사훈과 한만영의 책에서는 아악(정악)과 민속악의 구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시대 기록의 향악에는 민간음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15) 하고 있다. 즉 기록상에 민간음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향악의 개념을 궁중음악으로 한정하여 정의 내려 버린 셈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궁중 

9) 함화진,	『조선음악통론(朝鮮音樂通論)』(을유문화사,	1948).

10) 안확은	이	책에서	분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궁중음악과	민중음악의	구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남상숙,	「현행	국악	개설서를		

통해	본	분류방법론의	문제에	관한	논평」,	『한국음악연구』	20집(한국국악학회,	1992),	87쪽.]

11) 안확	저,	김세종	역주,	『조선음악의	연구』(보고사,	2008).

12) 이혜구,	『한국음악연구』(서울대출판부,	1957).

13) 성경린,	『한국음악논고』(동화출판사,	1976).

14)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한국국악학회,	1975).

15) 향악이란	궁정이나	지식계급에서	쓰이던	한국식	음악이란	뜻이지,	오늘날의	소위	민간음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장사훈·한만영,	위의	

책(『국악개론』,	1975),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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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분지었던 아악, 당악, 향악의 세 가지를 묶어 아악(雅樂), 또는 정악(正樂)이라는 용어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음악들을 민속악, 또는 민속음악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장사훈은 『국악총론』16)에서 아악, 

의식음악, 민속악의 삼분법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아악’은 고려시대에 송나라로부터 수입한 대성아악을 지시하던 것이었으나 이때부터 궁중음악을 총칭하는 

‘아정(雅正)한 음악’이란 뜻의 용어로 탈바꿈되었다. ‘정악’ 역시 양반들의 음악을 지시하던 용어였으나 궁중

음악을 뜻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아악과 정악 모두 이전에 사용하던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갖게 된 것이며, 그 

지시 대상 역시 변화한 셈이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고 기존 용어의 범주를 바꾸어 제시한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협의의 아악인 대성아악과 궁중음악을 총칭하는 광의의 

아악을 설명해야만 했고, 마찬가지로 정악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나누어 설명해야 했다.

아악, 또는 정악의 상대어인 민속악은 양반 중심의 풍류음악을 제외한 민간의 음악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장사훈과 한만영의 『국악개론』 중 민속악에는 범패, 무악, 판소리, 산조, 잡가, 민요, 농악 등이 포

함되었다. 장르명으로 보면 대부분의 민속음악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내용 중에는 

향토민요나 마을 농악과 같은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통속민요와 공연화된 농악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즉 위의 장르와 내용은 종교의식음악과 공연예술음악을 주로 민속악이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속음악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속음악의 개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것일까? 아악으로 궁중음악을 묶고 그 상대어로 민속

악을 설정한 경우라면 이때의 민속악은 민간음악으로 볼 수 있다. 정악으로 궁중음악과 양반들의 음악을  

포함시킨 경우라면 이때의 민속음악은 구전 음악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다루어진 내용 가운데 향토 

민요와 마을 농악 등 기층의 생활음악이 없으므로 대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직업음악인의 구전 음악’ 정도를  

지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사훈과 한만영의 『국악개론』은 국악개론서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책이었다. 

물론 1992년 한국국악학회 차원에서 분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고17) 기존의 2분법에 대한 반성이 이루

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백대웅이 기악, 성악, 악가무(樂歌舞)종합으로 나누는 새로운 분류법18)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반향이 크지는 않았다. 한국음악학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으므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그 이후의 많은 연구물들에서 위와 같은 정악과 민속악의 이분법적 인식이 반복 

확대되었다. 

16) 장사훈,	『국악총론』(세광음악출판사,	1988).

17) 한국국악학회의	학술대회의	기획주제로	한국음악분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	작성된	논문은	『한국음악연구』	20집(한국국

악학회,	1992)에	수록되었다.	최종민,	이보형,	전인평,	백대웅,	신대철,	황준연	등이	발제를	하였으며,	남상숙,	권오성,	김우진,	한명희,		

김영운,	최헌	등이	논평을	맡았다.	[한국국악학회,	『한국음악연구』	20집(한국국악학회,	1992).]

18) 백대웅	외,	『전통음악개론』(어울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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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황병기가 작성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민속음악 항목19)에 의하면 민속음악은 ‘민중의  

기층사회에서 형성되고 애호된 음악’으로 아악(정악)의 대칭 개념이라 하면서 민요(토속, 통속), 잡가, 판소리,  

병창, 산조, 무용음악과 농악, 무악, 범패를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대상은 구전  

음악으로 볼 수 있지만 기준을 기층사회에서 형성되고 애호된 음악으로 본 것에는 계층적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판소리는 대원군과 고종 등이 애호하기도 했고, 많은 양반들이 패트론(Patreon)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즉 공연예술음악의 애호층은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

으므로 ‘민중의 기층사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위의 사례처럼 아악(정악)과 민속악의 대립적인 구분은 계층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했다. 계층대립의 각을 세우는 일은 실제 음악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립국악원의 정악단과 

민속악단의 구분법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잠재된 반목 역시 이러한 학문적 경계 짓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보다 더한 계층적 대립각을 세우고 경계를 분명

하게 세우려는 태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이분법에 

대한 반성과 함께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3. 21세기의 한국음악 분류와 경계 허물기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음악의 분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식음악, 생활음악, 예술음악, 종교

음악의 4분법20)과 궁중음악, 풍류음악, 예술음악, 민속음악, 종교음악의 5분법21) 등 음악의 기능(쓰임)에 따른 

분류가 더 많이 애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음악의 쓰임’22)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음악을 신분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닌 쓰임과 역할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위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기능이지만, 그 바탕에는 기록문화와 구전문화, 그리고 

직업음악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도식의 

왼쪽 편은 기록문화, 오른쪽 편은 구전문화, 상단은 연행자가 직업음악인 경우이며, 하단은 연행자가 비직업 

음악인인 경우를 말한다. 

19) https://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	3.	15.

20) 김혜정,	『새로	쓴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습』(민속원,	2013).

21) 김영운,	『국악개론』(음악세계,	2015).

22) 7차	교육과정(1997)에서는	음악의	역할을	배우도록	하였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연속으로	‘음악의	쓰임(노동,	놀이,	행진,	의식,	종교	등)’에	대해	배우도록	공지하고	있다.[http://ncic.re.kr/mobile.kri.org4.

inventoryList.do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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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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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음악 

(그림	2)	한국음악의	기능(쓰임)에	따른	분류

위의 분류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분류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 분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능의 중복성과 기준을 넘나드는 유동성이다. 삼현육각의 경우 궁중음악에서도 사용되며 불교의  

의례과 무속의 굿판에서도 연주가 되며, 양반들의 유가행렬과 민간의 여러 잔치 등에 두루 사용된다. 위의  

분류에 의하면 여러 구분에 모두 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 농악은 일반인들이 연주할 때 민속 

음악이지만 그들 가운데 뛰어난 이들이 걸립패를 형성하게 되면 공연예술음악이 되므로 두 장르를 넘나드는 

상태가 된다. 동일한 음악이 여러 장르에 걸쳐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위의 경계 세우기 역시 완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류가 유효한 이유는 장르적 성격과 음악의 특성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록문화보다 구전문화에서 더 큰 유동성이 발휘되고, 직업음악인의 음악이 비직업음악인의 것보다 대중성이 

강하고 더 높은 난이도의 음악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또 직업음악인의 공연예술음악은 팔아야 생존하는 

음악이므로 그에 걸맞은 연행과 시대에 따른 변화를 해내야 하는 것이며, 비직업음악인들은 자족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 공동체의 특정한 목적성 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장르별 음악의 특성과 생존 

기법은 그 자체로 해당 장르의 가치 기준이며, ‘무엇을 지키고 전승해야 하는가?’에 답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장르적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비직업음악인들의 생활문화가 그대로 유지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르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장르성을 보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에 대해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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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음악의 변화에 따른 분류의 향방 

앞항의 논의는 현재 시점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미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어 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진리라 여겼던 여러 가치와 전승 목적, 전승 방향

들도 수정되어야 한다. 앞서 정리했던 (그림 2)의 도식이 과거의 음악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음악문화를 동일한 기준으로 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가 없는 작업이다.  

우선 기록문화와 구전문화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판소리, 산조, 잡가, 민요, 농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편차는 있지만 일종의 기록화 작업이 시행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전수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대부분의 전수자들이 구전으로 음악을 교육하게 되었을 때 걸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와 같이 선생님 집에 기거하면서 음악만 연습하던 환경이 아니기에 구전심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유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구전심수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한 장점을 다른 

방향으로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양반, 평민과 같은 신분적 개념과 궁중과 같은 특정 목적 의식이 모두 없어졌다. 과거의 궁중음악은 

이제 모두 공연예술음악으로 편입되었다.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이러한 관현악 편성의 음악과 

무용들을 모두 공연물로 만들어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양반음악(풍류음악) 역시 공연예술음악화되었

거나 일부 지역에서 일반인의 동호활동을 위한 음악으로 남겨져 있다. 논에서 부르던 농요와 마을 농악도 공연을 

하는 세상이 되었고 일부 굿과 불교의 의식음악, 유교식 제례음악도 종종 공연된다. 

그런가 하면 생활음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음악인 민요의 상당수는 기능을 잃었다. 

논농사와 밭농사, 또는 어업에서 일은 상당 부분 기계화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또  

놀 때에는 민요가 아닌 대중가요를 부르게 되었고, 장례의식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농악 역시 많은 지역에서 

더 이상 마을 굿을 연행하거나 지신밟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음악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활음악은 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접하게 되는 최신 유행 

가요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극히 한국음악을 사랑하는 적은 규모의 애호층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음악이 매력적인 생활음악이 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한국음악을 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접해 보지 않은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거나 빠져들어서 자신의  

음악으로 만드는 일은 극히 어렵다. 듣고자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음악과의 경쟁에서 한국음악은 승리할 가능

성이 없다. 또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떨어지는 한국음악을 미디어에서는 소비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능적으로 노래가 필요한 상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바라

보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노동집약적 일은 적어지고 그마저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일노래는 필요치 않은 것이다. 즉 이 시점에 우리에게 남은 생활음악의 기능은 감상을 통한 정서 표출적 기능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으로 살아남는 음악은 자연히 미디어에서 선택한 음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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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디어의 힘이 적더라도 매력이 있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서 표출적 기능의 

음악으로 선택될 만한 음악은 공연예술음악 중에서도 예술성과 기교 등이 매우 뛰어난 음악들이다. 우리는  

멋진 연희자의 훌륭한 연주와 연행을 보면 그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 음악에 빠져들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입문을 해서 해당 음악을 생활음악으로서 즐기게 되면, 진정으로 깊은 

멋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향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동아리와 같은 형태를 통해 한국음악을 강습

하거나 전승하는 경우가 그러한 생활음악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 시점의 한국음악은 과거의 구전과 기록의 의미가 사라졌고, 많은 기능(쓰임)이 사라진 상황 

이며 대부분의 기능이 ‘공연과 감상’에 집중되어 있다. 위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한국음악을 다시 

분류해 본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현재 국악은 공연예술음악이 비대하게 커져 있고, 일부 종교음악이 남아 있으며, 생활음악의 입지는 줄어 있는 

상황이다. 음악의 쓰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기능이 ‘공연’ 형식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은 공연을 향유하는 청중이 없다면 성립 불가한 기능이다. 때문에 향유자들의 확보가 한국 

음악의 생존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적극적 향유자는 생활음악으로 해당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생활음악의 축소는 결국 한국음악 전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활음악의 축소가 가져올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역사적으로 항상 생활음악은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자랑해 왔다. 이전에 없던 도전적이고 새로운 장르나 악곡의 시작에 기층음악,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비직업음악인들의 영향과 역할이 컸다는 것은 서양음악사나 한국음악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생활음악 문화가 약화되면서 그러한 창의적 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음악의 미래에 매우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분류에서 기존의 ‘민속음악’ 개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민속음악은 공연예술음악과 

공연예술음악 종교음악 

생활음악 

직
업
음
악
인 

비
직
업
음
악
인 

(그림	3)	수정된	한국음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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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음악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민속음악, 또는 민속예술은 현재 공연예술음악과 생활음악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그 사이를 유동적으로 오가고 있다. 그러므로 민속음악의 전승과 보존에 있어서 어느 한 

쪽만으로 치우쳐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제는 민속음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 있는 개념인지 고민

해야 할 상황이다.

이상적인 한국음악의 생태계는 생활음악이 더 크게 발전하고 공연예술음악의 비중이 줄어든 피라미드형 

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음악의 기층성이 담보되어야 그들이 공연예술음악의 수요자가 되어줄 수 있고, 공연 

예술음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자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음악이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공연예술음악은 최고의 기량과 예술성을 뽐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자연스러운 순환구조가 살아 있어야 한다. 공연예술음악의 정점이 높고 가파를수록 생활음악의 기반이 탄탄

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음악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공연예술음악이 얼마나 전문

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생활음악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무형문화재 및 무형유산의 음악 종목과 장르적 성격

이 장에서는 음악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와 무형유산 관련 분류와 개념 인식, 가치판단 기준 등을 비교하여 

정리하려 한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지정하는 가치판단 요소들을 기 지정 종목들과 연계하여 살펴

볼 것이며, 해당 종목의 문화재 지정 이후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무형유산 역시 어떤 가치를 중시

하는지와 등재 종목들의 상황을 통해 무형문화재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음악 종목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1. 무형문화재의 가치판단 기준과 개념 인식

국가무형문화재는 1964년 종묘제례악을 제1호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140여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 

시기를 보면 1964년부터 현재에 이르므로 56년이 흐른 셈이다. 앞 장에서 한국음악학의 분류가 20세기와  

21세기의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있어서도 분류나 범주 나누기, 가치판단의 기준 등이  

변화해 왔다. 때문에 기 지정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기준과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문화재

보호법」은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해 왔으므로 중요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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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23)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 규정하였고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2007년 개정된 법규에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 하여 학술적 가치가 추가되었다. 

여기에서 연극, 음악, 무용 등의 장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악가무 종합 형태가 많은 전통문화의 특성을 

잘 담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궁중무용과 각종 종교적 의식들은 음악과 무용, 또는  

연극이 모두 섞여 연행되므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들을 쪼개어 놓은 것은 다분히 서양식 학문체제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가치판단의 기준이 역사성, 예술성, 그리고 학술성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종의 지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음악에 있어서 예술성이 가치판단의 준거가 되면 공연예술음악이 가장  

적절한 장르가 될 것이므로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음악분야의 기 지정 종목들은 대부분 공연예술음악에 속한 것들이다. 즉 직업음악인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경기민요(제57호)와 서도소리(제29호) 등은 민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잡가와 통속민요를  

지정한 것이었으며, 남도들노래(제51호), 고성농요(제84-1호), 예천통명농요제(84-2호), 제주민요(제95호),  

강강술래(제8호) 등도 민요 중에서는 특별히 악곡수가 다양하고 음악적으로 세련된 면모를 지닌 것들이었다. 

농악 역시 진주삼천포농악(제11-1호), 평택농악(제11-2호), 이리농악(제11-3호), 임실필봉농악(제11-5호)와  

같이 이름난 뜬쇠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지정 이후의 전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지정 종목들은 문화재 지정 이후 주로 공연  

목적으로 연행을 거듭하면서 공연예술 장르로서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뛰어난 예술성을 유지하는가의  

여부에 전승 목표를 두면서 이 문화를 둘러싼 여러 가치와 의미들은 잊히거나 퇴색해 갔다. 마을 농악이 지니는 

공동체의 염원과 종교성, 삶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 논농사와 더불어 불렀던 농요의 맥락은 사라지고 음악만 

남게 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위와 같은 내용이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어 오다가 2015년에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항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3) 이하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내용은	다음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이다.[http://www.law.go.kr	“국가법

령정보센터”,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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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대상의 세분화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다르게 음악과  

무용 등을 나누지 않고 전통적 공연예술로 묶었으며, 구전전통 및 표현이나 전통적 놀이와 축제 등 음악이 속해  

있지만 음악 중심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여러 문화들을 본래적 특성으로 묶어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2016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었다. 이전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과 달라진 점은 ‘대표성’과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으로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대표성, 전형 유지의 6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형’이라는 표현과 ‘대표성’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나열하고 있는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지식, 

생활 관습 등의 가치판단에 이러한 6개 항목의 기준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음악 관련 종목에 있어서는 

예술성과 음악적 기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요 관련 종목에 있어서 보존회가 생각하는 ‘원형’, 또는 ‘전형’의 모습은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였을 당시의 공연 내용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것을 기반으로 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연대회의 출전에 있어서 농요의 공연은 일종의 전형성24)을 보인다. 흰색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우장과 삿갓을 쓰는 일이 많으며, 농악대와 두레기를 앞세우고 입장하여 모찌기, 모심기, 3회의  

논매기를 순서대로 진행하며, 중간에 새참먹기나 논두렁밟기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 논매기가 끝난 후에 장원질

을 하기 위해 소를 타고 행진하거나 지게를 타기도 한다. 공연의 화려함을 위해 논 주변에 물을 품는 두레(맞두레, 

용두레 등)를 배치하거나 볍씨뿌리기, 디딜방아찧기 등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하지만 농사의 과정이나 시점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30∼40분 분량 정도의 공연물이 원형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농사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공연을 위한 연출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것으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미 공연물적 가치로 문화재를 인정받은 양 경연대회 출전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다. 노래의 순서와 길이도 경연대회 출전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며 그 이전의 풍부했던 가사들은  

전승하려 하지 않는다. 문화재 지정과 더불어 농요 공연물로서 확립되어버릴 뿐 그 이외의 의미는 전승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연 문화재 지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은 무엇이며, 전승되기 원하는 ‘전형’은 무엇인가? 농요의 문화재 

지정과 경연대회, 이후 공연에 있어서 흰색 바지저고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시점의 문화를 

전승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조선시대인가? 아니면 1970년대 기계화 이전의 모습인가? 논농사의 방법

24) 김기형·김헌선·김혜정,	『한국민속예술축제	50년사』(문화체육관광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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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농사꾼으로서의 신념이 없는 소리꾼이 농요를 잘 부른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받아 노래를 전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농요를 잘 부른다고 한들 절대적 가치로 따졌을 때 판소리나 직업음악인들의 

성악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음악적 난이도를 어떻게 극복하여 농요 문화재의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

농악도 마찬가지이다. 초기 지정되었던 뜬쇠들의 판굿과 달리 구례잔수농악처럼 마을 농악의 정체성을 갖는 

단체는 문화재 지정 이후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충분히 공연물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저평가로 이어

졌다. 구례잔수농악의 가치는 공연물로서의 가치보다는 마을 농악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공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공연물로서의 가치 획득을 위해 채상 상모꾼을 공연에 초빙하는 씁쓸한 풍경25)들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기 지정된 농악 전승 단체 대부분은 판굿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굿은 공연용 굿으로 마을 

굿이나 지신밟기 등 마을공동체와의 연계성이 필요 없다. 그러한 가치들이 없다면 판굿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술적 기량과 연주 기술, 연행 능력 등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행 능력은 사람의 일이어서 나이 들면 달라지게 

마련이다.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는 가장 뛰어났던 사람을 지정하지만 몇 년만 지나도 상황은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또 다른 천재적 연행자가 나타나더라도 기 지정 종목과의 중복성 때문에 새로 지정하기가 어려워

지므로 수준이 떨어진 기 지정 단체는 계속 살아남고 새로운 천재는 알아봐주는 이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또 공동체성 없이 예술성과 기량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지정하게 된다면 직업음악인들이 만든 농악 중심의 공연

단체들이 더 뛰어난 역량으로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익을 위해 꾸려진 공연 단체와 다른 문화

재로서 농악의 가치는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일까?

이상과 같이 농요와 농악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 생활음악과 공연예술음악을 오가는 장르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 절차에 있어서 농요와 농악은 생활음악으로서의 가치, 마을 공동체의 전통문화 

속에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문화재 지정과 더불어 이 종목들이 공연예술음악으로서 활용된다.  

학자들은 해당 종목이 여전히 생활음악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즉 문화재 지정은 장르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생활음악은 본래의 

전승 장소를 떠나 공연장으로 옮겨진다. 마을에서 연행했던 농요와 농악 등은 공연장의 무대 위와 소규모 마당으로  

연행 장소를 옮겨야 하고, 문화재의 전승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여 분 남짓의 공연을 반복적으로 해내고 있다.  

과거에는 일을 잘하기 위해 노래했고, 신명나게 노래하면서 일을 잘 하면 되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청중들을 신명

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줄이고 재미있을 만한 부분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대안을 내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과연 생활음악은 계속 생활음악으로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농요의 생활음악으로서의  

25) 2018년	구례잔수농악	공개발표회에도	채상상모를	돌리는	소고잽이	5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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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 따라서 그래야 할 당위성도 없다. 그러므로 생활음악의 공연예술음악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생활음악과 공연예술음악의 관계는 한국음악사 내에도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 왔다. 생활음악 연행자들은 끊임없이 공연예술음악과 같은 기량과 공연자로서의 환상을 꿈꾸었고, 때문에 

기량이 뛰어난 농악대의 치배들은 뜬쇠가 되어 직업음악인이 되기도 했다. 비직업음악인들이 직업음악인의 음악을 

선망하고 그와 같은 기량을 갖추기를 꿈꾸는 일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해당 음악에 대한 깊은 미감을 가질 수 있고 애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에 성공적으로 직업

음악인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직업음악인이 지금처럼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반대로 보자면 문화재 지정은 생활음악을 공연예술음악으로 바꾸었고, 그것을 계기로 기능을  

잃어버린 음악을 전승시켜 남겨지게 한 공이 있는 것이다. 또 공연화에 따른 내용의 고착화는 어쩔 수 없는 공연

예술음악의 특성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공연에서 즉흥성과 유동성이 난무하면 호흡을 맞추기 어려

워지기 때문이다. 

또 공연예술음악은 반대로 생활음악에 영향을 미친다. 멋진 공연을 보고 그 멋에 빠져든 청중들이 그 음악을 

배우려 시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다. 공연예술음악이 성공적일수록 생활음악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공연예술음악과 생활음악의 상호적 관계는 당연한 일이며 그 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문화재로 생활음악을 지정하였다 하여 공연화되는 것을 우려할 일이 아니고, 공연예술음악을 지향하는 동호

회의 활동을 우려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이기 때문이다. 지정된 생활음악은 공연예술음악화

될 것을 기대해야 하며, 더 멋진 공연예술이 되어 생활음악을 촉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고정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기 지정 문화재 종목들을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한국음악 중에서 공연예술음악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상당수의 종교음악 역시 지정되어 있다. 즉 직업예술인의 

음악문화들은 과거 「문화재보호법」과 가치 기준이 일치했기 때문에 지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종목은 애초에 공연예술음악이었으므로 그러한 예술성을 강조하고 더욱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에 비해 생활음악에 해당하는 음악문화들은 애초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었던 생활 

음악분야의 문화들을 살펴서 새로이 종목으로 지정하여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기 지정 종목의 생활

음악 가운데 여전히 공연예술음악화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은 생활음악으로서의 가치를 더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 

장르의 성격상 공연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애초에 다른 가치가 더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공연예술

음악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건, 전승자들의 선택과 현재적 상황이 그 지점에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와 그에 적합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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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례향제줄풍류(제83-1호)와 이리향제줄풍류(제83-2호)처럼 비직업음악인인 풍류객들의  

생활음악이었던 경우는 예술성에 대한 가치를 줄이고 생활음악으로서의 가치, 즉 자족적인 향유와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가치, 지역적 개성 등을 주목해 주어야 한다. 강강술래 역시 어떤 전승자는 놀이꾼의  

역할만 하고 어떤 전승자는 노래만 부르는 기형적 전승이 아니라 누구나 부르고 노는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야  

한다. 농악에서도 마을 농악인 구례잔수농악은 마을 공동체의 마을 굿과 마당밟이의 종교성과 신념 등에 주목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가치를 더 중심에 놓고 전승해야 한다. 

또 생활음악이었으나 공연예술음악화되어 공연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농악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한 속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전승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마을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활음악 향유자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이를 도시의 동아리 형태 활동으로 대신하

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마을 공동체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가 사라지는 대신 연주 기량과 연행 역량을 최고

조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의무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15년 이후 바뀐 「문화재보호법」을 바탕으로 보유단체 없는 종목들이 지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리랑’ 

이나 ‘씨름’과 같은 종목이 그렇다. 이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아리랑’을 잘 부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 자체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화를 다시 

살펴보면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무수하다. 지금까지 음악의 기술과 기교에만 집중했다면 그 이외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2.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판단 기준과 개념 인식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분류와 가치판단에 영향을 받았으나 여전히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 준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항에서는 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려 

한다. 먼저 무형유산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26)를 갖고 있다. 

유산의 범주에 표시하라. 협약 제2.2조에 나오는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다. 만약 “기타”에 표시할 

경우는 괄호 안에 어떤 범주인지 명시하라. 

□ 무형유산의 매개체로서 언어를 포함하는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예술

□ 사회관습, 의식, 축제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공예

□ 기타 (          )

26)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분류체계와	신청서	서술	양식	등은	2014년도	농악지정신청서의	양식에서	따온	것임.[유네스코,	<농악지정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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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 이상의 항목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의 무형유산 신청서의 서술 항목들을 살펴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유네스코 등재신청서의 항목>

1. 유산의 정의 및 소개 

ⅰ 동 유산을 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유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유산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ⅱ 동 유산의 보유자 또는 연행자는 누구인가? 유산의 연행과 전승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특별한 역할은 무엇인가? 

ⅲ 동 유산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오늘날 어떻게 전승되는가?

ⅳ 동 유산이 오늘날 해당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ⅴ 동 유산이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이나 공동체 간 상호존중의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가? 

2. 가시성 확보, 인식 제고 및 대화 촉진에 기여

ⅰ 동 유산의 등재가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 확보와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ⅱ 동 유산의 등재가 공동체/단체/개인 간 대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ⅲ 동 유산의 등재가 문화다양성과 인간 창의성 존중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3. 보호조치

3.a.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루어진 보호조치

ⅰ 동 유산의 생명력이 해당 공동체에 의해서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해당 공동체가 이미 이행 

        했거나 진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ⅱ 해당 당사국은 동 유산을 어떻게 보호하나? 재원 부족과 같은 대내외적인 한계도 상술하라. 이를 위해 해당  

        당사국이 이미 시행했거나 진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3.b. 향후 보호조치 

ⅰ 유산이 등재된 후 가시성이 확보되고 대중의 관심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부터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ⅱ 해당 당사국은 앞서 제시된 보호조치 이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ⅲ 해당 공동체는 앞서 제시된 보호조치 기획에 어떻게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이행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위의 1번 항목은 유산의 기본 정보를 담도록 했지만 이 부분의 관심은 전승자와 향유자 등 사람에 있다. 누가 

전승하며 누가 향유하는가,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국제 인권 규약이나 공동체 간 상호존중의 원칙 

에서 벗어나지 않는지의 여부 등이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자면 역사성을 작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무형유산에서는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이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남녀차별이나 빈부나 계급 등 계층 간의 갈등이 만들어질 소지가 있는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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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항목 역시 가시성 확보, 인식 제고 및 대화 촉진에 기여 등 무형유산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3번 항목을 통해 어떻게 보호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두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심지 

어는 전형까지도 그다지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치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궁중음악은 과거 특정 집단이 향유했던 음악이므로 무형유산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현재 그 음악을 

국립국악원이 전승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가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애초에 공연예술음악인 경우에는 상업성을 조심해야 한다. 물론 한국의 전통음악에서는 상업성을 우려할  

만한 대상이 없지만 말이다. 

위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예술성이 부족해서 종목 지정도 받지 못했거나 음악학의 범주에서조차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외 문화가 무형유산의 입장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술성이  

부족하고 역사성을 증명할 수 없어서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없었던 종목일지라도 공동체가 살아있고,  

그것을 충분히 향유하며, 공동체에 긍정적인 역할과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는 무형유산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입장에서 한국음악을 다시 살펴보고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의 가치판단 기준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의 등재에는 국내에서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무형문화재 제도가 무형유산과 궤를 같이 해야만 하는 

과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전형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과 문화, 공동체성과 현재적 전승 상황을 강조하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결론 : 음악의 장르적 유동성에 따른 대응 및 관리 방안 

이상에서 한국음악학의 장르 분류 역사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무형문화재의 분류와 가치판단  

기준, 무형유산의 가치판단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자 입장에 따라서 대상을 이해하는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인식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음악학의 분류에 있어서 계층 중심 분류에서 기능 중심 분류로의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류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동성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분류와 개념, 

범주의 설정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사회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는 경계를 

세우는 일보다 유동적으로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한국음악의 장르 인식과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의 비교를 통해 그동안 예술성을  

중요한 가치판단의 준거로 삼아 공연예술음악 중심으로 문화재 종목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6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생활음악은 예술성이 아닌 다른 가치판단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활

음악 종목들이 새롭게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생활음악이었던 음악이 공연예술음악화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한국음악학의 장르인식이나 무형문화재의 가치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 왔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대표성, 전형 등의 가치보다 사람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공동체와 해당 유산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유산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유산의 가치판단 기준은 우리가  

수용하고 앞으로 전승 방향의 설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보았다. 결국은 한국음악학의 입장에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이라는 입장에서도 공동체, 사람(전승자, 향유자), 공동체와 문화의 관계맺음 등의 문제가 

공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논의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은 분류의  

기준을 세우고 경계를 만들어 놓지만 세상의 변화는 급격하여 경계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경계를 넘고  

변화해버리는 것이다. 2장에서도 한국음악의 현재에 기층음악인 생활음악의 약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언급

하였고, 3장에서도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생활음악이 공연예술음악으로 변화해버린다는 점을 말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오히려 공연예술음악으로 인해 새로운 생활음악의 수요가 만들어지

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변화되어 가는 과거의 생활음악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생활음악(기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의 기억 속에 남겨졌던 한때의 생활음악은 이제 기층성이 없는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향유해야 하는가? 새로운 기층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활음악이 만들어지도록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공연예술음악은 없는가? 

또 무형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성은 어떻게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농촌공동체는 

사라져 가고 있으며, 농요 전승단체들은 모두 인원 확보가 어렵다는 한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공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을에서 출발했던 단체는 

면 단위, 군 단위로 지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앞으로의 상황이 여전히 막막하다. 그런 상황에서 농요를 이해하고 

즐겁게 감상해줄 수 있는 향유자는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과거 마을 농악에서의 공동체는 마을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사람들이 모여 농악을 연주하는  

지역은 극히 일부이고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팀은 전승단체가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연주자를  

제외하면 향유자가 되어줄 공동체가 없는 형편이다. 많은 전승자들을 확보한 경우 연주에 참여하지 않는 전승 

자가 향유자 역할을 맡는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 그렇게 향유자 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활동을 잘 한 단체로  

칭찬받아야 할 상황이다. 공연예술음악이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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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음악의 문화재 지정에서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 공동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애초 생활음악에서 출발한 많은 종목들은 공연예술음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남는 가치가 예술성이라면 그 또한 허무한 일이다. 예술성이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등극하는 순간 전국의 농악연주 단체와 직업음악인들이 모두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가는 것 역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는 일도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공동체

든지 만들 수 있다. 마을이나 지역이 아니라도 해당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기존의 문화재 지정과 보존 정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읽어내고 그에 대응하여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은 발전되어간다고 말하지만 신라의 범종 기술은 고려에 전승되지 못했고, 고려의 청자 기술 역시 전승 

되지 못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이치 때문에 우리는 그 기술을 전승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과거의 빛나는 음악문화의 기량 및 기술을 잃어버리지 말고 

후대에 이어줘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에 가장 빛나고 있는, 또는 빛낼 수 있는 문화를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때 빛났던 문화를 다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화재 제도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해서 전승하는 것에도 목표가 있어야 하지만, 그 지향이 과거 지향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무형문화재 제도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다. 천재적인 기술과 기량을 가진 인물들은 어디선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이 한창 꽃 피울 시점에 따라 해당 문화의 중심이 이동한다. 현재와 같은 고정적인 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호정책으로는 이러한 문화 변동을 따라갈 수 없다. 장르성의 변화, 세대의 교체와 변화, 세상의  

변화 등에 제도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따라가 줘야 한다. 문화재의 지정에 대해 임기제나 지정 연한(年限)을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단체와 인물에 대한 신규 지정을 확대해서라도 새로운 천재들을 키워

내야만 문화재의 안전한 전승과 확산이 가능해 질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문화재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다가는 문화재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48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참고문헌

사료

● 『악학궤범(樂學軌範)』

저서 및 논문

● 김기형·김헌선·김혜정,	『한국민속예술축제	50년사』(문화체육관광부,	2010).

● 김영운,	『국악개론』(음악세계,	2015).

● 김혜정,	『새로	쓴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습』(민속원,	2013).

● ,	「전남지역	남성민요의	음악	문화적	접변과	수용	태도」,	『호남학』	55권(전남대호남학연구소,	2014).

● 남상숙,	「현행	국악	개설서를	통해	본	분류방법론의	문제에	관한	논평」,	『한국음악연구』	20집(한국국악학회,	1992).

● 백대웅	외,	『전통음악개론』(어울림,	1995).

● 성경린,	『한국음악논고』(동화출판사,	1976).

● 송방송,	「통일신라시대	당악의	수용과	그	의의」,	『한국학보』	제37집(일지사,	1984).

● 안확	저,	김세종	역주,	『조선음악의	연구』(보고사,	2008).

● 이혜구,	「한국음악개요」,	『한국음악연구』(서울대출판부,	1957).

● 장사훈,	『국악총론』(세광음악출판사,	1988).

●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한국국악학회,	1975).

● 함화진,	『조선음악통론(朝鮮音樂通論)』(을유문화사,	1948).

인터넷 자료

● 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folkency.nfm.go.kr/kr/main	“한국민속대백과사전-민속예술사전”

●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악 분야 무형유산의 장르성 변화와 대응 방안 | 김혜정49

Kim Hey-ju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Genre Change and Response Ways of 
Intangible Heritage in Music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orean music studies,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UNESCO intangible heritage's genre classification method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value, and to discuss how to respond to the gap and change.

First of all, I was able to look at the changing paradigm of each era while organizing the 
history of genre classification in Korean music studies. And now I know that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and approach cross-boundary liquidity more flexibly than to boundary through 
classification.

Next,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genre of Korean music and the comparison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s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esignated, we can see that the arts 
have been used as a basis for important value judgments and have been operating cultural 
heritage events centered on performing arts and music. Now, I believe that living music, which 
has been marginalized, should be approached based on a different value judgment than 
artistry. Meanwhil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UNESCO's intangible heritage focus 
more on human problems and value how the community and its heritage are related and how 
the heritage currently exists.

Finally, I talked about the fact that we are undergoing a drastic change and that we should 
take a flexible stance in response and revise our policies accordingly. Changes we should accept 
include the disappearance and weakening of living music, weakening existing communities and 
forming new forms of community. Despite these changes, it will not be able to fulfill the role of 
the system if it fails to change existing value judgments and conservation policies.

Keyword Classification, UNESCO Intangible Heritage,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n Mus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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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무용학에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무용계에서	민속춤의	연구성과는	민속지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의	변별력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에	연구자는	민속학에서	규정하는	민속과	무형유산의	개념을	근간으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에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은	연구대상과	기본적	개념은	유사하지만,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민속춤은	철저하게	생태	환경에	맞게	생성·변화·소멸의	순환구조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는데,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발전하면서	그	시대	지역	공동체가	선호하지	않은	춤은	사라지고,	

선호하는	춤은	변화·발전·확대되었다.	즉,	자연계의	적자생존의	법칙이	민속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무형유산춤은	

이런	민속춤	가운데	전승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춤으로,	지역	공동체에	의해	조성된	전승	환경	속에서	형성된	춤이다.		

즉,	무형유산춤이란	민속춤	가운데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춤	중에서	시각적으로	체계화·	

구체화·양식화된	춤을	의미한다.	무형유산춤은	민속춤과	달리	보존·전승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체계화·

구조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구체화	과정에서	구성조건	중의	하나는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	살아남은	춤이나	춤사

위이다.	이런	춤이	무형유산춤의	중심	키워드가	되어	춤을	체계화·양식화한다.	이는	무형유산춤은	민속춤과	달리	

자연스러운	전승이	아닌	인위적	전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형유산춤은	향유주체에게	교육을	통해	보급·전승한다.	

즉,	향유주체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매체가	필요하다.	즉,	콘텐츠물이	존재해야	전승과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무형유산춤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춘	민속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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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무용계에서 민속춤1)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협소하다. 21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민속춤은 전승춤2)의 범주 

밖에 존재했다. 이 시기 민속춤에 대한 인식은 민속 현장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용학에서는 부재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이 전문예인집단에 의해 연행된 춤만 지정되었다. 

이는 무용계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연행주체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즉, 무용전공자에 의해 연행ㆍ 

전승된 춤만을 무용으로 간주하고 일반인들이 추는 춤은 무용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 

이전의 무용종목에 있어 무형문화재 지정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무형문화재 7개, 시·도무형문화재 9개이다.  

그러나 춤인 몸짓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춤이 무용뿐만 아니라 음악·전통연희, 그리고 의례·의식, 놀이 분야에도 소통의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춤의 영역은 매우 넓다. 그러나 현재 이런 춤은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이 아닌 타 분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연희는 춤(무용분야)ㆍ노래(음악분야)ㆍ대사(국문학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연희에서 심사나 자문에서 무용전공자는 항상 배제되었다. 이는 전통연희뿐만 아니라 의례ㆍ 

의식인 불교의례와 무속의례, 놀이인 강강술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무용계가 전승춤에 대한 범주를  

전문예인집단에 의해 연행되는 공연예술 위주로 한정하고 무용계 스스로 전승춤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무용계에서 민속춤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의 하나

가 무형문화재 무용종목 지정의 확대인데, 국가무형문화재는 21세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7개 무용으로 변화

가 없으나, 시·도무형문화재는 9개에서 24개로 확대되었다. 이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용종목은 승무·

살풀이춤과 같은 전문예인의 춤뿐만 아니라 의식·의례에서 연행되는 춤인 경기도당굿시나위춤(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64호), 불교의례인 범패와 작법무(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음악분야인 경기고깔소고춤(경기

도 무형문화재 제56호) 등이 있다. 또 하나는 무용학계에서 즉흥춤·허튼춤의 성격을 지닌 민요·소리춤에 관심

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용연구학회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주제가 '춤축제 세계 민요

춤의 문화적 담론'으로 35개의 발제문이 발표되었다.3) 그러나 이 35개의 발제문 중에서 민요춤에 대한 발표는 

‘Presentation Session 1. 세계 민요춤의 문화적 담론’에서 이애현의 「민요춤 연구」,4) ‘Presentation Session 2. 

자유발제’에서 백현순의 「아리랑에 맞춘 아리랑 민속춤의 필요성」5)뿐이다. 비록 35개의 발제문 중에서 2개의  

1) 여기서	의미하는	민속춤은	한국무용	유형	분류에서	궁중정재와	전문예인에	의해	연행되는	전통춤	개념으로	민속춤이	아니라,	일반인들

이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추는	비정형화된	민속춤을	의미한다.	

2) 여기서	전승춤이란	전문예인집단에	의해	연행·전승된	춤으로	공연예술	형식을	지닌	춤을	의미하는데,	이	춤은	대부분이	무형문화재로	지

정되거나	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		

3) 한국무용학회,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춤축제	세계	민요춤의	문화적	담론』(한국무용학회,	2014).

4) 이애현,	「민요춤	연구」,	『한국무용연구』	제32권	제3호(한국무용학회,	2014).

5) 백현순,	「“아리랑”에	맞춘	“아리랑	민속춤”의	필요성」,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한국무용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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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만 민요춤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민요춤을 무용학의 영역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술발표이다. 이 국제학술심포지엄를 기점으로 무용학에서는 2015년 이병옥의 「소리춤의 범주와 형식적  

특성 연구」,6) 2016년 장임순 외 1인의 「포항 월월이청청 소리춤 연구」,7) 2018년 이미영의 「민요춤 <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본 지역춤 활성화 방안연구」,8) 2019년 이미영 외 4인의 「한국 민요춤 개발을 위한 경기도 

이천 거북놀이 특성 연구」,9) 김해성의 「구덕망깨소리에 나타난 춤의 특성」10) 등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었고,  

2019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 민요춤 아카이빙 활용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공동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제 민속춤은 무용학에서 승무·살풀이춤처럼 무용학의 연구대상

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변화된 무형문화재법은 그동안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형화ㆍ고착화ㆍ획일화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전문

가에 의한 원형보존에서 향유주체와 공유ㆍ소통하는 대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16년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하 문화재법)과는 달리 무형유산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면서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었고, 우리나라는  

무형유산을 무형문화재와 같은 등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틀 속에 무형유산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법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속춤을 무용학의 연구대상으로 학문화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이므로 

민속춤은 무용학에서 아직 초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무용학에서는 무형유산의  

개념은 도입되었으나, 무형유산과 민속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아직 무형유산춤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

하고, 개념도 부재하다. 이는 일반인에 의해 연행되는 민속춤이 21세기 들어와서 무용학문의 하나의 연구영역 

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속학분야와 민속 현장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2016년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으로 무형유산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민속과 무형유산에 대한 정체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무용분야에서도 민속춤이란 무엇이며, 무형유산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의 민속학에서 언급하는 민속과 무형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민속춤과 무형 

유산춤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이병옥,	「소리춤의	범주와	형식적	특성	연구」,	『한국민요학』	제45호(한국민요학회,	2015).

7) 장임순,	「포항	월월이청청	소리춤	연구」(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 이미영,	「민요춤	<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본	지역춤	활성화	방안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70권	제3호(한국무용예술학회,	

2018).

9) 이미영	외,	「한국	민요춤	개발을	위한	경기도	이천	거북놀이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제37권	제2호(한국무용연구학회,	2019).

10) 김해성,	「구덕망깨소리에	나타난	춤의	특성」,	『한국무용연구』	제37권	제4호(한국무용연구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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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속춤을 바라보는 관점

민속춤이란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춤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향토성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민속춤은 자연 발생적, 농경사회에서 세시풍속과 연관성, 민간의 생활 속에서 성장ㆍ발달, 

집단에 의한 공동체 의식이 내재,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 역사적 지속성, 지역성ㆍ향토성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민속춤은 공동 집단의 춤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 대(代)를 이어 전승된다. 이런  

민속춤은 민족춤·민간춤·향토춤·토속춤·지역춤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민속춤을 학문으로 조사ㆍ연구한 학자는 정병호이다. 정병호는 『한국의 전통춤』에서 민속춤의 정의를 “민속

춤이란 민족의 기층문화의 한 영역으로 민족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춤으로 역사와 전통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 만일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단절된다면 민족문화로서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민속춤으로서의 의미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민속춤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문화 일반의 형성ㆍ발전ㆍ변모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모태

이자 생성기반이 되어야 한다.”11)고 하였다. 

연구자는 민속춤을 기존의 한국무용 유형 분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민속

춤은 크게 광의적 민속춤과 협의적 민속춤으로 구분이 되는데, 광의적 민속춤은 궁중춤에 대별되는 개념으로 

궁중춤을 제외한 전승되는 모든 전통춤을 의미한다. 즉, 전승되는 연향춤ㆍ의례춤ㆍ가면춤ㆍ향토춤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협의적 민속춤은 비전문인인 일반사람들의 비정형화된 즉흥적인 춤으로 주로 농악의 잡색ㆍ소리춤  

등과 같이 타 종목에서 연행되는 춤이다. 한국무용 유형 분류에 있어 학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분류에 있어 궁중춤ㆍ민속춤의 이분법이나 궁중춤ㆍ민속춤ㆍ의례춤의 삼분법으로 구분한다. 이때 민속춤은  

향유층에 의한 분류로서 궁중을 제외한 모든 연행주체ㆍ연행공간에서 실행되는 춤을 의미한다. 민속춤은 한국 

무용 유형 분류에서도 학자마다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대분류 > 상분류 > 중분류 > 하분류 

종목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궁중춤과 대별되는 광의적 민속춤을 대분류로 구분하는 유형 분류  

방식을 통해, 협의적 민속춤의 종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병호의 민속춤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집문당,	1999),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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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병호의	민속춤	분류12)

유형 대분류 상분류 중분류

기능적	

민속춤	

대동춤 농악춤,	탈춤,	소리춤

개인춤(장기춤) 허튼춤,	모방춤

직능상
집단춤 농악춤,	탈춤,	소리춤

개인장기춤

사회과학적

민속춤	

생활적	춤(민중적	무용)

축제적	춤(종교무용)

예술학적
농악춤(집단무용)

탈춤(개인무용)

정병호는 한국무용 현장을 가장 많이 조사·연구한 사람으로 그의 민속춤 분류는 현장을 바탕으로 구성한  

분류법이다. 그는 1989년 학술세미나에서 ‘한국무용의 분류법과 호칭 상의 문제’를 발표하였는데,13) 이후 

1999년 『한국의 전통춤』에서 다양한 준거 틀에 의한 한국무용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병호는 다양한 기준(기능·직능·사회과학·예술학)에 의해 민속춤을 분류하였는데, 대분류(민속

춤) > 상분류(집단 vs 개인) > 중분류(농악춤·탈춤·소리춤 vs 허튼춤·모방춤)을 제시하였다. 그의 민속춤 분류는  

광의적 민속춤과 협의적 민속춤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 민속춤에 대한 시각이 통합ㆍ혼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온경의 민속춤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정병호,	앞의	책(『한국의	전통춤』,	1999),	259∼264쪽.

13) 이병옥,	「한국	전통춤의	분류와	양식적	특징」,	『공연문화연구』	27집(한국공연문화학회,	2013),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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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김온경의	민속춤	분류14)

대분류 상분류 중분류 종목

민속춤

무속춤	

경기지역	무무
성내(城內)	무무	:	진오귀굿

성외(城外)	무무	:	도당굿

호남해안지역	무무 씻김굿

동해안지역	무무 별신굿

제주도지역	무무 큰굿

농악·향토춤

경기도	농악·향토춤 답교놀이·양주소놀이굿·거북놀이·경기농악

충청도	농악·향토춤 충남붕기타령·등마루놀이·은산별신제·충북농악

호남	농악·향토춤 농기세배·쌍룡놀이·고싸움·강강술래·호남농악

영남	농악·향토춤
놋다리밟기·여원무·백중놀이·지신밟기·동래학춤·	

쾌지나칭칭나네·영남농악

강원도	농악·향토춤 거리제·강릉단오굿·평창농악	등

가면춤

황해도	해서지역	가면춤 봉산탈춤

중부지역 양주별산대놀이

강원도·경북	안동지역 관노가면희·하회별신굿놀이

경남	해안지역(야류·오광대) 통영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

남사당	덧뵈기 남사당	덧뵈기

민속춤

사찰춤

나비춤 나비춤

바라춤 바라춤

법고춤 법고춤

기방춤
교방청춤 진주검무·승전무

권번춤 한량무·승무·살풀이허튼춤·장끼춤

김온경은 민속춤을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김온경의 민속춤 분류는 대분류(민속춤) > 상분류 

(무속춤 vs 농악·향토춤 vs 가면춤 vs 기방춤) > 중분류(지역별) 종목들을 제시하였다. 김온경은 민속춤을  

광의적 시각과 협의적 시각으로 구분하였는데, 광의적 민속춤은 대분류로서 무속춤, 농악·향토춤, 가면춤,  

기방춤을 포함하고, 협의적 민속춤은 무속춤과 기방춤을 제외한 농악·향토춤과 가면춤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해 연행되는 춤이다. 마지막으로 이병옥의 민속춤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김온경,	『한국민속무용연구』(형설출판사,	1997),	55∼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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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병옥의	민속춤	분류15)

대분류 상분류 중분류 하분류 종목

민속춤

의례춤

불교

의례춤

종파별

순례춤
연등,	탑돌이,	도량돌이	등

종파별

재식춤

영산재(불모산,	봉원사,	영서사)	수륙재,	생전예수재	등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타주춤	등

무속

의례춤

지역별	

신유춤

함경도	망묵이굿,	평안도	다리굿,	황해도	만구대타굿,	배연신굿	등	

월도창검춤,	베가르기춤,	방울춤	등

지역별	

축원춤

진도씻김굿,	남해안별신굿,	동해안별신굿,	강릉단오굿	등	

제물춤,	길닦기춤,	지전춤	등

장례

의례춤

지역별	

장례놀이춤

진도다시래기,	경북대돋움,	빈상여놀이,

충북대도름(댓도리),	충남호상놀이,	용인대방위놀이	등

지역별	

운구의례춤
휘겡이칼춤(밀양,	진주,	용인),	방상씨탈춤	등

지역별

매장의례춤
휘겡이칼춤(밀양,	진주,	용인),	방상씨탈춤	등

민간춤

탈춤
지역별	

탈춤

산대탈춤(송파,	양주),	오광대탈춤(고성,	가산,	통영),	

야류탈춤(동래,	수영),	사자탈춤(북청,	봉산,	강령,	은율),	

해서탈춤(봉산,	강령,	은율)	등

농악춤
지역별	

농악춤

호남농악(영광,	진도,	정읍,	고창,	여천,	익산),	영남농악(진주,	

구미,	김천,	대구),	웃다리농악(금산,	평택,	안성,	광지원)	등

소리춤
지역별	

소리춤

강강술래(진도,	해남,	비금도),	월월이청청(영덕,	안동),	

배치기춤(인천,	강화,	옹진)	등

허튼춤
지역별	

허튼춤

병신춤(경기,	경남	밀양),	동물모방춤,	보리대춤,	깨끼춤(송파,	

화성),	구불춤,	두꺼비춤,	홍두깨춤	등

민속춤 예인춤

기방계춤
권역별

기방춤

살풀이춤(호남,	대구,	경기),	검무(진주,	평양,	경기,	호남),	승무,	

수건춤,	기원무,	입춤,	굿거리춤,	남무	등

재인계춤
권역별

재인춤

살풀이춤,	검무,	승무,	수건춤,	태평무,	화랑무,	진쇠춤,	학춤,	

한량무	등

신청계춤
권역별

신당춤

도살풀이춤,	신칼춤,	재석춤,	진혼수건춤,	터벌림춤,	부정놀이춤,	

지전춤	등

이병옥은 민속춤의 분류를 상·중분류까지 분석한 김온경보다 더 세밀하게 상·중·하분류로 구분하였다.  

이병옥의 민속춤 분류는 대분류(민속춤) > 상분류(의례춤 vs 민간춤 vs 예인춤) > 중분류(불교·무속·장례의례춤 

vs 탈춤·농악춤·소리춤·허튼춤 vs 기방계·재인계·신청계) > 하분류(지역별) 종목을 제시하였다. 이병옥도 김온

경과 마찬가지로 광의적 민속춤과 협의적 민속춤으로 구분하였는데, 대분류에 속하는 광의적 민속춤은 의례춤·

민간춤·예인춤, 협의적 민속춤은 민간춤으로 명명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뚜렷한 탈춤·농악춤·소리춤·허튼춤

으로 구분하였다.  

15) 이병옥,	앞의	책(「한국	전통춤의	분류와	양식적	특징」,	2013),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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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 유형 분류에서 민속춤의 속성을 지닌 춤은 광의적 민속춤보다는 협의적 민속춤에서 잘 나타난다. 

광의적 민속춤은 궁중춤 이외의 모든 춤을 포괄하고 있어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다양한 춤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광의적 민속춤은 의례춤·민속춤·공연예술춤의 속성을 두루 지니고 있는 반면, 협의적 민속

춤은 민속춤 본래의 특성을 보여 연구자는 민속춤의 속성을 협의적 시각에 한정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위의 표를 보았을 때 민속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데, 첫째 민속춤의 연행주체는 독무 혹은 소수  

몇 사람이 연행하는 소규모의 개별 춤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참가하는 대규모의 집단 춤이다. 그래서 

민속춤은 개인에서 개인, 가문에서 전승되는 구조가 아니라 마을 주민에 의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

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민속춤에는 예인춤과 같은 전승계보를 형성하지 않는다. 민속춤은 예인춤처럼 향유주

체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연행주체가 즐기는 춤으로 연행주체와 향유주체가 동일하다. 또한, 민속춤은 

마을 단위의 춤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를 담은 향토춤이다. 둘째, 민속춤의 연행 시기는 절기에 따른 세시기에 

연행하는데, 이는 세시기의 습속ㆍ놀이와 연관성이 깊다. 민속춤은 농악처럼 노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구심체가 된다. 셋째, 민속춤의 연행공간은 마당이다. 마당은 일상 

생활의 공간으로 일터이면서 놀이터이고, 민속춤이 연행되는 시기에는 춤판이 된다. 마당에서 연행되는 춤은  

공연장의 춤과는 달리 활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군중집단춤이며, 춤동작보다는 다양한 춤길로 표출

한다. 넷째, 민속춤은 자연발생적인 춤이다. 민속춤은 주변의 환경을 그대로 몸에 이입해 표출한 춤으로  

춤동작이 자연스럽고, 즉흥적이며, 단순하고, 반복이 많다. 민속춤은 정형화ㆍ고착화 되어 있지 않아서 연행주체 

ㆍ시간ㆍ장소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그만큼 연행주제의 개성이 드러나는 자율성이 보장된 춤이다. 또한, 민속

춤의 감정선은 직선적이고 직접적이며 투박하고, 강하다. 민속춤은 연행주체의 감정이 춤에 이입되어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민속춤은 사회의 현상을 

해학적ㆍ풍자적으로 표출하는 골계미를 나타낸다. 민속춤은 화려하지도 우아하지도 예술적 완성도가 높지도  

않지만, 민속춤에는 민중의 정서와 의지가 올곧게 담겨 있다. 다섯째는 민속춤의 장단과 박자는 단순하고  

간결할 뿐만 아니라 타악기 중심의 음악으로 누구나 쉽게 장단을 파악하고 접할 수 있다. 

Ⅲ. 민속춤의 가치부여와 고정화

민속춤은 기층문화를 토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몸짓으로서 인류 역사와 함께 변화ㆍ발전하였다.  

특히 한국의 민속춤은 세시풍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부족국가 제천의식인 부여의 

영고ㆍ고구려의 동맹ㆍ동예의 무천ㆍ삼한의 5월제와 10월제 등과 고려의 팔관회ㆍ연등회 등, 조선의 세시풍속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춘 음주가무(飮酒歌舞)의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삼국지·위지』 동이전  

마한조에 의하면, 마한의 제천의식에서는 “…기무수십인(其舞數十人) 구기상수답지저앙(俱起相隨踏地低昻) 

수족상응(手足相應) 절주유사탁무(節奏有似鐸舞)…”라고 하여 민속춤의 형태와 춤사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답지저앙, 수족상응의 춤의 형태는 아직도 현존하는 민속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춤동작이다. 이런 민속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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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洞祭) 때 구전심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데, 이때 춤이 가지는 속성에 따라 그 시대 

그 지역의 주민이 선호하는 춤이나 춤사위는 전승되고 선호하지 않는 춤이나 춤사위는 사라진다. 즉 민속의  

속성인 생성-변화-소멸의 순환구조가 민속춤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민속춤은 자연 발생적인 춤으로  

지역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자기 지역만이 지니는 독특한 춤을 형성하는 이것이 민속춤이 지니는  

생명력이다. 이런 민속춤이 부족국가에서 조선시대까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성-변화-소멸하면서 전승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이런 자연스러운 민속춤의 전승이 의도적으로 단절ㆍ변모ㆍ과장된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그리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이하 전국민속경연대회), 무형문화재 지정이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는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춤의 연행 공간과  

연행주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전통적인 춤문화가 변화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춤문화의 최고

의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마치 물 흐르듯이 춤의 구조ㆍ진행ㆍ형태ㆍ춤사위가 변화하고, 연행공간도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였다. 그러나 서구문물의 유입은 극장이라는 인위적 연행공간이 형성되

면서 자연스러움이라는 미적 가치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즉, 향유주

체는 자연스러움보다는 무대에서 관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행동들이나 연행주체의 개성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연행주체자는 과거 전통 연행주체자들과 달리 외국 유학생으로서  

서구문물을 앞장서서 유입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행물은 우리 전통의 미적 시각이 아닌  

서구적 시각에 근거해서 제작되고 공연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로서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민속문화를 물리적으로 훼손시키고, 매도한 시기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속신앙 타파이다.  

민속신앙의 금기는 마을 단위의 집단행사를 중단하게 하였고, 이때 연행된 민속춤 또한 단절되는 위기에 처

했다. 민속춤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마을 사람들을 단합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촉매

제였다. 민속춤은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구전심수방식의 교육구조를 지닌 춤이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에  

민속춤의 교육장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춤도 사라졌다. 민속춤의 단절은 민속춤을 보는 시각ㆍ가치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민속춤의 변화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자연적 변화가 아닌  

인위적 변화이며, 춤의 미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모한 시기이다. 이후 1962년대 문화재법이 제정되고,  

무형문화재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민속문화의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변모ㆍ소멸된 무형문화재가  

복원ㆍ창작되었는데, 이는 1958년 시작된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통해 실행되었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대부분 민속은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통해 수상을 하고, 이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사라져 가는 민속예술을 발굴ㆍ재현하여 민속예술의 예술성과 다양성

을 펼쳐 보이고, 무형문화재제도와 더불어 민속예술을 보존ㆍ전승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큰 업적16)을  

남겼다.17) 그러나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삶의 현장 안에서 융합적으로 보여 주던 민속을 공연예술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람형으로 변화되면서 원형이 변화된 것과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통해 발굴ㆍ재현된 민속이  

16) 전국민속경연대회는	1958년을	시작으로	현재	61회를	맞이하며,	400여	종의	민속을	발굴하였다.[http://www.kfaf.or/kr	“한국민속	

예술축제”,	2020.	3.	20.]	

17) 최상일,	「60년의	역사,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어제와	내일」,	『월간	공진단』	16호(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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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전승되지 못했다18)는 것과 같은 문제점도 남겼다. 이렇게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

화재법에서 제시한 원형유지의 원칙에 따라 고정화·정착화·양식화되어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다. 여

기서 원형이란 불변의틀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속춤에는 원형이 있을 수 없다. 민속춤은 현장에

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민속춤은 원형유지라는 함정에 빠져 스스로 자신을 박제화하였다. 그럼 민속 

춤에서 원형의 기준을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민속춤을 원형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무형문화재 보유 

자가 추는 모든 춤은 원형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일이다. 춤은 몸을 매개체로 하는 예술이다. 몸은  

변화한다. 몸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20대ㆍ40대ㆍ60대 나이의 몸이 다르다. 물론  

춤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럼 어느 것을 원형의 기준틀로 삼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봉착 

했다. 그 결과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의 키워드가 원형유지에서 전형으로 변화되 

었고,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무형유산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 

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개념이다. 사실 무형유산의 개념은 민속춤 현장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와 중복ㆍ혼용

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6년 무형문화재법에서는 무형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전형을 키워드로 한다. 

전형은 그동안 원형유지에서 배제된 민속의 현장, 즉 민속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연행된 삶의 현장을 무형문화

재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연행주체 중심의 박제화된 민속춤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의 소산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하였다. 이것이 민속춤이 지닌 

본성이라 생각한다.  

Ⅳ. 무용학에서 민속과 무형유산 바라보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속은 기층문화를 바탕으로 한 생활 속에 전승된 습속을 의미한다. 그럼 무형유

산이란 무엇인가? 무형유산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형유산이 화두가 된 것은 1994년 한국의  

제안으로 인간문화재 사업을 시작하여 무형문화재 개념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도입되면서부터 이다.19) 무형 

유산20)은 199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으로 소멸되어 가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사업’을 선택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후 2001·2003·2005년 3차례  

90건, 2009년 71건, 2010년 44건, 2011년 18건, 2012년 26건, 2013년 25건, 2014년 34건, 2015년 23건,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31, 2019년 35건으로 전체 463건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8)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	3.	29.

19) https://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3.	30.			

20)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무형유산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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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20건이다.21) 인류무형 

유산제도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형유산을 공인하는 이정표이다.22)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제1항23) 무형유산의 정의에서 의하면, 무형유산은 공동체·집단, 전승

된 지식·공연예술·문화적 표현, 공유, 집단성, 일상생활 속의 전승, 구전 전승 등이며 주요 키워드는 민속과  

많은 지점에서 공유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은 ① 전통성과 현대

성의 공존 ② 세대 간의 전승, 현재를 매개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체성과 책임감  

강화 ③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대표성 ④ 전승공동체 기반24) 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무형유산은  

민속과 연구대상·범주에 있어 공통되지만,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속과 무형유산의 차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민속은 전승되어 온 생활과 풍습을 말하고, 무형유산은  

무용·음악·연극·공예 등과 같은 연행예술이나 기술이라고 하였다.25) 이는 민속과 무형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광의적 분석으로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행주체에 있어 무형유산은 민속 

보다 공동체·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시제에 있어 민속이 과거 중심적인 것에 비하여 무형유산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까지 그물망을 형성하는데, 이때 현재는 변화 가능한 살아있는 무형유산이다.  

셋째, 전승 종목에 있어 민속은 전승된 생활·관습·예술 등을 아우르지만, 무형유산은 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 선별한다. 넷째, 전승구조에 있어 민속은 생성·변모·소멸의 순환구조가 빠르며, 자연스럽게 형성

되는 반면, 무형유산은 이런 순환구조가 매우 느리며, 자연스러운 전승이 아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

를 지닌 인위적 전승이다. 다섯째, 보존에 있어 민속은 조사·기록에 머무르지만, 무형유산은 조사·기록·교육의 

단계를 통해 전승의 구체성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민속은 비구조화·비체계화된 ‘One Source’이고, 무형유

산은 체계화·구조화된 ‘Contents’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을 살펴보는데, 이

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로 경상도 덧배기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덧배기춤을 연구대

상으로 선택한 것은 경상도에서 전승되는 모든 춤의 근간이 덧배기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덧배

기는 경상도 춤을 의미한다.  

덧배기춤은 경상도 춤의 대명사로서 나쁜 것ㆍ덧난 것을 베어 없애는 재액(除厄)의 춤이다. 덧배기춤은  

본래 축귀(逐鬼)를 위한 춤으로 “손과 발로 귀신을 몰아, 걷어차는 형국으로 힘차게 뛰어나가며, 몰아서 감아 

배기는” 특징을 지닌 춤으로, “고대(古代) 기악(伎樂)의 치고 차는 춤사위와 구나(驅儺)의 축귀를 행하던 동작 

21) https://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3.	31.	

22) https://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3.	30.		

23) 무형유산이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자연·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공연예술·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

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된	것이다.[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제2조	제1항]

24)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이해』(금기형,	2019),	9∼10쪽.

25)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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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무관하지 않다.”26)고 한다. 부산ㆍ경남사람들은 덧배기춤을 ‘콱 백이는 춤’27)이라고 하는데, 이는 덧배기

춤의 배기는 춤사위 때문이다. 배김새란 도약하여 땅에 내리꽂듯 앞발로 강하게 디딘 후에 오금을 천천히 피

면서 호흡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리면서 너울거리는 춤을 의미한다. 덧배기춤 장단은 굿거리 유형으로 타령장

단과 살풀이장단의 혼합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타령과 같이 채를 막으며 치는 양식이 아니고 채를 굴리

면서 소리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타령보다는 리듬이 부드럽고, 살풀이처럼 채를 계속 달고 가는 형식이 아

닌 한 번씩 채를 굴리면서 소리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살풀이보다는 그 맛이 담백한 특성을 나타낸

다.28) 그래서 덧배기춤은 타령의 역동적 감정선과 살풀이의 직선적ㆍ곡선적ㆍ부드러운 감정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덧배기춤은 민속처럼 정형화된 틀이나 구조 없이 자유롭게 연행자 추고 싶은 대로 추는  

즉흥춤이다. 그러나 덧배기춤의 기본원리인 땅을 강하게 내딛고 머무르고 풀어주는 원칙은 존재한다. 물론 

이 3가지 원칙인 내딛기ㆍ머물기ㆍ풀기가 순차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행주체에 따라 내딛고 머무르기,  

내딛고 바로 풀기, 풀다가 내딛기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연행주체의 자율성이 민속춤의 특징

이다. 즉, 정형화ㆍ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움이 민속춤의 생명이라 생각한다. 이런 자유로움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춤으로 끊임없는 새로운 동작을 생성하고, 환경ㆍ시간에 따라 수정ㆍ보완된다. 이렇게 생성된  

춤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민속춤으로 덧배기춤에는 춤의 기본 

원리가 존재하나, 연행주체마다 다른 형태의 춤태를 나타내며, 환경ㆍ감정선에 따라 지속적이지 못하고 변화

무쌍하다. 즉, 민속춤으로 덧배기춤29)은 민속의 특성인 생성ㆍ변화ㆍ소멸의 순환구조를 끊임없이 드러낸다.  

그래서 이 춤이 추구하는 미(美)는 전문예인집단의 전통춤처럼 기예능에 대한 일률적인 준거 틀이 존재하지 

않고, 연행주체의 멋과 흥에 따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추는 개성미가 중요하다. 이런 민속춤으로 덧배기춤은  

어떤 성격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덧배기춤의 성격이 규정이 되고, 양식화되는데, 이것이 무형유산춤으로  

덧배기춤이다. 

무형유산춤으로 덧배기춤은 민속춤으로서 덧배기춤이 정형화ㆍ구체화ㆍ형태화한 것이다. 즉, ‘One 

Source’의 요소를 바탕으로 ‘Contents’화 한 것이다. 무형유산으로써 덧배기춤은 덧배기춤의 기본 동작인  

내딛기ㆍ머무르기ㆍ풀기 춤사위를 콘텐츠물ㆍ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몸짓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형유산으로 덧배기춤은 경상도 무형문화재 춤 안에 다양한 형태로 양식화되어 존재하는데, 덧배기춤은  

크게 세 가지로 갈래지을 수 있다. 첫째, 야류나 오광대와 같은 탈춤 계통으로, 양반춤·말뚝이춤·문둥춤·영감춤·

할미춤·제대각시춤 등이 있다. 이는 덧배기춤가락을 활용하여 인물의 전형적 성격을 살리고 있는 배역 춤이다.  

둘째, 한량춤 계통으로, 입춤·양반춤·학춤 등 주로 기방이나 놀이방에서 장기 삼아 추는 기예가 뛰어난 춤으로  

26) 정병훈,	『진주오광대탈놀음』(지식산업사,	2007),	112쪽.	

27) 정병훈,	위의	책(『진주오광대탈놀음』,	2007),	111쪽.

28) 정병훈,	앞의	책(『진주오광대탈놀음』,	2007),	112∼113쪽.

29) 민속춤으로	덧배기춤을	보여주는	예이다.	일본	도쿄	국제대학	의학부와	아틱뮤지움	소속인	

							시부사와	케이조(1936)가	울산	달리마을	조사	시	찍은	사진으로	울산	달리마을의	마을	축제	때	

							마을	사람들이	덧배기춤을	추는	모습이다.[‘사진’은	최흥기,	「울산덧배기의	시원과	전승」,	

							『무용역사기록학』	51집(한국무용역사기록학회,	2018),	20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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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되고, 우아한 예인춤이 있다. 셋째, 허튼춤 계통으로, 절구통에 곡식을 넣어 찧는 듯한 도굿대춤, 빠른  

장단의 해학적인 보릿대춤·번쾌춤·소쿠리춤 등 일과 연관된 춤과 벌판에서 춘다는 뜻의 벌춤,30) 북춤, 마구잡 

이의 장기자랑 춤인 배꼽춤·궁둥이춤·구불춤·요동춤·홍두깨춤·두꺼비춤 등 놀이 춤과, 같은 계열로 밀양  

병세이굿에서 보이듯 히줄래기·떨떨이·비틀이·중풍쟁이·절름발이·난쟁이·배불뚝이·봉사·꼽추 등 각종 병

신춤을 들 수 있다.31) 이와 같이 무형유산으로 덧배기춤은 경상도 민속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양식화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춤이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경상도의 전통연희인  

야류와 오광대의 덧배기춤은 지역에 따라 진행구조를 나타낸다. 경상도 전통연희에 나타난 덧배기춤은 크게 

준비단계, 진행단계, 푸는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준비단계는 덧배기춤을 추기 직전의 단계로서 뒤로 물러나

거나 제자리서 움직인다. 둘째, 진행단계는 다름새(전진), 배기기, 어르기로 구분되는데, 다름새에서는 앞으로  

전진 혹은 도약을 하고, 배기기에서는 몸이 솟았다가 착지를 하며, 어르기에서는 정지된 상태에서 호흡을  

하거나 고갯짓을 한다. 마지막으로, 푸는 단계는 숙인 몸을 일으켜 세우거나 좌우돌기 등 지역ㆍ연행주체에 따라 

자유롭게 즉흥적인 춤사위를 연출한다. 경상도 각 지역에 야류와 오광대의 덧배기춤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야류와	오광대의	덧배기춤	분석	

명칭 준비
덧배기춤

중분류
다름새(전진) 배기기 어르기

개념
뒤로	물러나기

제자리	서있기

앞으로	

전진·도약
몸을	솟았다가	착지 고갯짓 자유동작

수영야류
1인의	연희자가	

신호하기	
1	장단	직진 첫	박에	강하게	배겨서	앉음 ×

연행자에	따라	

자유롭게	춤을	춤

동래야류 × 제자리
1박에	오른발을	들고

→	3박에	매김

굽힌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남

고성오광대
잔가락으로	

신호를	보냄
사선으로	전진 1박에	강하게	배김 고갯짓

진주오광대

뒤로	3보	앞으로	

1보	디딤(앞으로	뛰기	

위한	준비자세)

앞으로	직선	도약 1박에	강하게	배김 고갯짓

통영오광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옴
태극선으로	전진 1박에	강하게	배김 고갯짓

오금질을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기

경상도의 야류와 오광대는 덧배기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야류와 

오광대의 춤을 보면,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변별력이 있는데, 이를 야류와 오광대가 실행하는 덧배기춤에서  

30) 밀양백중놀이에서는	필부가	춤을	춘다고	해서	범부춤이라고	한다.

31) 덧배기	유형에	대해	김온경은	2가지	유형(한량춤과	상민의	허튼춤),	정병훈은	3가지	유형(탈춤계통열,	한량춤계통,	허튼춤계통)으로		

구분하였는데,	정병훈	덧배기	유형	분류를	기본으로	김온경의	덧배기	유형분류를	참조하였다.[김온경,	「경남덧배기춤」,	『한국무용연구』	

2권(한국무용연구회,	1983),	101∼111쪽;	정병훈,	앞의	책(『진주오광대탈놀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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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덧배기춤의 구조는 (표 4)와 같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먼저, 야류와 

오광대의 준비단계에서 차이를 살펴보면, 야류는 준비단계 없이 바로 덧배기사위로 들어가고, 오광대는 준비

단계가 체계화·양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주오광대의 경우에는 1박 1보로 뒤로 3보(오른발→왼발

→오른발의 순서) 물러난 후, 앞으로 1보(왼발) 디딤으로써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한다. 반면 통영오광대는  

태극선의 춤길로 앞으로 뛰어들어 갔다가 나오면서 배길 준비를 한다. 반면, 고성오광대의 준비는 모두가  

덧배기춤을 출 수 있도록 장구가 잔가락을 치면, 그 신호에 맞추어 배길 준비를 한다. 다음으로 덧배기춤에  

있어 수영야류는 앞으로 직진하여 첫 박에 배기고, 어르는 동작 없이 바로 풀어내는 반면, 동래야류는 준비 

단계가 없는 관계로 제자리에서 다름새를 하고 3박에 배긴 후에 고갯짓을 하면서 어른다. 오광대는 야류보다는 

매우 체계적으로 양식화하였는데, 다름새의 춤길에 있어 고성오광대는 사선, 진주광대는 직선, 통영오광대는 

태극선으로 전진한다. 그러나 배기는 과정은 고성·진주·통영오광대 모두 첫 박에 배긴다. 이는 첫 박이 강박이

므로 땅을 짓누르는 강한 힘을 시각적으로 표출하기 위함이다. 어르는 춤사위는 오광대는 모두 고갯짓을 하는데, 

지역·배역에 따라 앞뒤 고갯짓, 앞뒤·좌우 고갯짓 등 근소한 차이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배김사위로 맺어진 

동작을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수영야류·동래야류·고성오광대·진주오광대 모두 연행주체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반면, 통영오광대는 오금질을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으로 양식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상도의 야류와 오광대는 덧배기춤을 근간으로 구성되었지만, 덧배기춤을 진행하는 방식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마다 덧배기춤을 추는 데 있어 민속춤의 덧배기춤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몸이 

가는 대로 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자기 고유의 스타일이 양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무형유산

춤이다. 무형유산춤은 민속춤과 달리 전승·교육할 수 있는 구체화된 틀이 존재해야 한다. 이 구체화된 틀이 

양식화되어 각 지역의 고유성·정체성을 드러낸다.

Ⅴ. 맺음말

이 논문은 무용에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협의적 민속춤은 21세기 들어와서 무용의 범주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선행연구의 성과도 민족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민속춤에 대한 연구토대가 미약한 현황에서 연구자는 무형유산춤을 민속학의 민속과 

무형유산의 개념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은 연구대상과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속과 무형 

유산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속춤은 철저하게 생태 환경에 맞게 생성·변화·소멸의 순환구조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는데, 자연적·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발전하면서 그 시대 지역 공동체가 선호하지 않은 춤은 사라지고, 선호하는  

춤을 변화·발전·확대되어 왔다. 즉, 자연계의 적자생존 법칙이 민속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무형유산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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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속춤 가운데 전승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춤으로, 지역 공동체에 의해 조성된 전승 환경 속에서 형성된 

춤이다. 그러다 보니 무형유산춤은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예술춤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무형유

산의 정의를 언급한 국어사전32)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서 무형유산춤은 민속춤일 수 있으나, 모든 민속춤은 무

형유산춤이 아니다라는 등식이 형성된다. 즉, 무형유산춤이란 민속춤 가운데 적자생존 법칙에 따라 자연스

럽게 살아남은 춤 중에서 시각적으로 체계화·구체화·양식화된 춤을 의미한다. 무형유산춤은 민속춤과 달리  

인위적으로 체계화·구조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구체화 과정에서 구성조건 중의 하나는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 살아남은 춤이나 춤사위이다. 이런 춤이 무형유산춤의 중심 키워드가 되어 춤을 체계화·양식화한다.  

무형유산춤은 민속춤과 달리 자연스러운 전승이 아닌 인위적 전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형유산춤은 향유

주체에게 교육을 통해 보급·전승한다. 즉, 향유주체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매체가 

필요하다. 즉, 콘텐츠물이 존재해야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래야 전승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무형유산춤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춘 민속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형유산춤은 무형문화재춤과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무형문화재춤은 개인이나 보존회가 소유·전승·보급·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춤은 무형문화재춤처럼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에 의해 향유·전승·보급· 

교육 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무형유산춤은 무형문화재춤과도 변별력을 지닌다.

그동안 무용계에서 협의적 민속춤은 춤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즉, 무용계에서 전통무용이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정형화·양식화된 춤으로, 비정형화·비구조화된 즉흥춤은 무용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무용은 질적인 측면에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뛰어난 춤으로 발전은 하였으나, 양적 측면인 무용의 영역은 

오히려 축소한 경향이다. 이에 연구자는 민속춤·무형유산춤의 개념 정립을 통해 그동안 무용계에서 무용으로 

인지하지 않았던 비정형화·비구조화된 즉흥춤을 무용의 범주로 영입함으로써 전통무용의 확장, 나아가 무형

문화재 무용종목의 다변화를 기대한다.

32) 무형유산이란	연극,	무용,	음악,	공예기술	따위와	같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所産)	가운데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이다.[https://ko.dict.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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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e Studies′ Perspective of Folklore and 
Intangible Heritage

Abstract

The research examined the distinction between folk danc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in dance studies. Currently, research on folk dance in the dance field remains at the level 
of ethnography. In this situ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folk danc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In response,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based on the concepts defined in folklore. As a result, the subject of 
study and basic concepts of folk danc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are related, but 
the perspectives of looking at the objects reveal the contrast.  

In view of the differences, the folk dance naturally repeats the cycle structure of creation, 
change, and destruction to suit the ecological environment. It has been formed, changed, and 
developed by natural, historical, and social atmospheres, and dances that local communities did 
not prefer during that period have disappeared, and preferred dances have been transformed, 
evolved, and extended. In other words,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of the natural world also 
applies to folk dance. Howev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is one of the most valuable 
folk dances to be inherited, and it is a dance formed in the context of transmission created by 
the local community. It means visually systematized, structured, and stylized dances among 
the dances that were naturally survived by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Unlike folk da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artificially organized and structured. One of the condition 
when constructing in the embodying process is dance or dance move that survived by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This dance becomes the central keywor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systematizing and modifying the dance. This is beca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unlike folk dances, is not a natural transmission, but an artificial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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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it is distributed and passed through education. In order to educate the dance, the system 
of educational program is essential. Meaning, concrete contents are needed to be existed for 
transmission and education. In this reg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is a folk dance 
with sufficient conditions to represent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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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체결과	2016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

로	무형문화유산의	범주가	전통농업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예능	분야가	무형문화유산의	중심이었

는데,	많은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무형유산연구의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글은	민속학연구와	비교되는	무형유산연구의	차이와	특징을	모색한	것이다.	논의의	범주는	전통농업에	

한정하여	살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볼	때,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무형유산연구는	주요	연구대상을	

유산에	한정한다.	역사성이	있는	것	중에서도	현재성이	있는	유산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모든	역사성을	열어		

놓은	민속학연구와	구별된다.	민속학연구는	전통농업과	현대농업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무형유산	

연구는	전통농업	중에서도	현재까지	전승이	이어지는	것에	한정한다.	

연구방법을	볼	때,	민속현장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무형유산연구와	민속학연구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무형유산연구는	유산의	가치를	찾고	그	의의를	살려서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승현장을	조사한다.	

유산의	역사와	개관,	전승주체,	전승환경,	전승실제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산의	가치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	민속학연구가	민속의	전승현장	맥락을	현지조사하여	민속의	원리나	양상	등을	밝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구목적을	볼	때,	무형유산연구는	유산의	가치	탐구	혹은	평가를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해	보존과	활용방안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민속학연구는	그렇지	않다.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탐구하는	것은	연구자의	재량이며,	연구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유산의	가치	평가는	민속학연구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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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통농업에 대해 문화정책적 관심이 최근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전통농업이 가지는 무형유산  

가치를 국제적으로 새롭게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주지하듯이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체결된 이후이다. 이 협약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의 범주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에까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그에 맞추어 관련법을 제정하여 ‘농경ㆍ어로 전통지

식’을 무형문화재에 포함하는 문화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에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을 무형문화유산으로 규정하였으며,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대상항목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무형문화재법은 이전의 「문화재보호법」과 많은 차이가 있다.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문화재보호법」에는 

없던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을 문화재에 포함한 것이다. 민속학에서는 농민이나 어민들의 생업기술이

라는 측면에서 전통지식에 주목해 왔는데,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체결과 2016년 무형

문화재법의 시행으로 문화재 지정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관련 용어도 변화하였는데, ‘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유산(遺産)’ 혹은 ‘문화

유산(文化遺産)’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재(財)’라는 용어를 ‘유산(遺産)’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이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혹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유네

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대표 목록에 무형문화유산들이 등재

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을 비롯하여 ‘씨름’(2018년)에 이르기

까지 전체 20개 종목이 된다.1)

그렇지만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에 해당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등재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어로에 관한 전통지식으로 ‘제주해녀문화’(2016년)가 유일하며, 농경 관련 전통지식은  

아직 전무하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도 현재까지는 비슷한 상황인데, 어로 분야의 경우, ‘전통어로방식-어살 

(魚箭)’(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 ‘해녀’(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제염’(국가무형문화재 134호) 등이 지정되

었으나, 농경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이런 배경에서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2017∼2020년까지 농경·어로 분야의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이제까지 농경·어로 이외의 예술 분야에서 주로 무형문화재를 조사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농경·어로 분야는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무형문화재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농경·어로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지식을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한다는 것은 무형문화정책의 큰 변화임이 

틀림없다. 이제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찾는다는 것은 학술

적으로도 매우 고무적이다. 

1) https://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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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통 농경·어로에서 무형유산으로서의 전통지식을 어떻게 찾고 가치를 발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통농업에 한정하면, 역사성에 관해서는 주로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발

굴자료에 의해 또는 문헌적 검토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무형유산의 현장이라고 하는 농업현장에서 유

산의 역사성과 현재성 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류학이나 민속학이 담당하였다. 그래서 문화현장연구를 주로 

하는 민속학과 유산의 가치를 현장에서 찾는 무형유산연구는 크게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민속의 현장과 

유산의 현장은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동일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무형유산연구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고유한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 

민속학연구와 무형유산연구 사이에 실제 차이는 없는지, 무형유산연구를 할 때 기존 민속학연구 방식을 그대

로 적용해도 되는지, 무형유산연구가 민속학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인지 등이 고민거리로 떠

올랐다. 하지만 이런 의문과 고민은 학문의 발전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학계에서는 이제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주로 민속학자 중심으로 무형유산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은 민속학연구와 무형유산연구의 차이와 특징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것

이다. 둘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과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연구대상의 범주와 방법론 그리고 연구목적 등에서 

분명 차이와 특징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글은 그 차이와 특징이 연구의 범주와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목

적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다만 모든 무형유산연구 영역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편의상 전통농업을 중심으로 살핀다. 전통농업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무형유산연구의 새

로운 분야로서 전통지식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 기회에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

였으면 하는 의도도 있다. 

Ⅱ. 민속학연구와 무형유산연구의 범주 차이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민속학연구는 무형유산연구를 포함한다. 그러면 민속학 

연구는 모두 무형유산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연구의 범주를 볼 때, 무형유산

연구는 민속학연구의 부분 집합이다. 따라서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연구와 연구대상이 겹친다. 둘의 관계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교집합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무형유산연구가 민속학연구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관계이다. 그래서 무형유산연구는 모두 민속학연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으로 모든  

민속학연구가 무형유산연구는 아니다. 무형유산연구의 범주보다는 민속학연구의 범주가 더 넓다. 그러면  

어디서 무형유산연구와 민속학연구의 구분이 생길까. 그것은 무형유산연구가 어떤 특징이 있고, 연구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 봄으로써 민속학연구와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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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연구는 그 용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유산에 관한 연구이다. 그것도 무형의 유산에 한정된다. 이때 

‘유산(遺産, Heritage)’이라는 말은 ‘문화유산’을 가리킨다. 문화유산을 간단히 줄여서 유산이라 한 것이다. 유

산이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오는 것으로 윗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현재의 문화를 뜻한다. 간단히 역

사성이 있는 현재의 문화라는 의미이다. 전통문화는 문화유산의 좋은 본보기이다. 그러나 모든 전통문화가 

문화유산인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 중에는 단절된 것, 또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 현재 남아 있지 않아 

복원 불가능한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하지 않는다.2) 그리고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문화유산에 한정한다. 무형

의 문화유산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달라 사람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쉽게 단절되거나 전승이 중단되며, 머지

않아 복원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은 살아 있는 전통(Living Tradition)이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정의하기도3) 한다. 유형은 있으되 관련 무형유산이 전승되지 않거나 복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유산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무형유산연구는 연구대상이 민속학연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민속학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시기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어느 시기의 민속인지는 연구자가 민속지적(民俗

誌的) 현재를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무형유산연구는 역사성을 갖고 있되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연구대상

이 되지 않는다. 현재에도 기능하고 존재하는 문화여야 한다. 그래야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유산으

로서의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하더라도 단절되거나 전승이 중단되어 복원 불가능한 것은 유산이 될 수 없고, 무

형유산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업은 역사적으로 변화가 많아 다양한 예들을 볼 수 있다. 과거에 존재했으나 현재에는 없는 농업으로는 

화전(火田) 농업을 들 수 있다. 화전농업은 산간지대나 고원 지역을 불태운 뒤 밭으로 경작하던 농법이다. 원시

적 약탈경제의 하나로 간주 되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방식에 속한다. 하지만 화전농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1976년에 화전 정리가 종결되면서 사라졌다.4) 화전농업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무

형유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절된 농업으로 현재는 전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을 불태우는 등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볼 때 유산이 갖는 의의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화전에 관한 

민속학연구는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산간 지역 농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생업이었기 때문이다.5)

화전농업과 반대로 1990년 이후 친환경 농가에 널리 보급된 것으로 우렁이농업 혹은 오리농업 등이 있다. 

이들 농법은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제초제를 치지 않아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등 환경오염을 막아주는 

친환경 농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농법 역시 농업유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산이 지녀야 할 역

2)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필요성과	미래	가치」,	『무형유산	조사	현황과	방안』(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	자료집.	2014),	9쪽.

3) 임돈희·로저	L.	자넬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제26집(비교민속학회,	2004),	509쪽.

4) 우리나라의	화전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와	달리	17세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며,	사회경제적으로	몰락한	계층이	입산하여	한전경

작을	시작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김동진,	「16∼17세기	안동과	예안	지방의	농업	개발과	토산물	변동」,	『역사와	현실』	제92집(한국역

사연구회,	2014),	260쪽.]

5) 배영동,	「화전농업의	기술과	전승지식의	의의	-	20세기	경북	영양군	수하리의	사례」,	『비교민속학』	제51집(비교민속학회,	2013).



 
76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을 행하는 친환경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

지만 이들 농법은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역사가 아주 짧다. 그래서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연구하지 않는

다. 하지만 민속학연구에서는 이들 친환경농업은 충분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의 농민들이 환경오염문

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가 하는 점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환경 

농법과 유사하게 최근에 새롭게 도입되어 농촌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많은 새로운 농사들이 있다. 아로니아

(Aronia berry) 재배, 블루베리(Blueberry) 재배 등이 그 단적인 예가 된다. 그 밖에 기존에 재배해 오던 농작

물들이지만 신기술을 도입하여 새롭게 재배하는 사례들도 무수히 많다. 이들은 모두 현대농업과 농민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한 민속이다. 따라서 민속학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6) 하지만 그 역사가 짧아 무형유산연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전통농업의 무형유산연구 범주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국립

무형유산원의 농경·어로 분야에 대한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이다. 이는 2017년 전라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충청 지역, 2019년 강원·경상·제주 지역, 2020년 서울·경기 지역까지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 조사사업에서는  

조사대상 종목 선정에서 유의할 사항이자 준거로 역사성, 지역성, 희소성, 현재성, 시의성을 들고 있으며,7)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사성>

ㅇ 50여 년 전부터 농ㆍ어업인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

ㅇ 역사적 문헌이나 구전 기록이 있는 것

ㅇ 미래에 존속할 만한 가치가 큰 것

<지역성>

ㅇ 전승 지역의 인문ㆍ자연 환경적 요인을 잘 반영하는 것

ㅇ 지역적 특징과 대표성을 띠는 것

<희소성>

ㅇ 소수의 사람이나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것

<현재성>

ㅇ 실제로 전승되고 있는 것

ㅇ 발굴ㆍ복원된 유산이라도 현대적 전승이 가능한 것

ㅇ 현재적 기능과 가치를 지닐 것

<시의성>

ㅇ 전승단절의 우려가 있어, 유산의 보호가 시급한 것

ㅇ 현 시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

6) 친환경농업에	관해서는	민속학연구보다는	농촌사회학이나	농촌경제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문화연구의	관점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관점이	중시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7) 국립무형유산원,	『2018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국립무형유산원,	2018),	8쪽.



민속학연구와 무형유산연구, 그 차이와 특징 -전통농업을 중심으로- | 김재호77

이 준거들은 앞서 언급한 무형유산연구의 범주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역사성과 현재성은 논의한 내용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성, 희소성, 시의성은 무형유산의 범주를 한층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역사성과  

현재성이 무형유산이 존재하는 시간적 좌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성은 지리적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고, 

희소성은 전승주체 혹은 전승공동체의 규모를 통해 유산의 현재 전승양상을 알게 해준다.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시간적 좌표와 지리적 좌표는 무형유산의 대상 범주를 시공간적으로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역사성과 지역성은 언제 어디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며, 현재성과 희소성은 시간성과  

장소성 그리고 전승주체의 범주 및 전승양상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시의성이  

추가되어 있는데, 무형유산이 안고 있는 특별한 상황 즉, 전승단절의 위험성이나 시대적 가치의 유무 등을 가려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면 유산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긴급보호목록과 유사하다.

이러한 준거 중에서 역사성과 현재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원 가능성과 가치를  

고려하고, 특히 역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50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속학에서 3세대 이상 전승된 문화를  

전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50년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다른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역사성에서 5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1950년대 이전에는 농업 국가였고, 1960년

대부터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1950∼60년대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확인 및 추정되는 유산을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하였다.8) 역사성을 판단함에 50년 역사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무형유산의 범주를  

계량화한 것으로 고정불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옳다. 전통농업의 범주는 대개 다수확품종인 통일벼가 보급되기  

이전 시기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그렇다면 통일벼의 보급 시기인 1970년대까지도 역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Ⅲ. 무형유산연구와 민속학연구의 연구방법 차이

무형유산연구는 무형유산이 갖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연구방법 또한 해당 유산이 무형

유산으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해당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무형유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한 조사내용이 된다. 이런 점들을 찾아 밝히려면 당연히 무형유산이 전승하는  

현장을 답사하여야 하고 관련 문헌이나 선행연구들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형유산의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민속학연구의 현장 조사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현장 조사에서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연구와 달리 무형 

유산의 전승과 관련한 환경을 자연생태적 조건과 인문사회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민속학연구의 경우, 이들 조건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지만, 전통농업유산의 경우는 특히 빠뜨릴 

수 없다. 유산을 설명하는 필수요소가 된다. 

8) 국립무형유산원,	앞의	책	『2018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국립무형유산원,	2018),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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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적 조건은 넓은 지리적 범주의 일반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라 유산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상이나 토양조건의 

경우 해당 전통농업유산이 위치한 곳의 국지기상 또는 국지토양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전통농업

유산이 형성되고 전승되는 중요한 환경이자 조건이 된다. 

국지기상(局地氣象, Local Meteorology)은 기상청의 기상통계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늘날 행정구

역상 면(面) 단위까지 기상예보를 하지만 마을 단위의 기상통계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계자료는 근사치이자 

추정치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실제 기상은 그곳 주민들의 경험치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의 주민이 마을의 기상특징을 제보한 내용

이다.

지역이 낮은 지(낮아서 그런지), 옛날부터 서리가 일찍 오고 늦도록 오고, 봄에 가갔고(가서) 늦도록 오고, 갈게

(가을에) 가갔고 일찍이(일찍) 오고. 여기 고추 다 죽었는데, 요기 꼭대기만 가도 고추이파리가 시퍼러, 그런 정도래. 

그러이(그러니) 농사짓기가 안 좋아. 과수 같은 것도 꽃매아리(꽃봉우리) 맺혔던 게 다 얼어불고(얼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보이(되어서) 안 된다 말이지.

옛날부터 고추는 5월 10일 이전에는 안 숭군다(심는다)라는 걸로 알고, 이전에 숭구면(심으면) 죽인다는 걸로  

알고(늦서리 피해가 우려되어) 안 했지. 요새 4월 말경에 내 따라서 심지, 동네 사람들 안 숭거(심어). 근년 3년  

정도 4월 말경에 심지, 그 전에는 안 숭겄어요. 젊은 사람들이 고추 언제 숭구니껴 묻거든, 왜 카면(왜냐고 물으면),  

어른이 심어야 나도 심지요 하고 따라 하더라구.

춘양(봉화군 춘양면)이 남한에서 제일 추운데, 거(거기) 하고 여가(여기가) 몇 도 차이 않나. 봉화권하고 맞먹지. 

안동하고 여하고 차이가 많애. 낙동강 건너하고 여하고(여기하고) 사과꽃이(개화 시기가) 15일 차이가 나고말고래

(나고말고 그렇지).9)

제보내용을 정리하면, 사신리는 지대가 낮은 곳이라 다른 곳보다 봄에는 늦게까지, 그리고 가을에는 일찍  

서리가 내려 농사짓기에 좋지 않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실제 농사 활동은  

이러한 기후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추의 경우, 다른 곳에서는 모종을 양력 4월 말경에  

본 밭에 내는데, 이곳은 5월 10일경에 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과의 경우, 겨울 추위가 경북 북부 봉화군  

춘양면과 비슷하여, 행정구역상으로는 안동에 속하지만 사과 개화 시기는 안동보다 15일 정도 늦다고 하였다. 

이런 기상정보는 어떤 기상통계에서도 알 수 없는 자료이며, 현지 주민의 오랜 경험치를 제보를 통해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국지토양(局地土壤, Local Soil)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국의 토양도(土壤圖)를 통해 상당 부분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책자 형태의 지도가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통해 토양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상세한 토양정

9) ‘유○성(농민,	남,	1941년생)·권○규(농민,	남,	1945년생)	제보(유○성	자택,	2018.	12.	24)’를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마곡서당

과	당고사의	마을,	사신』(안동민속박물관,	2019),	7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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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농업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토양

정보는 현지 주민들의 토양정보와 차이가 있다. 토양도는 과학적 토양분석에 의한 자료인데, 구체적인 농사 관련 

정보는 없다. 따라서 토양분석 자료를 참고하되 농업유산과 관련해서는 전승주체인 농민들의 경험치를 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천시 의림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는 오랫동안 의림지 수문을 

관리해 온 사람이다.  

‘바깥 모산’에 속하는 몽리답인 청전들의 토양은 ‘누운질’이다. ‘누운질’이란 진땅 즉, 진흙땅을 일컫는다. ‘누운

질’의 반대는 ‘선질’이다. 누운 것의 반대는 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운질’은 진흙땅, ‘선질’은 모래땅을 가리

킨다. 의림지 안쪽에 해당하는 ‘안 모산’ 지역의 토양은 ‘선질’이다.11)

이 제보를 통해 보면, 농업유산으로 유명한 제천 의림지의 몽리답 지역은 ‘바깥 모산’이고, 의림지 안쪽 고지 

대는 ‘안 모산’인데, 두 곳의 토양조건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리답 지역은 벼농사에  

좋은 찰흙 즉 ‘누운질’이고, 반대의 의림지 안쪽은 모래땅 즉 ‘선질’로 벼농사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농민들이 제공하는 토양정보는 재배작물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한층 

더 깊이 제보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해당 토양조건과 관련한 상세한 농사방법이나 기술 그리고 삶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문사회적 조건은 해당 전통농업유산의 주요 전승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어진 자연생태적 조건 

에서 언제·어떻게 살아오면서 유산을 형성해 왔는가 하는 역사적·문화적 특징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형유산의 전승주체들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특징이 포함되며, 인문사회적 조건의 요소로는 인구 규모, 주요  

성씨 및 그들의 입향 과정, 전승주체들의 전통적 학문 성향 등이 있다. 이러한 인문사회적 조건은 전승주체들의 

특정 농업방식의 추구 혹은 선호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전통농업유산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전통농업유산의 인문사회적 조건은 주어진 자연생태적 조건과 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도모 

하여 전통농업유산을 이룩하고 전승시키는 주체에 관한 조사이자 연구이다. 전통농업유산의 많은 경우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889∼1975)가 『역사의 연구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전과 응전의  

결과이며,12) 자연생태적 환경이라는 도전에 대해 전승주체들이 지닌 인문사회적 환경을 자양분으로 하여  

응전한 결과이자 창조로서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경남 남해의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배 한 척 없는  

마을로 김해 김씨나 함안 조씨 등이 경사가 급한 척박한 땅에서 오직 농사로 삶을 이어 온 결과이고, 전남 남원  

산내면 지리산 해발 400∼600m에 위치하는 다랑논은 400년 전에 파평 윤씨가 개척해서 일궈 온 것이다.  

10) http://soil.rda.go.kr/soil/index.jsp	“흙토람”,	2020.	4.	15.

11) ‘김○근(의림지	수문관리인,	남,	1954년생)	제보(구	의림지수리조합	건물	마당,	2013.	8.	10.)’를	‘김재호,	「논토양의	민속분류	양상과		

특징」,	『민속학연구』	제40호(국립민속박물관,	2017),	250쪽’에서	재인용.

12) 아놀드	조셉	토인비	저,	홍사중	역,		『역사의	연구Ⅰ』(동서문화사,	2016),	88∼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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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고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역시 섬이지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산간에서 청주 정씨, 함양 박씨, 충주 지씨, 김해 김씨 등이  

일궈 낸 독특한 수도재배문화이다.13) 

이들 전통농업유산은 한결같이 논농사에 필수적인 토지나 수리 등의 자연생태조건이 열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마디로 논농사에 적절치 않은 악조건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다. 가천마을 다랑이논과 청산도 구들

장논은 가까운 주변에 바다가 있는데도 전승주체들이 삶의 터전과 생업방식을 논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가파

르고 척박한 토양의 산을 힘들게 논으로 일군 것이다. 그곳의 사람들은 왜 그토록 어려운 생업방식을 선택하 

였을까. 그것은 자연생태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보태져

야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인문사회조건이 자연생태조건에 적응하여 만들어 낸 결과이다. 어려운  

조건의 삶을 선택한 것은 결국 전승주체들이다. 비록 벼농사를 영위하기에 자연조건이 열악한 상태였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이자 전략은 벼농사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버티고 적응

하여 지금의 무형유산을 전승시킨 것은 전승주체들의 인문사회조건과 연관이 깊다.14) 그런 점에서 인문사회

조건과 전승주체들에 대한 조사는 무형유산연구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데 전통농업유산 중에는 인문사회조건과 전승주체, 그리고 해당 유산의 역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가 많다. 인문사회조건과 전승주체, 그리고 유산의 역사가 한 덩어리로 이해되는 

것이다. 농업유산을 만든 사람이 농업유산이 위치한 곳에 살았고, 지금도 그 후손이 거주하면서 농업유산을 

전승시키고 있는 곳이 대체로 그렇다. 앞서 언급한 가천 다랑논, 지리산 다랑논, 청산도 구들장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전승주체들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통농업유산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 반대로 역사가 분명한 유산의 경우, 전승주체들과의  

관련성 파악이 쉽다. 대표적인 예로는 청송 주산지(注山池) 수리시설을 들 수 있다. 주산지는 오늘날 수리시

설보다는 사진 촬영지로 더 널리 알려진 곳이다. 물과 주변의 풍광이 잘 어울려 아름답기 때문이다. 주산지의  

축조는 경종 원년(1720년)에 착공하여 이듬해에 준공된 것임을 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진표(李震杓,  

?∼?)와 임지훤(林枝萱, 1686∼1744)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임지훤의 본관은 안동으로 그 후손들은 주산

지의 몽리 지역에서 동성마을을 이루어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동 임씨들은 주산지를 건설한 

집단이자 몽리집단이며, 주산지 농업유산의 전승공동체이자 전승주체들임을 알 수 있다.15) 

무형유산연구가 민속학연구와 구별되는 연구방법은 유산의 가치를 분석하거나 발굴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속학연구는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 Cultural Relativity) 관점에서 문화를 기술한다.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거나 문화 간 우위를 가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문화가 수준이 떨어지고, 어떤 문화가 뛰어난 것인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속 

13) 김재호,	「청산도	구들장논의	전통	수리양상과	농경문화	특징」,	『남도민속연구』	제29집(남도민속학회,	2014),	45쪽.

14) 김재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승지식’의	이해와	조사연구	방법」,	『무형유산』	창간호(국립무형유산원,	2016),	142쪽.

15) 국립무형유산원,	『2019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강원·경상·제주지역)	최종보고서』(국립무형유산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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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하지만,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거나 혹은  

열등하다거나 하는 등의 가치판단적 연구는 지양한다. 하지만 무형유산연구는 기본적으로 유산이 지닌 사회적  

의의나 가치를 발굴하고 전승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무형유산연구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예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 가치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며, 유산이 갖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학술적 가치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유일하지 않으며, 고정적이지도 않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룬다.

무형유산연구방법이 갖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 국립무형유산원의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의 조사항목을  

통해 한층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이 조사항목은 무형유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항목 작성양식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16) 

<개관>

ㅇ 정의

ㅇ 개요 : 유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 

ㅇ 유래와 역사  

     * 문헌자료를 비롯한 유ㆍ무형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자료 기술

<전승주체>

ㅇ 전승현황과 지역적 대표성

ㅇ 현재 관련 전통 지식 및 기술을 전승하는 개인, 집단, 지역

ㅇ 전승주체 및 전승공동체의 변화양상  

     * 입호, 입어, 어로조직, 어장 소유관계 등

ㅇ 전승주체 및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

     * 국가 및 지자체, 관련 공동체의 보호조치 및 활용현황(관광, 지역브랜드, 체험 등의 활용)

     * 전승주체의 자율적인 보전활동

<전승환경>

ㅇ 기후, 지형, 토양, 조류, 해류, 어장 등 자연환경

     * 국지기후 및 국지토양 등의 자연생태 조건 

     * 전승지역의 고유한 전통 식생활 문화 등

ㅇ 인구, 역사 등 인문환경

     * 주요 성씨 및 역사문화적 특징

     * 관련 생활문화(사회적 관습 및 농경의례, 민요, 설화, 놀이, 민간신앙, 세시풍속, 민속의료 등)

16) <2018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연구	개시	메뉴얼.	원래는	농경·어로	두	분야	모두에	관한	것이지만	농경	분야

에	해당하는	것만	선별한	것임.	[충청문화연구소,	<2018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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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실제>

ㅇ 관련 지식 · 기술 및 주요 작업 과정, 과정별 핵심 기술 

     * 농법 : 개간, 토양, 관개, 종자, 파종, 경운, 재배, 방제, 수확, 건조, 저장, 가공 등  

ㅇ 작업 과정과 관련된 생업력

ㅇ 주요 사용 도구 또는 시설의 제작과 사용 방법

ㅇ 전통적 노동력 동원방식과 변화과정

ㅇ 보관 및 유통에 관한 지식 및 기술 

ㅇ 전승 관련 기록물(농가일지, 계칙, 면허ㆍ허가증 등)

<유산의 가치>

ㅇ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자의 의견 피력)  

     * 역사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식량생계수단, 전통지식 및 농업기술, 경관 및 자원 관리ㆍ활용

ㅇ 유산의 보호 노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제시(학술연구, 기록화, 제도적 지원)

<참고문헌>

ㅇ 원고 내용과 직ㆍ간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단행본과 논문 등을 열거한다.

ㅇ 1차사료, 단행본, 학술지 및 학위논문, 영상ㆍ음향 자료, 인터넷 자료, 기타로 구분

<메타정보>

ㅇ 제출한 관련 사진ㆍ동영상의 등의 메타정보 작성

위 조사항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은 ‘전승실제’이다. 농업유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전승실제’ 속에  

담기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조사방법은 민속학연구와 대동소이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많은 부분은  

실제 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농민들의 제보나 관련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속학연구와 차이 

나는 무형유산연구는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산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조사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지 조사하는 것은 무형유산연구나 민속학연구가 같지만, 무형유산연구의 경우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유산의 가치를 일정 부분 가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고고 

학에 비유하면 무형유산연구는 지표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시굴 조사를 하는 것과 유사하며, 2차 연구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무형유산연구가 그렇지는 않다. 기초 조사인 단계도 있을 수 있고, 위  

조사항목 중 일부에 한정한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산연구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미 유산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하면 민속학연구는 그렇지 않다. 유산으로 인정하기 

이전 즉, 고고학의 지표 조사에 해당하는 것에서부터 시굴 조사, 이후의 집중 조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자유

롭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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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형유산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산의 가치를 찾고 그 의의를 살려서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개관, 전승주체, 전승환경, 전승실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산의 가치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속학연구와 구분되는 무형유산연구의 특징이자 차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무형유산연구와 민속학연구의 목적 차이

무형유산연구와 민속학연구는 그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무형유산연구는 앞장에서도 잠시 언급하

였듯이 유산의 가치를 찾고 평가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유산이 갖는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때 그에  

적합한 전승·보존 방법이나 활용방안을 찾아 사회적으로 보급하고 의미를 확산시킬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무형유산연구는 유산이 갖는 가치를 찾고 평가하여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유산의 가치를 전승·보존·활용하는 방법

으로는 흔히 문화재 지정이 언급되는데, 이는 제도적 차원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제도적 차원의  

문화재 지정이 오히려 유산의 가치를 전승·보존하는 데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 지정이  

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유일한 능사는 아니며, 유산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무형유산연구가 해당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탐구해야만 하는 것 또한 아니다. 해당 유산의 

전승주체에 한정하여 다양한 방식의 집중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역사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관련 논의를 할 수도 있으며, 전승실제의 다양한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논리를 찾는 작업도 가능하다. 그렇 

지만 궁극적으로 유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가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유산이 지닌 가치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다양한 전승 

방법 등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유산은 문화재 지정

이나 보호정책 등에서 우선순위에 들기 어려워진다. 

이렇듯 유산의 가치 탐구 혹은 평가는 무형유산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민속학연구는 그렇지 않다. 

무형유산연구 자체가 민속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산이 갖는 가치를 평가하거나 탐구하는 작업은 연구자에 

따라 혹은 연구대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산의 가치 평가는 민속학연구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무형유산연구의 특징을 좀 더 깊이 논의해 본다면 유산의 가치 평가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형유산의 

평가 방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핵심 평가요소이다. 이는 2016년 무형 

문화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내용이다. 이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궁극적으로 평가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체결과 2016년 새로운 무형문화재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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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형문화재의 범위는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에까지 확장되었지만 무형문화재법에서 인정하는 

가치의 종류와 범위는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이다.17) 

 이런 점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조사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조사지표는 크게 전승가치와 

전승환경으로 구분되는데, 전승가치 평가요소는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이다. 역사성은 전승된 

기간과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를 평가하고, 학술성은 한국문화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과 학술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예술성·기술성은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의 수준과 기능성 정도를 평가

하고, 대표성은 고유성의 수준과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을 평가한다.18) 

이 조사지표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형

문화재법에 의해 확장된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과 같은 무형문화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예술성·기술성에 관한 평가항목이 그러한데,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의 수준과 기능성 정도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 평가항목은 탈춤이나 민요와 같은 예능 분야에 해당하던 평가지표로서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에는 적절하지 않다.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관련 무형유산을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에 맞는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중심의 평가지표 자체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9)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해당 유산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유산의 현재성이나 사회적  

기능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호주의 울루루-카타추타(Uluru-Kata Tjuta) 국립공원의  

경우, 유산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처음에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Natural Heritage)로 등재되었

다가 나중에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로 변경 지정되었다. 그리고 발칸반도의 모스타르 다리(The Bridge 

at Mostar)의 경우, 축조 시기는 오스만 제국 때이지만 1993년 보스니아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재건 과정에서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의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2005년  

세계문화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 등재된 경우도 있다.20)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정책이 유네스코의  

국제 제도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형문화재법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유산의 범주 확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유산의 가치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취지에도 맞다. 

이렇듯 우리의 무형문화재법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토대로 제정되었지만 그 취지를 올바

17) 박정은,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다양성과	현재성	-무형문화재법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제3호(국립무형유산

원,	2017),	237∼238쪽.

18)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	1

19) 박정은,	위의	논문(「무형문화유산	가치의	다양성과	현재성	-무형문화재법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중심으로-」,	2017),	239∼240쪽.

20) 김희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패러다임의	변화-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무형유산』	

제2호(국립무형유산원,	2017),	272∼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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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살리지 못한 점들이 다수 있다. 이는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에서도 드러난다. ‘농경·어로 등에 관

한 전통지식’은 무형문화재법상 전통농업 관련 무형유산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새로 제정된 무형

문화재법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통지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 시작

된 개념이다. 거기에는 단순히 ‘지식(Knowledge)’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지식’은 오늘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신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지식을 말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처럼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를 풀어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생태학적 지식 및 관습(Ecological 

Knowledge and Practices)’, ‘농업 활동과 그 지식(Agricultural Activities and Knowledge)’ 등으로 사용 

한다.21) 이런 점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기준 또한 마찬가지다.2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지식’과 일반 지식을 구분하기 위해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단순히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서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므로 ‘지식’에다가 ‘전통’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여겨

진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정의하여 종류별로 제시하기를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이라고 하였고,23) 무형문화재법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의 하나로 ‘다. 민간 

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이라고 명시하였다.24) 이런 이유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경우도 무형문화재법에 의해 ‘전통지식’이라는 한 분야가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 지정된 ‘전통지식’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는 ‘해녀(2017. 5. 1. 제132호)’, ‘전통어로방식-어살(2019. 4. 23. 제138-1호)’,  

‘제염(2018. 4. 30. 제134호)’ 등이 있다.

이렇듯 ‘전통지식’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유산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는데, 전통농업은 특히 ‘전통지

식’을 발굴 조사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진다. 농업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토지와 햇빛, 물, 공기, 나무 등의  

자연을 이용하여 삶을 영위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생업인 만큼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전통

지식들이 내재해 있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5가지 범주 중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에 속하는 

유산들이 많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다소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5가지 범주는 주지하듯이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실행, 의식, 그리고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적 공예 기술이다. 그런데  

21) http://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와	유산”,	2020.	4.	15.	

22) http://www.fao.org	“FAO”,	2020.	4.	15.

23)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6596호,	시행	2020.	11.	27)	제2조	제1항	참조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7호,	시행	2019.	12.	24)	제14조	제1항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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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범주는 무형문화유산의 종류를 나누어 놓은 분류개념이 아니다. 그보다는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특징을  

범주화한 것으로 특정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은 이제까지 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정의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범주이다.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5가지 범주는 상호 배타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어떤 한 범주에만 속하더라도 문화유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 여러 범주에 두루 걸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은 독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형문화유산 범주들과 함께 섞여 있거나 그 밑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농촌형 별신굿이라고 하는 제의는 ‘공연 예술’이자 ‘사회적 실행ㆍ의식 그리고 축제’이며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별신굿에 이용되는 탈이나 연행도구들은 전통 

공예기술과 닿아 있다. 또한 별신굿을 행했던 그 원인을 살피면, 거듭되는 농사의 흉년이나 원인 모를 공동체 

구성원들의 죽음 등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별신굿은 자연적 제약에 대처하고자 한 사회문화적 적응기제로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그 방식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제의 형태를 

띠거나, 대상신에 대한 신화 속에 자연물 혹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의 범주는 한국인들이 자연을 접하고 우주를 생각하면서 고유 

하게 영위해 온 삶의 양식이나 지식체계, 관습 및 종교의식, 사유방식이나 철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농업이나 어로과 같은 전통생업에 한정된 전통지식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통농업이 갖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전통지식에만 있지 않다. 전통농업이 지닌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자연과 관련되어 형성된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것들도 많다. 효율적인 노동을 위해 공동체 단위의 노동력 동원을 적재적소로 구분하고 결합해낸 것을 비롯

하여 환경과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요구와 공동체적 차원의 관리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전통은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안문화적 가치들이다.25) 한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식량위기’ 혹은 ‘국제간 식량무기화’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전통농업지식들이 갖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창궐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식량자원의 국제간 이동이 차단됨으로써 점차 세계 곡물 수급전망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보도도 따른다. 

국제 무역과 식량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기 때문이다.26) 따라서 국가별로 식량을 무기화하는 ‘식량  

민족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식량자급률이 30%를 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것은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이는 무형유산지정을 위한 평가 가치 이전의 농업이 갖는 본질적 가치이다. 이런 점에서 ‘지속 

25) 김재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농업	지식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민속학연구』	24집(국립민속박물관,	2009),	38쪽.

26) 「[코리아타임스	뉴스]	UN·WTO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	식량	부족	사태	가능"」,	『한국일보』,		2020.	4.	15.



민속학연구와 무형유산연구, 그 차이와 특징 -전통농업을 중심으로- | 김재호87

가능한 사회’를 고민한다면 전통농업지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며, 전통농업지식이 갖는 무형문화 

유산 가치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27) 인류 최후의 보루이자 기본 생업은 근대과학 문명 이전에 전승시켜 온 

전통농업유산들인 것이다. 

Ⅴ. 결론

민속학이 기층문화의 성격과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생업의 기본인 농업 전반을 조사연구하는 

것이라면, 무형유산연구는 농업이 갖는 문화유산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큰 범주

에서 보면,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갖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찾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민속 

학의 한 분야이다. 특히 무형유산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들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성, 현재성, 정체성,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 차원의 문화재 지정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응용 

민속학 혹은 실용민속학이라고 볼 수 있다. 

민속학에서 무형유산연구는 탈춤, 민요, 민속공예 등의 예능 분야에 집중되어 우리나라 문화재정책 초반 

기부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런 배경에서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의 독자영역처럼 인식된 점도 없지 않고,  

무형유산연구와 민속학연구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무형문화 

유산의 범주가 전통생업인 농업과 어로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무형유산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은 민속학연구와 구별되는 무형유산연구의 방법론을 시론적으로 모색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고민이 얇고 궁색한 논리로 일관하는 점이 많다. 논의의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볼 때, 무형유산연구의 범주는 민속학연구의 한 부분에 속한다. 무형유산연구는 주요  

연구대상을 유산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실제 역사성이 있는 것 중에서도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유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모든 역사성을 열어 놓은 민속학연구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연구대상을 전통농업과 관련지어서도 마찬가지다. 민속학연구는 전통농업과 현대농업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무형유산연구는 전통농업 중에서도 현재까지 전승이 이어지는 것에 한정한다. 

유산의 본질적 개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을 볼 때, 문화의 현장 특히 민속현장을 중요하게 조사한다는 점에서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연구와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무형유산연구는 유산의 가치를 찾고 그 의의를 살려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한다. 즉 유산의 역사와 개관, 전승주체, 전승환경, 전승실제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27) 김재호,	앞의	논문(「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농업	지식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2009),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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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유산의 가치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 이는 민속학연구가 민속의 현장적 맥락을 탐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민속의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연구목적을 볼 때, 무형유산연구는 유산의 가치 탐구 혹은 평가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며 이러한 가치 평가를  

통해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민속학연구는  

그렇지 않다. 유산이 갖는 가치를 평가하거나 탐구하는 것은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혹은 연구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유산의 가치 평가는 민속학연구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무형유산연구는 민속학연구 범주 안에 속하지만 연구대상이 한정되고, 연구목적이 뚜렷하며, 

가치 평가를 위한 방법이 계량화가 되어있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문화재정책 등과 관련하여 조사연구를 많이 하는 관계로, 현실 

중심의 시대적 가치와 목적에 치우쳐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전통농업분야의 경우, 전통지식 발굴 및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전통지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더불어 전통농업이 갖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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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lore Studies and Intangible Heritage Studie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Focused on Traditional Agriculture-

Abstract

With the signing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in 2016, 
the categ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expanded to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ector. 
Previously,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was the cent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many 
changes have been made. Therefore, we came to the stage of thinking about our own research 
method of intangible heritage research. 

This article explores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heritage studies 
compared to folklore studies. The scope of the discussion was limited to traditional agriculture.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intangible heritage studies falls into the category of folklore 
studies. Intangible heritage studies limits the main research subject to heritage. Among the 
historical ones, it targets current heritages. This is distinct from folklore studies that have 
opened all the historicity. Folklore studies can target both traditional and modern agriculture, 
while intangible heritage studies are limited to traditional traditions that have been passed on 
to this day.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tangible heritage 
studies and folklore studies in that the field of folklore is investigated. However, the intangible 
heritage studies surveys the site of the tradition to find the value of the heritage and take 
advantage of its significance. The history and overview of the heritage, the main agent 
of transmission, the environment of transmission, and the reality of the transmission are 
comprehensively analyzed through field surveys and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heritage. It is different from the folklore study revealing the principle or aspect of 
folklore by conducting a local investigation on the context of the tradition of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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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search purposes, intangible heritage research aims to explore or evaluate the value of 
heritage. In particular, the various values of heritage are evaluated to determine how to preserve 
and utilize them. But folklore studies are not. It is the researcher's discretion to evaluate or 
explore the value of heritage, and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object or purpose. 
Valuation of heritage is not essential to folklo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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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	연구	분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동향과	지식체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해	연구를	하였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65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관련	학술계와	고등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와	고등교육	분야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셋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문	저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화젯거리(토픽)는	무엇인가?	넷째,	토픽,	연구영역,	연구주제	

등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다섯째,	분석결과는	어떻게	시각화되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목표	아래	연구는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및	해석’	4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학술	데이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수집하였다.	1965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관련	학술논문	1,443편과	학위논문	1,222편의	초록	및	서지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컴퓨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였다.	전처리	작업을	통해	추출된	

학술논문	분야	14,403개	단어와	학위논문	분야	14,296개	단어를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이용해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토픽	모델링이란	대규모	문서집합에서	숨어	있는	토픽을	발굴하고	토픽에	따라	문서를	추출,	분류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다.	토픽	모델링은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규모의	문서집합에서	어떤	이야깃거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이론과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발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어	사이의	연결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용이하다.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해	무형문화유산	

학술계	및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식체계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무형문화	

유산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무형문화

유산	분야	주요	개념,	연구영역	등의	연결	구조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미가	있다.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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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본 논문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및 고등교육 분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연구 분야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지식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65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약 55년 동안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초록 및 서지정보 데이터를 총망라하여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분석할 것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장, 팀 커티스(Tim Curtis)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식 

체계 구축과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형문화유산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현재의 지식 

체계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말했다.1) 아마레스와르 갈라(Amareswar Galla) 교수 역시 비슷한 이유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및 연구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는 살아 있는 유산에  

대한 해석 문제, 디지털화 방법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갈라  

교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이론과 관점으로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2) 이러한 배경 아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 연구 분야에 축적되어 있는 학술 데이터를 검토하고 

그 연구동향과 지식체계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용 분석 및 메타 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메타 분석이란  

문헌의 내용 검토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량화하고 그것을 기술통계기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3) 그런데 

연구자가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문헌 내용을 일별하고 정해진 분석항목에 따라 문헌을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최근 들어 메타 분석보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더 선호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즉 빅데이터에 숨겨진 패턴 및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론 동향, 시장 트렌드 등과 같은 분석에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토픽 모델링이란 

대규모 문서집합에서 토픽을 발굴하고 토픽에 따라 문서를 요약, 분류해 주는 확률적 알고리즘이다.4)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학의 네트워크 이론과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방법은 텍스트의 문장을  

1) 팀	커티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2003년	협약의	영향	개관」,	『유네스코	무형유산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보고서』(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2013),	182쪽.

2) 아마레스와르	갈라,	「무형유산보호에의	시너지	:	대학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2018년	국제포럼	보고서』(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8),	160쪽.

3) https://www.terms.naver.com	“네이버지식백과”,	2020.	1.	30.

4) 윤효준	외,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서	잠재정보	추출을	위한	토픽모델링	소개	:	치매관련	신체활동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체육과학연구』	

제30권	제3호(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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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연결 관계 및 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해 주는 데 장점이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방법을 활용해 국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축적된 학술 빅데이터를 분석해 연구동향 

및 지식체계를 파악할 것이다. 논문의 초록, 서지정보 등 학술 데이터는 해당 학문 분야의 이론과 지식 등을 

담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쌓여 있는 학술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무형문화유산 연구

동향과 지식체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정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65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관련 학술계와 고등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의 현황과 그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영향력이 큰 연구주제(연결중심

성)는 무엇인가?

셋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문 저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화젯거리(토픽)는 무엇인가?

넷째, 토픽과 연구영역, 연구주제 등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다섯째, 분석결과는 어떻게 시각화되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및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식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학술계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연구주제와 화젯거리, 연구영역 등 관계 및 구조를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학문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텍스트 마이닝과 연구동향 분석 이해6)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인간의 언어로 쓰인 비정형 텍스트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연계성 파악, 분류, 요약 등 빅데이터에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해 

5)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4호(한국정보관리학회,	2014),	53쪽.

6) 본	논문에서	주요	연구방법론	관련	서술내용은	필자가	참석한	‘넷마이너	교육세미나(주관:사이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족

한	부분은	참고문헌을	인용해	서술하고	인용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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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7) 최근 들어 여론, 시장 등 동향을 분석하는 데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

워크 분석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토픽 모델링은 대규모 문서집합에서 숨어 있는 토픽을 발굴하고 토픽에 

따라 문서를 추출, 분류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토픽이란 문서가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단어  

묶음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 인공지능이 문서에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묶어서 토픽으로 

보여주는 것을 토픽 모델링이라 한다. 토픽 모델링은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규모의 문서집합에서 어떤 이야

깃거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단어묶음으로 이루어진 토픽을 통해 문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학의 네트워크 이론과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텍스트에서 단어 

(노드)를 추출하고 단어들의 동시출현 관계를 바탕으로 링크와 연결망을 형성한 후에 주요 지표로 분석한다. 

여기서 동시출현 관계란 주어진 범위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노드들을 파악해 링크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9)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장점은 단어 사이의 연결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추상적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의의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들을 찾아

냄으로써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주요	지표11)

주요	지표 의미

연결망	

특징

사이즈*

(Size)
-	전체	노드	수	및	링크	수(연결망	사이즈)

밀도*

(Density)

-	연결	가능	총	링크	수에서	실제로	맺어진	링크	수의	비율

☞	연결망이	조밀한가,	엉성한가	표현	

연결	분포*

(Degree	Distribution)

-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수

-	관계　방향에	따라	Indegree(Source	→	Target),	Outdegree(Source	←	Target)	구분

물군집계수

(Clustering	Coefficient)

-	노드의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율

☞	군집계수가	클수록	연결망의	응집이	강하다는	뜻

7) https://www.terms.naver.com	“네이버지식백과”,	2020.	1.	30.

8) 윤효준	외,	앞의	논문(「비정형	텍스트	자료에서	잠재정보	추출을	위한	토픽모델링	소개	:	치매관련	신체활동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2019),	503쪽;	「변덕꾸러기	토픽모델링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겨레』,	2018.	8.	26.

9) 이수상,	앞의	논문(「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2014),	53쪽.

10) 박치성·정지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제19권	제2호(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3),	80쪽;	김미지	외,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종양간호학회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종양간호연구』	제19권	제4호(대한종양간호학회,	2019),	190쪽.

11) 오정심,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	-	판소리	종목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31권	제1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163쪽,	(표	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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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특징

빈도수*

(Freqeuncy)

-	노드별로	문서집합에서	등장하는	총	횟수	

☞	빈도수가	클수록	자주	등장하는	노드라는	뜻

노드	문서	동시	등장수*

(2-Mode	Degree)

-	노드가	문서에	동시	등장하는	횟수

☞	동시	등장수가	클수록	다수	논문에	동시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뜻

원형문화

중심

구조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	연결망	내	한	노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웃노드들의	합

-	직접	연결된	노드들의	수가	많을수록	값이	높아짐

☞	연결중심성	값이	큰	노드	:	인기,	영향력,	정보력	등이	가장	큰	노드로	해석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	연결망	내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정도(두	노드를	잇는	중간		

				단계에	자주	등장하는	노드)

☞	매개중심성	값이	큰	노드	:	정보	전달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노드로	해석

응집

구조

컴퍼넌트

(Component)
-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집합

클릭

(Clique)

-	모든	노드들이	서로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된	그룹

-	클릭그룹의	밀도는	‘1’

	*	표시	: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지표

2. 선행연구 검토

국내 문화유산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선행연구로 서호준 연구(2019) 등 6편이 있다. (표 2)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관련	선행연구	현황

구분 발간연도 논문제목	및	저자명 학문분야

학술논문

(4편)

2017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판소리	종목을	

중심으로」(오정심)
역사학

2018 「한국	전통무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분야	의미연결망	분석」(유지영) 무용학

2019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분야	

최신	이슈	도출」(서호준)
민속학

2019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지식연결망	연구	

-정선아리랑을	중심으로」(오정심)
정책학

학위논문

(2편)

2019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국내	무용학	연구	분야	

탐색」(강윤주)
공연예술학

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무용	경향	분석」(이예슬) 무용학

오정심 연구(2017, 2019)를 제외한 4편의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문화유산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

했다. 반면 오정심 연구(2017, 2019)는 사회학의 네트워크 이론과 분석기법을 이용해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와 

아리랑 전승공동체의 연결망 특징과 전승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식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들 중에서 주목

할 만한 연구로 서호준 연구(2019)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무형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

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분야 연구동향 및 지식체계 분석 | 오정심99

서호준 연구(2019)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무형 

유산’ 키워드로 검색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즉 영향력이 

큰 키워드로 유네스코, 씨름,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이 나타났다. 군집화 그룹으로 유네스코 등재, 개별 

무형유산, 정책사업, 활용 등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 정성적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해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최신 이슈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첫째, 데이터 수집 기간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수집  

기간을 2017년 5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 정권의 무형문화유산 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설정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정책 환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2015년 전후의 내용들이 수집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2015년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 및 학계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둘째, 검색 키워드를 무형유산 하나로 한정하여 데이터 수집이 총망라되지 못하였다. 주지하듯이 국내에서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최근에 무형문화유산을 줄여 무형유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한정된 키워드 때문인지 2016년  

이후로 무형문화유산 정책 환경에서 중요한 화제로 떠오른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공동체 협력, 고등교육 등

이 분석결과에서 빠져 있다. 유네스코는 2016년 제6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어 무형문화 

유산 보호활동이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되도록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제7조  

시행령을 수정한 바 있다.12) 이와 관련해 국내외 학계 및 관련 기관들은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셋째, 이슈 및 토픽 발굴에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보다는 토픽 모델링이 적합하다. 최근 들어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호 검증 가능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화된 분석기법으로 연구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주요 개념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장점이 있다.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집합에서 어떤 화젯거리(토픽)가  

숨어있는지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때문에 이슈 발굴에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보다는 토픽 모델링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첫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최초의 논문이 

발표된 1965년부터 2020년 2월 최근까지 약 55년 동안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초록 및 서지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둘째, 최적의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함께 이용할 것이다. 셋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색 키워드를 1개로 한정하지 않고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 3개 키워드로 

선정하여 데이터 수집이 총망라되도록 할 것이다.

12)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6차	총회	참가보고서』(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7),	24쪽.

13) 한국정보화진흥원,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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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국내 무형문화유산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학술 데이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수집하였다.14)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 3개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검색 기간은 

관련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65년부터 2020년 2월 최근까지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분야로 구분하여 하였다. 이는 논문 작성의 목적, 체계 등이 다를뿐더러 학술계와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을 

각각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3)	연구대상	및	데이터	수집방법

구분 내용

연구대상

무형문화유산	분야	학술	데이터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관련	논문의	국문초록,	서지정보	등)

	※	학술논문,	학위논문	구분하여	수집

	※	중복논문,	초록	없는	것,	보고서,	서평	등	제외

수집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수집기간 1965년	∼	2020년	2월

검색어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데이터	수집	사용	프로그램 Netminer	Biblio	Data	Collector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트에서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 3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약 5,757편 논문이 중복해서 나타났다. 이중에서 Netminer Biblio Data Collector와 엑셀을 이용해 중복된 

논문을 제거한 후에 국문초록 없는 것, 보고서, 서평 등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해서 학위논문 1,222편, 학술 

논문 1,443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은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시각화 및 해석’ 4단계로 진행하였다. (표 4)는 

분석단계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4) http://www.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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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단계	및	방법

단계 주요	방법 사용	프로그램

1단계
데이터	

전처리

비정형	텍스트	분해→형태소	추출→품사판별→명사형	변환·추출

Netminer	4.4.3.b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교정	작업 오탈자,	띄어쓰기,	한자,	영어	등	교정

통제	작업 유의어	사전,	지정어	사전,	제외어	사전	적용

TF-IDF
문서	내	단어	중요도(TF-IDF)	측정

TF-IDF	값	0.3	미만	단어	제거

▼	

최종	분석대상	선정

2단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노드	선정,	링크	형성(동시출현	관계)

	-	1-mode	네트워크	변환

	-	연결중심성	등	주요지표	분석

	-	시각화를	위한	PFnet분석

	-	시기별	데이터	목록	추출(Query)

	-	시기별	데이터	주요지표	분석

Netminer	4.4.3.b

3단계

토픽

모델링

분석

○	토픽	모델링

	-	LDA	알고리즘	분석

	-	1차	분석결과	확인

	-	토픽	수	결정,	최종	분석결과	확인

	-	단어묶음	확인,	토픽명	정리,	토픽별	문서	비중	등	확인

Netminer	4.4.3.b

(Topic	Modeling	Plug-In)	

▼	

분석결과	도출(핵심어,	주요	연구영역,	토픽,	시기별	변화	양상	등)

4단계
시각화	및	

해석

○	분석결과	시각화	

	-	2D	Spring	Map,	Cloud	Map,	Topic	Map	등

○	분석결과	비교,	이론	검토,	종합해석	등

Netminer	4.4.3.b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형태소 분석기 등을 이용해 비정형 데이터를 분해하고 정형화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수집된 학술 데이터는 일종의 비정형 데이터이다. 비정형 데이터란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비정형 데이터는 유형이 불규칙하고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분석이 어렵다.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는 전처리 작업을 한 후에 컴퓨터 분석을 해야 한다.15) 

본 논문에서는 넷마이너에 탑재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해하고  

형태소(명사형)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형태소들은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정제  

작업을 하였다. 첫째, 띄어쓰기와 오탈자 등 교정 작업을 하였다. 둘째, 유의어와 지정어, 제외어 등 시소러스 

15) 김세현,	「비정형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다문화	연구」,	『한국인구학회』	제41권	제1호(한국인구학회,	2018),	5쪽;	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2015),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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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urus) 사전을 적용하여 데이터 통제 작업을 하였다. 유의어 사전 기능은 뜻이 비슷한 말이나 복합  

명사들을 하나로 통일해 준다. 예를 들어 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유의어는 무형문화유산 하나로 통일해 

준다.16) 그리고 지정어 사전은 이름, 지명 등 고유명사를 형태소 분절 없이 그대로 추출해 준다. 예를 들어 무형 

문화유산은 무형, 문화, 유산으로 분절하지 않고 그대로 추출해 준다. 제외어 사전은 목적, 검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논문 기술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제거해 준다.17) 본 논문에서는 제외어 사전에 논문 기술에 흔히 

사용하는 단어 외에 검색어(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도 포함시켰다. 셋째, 문서 내 단어 중요도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이하 TF-IDF)를 측정하여 값이 0.3 미만인 단어들을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18) 

정제된 데이터들은 넷마이너 프로그램(Netminer 4.4.3.b, Topic Modeling Plug-In)을 이용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주요 지표들 중에서 사이즈, 밀도, 연결분포, 

빈도수, 노드-문서 동시 등장수, 연결중심성 지표로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잠재디

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 이하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문서, 단어 분포 등 관찰된  

변수를 통해 문맥 등에 숨어있는 변수를 추론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토픽 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픽 

수 별로 결과를 추출하고 ‘해석 가능성’, ‘타당도’, ‘분석 용이성’을 기준으로 내용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결정

하였다.19) 지금까지 주요 연구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 분석결과를 학술계 논문과 고등교육 학

위논문 분야로 나눠 각각 살펴보자.

16) 유의어	사전	예시	:	(콘텐츠,	컨텐츠),	(유네스코,	UNESCO),	(법률,	법),	(이용,	사용)	등

17) 제외어	사전	예시	:	논문,	관련,	제시,	분석,	결과,	목적,	방안,	대상	등	논문초록을	기술할	때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

18) 단어	빈도와	문서	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이다.	문서에서	습관적,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이		지수가	낮게	측정된다.	반면	문서의	핵심어

인	경우	이	지수가	높게	측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TF-IDF	값이	0.3	미만인	단어들(연구,	문화,	분석,	중요,	전통)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토픽	수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토픽	수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법

에는	혼잡도(Perplexity),	일관성(Coherence	Score)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토픽	수를	결정하는	이상적	모델은	사실상	존재하

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토픽	모델링은	분류되지	않은	문서	집합에서	소수의	토픽에	분류시킴으로써	나머지	토픽

들을	좀	더	해석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체	토픽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것

이다.[윤효준	외,	앞의	논문(「비정형	텍스트	자료에서	잠재정보	추출을	위한	토픽모델링	소개	:	치매관련	신체활동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2019),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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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관련 학술계 연구동향

(1) 발표논문 현황

국내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에서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65년부터 2020년 2월 최근까지 학술논문은 

총 1,443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연도별로 학술논문의 발표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965년부터 1998년까지 학술논문은 5편 미만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1999년에 이전 기간보다 크게 증가하여  

14편이 발표되었다. 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무형문화재 제도와 관련한 기획논문을 다수 발표했기 때문에 

논문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 수가 크게 증가하여 논문 

18편이 발표되었다. 이후 20편씩 꾸준히 발표되다가 2008년에 이르러 이전보다 두 배 가까운 46편이 발표되

었다. 그리고 2014년에 처음으로 학술논문 수가 100편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019년까지 100편 이상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 2015년에 발표된 학술논문 수가 전체 기간 중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다. 

2015년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해이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 학계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림	1)	연도별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발표	논문	수(2020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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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련 학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학술논문 1,443편이 게재된 학술

지는 총 323종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KCI 등재지는 231종, 등재후보지는 16종으로 조사됐다.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은 전체 논문의 78%인 1,127편으로 분석됐다.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 1,127편을 학문별로  

검토해 보면 (표 5)와 같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분야는 인문학이었다. 인문학  

분야에서 관련 논문 588편이 학술지 100종에 게재되었다. 그 다음 순으로 예술체육학에서 302편 논문이  

학술지 48종에 발표되었다.

(표	5)	학문별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게재현황(2020년	2월	기준)

대분야 중분야 등재(후보)	학술지	수 논문	수(%)

인문학

역사학 남도민속연구,	비교민속학,	무형유산,	문화재	등	24종 344(30.5%)

기타	인문학 인문콘텐츠,	글로벌문화콘텐츠,	동아시아고대학	등	30종 109(9.7%)

한국어와	

인문학
판소리	연구,	구비문학연구,	한민족문화연구	등	23종 70(6.2%)

그	외	분야 동아시아불교문화,	비교문화연구,	동양철학연구	등	23종 55(4.9%)

소	계 100종 578(51.3%)

예술

체육학

무용 한국무용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무용역사기록학	등	5종 78(6.9%)

음악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연구,	국악원논문집	등	8종 56(5.0%)

예술일반 공연문화연구,	국악교육연구,	기초조형연구	등	5종 87(7.7%)

체육 한국체육학회지,	대한무도학회지,	한국스포츠학회지	등	9종 34(3.0%)

그	외	분야 상품디자인연구,	조형미디어학,	체육사학회지	등	21종 47(4.2%)

소	계 48종 302(26.8%)

복합학

학제간	연구 한국민요학,	한국콘텐츠학논문지,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등	16종 105(9.3%)

문헌	정보학 기록학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등	5종 12(1.1%)

그	외	분야 한국문학과예술,	문화예술교육연구	등		4종 12(1.1%)

소	계 25종 129(11.4%)

사회과학

법학 법과정책연구,	법학논총	등	13종	 18(1.6%)

지리학 한국사진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4종 13(1.2%)

관광학 관광연구저널,	동북아관광연구	등	6종 9(0.8%)

그	외	분야
문화정책논총,	교육문화연구,	지방정부연구,	지역사회연구,	문화산업연구	등	

37종
55(4.9%)

소	계 60종 95(8.4%)

농수산

해양학
조경학,	농학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등	4종 12(1.1%)

자연

과학

생활과학,	

자연과학일반
복식,	한국식생활문화지	등	3종 4(0.4%)

공학 컴퓨터학	등 스마트미디어저널,	한국산학기술	7종 7(0.6%)

소	계 14종 23(2.1%)

합	계 247종 1,1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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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가. 단어 출현빈도 및 문서 동시 등장수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논문의 핵심어, 논의의 중심이 되는 영향력이 큰 연구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먼저 관련 학술논문 1,443편의 초록 및 서지정보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14,403개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대상으로 출현 빈도수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는 ‘문화유산’(1,60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호’(1,320), ‘무용’(1,148), ‘한국’(1,063), ‘활용’

(973)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자들이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을 기술할 때 자주 사용한 단어들이다. 

다음으로 단어 문서 동시 등장수를 분석하였다. 이 값은 단어별로 문서에 얼마만큼 동시에 자주 등장했는

가를 산술한 값이다. 분석결과 단어 문서 동시 등장수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문화유산’(481)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449), ‘활용’(421), ‘보호’(414), ‘가치’(36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단어들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수 논문에 동시에 자주 등장했으며,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핫키워드이다.

(표	6)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빈도수	및	문서	동시	등장수	분석결과

순위
빈도수	 문서	동시	등장수

단어 횟수 단어 횟수

1 문화유산 1,608 문화유산 481

2 보호 1,329 한국 449

3 무용(춤) 1,148 활용 421

4 한국 1,063 보호 414

5 가치 973 가치 364

요컨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저자들은 논문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활용’ 부분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연구대상이었다.

나. 연결중심성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분야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영향력이 큰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연결중심

성 분석을 하였다. 먼저 텍스트 집합에서 추출한 14,403개 단어들 중에서 핵심어를 뽑기 위해 쿼리(Query)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120편 이상 논문에 동시 등장한 핵심어 73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핵심어들의 동시출현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결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게 측정된 

단어로 문화유산(0.312)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0.306), ‘가치’(0.291), ‘보호’(0.289), ‘활용’(0.288)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이 높게 측정된 노드는 연결된 노드(Node)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면 연결망의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바꿔 말하면 ‘한국’, ‘가치’, ‘보호’, ‘활용’ 등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이며, 이 부분을 제외하면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의가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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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네트워크 맵(2D Spring Map)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을 통해 주요 단어

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배열

하여 무형문화유산 학술계의 주요 연구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무형문화유산 학술계의 주요 연구영역은 크게 ‘무형문화유산 보호’, ‘한국의 무형문화

유산’, ‘무형문화유산 활용’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각 부분의 세부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 보호  

부분에 ‘문화유산 보호제도’, ‘문화유산 보호와 사회공동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문화유산 시대별 변화 

과정’ 등이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부분에 ‘한국 문화유산의 발전방향’, ‘한국 문화유산과 세계 유네스코’, 

‘한국 공연예술’, ‘한국  민속놀이’와 ‘한국 민속축제’ 등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활용 부분에 ‘활용 가치’, ‘활용 

방식’, ‘보유자 전수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있다.

이처럼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맵을 통해 학문 분야의 주요 연구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이슈 등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에 숨은 토픽을 분석하였다.

인식

현대 공동체

상황

사회

정책원형

법

유형

형성

현황

개념

과정

변화

연행

양상
의식

시대

현재

사람

비교

역할

체계

민족

한국

시작

세계

발전

방향

축제

민속
예술

음악 놀이 공연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례

무형

보호

노력 가능

전통문화

정체

활성

개발

교육

기술

콘텐츠

다양 방식

형식

분야

기능

관심
관계

무용 대표

요소

활용

의미

주목

기록

국가

전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최근

가치

역사

제도 지속

활동

(그림	2)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분야	핵심어	네트워크	맵

<범례>

-	빨간색	동그라미	크기	
			:	문서	동시	등장수	크기
-	연결선	굵기	:	연결	강도
-	노란색	표시	: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	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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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 분석에 앞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1,443편에서 14,403개 단어를 

추출하였다. 이 단어들을 대상으로 LDA 알고리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2개의 토픽이 발굴되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가치’, ‘전통문화’, ‘한국’, ‘가능’, ‘정책’ 단어묶음이 도출되어 토픽명을 ‘한국 전통문화 가치와 정책’ 

으로 정하였다. 이 토픽과 관련 있는 논문은 161편이었으며 전체 논문 수의 11.2%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보호’, ‘법’, ‘제도’, ‘정책’, ‘국가’ 단어묶음이 도출되어 토픽명을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와 

정책’으로 하였다. 관련 논문 수는 143편(9.9%)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 ‘원형’, ‘의미’, ‘민족’, ‘유네스코’, ‘세계’ 

단어묶음이 도출되어 토픽명을 ‘민족 원형 의미와 세계유네스코’로 하였으며 관련 논문 수는 135편(9.4%)였다. 

이런 방식으로 토픽명을 정하여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12개의 토픽명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학술계 연구

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갔던 화젯거리와 논문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구분 토픽명
주요	키워드

논문	수(%)
1 2 3 4 5

Topic-1 한국	전통문화	가치 가치
전통
문화

한국 가능 정책 161(11.2)

Topic-2
무형문화유산	

보호법	및	정책
보호 법 제도 정책 국가 143(9.9)

Topic-3
민족원형과	

세계유네스코
원형 의미 민족 유네스코 세계 135(9.4)

Topic-4
전통축제	

활용과	콘텐츠	개발
활용 축제 개발 콘텐츠 활성 134(9.3)

Topic-5
한국	무용의	

형식과	발전
무용 한국 형식

중요
무형문화재

발전 132(9.1)

Topic-6
음악	

공연활동과	연행
음악	 공연 활동 연행 사람 132(9.1)

Topic-7
민속놀이

변화	양상	
민속 변화 놀이 의식 양상 123(8.5)

Topic-8
전통예술의	시대적	

발전과	대표성
예술 시대 발전 대표 현대 105(7.3)

Topic-9
세계의	

유·무형	문화유산
문화유산 무형 유형 세계 국가 100(6.9)

Topic-1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
교육 보유자 전수 과정

중요
무형문화재

99(6.9)

Topic-11
전통기술의	

활용방식과	사례
체계 기술 방식 사례 활용 96(6.7)

Topic-12
사회공동체	

기록과	사례
사회 공동체 기록 분야 사례 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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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8)은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종합해 무형문화유산 학술계의 주요 연구영역과  

연구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그동안 무형문화유산 개념 및 범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표 8)은 국내 무형문화유산 학술계 연구자들의 논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무형문화유산 범위에 관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 개념 및 범주를 정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8)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주요	연구영역	및	주제	분류

구분 연구영역 연구주제	 논문	수(%)

학술논문

무형문화유산	보호
무형문화유산	보호법	및	정책 143(9.9%)

사회공동체	기록과	사례 83(5.8%)

무형문화유산	활용

전통축제	활용과	콘텐츠	개발 134(9.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 99(6.9%)

전통기술	활용방식과	사례 96(6.7%)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한국	전통문화	가치 161(11.2%)

민족의	원형과	세계	유네스코 135(9.4%)

한국무용	형식과	발전 132(9.1%)

한국음악	공연과	연행 132(9.1%)

한국민속놀이	변화	양상 123(8.5%)

전통예술의	시대적	발전과	대표성 105(7.3%)

세계의	유·무형	문화유산 100(6.9%)

(4) 주요 시기별 비교분석

가. 2003년 전후 발표논문

앞서 학술논문의 연도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은 2003년을  

기준점으로 논문 수가 증가하면서 발전하였다. 주지하듯이 2003년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된 해이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각국들로 

하여금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힘을 쏟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이후 달라진 

세계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2015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유산 부문을 독립시켜 만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국내 학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보기 위해 2003년 전후로 주요 연구영역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2003년을 기준점으로 논문을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1965년부터 2002년까지(이하 2003년 이전 시기) 발표된 학술논문 수는 75편이었다.  

약 37년이라는 기간에 비해 논문 수가 적었다. 반면 2003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이하 2003년 이후 시기)  

발표된 학술논문 수는 무려 1,367편이나 됐다. 약 17년 동안 전체 논문의 95%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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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3년	전후	관련	‘학술논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비교

순위 2003년	이전	시기(1965년∼2002년) 2003년	이후	시기(2003년∼2020년	2월)

1 발전(0.386) 문화유산(0.316)

2 한국(0.378) 한국(0.308)

3 시대(0.357) 가치(0.294)

4 무형(0.344) 보호(0.292)

5 유형(0.324) 활용(0.291)

2003년 이전 시기에 발표된 학술논문 75편과 2003년 이후 시기에 발표된 학술논문 1,367편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각각 추출한 1,086개 단어와 11,180개 단어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 이전 시기에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발전’(0.386)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0.378), ‘시대’(0.3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3년 이후 시기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문화

유산’(0.316)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0.308), ‘가치’(0.294), ‘보호’(0.292), ‘활용’(0.2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키워드는 2003년 이전 시기에 ‘발전’, ‘한국’,  

‘시대’였고 2003년 이후 시기에 ‘문화유산’, ‘한국’, ‘가치’, ‘보호’, ‘활용’이었다.

(그림 3)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네트워크 맵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2003년 이전  

시기에서 주요 연구영역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발전’, ‘조선시대 민속의 역사’, ‘(중요)무형문화재 체계 및  

과제’로 나타났다. 반면 2003년 이후 시기에서 주요 연구영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한국의 무형문화

유산’, ‘무형문화유산 활용’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전에는 ‘무형문화유산 발전 및 제도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3년 이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무형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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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3년	전후	관련	‘학술논문’	핵심어	네트워크	맵	비교

<범례>

-	빨간색	동그라미	크기	
			:	문서	동시	등장수	크기
-	연결선	굵기	:	연결	강도
-	노란색	표시	: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	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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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3년 이후 시기 네트워크 맵의 형태와 특징, 연구영역 등이 앞서 살펴본 전체 시기 네트워크 맵 (그림 

2)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표 7)과 (표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시기와 전체 시기의 주요 키워드 및 토픽명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과 연도별 발표논문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연구지형은 20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2003년	전후	관련	‘학술논문’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비교

구분 구분 토픽명
주요	키워드

논문	수(%)
1 2 3 4 5

1시기

(1965∼

2002)

Topic-1
문화유산	

보호체계와	과제

문화

유산
보호 체계 기술 과제 38(50.7)

Topic-2
중요무형문화재

세계적	예술	가치

중요

무형문화재
예술 세계 가치 말 14(18.7)

Topic-3 한국	민속무용 한국 민속 무용 과정 분야 12(16.0)

Topic-4
조선시대	

역사와	발전
역사 시대 발전 조선 무형 11(14.7)

2시기

(2003∼

2020.	2.)

Topic-1
한국	민족(문화)와

세계유네스코	의미
한국 세계 의미 유네스코 민족 195(14.3)

Topic-2
무형문화유산	

보호법과	원형	개념
보호 법 원형 제도 개념 142(10.4)

Topic-3
(전통)기술	

활용방식과	콘텐츠	
활용 기술 콘텐츠 요소 방식 141(10.3)

Topic-4
(전통)놀이	변화와

공연	연행
변화 놀이 공연 활동 연행 130(9.5)

Topic-5
중요무형문화재	

무용	발전	형식
무용 한국 발전 형식

중요무형	

문화재
119(8.7)

Topic-6
(전통)음악

시대별	기록	형식
음악 시대 기록 의식 형식 108(7.9)

Topic-7
유·무형	문화유산

역사

문화

유산
국가 유형 무형 역사 101(7.4)

Topic-8
무형문화유산

교육	체계	및	사례
교육 사례 체계 방식 과정 100(7.3)

Topic-9
전통문화	가치	및

정책	개발
가치 개발 정책

전통

문화
가능 95(6.9)

Topic-10
사회	공동체	

형성과정과	역할
사회 공동체 과정 형성 역할 84(6.1)

Topic-11
민속예술

대표성
예술 민속 대표 과정 방향 78(5.7)

Topic-12
(전통)축제의	

기능과	역사
축제 기능 사람 역사 상황 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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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5년간 발표논문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무형문화유산 학술계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2월 최근까지 

논문 692편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논문 692편에서 7,138개 단어를 

추출하고 핵심어 네트워크 맵을 그렸다. 그리고 전체 시기 분석내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검토결과 최근 5년간 네트워크 맵에서 전체 시기 맵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발견되었다. ‘무형문화유산 지속 

가능성’, ‘한국 세계 유네스코 등재’,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는 최근에 나타난  

연구영역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2016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였다.

비교

형식

방식
인식

현대

형성

공동체

사회

노력

원형

법

가능

제도

주목

의식
주체

시대

현재

양상

연행 변화

과정

현황
두형

방향

국가

가치

활성

정체

요소

의미

확인 한국

체계

다양

대표
발전무용

역사

민족

민속

중요무형문화재

예술

기록
음악

공연

보유자

활동

교육

세계
관점

등재

유네스코

활용

분야

기술

사례

개발

사람

역할

정책

지속

보호

개념

문화유산

(그림	4)	최근	5년간	관련	‘학술논문’	핵심어	네트워크	맵

<범례>

-	빨간색	동그라미	크기	
			:	문서	동시	등장수	크기
-	연결선	굵기	:	연결	강도
-	노란색	표시	: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	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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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고등교육 분야 연구동향

(1) 발표논문 현황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위논문이 처음 발표된 때는 1972년이다. 그로부터 2020년 

2월 최근까지 학위논문은 총 1,222편이 발표됐다. 이중에서 석사학위논문은 961편, 박사학위논문은 261편

으로 조사됐다. (그림 5)는 관련 학위논문의 연도별 발표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1972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 학위논문은 10편 미만으로 발표되었다. 2000년대 들어 관련 학위논문이 10편 이상씩 발표

되기 시작했고 2003년에 이전 기간보다 약 4배나 많은 39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관련 학위논문 

50편 이상씩 발표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18년부터 100편 이상씩 발표되고 있다.

대학별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의 발표현황을 살펴보자. 조사결과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이 

발표된 대학 수는 총 117개였다. 이중에서 22개 대학만이 관련 학위논문 20편 이상을 발표하였다.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대학은 중앙대학교로 논문 123편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 숙명여자대학교 59편, 동국대학교 

55편, 이화여자대학교 55편, 단국대 54편 순으로 발표하였다.

(그림	5)	연도별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논문	수(2020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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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학별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발표현황(2020년	2월	기준)

학교명 논문	수(%) 학교명 논문	수(%)

중앙대학교 123(10.1%) 원광대학교 30(2.5%)

숙명여자대학교 59(4.8%) 서울대학교 27(2.2%)

동국대학교 55(4.5%) 성균관대학교 26(2.1%)

이화여자대학교 55(4.5%) 용인대학교 26(2.1%)

단국대학교 52(4.3%) 전북대학교 24(2.0%)

고려대학교 47(3.8%) 한국교원대학교 23(1.9%)

한양대학교 45(3.7%) 한국외국어대학교 22(1.8%)

경희대학교 33(2.7%) 안동대학교 21(1.7%)

세종대학교 33(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1(1.7%)

한국예술종합학교 32(2.6%) 건국대학교 20(1.6%)

전남대학교 31(2.5%) 추계예술대학교 20(1.6%)

(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가. 단어 출현빈도 및 문서 동시 등장수 

학술논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관련 학위논문 분야의 핵심어, 논의의 중심이 

되는 영향력이 큰 연구주제 등을 파악하였다. 관련 학위논문 1,222편의 초록 및 서지정보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14,296개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단어를 대상으로 출현 빈도수와 문서 동시 등장수를 분석하였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분야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는 ‘무용

(춤)’이었다. 이어서 ‘전통’,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서 동시 등장수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활용’

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전통’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저자들은 논문에서 

‘무용’, ‘전통’, ‘지역’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무형문화유산 활용’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표	12)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빈도수	및	문서	동시	등장수	분석결과

순위 빈도수	 문서	동시	등장수

1 무용 3,600 활용 535

2 전통 2,260 한국 518

3 지역 2,048 전통 509

4 활용 1,926 전승 480

5 한국 1,854 방식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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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결중심성

다음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분야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영향력이 큰 연구주제 등을 파악하였다. 쿼리 분석을 통해 전체 14,296개 단어들 중에서 논문 150편  

이상에 동시 등장한 핵심어 76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핵심어들의 동시출현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맵을 

구성하고 연결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활용(0.438), 전통(0.430), 한국(0.428)이 무형문화유산 학위

논문 분야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며 연구주제 구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6)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어 네트워크 맵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연결중심성이 높게 측정된  

핵심어들과 연결된 단어들을 배열하여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자. 그림에서 보듯이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

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영역은 크게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한국 전통문화예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보호’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각 부분의 세부영역으로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부분에 ‘활용형식’, ‘활용방식’, ‘활용체계’, 

‘활용의 지속 가능성’ 등이 나타났다. 한국 전통문화예술에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세계화’, ‘한국 전통문화

예술의 근본 바탕’,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등이 나타났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보호 부분에 ‘가치 인식’, 

‘사회관계’, ‘역사적 배경’ 등이 나타났다.

효과

활성

활동

참여

정리

과정
지속

방식

가능
사례역할

비교

교육

개발

기술

체계
활용

지역
다양

형식

구분

음악 장단

변화

시작

의미

부분
구조

표현

개념

법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유형

무형

정책

의식

배경

역사

요소

가치

민족

사회

영향

관계

형성

사람
기능

생활

고유
인식

문화유산

보호

원형
대표

기록

민속

토대

무용

확인

시대

현재

현대

대중

발전

한국

근본

관심
국가

공연

글로벌

전통

이해

예술

전승

(그림	6)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핵심어	네트워크	맵

<범례>

-	빨간색	동그라미	크기	
			:	문서	동시	등장수	크기
-	연결선	굵기	:	연결	강도
-	노란색	표시	: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	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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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픽 모델링

학술논문 부문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분야에 숨은 화젯거리(토픽)을 발굴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하였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1,221편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14,296

개 단어를 대상으로 LDA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1개의 토픽이 발굴되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변화’,  

‘시대’, ‘전승’, ‘기술’, ‘현재’ 단어묶음이 도출되어 토픽명을 ‘(전통)기술의 시대적 변화와 전승’으로 정하였다. 이 토픽과  

관련 있는 논문은 191편이었으며 전체 논문의 15.6%에 해당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음악’, ‘장단’, ‘가락’, ‘형식,’  

‘비교’ 단어묶음이 도출되어 토픽명을 ‘(전통)음악 장단·가락·형식 비교’로 하였다. 관련 논문 수는 177편

(14.5%)이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무용’, ‘민속’, ‘전승’, ‘형식’, ‘원형’ 단어묶음이 도출되어 토픽명을 ‘민속무용 

전승과 원형’으로 하였으며 관련 논문 수는 172편(14.1%)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토픽명을 정하여 (표 1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3)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논문’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구분 토픽명
주요	키워드

논문	수(%)
1 2 3 4 5

Topic-1
(전통)기술의	

시대적	변화와	전승
변화 시대 전승 기술 현재

191
(15.6%)

Topic-2
(전통)음악	

장단·가락·형식	비교
음악 장단 가락 형식 비교

177

(14.5%)

Topic-3
민속무용	

전승과	원형
무용 민속 전승 형식 원형

172

(14.1%)

Topic-4
문화유산	

보호·지정·전승	정책
문화유산 보호 지정 전승 정책

119

(9.7%)

Topic-5
전통예술공연과	

현대	대중
전통 예술 공연 대중 현대

108

(8.8%)

Topic-6
지역	문화유산

	역사와	가치	인식
지역 역사 가치 문화유산 인식

100

(8.2%)

Topic-7
한국	민족국가와	

세계	의식
한국 세계 의식 민족 국가

86

(7.0%)

Topic-8
무형문화유산

활용방식과	기록형식
활용 방식 기록 형식 표현

78

(6.4%)

Topic-9
무형문화유산

활용체계	개발
개발 발전 활용 체계 가능

73

(6.0%)

Topic-10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방식
교육 과정 방식 이해 활동

71

(5.8%)

Topic-11
사회활동의	

영향과	참여
사회 활동 영향 기능 참여

4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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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종합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영역과 

주제를 정리하였다. 이 자료 역시 무형문화유산 개념 및 범주를 정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4)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분야	주요	연구영역	및	주제	분류

구분 연구영역 연구주제	 논문	수(%)

학위논문

무형문화유산	

가치	보호

문화유산	보호·지정·전승	정책 119(9.7%)

사회활동	영향과	참여기능 47(3.8%)

무형문화유산	

활용

무형문화유산	활용방식과	기록형식 78(6.4%)

무형문화유산	활용체계	개발 73(6.0%)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방식 71(5.8%)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통기술	시대적	변화와	전승 191(15.6%)

전통음악	장단·가락·형식	비교 177(14.5%)

민속무용	전승과	원형 172(14.1%)

전통예술공연과	현대	대중 108(9.8%)

지역	문화유산	역사와	가치	인식 100(8.2%)

한국	민족국가와	세계	의식 86(7.0%)

세계의	유·무형	문화유산 100(6.9%)

(4) 주요 시기별 비교분석

가. 2003년 전후 발표논문

학술논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위논문 분야 역시 2003년을 기준점으로 논문을 분류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1972년부터 2002년까지(이하 2003년 이전 시기) 발표된 학위논문 수는 

100편이었다. 약 30년이라는 기간에 비해 발표논문 수가 매우 적다. 반면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이하 2003년  

이후 시기) 발표된 학위논문 수는 1,122편으로 약 17년 동안 전체 논문의 98%가 발표되었다. 학술논문과  

마찬가지로 학위논문 역시 20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전 시기에 발표된 학위논문 100편과 2003년 이후 시기에 발표된 학위논문 1,122편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각각 추출한 3,413개 단어와 13,674개 단어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 이전 시기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전통(0.450)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승(0.435), 형식(0.428)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시기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활용

(0.443)이 나타났다. 이어서 전통(0.430), 가치(0.4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

논문의 연구주제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키워드는 2003년 이전 시기에서 ‘전통’, ‘전승’, ‘형식’이었고 

2003년 이후 시기에서 ‘활용’, ‘전통’, ‘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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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결과를 네트워크 맵으로 그려서 전체 시기의 분석내용과 비교해 보자. 검토결과 2003년  

이후 시기 네트워크 맵의 형태와 특징, 주요 연구영역 등이 전체 시기 네트워크 맵 (그림 6)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표 13)과 (표 15)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주요 키워드와 토픽명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른 점이 있다면 활용(노드)이 전체 시기에서는 전통예술(노드)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2003년  

이후 시기에서는 한국 대중, 한국 세계화, 한국 발전 등과 같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03년 이후 시기에서 학위논문의 저자들은 무형문화유산 활용 부분을 전통예술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면 

2003년 이후 시기에서 저자들은 대중, 세계화, 한국 발전 등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기능

전통 과정 활용

교육

지금

생각

문헌

근본

다양

법

한국

이상

글로벌

2003년 이전

문화유산

사례

발전

예술
가치

역사의식 인식

지역

보호

시대

배경

기술

현대
활동

오늘날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춤동작

무용
민속

지자체

전수

보유자

가락

장단관계

일반

형성 의미

생활

자연요소

성격
표현

형식

부분

변화

비교

음악 전승

구조

개발

사회

체계

현재
가능

영향

일
방식

<범례>

-	빨간색	동그라미	크기	
			:	문서	동시	등장수	크기
-	연결선	굵기	:	연결	강도
-	노란색	표시	: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	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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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활용

지역

사례

가능

개발

교육

체계

비교

역할
기술

영향

구분

방식

음악

과정 장단

가락
정리

구조

형식

시작부분표현

개념
기대

법

효과

활동

참여
활성

지속

현재현대
공연

시대

예술
토대

확인

무용

기록

전승

변화

사람

대표

보호

원형

문화유산

무형

유형

요소
인식

의식

민족

고유 가치

정책
관계

형성

기능

생활

사회 지정

다양

발전

관심
역사

배경

글로벌

국가

근본

의미

이해

전통

대중

2003년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그림	7)	2003년	전후	관련	‘학위논문’	핵심어	네트워크	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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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03년	전후	관련	‘학술논문’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비교

구분 구분 토픽명
주요	키워드

논문	수(%)
1 2 3 4 5

1시기

(1972∼

2002)

Topic-1
한국	무용

춤동작	형식	및	구조
무용 춤동작 한국 형식 구조 38(50.7)

Topic-2
한국	전통예술의

역사
전통 역사 예술 한국 시대 14(18.7)

Topic-3
문화유산	

지역사회	교육과정
교육 과정 사회 지역

문화

유산
12(16.0)

Topic-4
(전통)음악

형식	변화
음악 가락 장단 형식 변화 11(14.7)

Topic-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및	지정
전승 보호 지정 기술

중요

무형문화재

11

(11%)

2시기

(2003∼

2020.	2.)

Topic-1
무형문화유산

활용·개발방식
활용 개발 기능 방식 유형

149

(13.3%)

Topic-2
전통무용	전승과

한국	원형
무용 전통 전승 원형 한국

133

(11.9%)

Topic-3

전통음악

장단·가락·형식	

비교

장단 가락 음악 비교 형식
130

(11.6%)

Topic-4
무형문화유산

지정·전승	변화
전승 변화 지정 중요 현재

99

(8.8%)

Topic-5
전통기술의

현대화	사례
전통 기술 시대 현대 사례

94

(8.4%)

Topic-6
무형문화유산

가치와	역사

문화

유산
가치 역사 보호 인식

89

(7.9%)

Topic-7
전통	음악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음악 활동 이해

89

(7.9%)

Topic-8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지역 사회 참여 활성 발전

86

(7.7%)

Topic-9
한국의

세계화	의식
한국 의식 글로벌 인식 방향

81

(7.2%)

Topic-10
무형문화유산

표현방식과	의미
형식 의미 표현 방식 요소

64

(5.7%)

Topic-11
전통예술공연과	

대중
예술 공연 전통 대중 발전

57

(5.1%)

Topic-12
무형문화유산	

보호법과	국가정책
보호 법 정책 국가 민족

5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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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5년간 발표논문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분야 최근 5년간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2월 최근까지 학위논문 490편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논문 490편

에서 9,032개 단어를 추출하고 핵심어 네트워크 맵을 그려 전체 시기의 분석내용과 비교하였다.

검토결과 전체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5년간 네트워크 맵에서 활용(노드)에 노드와 연결선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학위논문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 활용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 연구영역이 활용방식, 활용유형, 활용과정, 활용법,  

시대별 활용 등으로 나타나 최근 학위논문 분야 연구에서 무형문화유산 활용방법을 체계화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최근	5년간	관련	‘학위논문’	핵심어	네트워크	맵

역할
법

유형

방식

가능

시대
구분

토대

이해

공간

영향

지역

부분

기술

비교 도출

체계
변화

발전

다양

표현

과정

지속

기륵

정리
기대

확인

효과

개발

활성

현대
인식

가치

사회

생활

참여

의미

정책

현재

보호

전승
양상

원형

전통

무용한국

교육

대중

예술

대표

공연

시작

음악

가락

장단

구조

유네스코 글로벌

지정형식

관심

요소

사례

역사

중국

사람

국가

배경

민족

문화유산

관계 활동

형성

조선

중요무형문화재

활용
<범례>

-	빨간색	동그라미	크기	
			:	문서	동시	등장수	크기
-	연결선	굵기	:	연결	강도
-	노란색	표시	: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	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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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무형문화유산 학술계 및 고등교육 분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여 연구동향과 지식체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65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약 55년 동안 학술논문 1,443편과 학위논문 1,222편에서 초록 및 서지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컴퓨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형태소 분석기 등을 이용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였다. 전처리 

작업을 통해 추출된 학술논문 분야 14,403개 단어와 학위논문 분야 14,296개 단어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

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하였다.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표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은 2000년대 초반까지 5편 내외로 발표되다가 2003년에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전하였다. 2014년에 처음으로 발표 논문 수가 100편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019년까지 

100편 이상씩 발표되었다. 눈에 띄는 점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2015년에 

발표된 학술논문 수가 전체 기간 중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다. 학위논문 역시 학술논문과 마찬가지로 2003년에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전하였다. 2018년에 처음으로 발표논문 수가 100편을 넘어섰고 2019년까지 

100편 이상씩 발표되었다. 

둘째, 출현 빈도수 분석결과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저자들은 논문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했다. 반면 학위논문 저자들은 ‘무형문화유산 활용’에 대해 가장 많이 논하였다.

셋째, 단어 문서 동시 등장수 분석결과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했던 핫키워드는 ‘문화유산’, ‘한국’, ‘활용’이었다. 반면 학위논문 분야에서는 ‘활용’, ‘한국’, ‘전통’이 핫키워드로 

나타났다.

넷째,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무형문화유산 연구 분야의 주요 연구영역과  

주제를 도출하였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주요 연구영역은 크게 ‘무형문화유산 보호’, ‘무형문화유산 활용’,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주제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법과  

정책’, ‘공동체 기록과 사례’ 등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활용에 ‘전통축제 활용과 콘텐츠 개발’, ‘보유자 전수교육’, 

‘전통기술 활용방식’ 등이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에 ‘한국무용’, ‘한국음악’, ‘한국민속놀이’, ‘전통문화  

가치’, ‘민족원형’, ‘전통의 시대적 발전과 대표성’, ‘세계 문화유산’ 등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영역은 학술계와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났지만 연구주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영역은 크게 ‘무형문화유산 가치 보호’, ‘무형문화유산 활용’, ‘한국 전통문화

예술’로 분류된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주제로는 무형문화유산 가치 보호에 ‘문화유산 정책’,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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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여’ 등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활용에 ‘활용 체계 개발’, ‘전수교육’ 등이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에  

‘전통민속무용’, ‘전통음악’, ‘전통기술’, ‘전통공연예술과 현대대중’, ‘한국의 민족국가와 세계의식’ 등이 있다. 

이 내용은 무형문화유산 범위에 관한 것으로 국내 무형문화유산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무형문화유산 개념 및 범주를 정립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

다섯째, 관련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연도별 발표현황 분석을 통해 특이점을 발견하였다.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2003년에 논문 수가 증가하면서 발전하였다. 주지하듯이 2003년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된 해이다. 학술논문의 경우 전체 논문의 95%가, 학위논문은 전체 논문의 98%가 2003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그래서 2003년 전후로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2003년 이후 시기 네트워크 맵의 주요 특징이 전체 시기 분석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계 및 고등교육 분야 연구지형은 20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파악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학술

논문 692편과 학위논문 490편 비정형 데이터에서 각각 추출한 7,138개 단어 9,032개 단어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간 학술논문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영역이 발견되었다. 

‘무형문화유산 지속 가능성’, ‘사회와 무형문화유산 보호방식’, ‘한국의 세계 유네스코 등재’ 등이 그것이다. 이 

영역들은 최근 유네스코와 세계 전문가들이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해 무형문화

유산 분야 연구동향과 지식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통해 무형문

화유산 관련 학계 및 고등교육 분야 연구자들의 무형문화유산 범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화젯거리, 연구대상 등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분야  

지식체계 정립을 위한 깊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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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ystem Analysis 
of the Academic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Big Data Text-Mining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cademic big data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sing text-mining and explore the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ystem. To achieve concrete 
result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following goals: First, “What is the important central 
theme in the research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ond, “What are the major topic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earch?”; Third, “How the major topics and subjects 
have changed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and Fourth, “How is the result of analysis visualized into a network map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it?”

With such goals, the research followed 4 steps, ‘Data Collection’, ‘Data Refinement’, ‘Data 
Analysis’, and ‘Integrating and Interpretation’. The data was collected during the period 
between 1965, when the very first paper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published in South 
Korea, and 2020 from 1,443 academic papers, 1,222 dissertations, and 2,665 abstracts and 
bibliographic data. The collected unstructured data was refined for computer-aided analysis. 
Firstly, nominal morphemes were extracted using Korean morpheme analyzer, and then various 
controlling and TF-IDF analysis were applied. 14,403 words from academic papers and 14,296 
words from dissertations have undergone topic modeling and text network analysis with 
NetMiner program.

Topic modeling is a probabilistic algorithm to find out subjects and topics hidden in a large 
set of documents, and extract and classify documents according to the topic. Text network 
analysis applies the network theories and analysis methods that developed out of sociology 
to literature analysis. This method analyzes the structure of connected words in the text and 
shows the result in the form of a network map. Recent big data analyses is evolving towards 
utilizing various optimized analytical techniques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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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esult. This paper, thus, used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to draw a result that 
is optimal for the purpose of our research.

This paper fin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contributed to encouragement of relevant studies 
as it used the text-mining technique to analyze the big data that has accumulated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it has a substantial contribution as it provided a 
visualized knowledge map to reveal the relationship of keywords and main topic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led to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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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라도의	농악은	걸궁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걸궁과	관련된	예능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라도에서	농악과	관련된	민간의	기록물이	다수	확인되고,	걸궁의	형태가	격식과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며,	양반가에서	농악예인들을	후원하였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전의	기록자료를		

검토하여	그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례	운조루에	전하는	걸궁기록과	영암	남평문씨가의	문중기록은	19세기	양반층이	농악을	향유하고	후원해		

왔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구례	오미동에서는	서당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걸궁의	필요성을	알리는	금고문을	작성하고,	지역민들에게	통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접	걸궁패를	결성하여	모금	

활동을	하였다.	또	영암의	남평문씨가에서는	19세기	초중반부터	다양한	걸궁패를	받아들여	기금모금에	협조하고,	

재인과	가객	등의	예인들까지	후원하였다.	이들	기록자료를	통해	19세기	양반들이	공적기부로서	걸궁에	협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능을	향유하고	후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의	걸궁	담당층이	기록한	걸궁	관련	문서에는	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걸궁과	관련하여	예능보다	격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기록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한자의	사용과	격식을	중시한	점을	통해	당대	지식인층인	양반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전승되는	전라도의	걸궁패	문굿	절차에서	1차로	지식과	지혜를	시험

하고,	2차로	예능성을	판단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걸궁패의	입사식인	문굿에서	1차로	지식과	지혜를	시험하는	것은	

걸궁을	하는	주체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을	모두	한자를	비롯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서다.	

19세기	양반층의	농악	걸궁	참여와	향유·후원,	민간의	걸궁	담당층	문서기록에	나타나는	한자표기와	격식	중심의	

기록,	걸궁패의	입사식에서	지식과	지혜를	시험하는	것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대	지식인집단인	

양반층의	영향	없이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라도의	농악이	걸궁의	격식을	중요시하고	

걸궁패농악을	특별한	예능으로	인식하여	전승해	온	과정에는	19세기	양반층이	농악의	향유층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양반층의 걸궁기록을 통해 본 

전라도 농악문화 발달의 단편

주제어	 	농악,	풍물,	걸궁,	걸립,	걸궁패,	걸립패,	절걸궁,	신청걸궁,	남평문씨,	운조루,	문굿,	농악문서,	용하기(用下記),		

재인(才人),	가객(歌客),	산조,	김창조,	금고,	군고,	매귀,	매구

● 논문투고일		2020. 3. 25.		●	심사요청일		2020. 4. 16.		●	게재확정일		2020. 5. 6.

송 기 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19세기 양반층의 걸궁기록을 통해 본 전라도 농악문화 발달의 단편 | 송기태131

Ⅰ. 서론

한국 농악사에서 걸궁은 농악 예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명성을 얻고 있거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단체는 대부분 과거 걸궁패 활동의 전력이 있고, 핵심 예능인에 해당하는 상쇠나 설장구 등도 걸궁패 활동을  

통해 예능을 연마한 경험이 있다. 걸궁은 집단이나 공동체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희패를 꾸려 지역과 마을을  

순회하며 연희를 선보이고 그 대가로 기부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데, 사회시스템이 공고하지 않던 전통시대에는 마을

이나 지역 및 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걸궁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마을의 다리를 보수하거나 마을제사 등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동청이나 사찰의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서당이나 소방대, 신청, 장터의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걸궁을 하였다. 이러한 걸궁은 연희를 선보이고 그 대가로 쌀이나 돈을 걷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연희패의 예능이 뛰어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명성도 얻게 되었다. 걸궁패와 유사한 형태로 유랑연

희패가 있는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두 집단 모두 예능이 뛰어나지만 걸궁패는 공적 기금마련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며 일시적인 연행을 하고, 유랑연희패는 직업으로서 상시적인 연행을 하는 연희집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절걸궁패와 남사당패를 구분한 기존 연구에서도 절걸궁패는 일관되게 사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남사당패는 “우리는 동냥은 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성격이 다름을 명확히 하였다.1) 

농악의 발달과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라도의 경우 걸궁 활동이 예능의 발달에 그치지 않고 농악

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기록으로 전하는 농악문서에 걸궁의 격식을 주로 기술해  

놓기도 하고,2) 양반층이 직접 걸궁패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며,3) 지역의 문중에서 다양한 걸궁패의 왕래를 기록한  

문서4)가 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걸궁패가 마을로 들어가면서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농악예능화5) 하여 농악보존회의 

대표적인 예능종목으로 삼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농악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많지 않은데, 전라도지역에서는 문중을  

비롯한 양반층이 관련 기록을 남기고, 연행자들도 걸궁에서 비롯된 예능을 중요한 연희종목으로 삼아 전승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라도 농악문화의 발달과 관련하여 19세기 양반층의 걸궁기록을 주목한다. 현재의 농악 전승에서  

걸궁의 기능은 매우 약해져 있지만, 농악문화의 토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걸궁 활동이 파악되기 때문에 민간에 

전하는 기록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증적 논의를 위해 영암의 남평문씨가에서 200여 년에 걸쳐  

기록한 『용하기(用下記)』와 구례 문화류씨가에 전하는 걸궁기록을 분석하여 전통시대 농악 걸궁문화의 실제를 드러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라도의 농악문화가 걸궁 활동 속에서 발달해 온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동문선,	1994),	32∼33쪽.

2) 송기태,	「서남해안지역	걸립	문서에	나타난	지향과	문화적	권위」,	『실천민속연구』	16(실천민속학회,	2010).

3) 김성호	외,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관계	자료3)	구례군	사회조직	문서	1871∼1935』(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333∼341쪽.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영암남평문씨편(Ⅰ)-』	2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영암	

남평문씨편(Ⅱ)-』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5) 송기태,	「영무장지역	걸립문화와	걸립패	문굿의	연행원리	연구」,	『남도민속연구』	30(남도민속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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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과 관련된 기록자료를 검토한 역사적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농악의 시원을 고대 제천의식인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맥의 무천(舞天) 등에서 찾지만, 역사적 간극이 길어 현재의 농악과 직접

적으로 연결해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악의 시원을 고대의 제천의식에서 찾는다면 마을의 동계자료를 통

해 마을제사와 농악의 관련성을 살펴 역사성을 확인해야 하고, 노동 관련성을 주목한다면 두레 기록과 문서를 통해  

농악의 역사적 파편을 찾아야 한다. 농악은 가락과 행위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민중예술이라는 점에서 기록자료가  

미미하지만, 동계문서 속에 농악기를 구입하거나 마당밟이의 수입과 지출을 수록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고, 두레 관련  

기록과 마을문서에 농악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농악의 기록을 주목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 일정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주된 성과는 절걸궁패의 활동을 역사

적으로 추적한 연구,6) 군대 및 관아와 농악의 관련성을 주목한 연구,7) 농악의 명칭 논쟁을 계기로 문헌 속에서 농악

기록을 찾는 연구8)의 분야에서 다루어졌다. 절걸궁패를 주목한 연구는 주로 사찰중수기 자료를 검토하여 연희사적  

측면에서 농악과 절걸궁패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성과가 있고, 군대 및 관아 관련 연구는 『병학지남(兵學指南)』을  

비롯한 조선시대 병법서를 토대로 농악의 군사적 연행과 악기의 상관성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악의 명칭 

논쟁은 문헌기록 속에서 농악의 명칭을 확인한 성과가 있다. 농악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지만, 이들 논의를 통해 점차 조선후기의 농악까지 실증적 논의가 가능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참고하고, 19세기 양반층이 걸궁을 주도하거나 걸궁패를 받아들여 모금에 동참했던 기록을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걸궁을 수행했던 담당층의 기록과 현재 전승되는 걸궁문화를 함께 검토하여 걸궁이 전라도 농악문화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Ⅱ. 양반층이 주도한 걸궁 : 1899년 구례 오미동의 독서재(讀書齋) 걸궁기록

일반적인 농악대의 걸궁은 평민과 하층민, 사찰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례 오미동

에서는 서당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문화류씨가를 비롯한 지역의 양반층이 걸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운조루로 유명한 구례 오미동의 문화류씨는 18세기 대구에서 구례로 이주한 양반가에 해당 

6) 송기태,	앞의	논문(「서남해안지역	걸립	문서에	나타난	지향과	문화적	권위」,	2010);	송기태,	「전남	남해안지역	절걸립패의	활동	및	성격	고

찰」,	『남도민속연구』	13(남도민속학회,	2006);	손태도,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성립과	그	풍물사적	의의」,	『문화재』	50-1(국립문화

재연구소,	2017);	박흥주,	「장흥	寶林寺	金鼓와	그	文化力」,	『文학,	史학,	哲학』	55(한국불교사연구소,	2018).

7) 송기태,	「풍물굿의	군사적	의미화	연구-전남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6(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0);	이숙희,	「농악	악

기편성	성립의	배경과	시기에	관한	연구－군영	취타악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54(한국국악학회,	2013);	손태도,	「정

초	집돌이농악과	지방	관아	나례희의	관련	양상」,	『한국음악사학보』	49(한국음악사학회,	2012).

8) 김정헌,	「‘농악(農樂)’과	‘풍물(風物)’의	타당성	검토와	‘농악(農樂)’	비판에	대한	반론」,	『문화재』	42-4(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정형

호,	「농악	용어의	역사적	사용과	20세기	고착화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	62(한국민속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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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구에 거주하던 유이주(柳爾胄, 1726∼1797)는 1726년 경북 해안면 입석동에서 문화류씨  

곤산군파(菎山君派) 30세손 영삼(榮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1771년 낙안군수를 비롯하여 1776년  

삼수부사를 지낸 당대의 전형적인 양반가 인물이다.9) 그는 1774년 가족들을 거느리고 구례 토지면 오미리로 이주

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조선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양반가의 자손들로서 벼슬을 하고 지역의 재지사족(在地士

族)으로 명성을 구가하였다. 

문화류씨는 전형적인 양반가인데 이들은 마을의 서당인 독서재(讀書齋)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899년(기해,  

광무 3년) 지역민과 협력하여 걸궁패를 꾸리고, 그들을 인솔하면서 관련 인물과 수입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10) 

걸궁패는 정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서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접마을을 돌며 농악을 연행하고 동중전

(洞中錢)과 개인기부금을 모금하였다. 당시 걸궁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걸궁의  

취지를 설명한 “미동(美洞) 독서재구재금고문(讀書齋鳩財金鼓文)”과 마을에 통지하는 “통장(通狀)”, 걸궁패  

구성원의 이름과 역할, 날짜별로 걸궁을 시행한 마을과 주민들의 이름 및 기부사항, 결산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동(美洞) 독서재구재금고문(讀書齋鳩財金鼓文)」

무릇 학교를 세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국(國)으로부터 주(州)·려(閭)에 이르기까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모두 옛 어진 임금이 옛것을 계승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큰 법도이다. 집안에 숙(塾)을 두는 것  

역시 이 법에 따른 것이다. 사람의 자제로서 가숙(家塾)에 나아가 효제(孝悌)를 알면 리(里)의 풍속이 이로써  

순하고 아름다워지며, 한번 크게 변하여 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보다 큰 게 어디 있겠는가. 아, 최근에 학업이  

해이해져 인재가 없어지니 자제가 무엇으로써 효제(孝悌)를 알며, 풍속이 어찌 순미해 지겠는가. 이를 걱정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이 나대(儺隊)를 조직하였으니, 금고 절차(金鼓節次)는 비록 열에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또한 내려오는 풍속이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초에 사람을 즐겁게 하고 나쁜 귀신을 쫓아 

내는 것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을 듯하다. 어찌 옛 사람들이 북치고 노래부르는 소리를 서로 듣는 것이라고  

아니하겠는가. 또한 족히 노소가 한 곳에 모여 태평을 구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터이니, 나대가 도착하면 웃어  

넘기지 말고 혼연이 후히 접대하고, 금고(金鼓) 때문에만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면 이 모두는 큰 은택이 될 것이고 

기금을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공(諸公)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 바이니, 하물며 제공(諸公)들은 오당(吾

黨)의 동료들이 아닌가. 

                                         계수(契首) 이규찬(李奎燦) 유제익(柳濟翼)

통장(通狀) (광무 3년 기해 정월 초6일)

위 통고하는 일. 옛날부터 사람이 있어야 일을 성사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 인근에 살면서 서로 도우는 것은 

9) 이해준,	「운조루의	역사」,	『구례	운조루』(국립민속박물관·전라남도,	1988),	34∼39쪽.

10) 구례	오미동의	걸궁기록은	「美洞	讀書齋鳩財金鼓文」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례군의	자료들을	번역하여	발간

한	단행본에	실려	있다.	오미동의	걸궁기록은	2017년	주변	연구자들과	농악문서	읽기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연

구모임에서	필자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생활문화와	옛문서』에	오미동의	금고문(金鼓文)이	있음을	소개하자,	전라남도	前	문화

재전문위원	김희태	선생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단행본에	금고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김희태	선생님과	연

구모임을	함께	진행한	연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김성호	외,	앞의	책(『(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관계	자료3)	구례군	사회조직	문서	

1871~1935』,	1991),	333∼341쪽;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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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洞) 서재(書齋)의 경비가 부족하여 몽사(蒙士)들이 선생을 모시는데 드는 일 년의  

비용도 만들 수가 없어서 장차 서재(書齋)를 폐하고 학업을 중단해야 될 처지에 놓인 까닭에 이와 같이 金鼓를  

마련하여 기금을 모으려 하오. 한 되의 곡식이나 한 꿰미의 동전과 같이 다소간의 물건이라도 모이면 크게 되며, 

한 바구니의 소채나 한 동이의 탁주와 같이 풍족하거나 박하거나 간에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외다. 그러한 즉 

어찌 쓸데없는 일로 실력자에 의존하겠소. 이와 같이 하면 선생을 일 년간 모시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몽사(蒙士)들 또한 육경(六經)을 다시 배울 수 있을 것이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일을 성사시키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돕는 힘인 것이 아니겠소. 원컨대 통문이 도착하면 문을 열고 웃으며 맞아주고 잠시 금고배의  

태평도무지상(太平蹈舞之像)을 용납하여 주길 바라며, 곁들여 구재책(鳩財冊)에 도움을 주시면 염치없이 은혜를 

기다리는 생각에 더한 다행이 없을 것이외다. 

위 통문을 하죽(下竹, 초6일), 내죽(內竹, 7일), 중산(中山, 8일), 상죽(上竹, 초9일), 중대(中垈, 같은 날), 환동(環

洞), 불당(佛堂), 문수(文殊)에 삼가 통고함.  

                    광무 3년 기해 정월 초6일 미동(美洞) 독서재(讀書齋) 

계수(契首) 이규찬(李奎燦), 유제익(柳濟翼), 유제원(柳濟元)

* 이 가운데 금고배 40명이 위 날짜에 만일 비가 오면 다음날 귀동에 도착할 것임.

금고문(金鼓文)은 배움의 중요성과 서당 기금마련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걸궁패를 꾸려 마을을 돌며 모금을  

하기로 하였으니 이들을 접대하고 기금을 기부해 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농악 걸궁패를 ‘나대’ 

라고 표기하고, “정초에 사람을 즐겁게 하고 나쁜 귀

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을 듯”

하다고 하며, 남녀노소가 태평을 구가하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점이다. 서당의  

기금을 마련하는 데 단순히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걸궁패를 꾸려 연희를 베풀 테니 농악을 함께 

즐기고 모금에 참여해 달라고 한다. 걸궁패를 주도한  

인물들은 신분상 문화류씨를 비롯한 양반가들인데, 

이들은 농악을 민간의 좋은 풍속으로 생각하고 농악대  

걸궁이 액막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걸궁을 시작하면서 대상으로 삼은 마을들을 나누어

서 2개의 통문을 발송하였다. ‘통장(通狀)’이라 하여 서당

의 기금을 모금하는 목적과 함께 공적인 단체의 비용을  

마련하는 데 일부 실력자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에  
(그림	1)	1899년	구례	오미동	독서재	서당걸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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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밝히고 있다. 서당은 지역민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독지가나 재력가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의 

마을과 개개인의 성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걸궁패가 마을에 도착하는 날짜를 

명시하였다. 금고문에는 걸궁패를 나대라고 하였는데, 통문에서는 금고배(金鼓輩)라 하여 일반적으로 농악대를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들의 연희를 태평도무지상(太平蹈舞之像)이라 칭하였다.

걸궁은 본동인 미동마을을 시작으로 하죽, 간전, 원내, 내죽, 월곡, 신단, 단산, 상죽, 불당, 중대, 환동, 양안 

등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동은 본마을이기 때문에 처음 3일간 걸궁을 하고, 다른 곳은 하루에 1개 

∼4개 마을을 돌아다녔다. 한 마을에서 가장 많은 걸궁을 한 것은 상죽마을로 13가구에 달했다. 그리고  

구만, 문수, 용두 3개마을은 걸궁은 하지 않았지만 동중전을 기부하였다. 이들 16개 마을은 오미동을 중심으로 

5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금고문 말미에 “제공(諸公)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 바이니, 하물며 제공(諸

公)들은 오당(吾黨)의 동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무작위적으로 걸궁을 한 것이 아니고 서당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걸궁기록에는 걸궁패의 명단과 역할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특히 농악 치배들의 편성과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19세기 말 농악 걸궁패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걸궁패의 전체 명단은 

금고배와 주도집단을 나누어 기록하였고, 통문에는 40명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인원은 34명이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배는 24명으로 화주(貨主) 4명, 쇠잽이(上金, 次金, 中金, 下金) 4명, 괴포수(魁砲手) 1명,  

창부(倡夫) 2명, 쟁수(錚手) 2명, 나팔수(囉叭手) 1명, 농구(弄毬) 2명, 기수(旗手) 2명, 고수(上鼓手, 次鼓手, 

中鼓手, 下鼓手) 4명, 복직(卜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도집단은 10명으로 도반(都頒) 2명, 도장(都掌) 1명, 

지거(指擧) 2명, 도서기(都書記) 1명, 부서기(都書記) 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록에 미동 사람은 이름만 기재

하고, 타 마을 사람은 이름 옆에 마을명을 표기하였다. 금고배 24명 중 화주와 상쇠를 비롯한 대부분은 미동 

사람이고, 5명은 인근 마을 사람이다. 그리고 도반(都頒)을 비롯한 주도자들 10명 중 6명은 미동 사람이고,  

4명은 인근 마을 사람이다. 이를 통해 미동에서 걸궁을 주도하지만,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서에 걸궁패의 치배명을 기록하여 당시 농악대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치배들의 구성은 현재의  

농악대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장구잽이와 소고잽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장구나 소고가 모두 북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고수(鼓手)라고 표기했을 수도 있지만, 포수나 창부 등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북잽이만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치배 중에서 모호한 대상은 농구다. 농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라도 농악에서 상쇠를 따라다니며 예능을 익히는 치배인 농구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유랑연희패들의 죽방울놀이로서 농환(弄丸)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전라도 농악에서 농구라는  

명칭과 역할이 일반적이고 나타나고, 걸궁패가 보통의 마을농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쇠 수업을 

받는 농구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걸궁을 마친 후 치배들에게 수고료에 해당하는 행하조를 지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농구를 2명이나 편성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악대의 

농구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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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례	미동(美洞)	독서재구재금고문(讀書齋鳩財金鼓文)11)

걸궁에 대한 정산기록 중에는 농악연행에 필요한 악기와 재료를 구입했던 정황도 확인된다. 악기 중에서는 

꽹과리에 해당하는 광금(光金) 1개와 나팔(囉叭) 1개를 구입하였고, 고깔의 재료로 추정되는 창호지와 백지도 

구입하였다.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상모와 관련된 ‘上毛所’도 지출로 기록되어 있고, 고깔의 염료로 추정되는 ‘上

色所’도 지출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걸궁이 끝난 후 정산을 하면서 농악대 치배들에게 각각 2전씩 지

급하였다.

구례 오미동의 걸궁기록은 전라도 양반층의 농악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문화류씨가

에서 서당 기금마련을 위해 걸궁패를 조직한 점이 특징적이다. 당시 문화류씨가의 일기에 걸궁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걸궁이 시작되기 전 정월 2일에 직접 꽹과리 1개와 나발 1개를 구입하고, 정월 5일에는 서당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고(농악대)를 창설했다고 기록하고 있다.12) 금고문을 통해서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였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통해 걸궁을 하도록 지시만 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악기를 구입하고 걸궁

패를 결성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걸궁패를 주도한 양반들은 농악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오랜 기간 즐겨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금고문에 

“금고 절차(金鼓節次)는 비록 열에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또한 내려오는 풍속”이라고 하여 농악대의 

11)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생활문화와	옛문서』,	1991).

12) 김성호	외,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관계	자료1)	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	1851∼1915』(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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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수준이 약화되었음을 인지하고 있고, 액막이 형태의 농악 걸궁이 민간의 오랜 풍속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또한 일기에 “농악대 사람과 모여 앉아 개돼지를 삶고 술을 사 와서 종일 즐기며 배부르게 먹었다.”13)라고 하여  

스스로 농악을 즐겼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양반가에서도 오래전부터 농악을 즐기고, 연행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Ⅲ. 양반가 문중의 걸궁패 기부 : 남평문씨가 『용하기(用下記)』에 나타난  

       걸궁기록

걸궁은 모금을 하는 주체에 따라 마을걸궁패, 절걸궁패, 중매구패, 신청걸궁패 등 다양한 명칭이 부여되고, 목적

에 따라 샘걸궁, 방천걸궁, 서당걸궁, 학교걸궁, 소방대걸궁, 다리걸궁, 동청걸궁, 노인정걸궁 등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한 걸궁 형태는 마을농악대에 의한 마당밟이와 마을 간의 걸궁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걸궁 주체는  

사찰이다. 마을에서는 매년 동제를 행하면서 가가호호를 돌며 마당밟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쌀과 돈을 걷어 동제  

비용과 마을의 공공기금을 마련하였는데, 마을 내에서 모금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공공의 목적을 내세우고 인접한 

마을을 돌며 걸궁을 하였다. 사찰은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사찰의 중수와 유지를 

위해 걸궁을 하였다.14) 이 외에도 전라도에서는 무속집단이 주도한 신청(神廳)걸궁이나 당골네걸궁15) 등이 왕성하게 

활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걸궁의 주체와 목적이 다양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역사적으로 빈번한 것이었는지,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걸궁 활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적으로 집약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걸궁패와 관련된 구체적 기록이 많지 않음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연구대상을 연희집단에 집중함으로 인해 빚어진 점도 없지 않다. 걸궁은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걸궁패를 받아들이는 마을이나 집단은 지출기록을 남기기 마련인데, 현재까지 이러한 기록자료는 구체

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걸궁패의 왕래와 그들에 대한 지출기록 관련하여 전남 영암의 문중 기록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암의 남평

문씨는 영암읍 영보마을과 장암마을에서 오랜 기간 세거하며 문중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였는데, 그중에 걸궁 및  

연희와 관련된 지출사항이 다수 발견된다. 이 기록을 통해 향유층의 관점에서 걸궁패의 다양성과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다.

13) 김성호	외,	앞의	책(『(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관계	자료1)	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	1851∼1915』,	1991),	158쪽.

14) 손태도,	앞의	논문(「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성립과	그	풍물사적	의의」,	2017);	박흥주,	앞의	논문(「장흥	寶林寺	金鼓와	그	文化力」,	

2018);	송기태,	앞의	논문(「전남	남해안지역	절걸립패의	활동	및	성격	고찰」,	2006).

15) 정병호,	『농악』(열화당,	1986),	28쪽;	이경엽,	「영무장의	세습무계와	무계	예인들의	활동」,	『남도민속연구』	30(남도민속학회,	2015),	105∼

106쪽;	송기태,	「세습무계집단의	풍물굿	연행과	지역풍물굿의	전승」,	『남도민속연구』	15(남도민속학회,	2007),	377쪽;	이영금,	「전통문화

의	원천으로서	무	문화의	갈래와	위상	:	호남지역	세습무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4(비교민속학회,	2011),	373∼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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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의 남평문씨는 1664년(현종 5년) 영암의 영보와 장암 일대에 거주하면서 조선봉사(祖先奉祀)와 일문화합 

(一門和合)을 위해 족계를 만들고 1741년부터 1927년까지 200여 년에 걸쳐 금전 출납 사항을 기록하였다. 자료는  

두 가지로 남평문씨가의 『족계용하기(族契用下記)』와 족계에서 분리된 소문중의 『소종계용하기(小宗契用下記)』가  

전한다.16) 남평문씨가의 기록은 문중의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유사가 작성한 것으로 매년 엄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아 조선의 회계 장기 시스템을 확인하는 자료로 연구되었고,17) 조선후기 족계의 재

정운영 흐름을 밀도 있게 분석하는 자료로 연구되었다.18) 

『족계용하기』는 1년을 회계 단위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봄과 가을로 구분되고 그 중간 가을 추수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으며, 수입부와 지출부가 나뉘어 기재되어 있다.19) 

남평문씨가의 자료를 살펴보면 1816년부터 1880년까지 64년 동안 마을의 농악대걸궁 28건, 절걸궁 18건, 세습 

무계집단인 신청조직의 걸궁 2건, 서학당걸궁 1건, 무학당걸궁 1건 등 총 50건의 걸궁패 관련 지출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20) 

(표	1)	남평문씨	『족계용하기』와	『소종계용하기』의	걸궁	관련	기록	빈도수

마을	금고(村金鼓) 사찰	금고(寺刹金鼓)

지명(한자) 현주소
빈도수

지명(한자) 현주소
빈도수

족계 소종계 족계 소종계

유점동(鍮店洞) 영암	학산면	매월 1 - 도갑사(道岬寺) 영암	군서면	도갑사 2 4

유천동(柳川洞) 영암	학산면	상월 4 3 만덕사(萬德寺) 강진	도암면	백련사 1 1

장암동(本村) 영암	영암읍	장암 - 3 쌍계사(雙溪寺)
영암	금정면	

쌍계사터
1 3

영보(本村) 영암	영암읍	영보 1 - 운흥사(雲興寺) 나주	다도면	운흥사 1 1

금오동(金烏洞) 영암	금정면	연소 1 2 미황사(美黃寺) 해남	송지면	미황사 1 2

송계(松溪) 영암	영암읍	송평 1 1 송광사(松廣寺) 순천	송광면	송광사 - 1

회진(會津) 장흥	회진면 1 - 합계 - 6 12

회화정(會花) 영암	영암읍	장암 1 1 기타	금고(其他	金鼓)

반석정(反石亭) 영암	영암읍	장암 1 1 신청(神廳) 미상 1 1

월비(月飛) 영암	영암읍	월비 - 2 서학당(書學堂) 미상 1 -

월동(月洞) 영암	영암읍	월동 - 1 무학당(武學堂) 영암	영암읍	동무리 - 1

16) 남평문씨	『족계용하기』는	영암읍	영보리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고,	『소종계용하기』는	장암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앞

의	책(『고문서집성-영암	남평문씨편(Ⅱ)-』,	1995).]

17) 전성호,	「조선후기	장부기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32(경제사학회,	2002).

18) 김하임,	「조선후기	족계의	재정운영:	남평문씨	『족계용하기(族契用下記)』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91(한국역사연구회,	2014).

19) 김하임,	위의	논문(	「조선후기	족계의	재정운영:	남평문씨	『족계용하기(族契用下記)』를	중심으로」,	2014),	256∼257쪽.

20) 남평문씨	『족계용하기』와	『소종계용하기』에는	걸궁패에	대한	지출과	유사한	기록이	많다.	예를	들어	‘反石亭村中求乞’이나	‘道岬僧求乞’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이들도	걸궁의	성격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부나	후원의	방식이	반드시	농악걸궁만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농악걸궁패를	표현하는	‘금고(金鼓)’라는	명칭이	포함된	항목만을	추출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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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암(紅巖) 영암	덕진면	노송 - 1 합계 - 2 2

부항(夫項里) 영암	덕진면	노송 - 1 총합계	:	50건(족계	20건,	소종계	30건)

	족		계:	마을	9곳	12건,	사찰	5곳	6건,	기타	2곳	2건

	소종계:	마을	10곳	16건,	사찰	6곳	12건,	기타	2곳	2건

수중(數中) 미상 1 -

합계 - 12 16

(표	2)	남평문씨	『족계용하기』와	『소종계용하기』의	걸궁패	지출기록

『족계용하기』	걸궁패	지출기록

번호 연도 내용
지출

비고
곡식 돈

1 1816년 도갑사금고승하	(道甲寺金鼓僧下) 10斗 - 사찰

2
1844년

수중금고구청하	(數中金鼓求請下) 3斗 - 타마을

3 유점동금고포수처	(鍮店洞金鼓炮首處) - 2戔 〃

4

1845년

유천동금고처하	(柳川洞金鼓處下) 15斗 - 〃

5 유천동금고조석하	(柳川洞金鼓朝夕下) 2斗7升 - 〃

6
유천동금고래시관광객량하	

(柳川洞金鼓來時觀光客粮下)
47合 - 〃

7 유천동금고선초하	(柳川洞金鼓饍草下) - 5戔5分 〃

8 신청금고처하	(神廳金鼓處下) - 1兩 신청

9
1846년

본촌금고구걸	(本村金鼓求乞) 2斗5升 - 본마을

10 금오동금고구걸	(金烏洞金鼓求乞) 1斗5升 - 타마을

11 1847년 만덕사금고처하	(萬德寺金鼓處下) - 2戔5分 사찰

12
1848년

쌍계사금고처	(雙溪寺金鼓處) - 5戔 〃

13 남평	운흥사금고처	(南平	雲興寺金鼓處) - 1戔5分 〃

14 1849년 송계금고처	(松溪金鼓處) 8斗5升 - 타마을

15
1856년

도갑사금고처	(道甲寺金鼓處) - 9戔 사찰

16 미황사금고처	(美黃寺金鼓處) - 9戔 〃

17 1857년 덕○회진금고거	(德○會津金鼓豦) - 6戔 타마을

18 1861년 서학당금고처하	(書學堂金鼓處下) - 9戔 서학당

19

1862년

회화금고처	(會花金鼓處) 4斗 - 타마을

20
반석정금고처조삼두대	

(反石亭金鼓處租三斗代)
- 5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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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계용하기』	걸궁패	지출기록

번호 연도 내용
지출

비고
곡식 돈

1 1819년 쌍계금고승하	(雙溪金鼓僧下) - 1兩 사찰

2 1824년 도갑금고구걸하	(道岬金鼓求乞下) 1石 - 〃

3 1827년 월비금고구걸	(月飛金鼓求乞) 5斗 - 타마을

4 1832년 도갑사금고처하	(岬寺金鼓處下) - 1兩 사찰

5
1840년

도갑사금고처하	(岬寺金鼓處下) - 1兩 〃

6 쌍계사금고처하	(雙寺金鼓處下) - 5戔 〃

7

1841년

월동금고구걸	(月洞金鼓求乞) 7斗 - 타마을

8 미황사금고처	(美黃寺金鼓處) - 1兩 사찰

9 송광사금고처	(松廣寺金鼓處) - 5戔 〃

10

1845년

유천동금고처하	(柳川洞金鼓處下) 15斗 - 타마을

11 유천동금고조량하	(柳川洞金鼓朝粮下) 1斗5升 - 〃

12 유천동금고누일	(柳川洞金鼓累日) - 2戔8分靑魚下 〃

13 신청금고처하	(神廳金鼓處下) - 1兩 신청

14
1846년

본촌금고처하	(本村金鼓處下) 2斗5升 - 본마을

15 금오동금고처하	(金烏洞金鼓處下) 1斗5升 - 타마을

16 1847년
강진	만덕사금고처하	(康津	

萬德寺金鼓處下)
- 2戔5分 사찰

17

1848년

쌍계금고처하	(雙溪金鼓處下) - 5戔 〃

18
남평	운흥사금고처하	(南平	

雲興寺金鼓處下)
- 1戔5分 〃

19 1849년 송계금고처	(松溪金鼓處) 8斗5升 - 타마을

20
1856년

도갑사금고처	(道岬寺金鼓處) - 7戔 사찰

21 미황사금고처	(美黃寺金鼓處) - 7戔 〃

22 1857년 홍암금고처하	(紅巖金鼓處下) - 3戔6分 타마을

23 1861년 무학당금고처	(武學堂金鼓處) - 9戔 무학당

24
1862년

검화정금고	(檢花亭金鼓) - 5戔 타마을

25 반석정금고	(反石亭金鼓) - 5戔 〃

26 1873년 금오동금고처	(金烏洞金鼓處) - 5戔8分 〃

27 1875년 부항리금고처하	(夫項里金鼓處下) 4斗 - 〃

28 1876년 본촌금고처하	(本村金鼓處下) 7斗 - 본마을

29
1880년

본촌금고처	(本村金鼓處) 2斗 - 〃

30 월비금고하	(月飛金鼓下) - 3戔5分 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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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평문씨	『족계용하기』와	『소종계용하기』의	걸궁	관련	기록	빈도수

남평문씨 『족계용하기』와 『소종계용하기』에 기록된 내용은 지출 비용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1816년부터 1880년까지 문중을 거쳐간 걸궁패들과 그들에 대한 지출이 각각 달라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걸궁패의 집단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고, 서남해지역에서 농악을 금고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칭이 최소 19세기 초반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金鼓’라는 기록을 통해 문중을 거쳐간 농악걸궁패의 집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을걸궁패 관련하여 영보마을에 거점을 둔 문중의 『족계용하기』에는 9개 마을의 걸궁패가 방문했음이  

기록되어 있고, 장암리에 거점을 둔 소문중의 『소종계용하기』에는 10개 마을의 걸궁패가 방문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걸궁패의 숫자는 전통시대 마을농악의 걸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전통시대에 마을 간의 걸궁이 왕성하게 진행됐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하나의 마을이 몇 개의 

마을과 걸궁 관계를 형성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대개 마을 간의 걸궁은 품앗이처럼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9∼10개의 걸궁패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마을 또한 1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걸궁을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마을걸궁패는 영보와 장암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어서  

전통시대의 마을 간 걸궁이 도보로 1∼2시간 정도 거리 이내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중의 자료라서 

마을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없지만, 남평문씨 문중이 각각 영보와 장암마을에 거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대 마을걸궁의 범위와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1845년 유천동 걸궁패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례와 달리 중복적으로 기록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의 『족계용하기』에 4건, 『소종계용하기』에 3건이 기재되어 있다. 각각 다른 기록일 수도 있으나 마을걸

궁패가 한 해에 동일한 마을을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1회 방문한 것을 지출항목에 

따라 세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족계용하기』에 기재된 4건은 “유천동금고처하

(柳川洞金鼓處下), 유천동금고조석하(柳川洞金鼓朝夕下), 유천동금고래시관광객량하(柳川洞金鼓來時觀光

客粮下), 유천동금고선초하(柳川洞金鼓饍草下)” 등으로 걸궁패 기부금, 걸궁패의 조석 식사비, 걸궁패로 인해 

절걸궁패의	지역	분포마을걸궁패의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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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든 관광객들로 발생한 비용, 금고패에 대한 음식비용 등을 기록하였다. 또 『소종계용하기』에 기재된 3건은  

“유천동금고처하(柳川洞金鼓處下), 유천동금고조량하(柳川洞金鼓朝粮下), 유천동금고누일(柳川洞金鼓累

日)” 등으로 걸궁패 기부금, 걸궁패의 아침식사, 며칠에 걸친 걸궁패의 활동비용을 기록해 놓았다. 이를 통해  

1845년 유천동 걸궁패는 영보나 장암 두 곳에서 모두 1박 2일 이상의 여정으로 걸궁을 하였고, 관람객의  

비용을 계산해야 할 정도로 흥행하였으며, 걸궁패 인원들에 대한 숙박비와 식사비 등도 문중에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걸궁패에게 청어를 지급한 것도 기록해 놓았다.

절걸궁패로 6개의 사찰이 등장한다. 문중에서 가장 가까운 도갑사가 가장 많고, 조금 거리가 있는 쌍계사, 

운흥사, 만덕사, 미황사, 송광사 등은 1∼2회씩 기재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절걸궁패가 족계와 소종계를 같은  

해에 순회한 기록이 있는 점이다. 마을걸궁패도 일부 겹치지만, 절걸궁패의 경우 다수의 활동이 중복된다. 

1847년 가을 만덕사(백련사), 1848년 봄 쌍계사와 운흥사, 1856년 봄 도갑사와 미황사 등의 걸궁패 지출기록은 

『족계용하기』와 『소종계용하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이들 절걸궁패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보와 장암 두 곳을 

들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절걸궁패는 마을걸궁패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마을의 농악걸궁패는 

대개 5km 이내의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절걸궁패는 직선거리로 50km 정도 떨어진 순천 송광사나 해남 미황사  

등도 기록되어 있다. 송광사나 미황사 등의 절걸궁패가 곳곳의 마을이나 문중 등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영암의 남

평문씨 문중까지 방문하게 되었을 것을 고려하면 절걸궁패는 최소한 1∼2개월 이상 지역을 순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의 경우 걸궁 활동은 구전으로만 논의되었으나 남평문씨가의 기록을 통해 실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무부(巫夫)들의 조직체이며 판소리와 삼현육각을 비롯한 지역의 예술 전승에 중심적 역할을 

한 기관이다. 군현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관청이나 국가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었다.21) 이들은 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걸궁을 하였는데,22) 문헌기록에서 신청의 걸궁이  

확인된 것은 남평문씨의 자료가 유일하다. 신청걸궁패는 1845년에 족계와 소종계 두 곳을 모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의 신청이 어느 지역의 신청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속이 불분명하지만, 조선시대에 신청은 

각 군·현 단위마다 있었기 때문에 두 자료에 기록된 신청금고(神廳金鼓)는 영암 신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도 신청에서 매년 1월에 매김굿(매구굿)을 하고 8월 추석 무렵에 걸궁을 했음을 고려하면23) 영암 신청도  

농악에 기반을 둔 걸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으로도 신청금고라 하여 농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신청에 대한 기록이 이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걸궁이 정례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별히 걸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학당(武學堂)과 서학당(書學堂)은 성격이 다른데 같은 대상을 달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861년 봄에 

걸궁을 하였는데, 족계에서는 서학당금고(書學堂金鼓)라고 기록하고, 소종계에서는 무학당금고(武學堂金鼓) 

21) 이경엽,	「장흥신청	조사연구」,	『한국무속학』	18(한국무속학회,	2009),	232∼233쪽.

22) 송기태,	앞의	논문(「세습무계집단의	풍물굿	연행과	지역풍물굿의	전승」,	2007),	377쪽.

23) 진도문화원,	『옥주의	얼』(진도문화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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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록하였다. 절걸궁패와 신청의 사례를 고려하면 같은 대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둘 중에서 무학

당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시대에 무학과 병법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무학당을 설치하는데, 전라도에는  

나주·영암·장성 3곳에만24) 존재하였기 때문에 특별함을 인지하고 기록한 자료가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무학당이라고 할 경우 생도들이 무예와 취타대 등의 예능을 선보이며 걸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

적인 서당 걸궁처럼 무학당의 기금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우되 실제 걸궁은 인근의 농악 연희자들을 섭외하여 

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걸궁패에 대한 지출 규모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지출 형태는 곡식과 돈으로 하였는데, 

마을걸궁패에는 대부분 곡식으로 지급하고, 사찰과 신청 등의 단체에는 돈으로 지급하였다. 마을걸궁패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당밟이처럼 액막이와 축원을 하는 과정에서 곡식을 기부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절걸궁패나 신청걸궁패에는 공연의 대가로 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액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곡식의 경우 평균 6.2두(斗)를 지급하였는데, 절걸궁패에는 단 2회 각각 10두를 지급

했고, 마을걸궁패는 평균적으로 5.7두를 지급했다. 돈으로는 평균 6.1전(錢)을 지출했는데, 절걸궁패나 신청

걸궁패 등에는 평균 6.9전, 마을걸궁패에는 4.4전을 지급하여 마을걸궁패보다 절걸궁패 등의 단체에 더 많이  

기부했음을 알 수 있다. 절걸궁패를 비롯한 예능집단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많은 인원을 

편성하기 어렵지만, 예능적으로 뛰어나서 마을걸궁패에 비해 많은 기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정리하면, 남평문씨가의 걸궁패 관련 지출기록을 통해 19세기 걸궁패의 다양한 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의 걸궁 주체가 마을걸궁패부터 사찰, 신청, 무학당 등 다양하게 존재했고, 걸궁패의 성격에 따른 지출방

식과 규모 및 활동 범위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걸궁패가 지역의 재지사족을 상징하는 문중을 

찾아와 걸궁을 하였고, 문중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거리낌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양반층이 

민간의 걸궁 활동을 지원해 온 과정은 전라도 농악문화의 중요한 기반과 배경으로 작용한다. 농악을 활용한 

걸궁 활동이 공적인 기부와 후원문화와 결합되고, 그 과정에서 입사식을 강조하는 예능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Ⅳ. 농악 걸궁의 공공성과 양반층의 후원 및 향유

사회지도층이 걸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다양한 걸궁패를 받아들이면서 기금마련에 동참한 것은 걸궁의  

공공성과 예술에 대한 향유·후원문화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구례의 서당걸궁 기록에는  

걸궁 대상의 명단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실제 걸궁을 하지 않은 3개 마을의 동중전  

항목도 기록되어 있다. 마을로 들어가 실제 걸궁을 하지 않아서 연희를 선보이고 모금한 것이 아니지만, 서당의 기금을  

마련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기부한 것이다. 

24) 박종배,	「읍지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무학」,	『교육사학연구』	26-2(교육사학회,	2016),	121∼123쪽.



 
144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남평문씨 『용하기』에 기록된 다양한 걸궁패들도 큰 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닿아 있다. 걸궁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마을걸궁패는 전문적인 연희집단이 아니다. 마을에 거주하며 생업을 담당하는 일반인들이 마을의 

기금이 필요할 때 걸궁의 형식을 빌어 모금을 하는 것으로, 예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공적인 필요’라는 공공성의 명분을 우선시한다. 전라도의 농악을 집약적으로 조사보고한 자료 

들에서 유명한 농악의 경우 대부분 걸궁굿이 보고되는데,25) 농악대의 걸궁 목적은 다리걸궁, 샘걸궁, 노인정걸궁,  

소방대걸궁, 학교걸궁 등 대부분 공적인 기금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곡성 중독농악을 예증 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호남좌도농악 권역의 유명한 상쇠가 활동했던 곡성 죽동농악의 경우 거의 매년 마을걸궁을 하였다.  

곡성 죽동마을은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섬진강으로 합수되는 취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계곡물이 흐르는 개천을 건너기 위해 마을 위쪽부터 차례대로 4개의 나무다리를 연결하였는데, 나무다리는 

시멘트 교량과 달리 튼튼하지 못해 매년 장마철에 계곡물의 범람으로 훼손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년 정월에 마당밟이로 걸궁을 하여 기금을 마련해 놓고, 다리가 훼손될 때마다 기금을 활용하여  

보수하였다.26) 이렇듯 마을농악대의 걸궁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이 강하게 작용한다.

절걸궁패의 경우 사찰의 중수를 위해 걸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남 남해안지역 절걸궁패의 활동과 성격을  

주목한 논의에서 사찰의 중수기를 분석한바 있는데, 해남 대흥사나 미황사, 장흥 보림사, 여수 흥국사, 남해 화방사 

등에서 걸궁을 하게 된 이유로 일관되게 사찰의 중수 필요성을 강조한다.27) 사찰은 종교단체이고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일 수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고 개인의 영역보다 공공성의 주요 특징인 공동성과 공유영역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28) 비교적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고 할 수 있다.

신청이나 무학당은 집단의 성격부터 공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 신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의 무부 조직 

체이면서 지역의 음악과 공연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삼남지방의 군·현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소속 예인들이 국가나 관아 및 군대의 행사에 참여했다.29) 무학당은 시대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조선시대에 무예와 병법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30) 공공기관의 하나였다.

걸궁의 공공성과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한 걸궁 활동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양반계급이 쉽게 참여하거나 기부에  

동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회지도층인 사림들이 정치이념으로 향촌자치를 주도하고 강조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31) 공공성의 명분을 띠고 있거나 공적인 기관의 걸궁을 수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5)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1980);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국악실태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김익두	외,	『호남좌도	풍물굿』(전북대학교	박물관,	1994);	김익두	외,	『호남우도	풍물굿』(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26) 송기태	외,	『곡성	죽동농악』(민속원,	2016),	66∼69쪽.

27) 송기태,	앞의	논문(「전남	남해안지역	절걸립패의	활동	및	성격	고찰」,	2006),	231∼233쪽.

28) 허남진,	「종교와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55(한국자치학회,	2018),	78쪽.

29) 이경엽,	앞의	논문(「장흥신청	조사연구」,	2009),	232∼233쪽.

30) 이준구,	「조선후기의	「무학」고」,	『대구사학』	23(대구사학회,	1983).

31) 최연식,	「조선시대	사림의	정치참여와	향촌자치의	이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1(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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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반층이 구례의 사례처럼 걸궁을 주도하거나, 남평문씨가처럼 오랜 기간 걸궁패를 수용하고 기부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공공성의 명분적 요소는 지역의 문화적 기반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남평문씨가의 『용하기』 자료에는 예능과 관련하여 걸궁패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대 민간의 연희와 예술을 

주도하던 재인(才人)에 대한 기록이 더 많다. 재인에 대한 지출은 걸궁패와 달리 공공성이나 자치의 영역이 아닌, 예술의 

향유라는 문화예술의 영역에 해당한다. 

(표	4)	1779년∼1883년	남평문씨	『족계용하기』,	『소종계용하기』의	재인·가객	관련	기록

재인 재인

지명(한자) 현주소
빈도수

지명(한자) 현주소
빈도수

족계 소종계 족계 소종계

영보(永保,	同) 영암	영암읍	영보 3 1 해남(海南) 해남 2 3

장암(場岩,	同) 영암	영암음	장암 - 2 옥천(玉川) 해남	옥천면 2 4

화소(和巢) 영암	서호면	화소 - 2 거오(巨五里) 해남	옥천면	거오 1 1

지소(紙所) 영암	영암읍	지소 - 1 나주(羅州) 나주 - 1

장복동(長卜洞) 영암	서호면	쌍풍 2 2 덕정(德亭) 나주	세지면	송제 1 1

죽정(竹亭) 영암	군서면	도갑 1 1 능주(綾州) 화순	능주면 - 1

월산月山) 영암	군서면	월곡 - 1 무안(務安) 무안군 - 1

호정(湖亭) 영암	군서면	서호정 1 1 광주(光州) 광주 - 1

모산(茅山) 영암	신북면	모산 1 1 부안(扶安) 부안 1 -

토동(土洞) 영암	삼호읍	서호 - 1 익산(益山) 익산 1 1

구산(龜山) 영암	시종면	구산 - 1 전주(全州) 전주 2 2

길촌(吉村) 영암	서호면	엄길 - 1 경기(京畿) 경기 2 2

노동(弩洞) 영암	서호면	청용 1 - 송소(松所) 미상 - 1

구내(龜內) 영암	신북면	모산 1 - 안의(安義) 미상 - 1

구림(鳩林) 영암	군서면	구림 1 - 남초(南草) 미상 1 -

강진(康津) 강진 1 1 미상 미상 10 25

월남(月南) 강진	성전면	월남 1 1 가객

갈동(葛洞) 강진	작천면	갈동 1 1 경기(京畿) 경기 - 1

장흥(長興) 장흥 3 2 나주(羅州) 나주 - 1

회진(會津) 장흥	회진면 1 - 미상 미상 5 4

합계
족계	:	재인	41건,	가객	5건

소종계	:	재인	65건,	가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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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843년∼1871년	남평문씨	『족계용하기』의	재인·가객	관련	지출기록

항목 내용

재인
관련	지출

5전	구림	민선달백문	재인처	(五戔鳩林	閔先達百文才人處)

5전	갈동	민전적	재인처	(五戔葛洞	閔典籍才人處)

5전	강진	이선달	재인처하	(五戔康津	李先達才人處下)

7전5푼	구내	남선달	재인처하	(七戔五分龜內	南先達才人處下)

1냥	금주	서종환	재인처	(一兩金注書從瑍才人處)

5전	회진	임선달기상	재인처하	(五戔會津	林先達箕相才人處下)

1전5푼	장흥	선달	재인처	(一戔五分長興	先達才人處)

5전	모산	유선달	재인처	(五戔茅山	柳先達才人處)

7전5푼	경기	문선달	재인처	(七戔五分京畿	文先達才人處)

7전5푼	월남	임주서	재인처	(七戔五分月南林注書才人處)

1냥	오주	서경이	재인처	(一兩吳注書慶履才人處)

1전5푼	장흥	백선달	재인처	(一戔五分長興	白先達才人處)

가객	

관련	지출

3승5홉	가객래시	(三升五合歌客來時)

47홉	가객재래시국외래유	(四七合歌客再來時局外來留)

2전5푼	가객래시	(二戔五分歌客來時)

1전3푼	가객	(一戔三分歌客)

1전7푼	가객재래시국외원유	(一戔七分歌客再來時局隈員留)

남평문씨가의 『족계용하기』와 『소종계용하기』에 재인·가객 관련 지출기록은 총 117건으로 걸궁패 항목 50건보다  

2배 이상 많다. 문중에서 예인들을 초청하거나 받아들여 예술을 향유하는 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걸궁패가 

마을에서부터 인근 지역을 순회한 것에 비해 재인과 가객은 광주·전주·경기 등까지 활동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재인과 가객은 음악을 연주하던 삼현육각잽이와 판소리 광대를 지칭하고, 신분적으로는 세습무계이며,  

신청·재인청(才人廳) 등에 속한 예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2) 조선시대 무부 중에서 재인·광대·가객으로 불리던 

이들은 신청에 소속되어 예능을 연마하고, 국가와 지방 관아 및 군대의 연회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아의 세악 

수나 군영의 취악수로서 수령의 부임이나 순시 과정에서 잔치에 동원되어 연희를 하고,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거나  

지방의 나례희를 비롯하여 군·현 단위의 각종 제례에서 연희를 담당하였다. 그들의 예능은 삼현육각과 판소리, 줄타기, 

땅재주 등 다양하였다.33) 따라서 남평문씨가에 기록된 재인과 가객들도 일반적으로 이들과 같은 예인 또는 예인집단

이었음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남평문씨가의 재인 관련 기록은 산조(散調)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1856∼1919)의 활동 지역인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창조는 영암읍 회문리의 재인 집안에서 태어나 가야금 산조를 창시하였고, 율객으로서 상류사회집단의 

32) 이경엽,	앞의	논문(「장흥신청	조사연구」,	2009),	232쪽.

33) 이영금,	「조선후기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국어문학』	53(국어문학회,	2012),	105∼106쪽;	이숙희,	『조선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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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회에 참가하여 줄풍류를 연주하였다.34) 회문리는 남평문씨들이 세거(世居)하던 장암마을과 직선거리로 4km, 

영보마을과 직선거리로 6km 위치에 있는 인접 마을이다. 『용하기』에 재인의 실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성씨 뒤에 

선달(先達)·주서(注書) 등으로 표기하여 김창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대 김창조가 성장할 수 있

었던 문화적 배경과 그의 위상으로 미루어 볼 때 남평문씨 『용하기』에 기록된 재인들은 김창조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거나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용하기』에 재인 관련 기록이 다수 등장하는 점을 통해 당대 양반층에서 재인의 

예능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향유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재인들이 신청에 소속되어 있었고 『용하기』에 ‘신청금

고’ 기록이 있는 점, 김창조의 제자 안기옥(1894∼1974)의 부친이 나주 남평의 유명한 상쇠였던 점35) 등을 고려하면 재인

들이 농악에도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재인의 활동이 빈번한 것과 관련하여 전라도 고창지역에서 재인들의 활동을 기억하는 주민들의 구술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고창과 영광을 중심으로 일컫는 영무장지역에서는 재인·광대로 불리는 세습무계 예인들이 농악과 삼현육

각 악기를 들고 부잣집을 빈번하게 돌아다니며 연희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였다. 

양반이 밥명이나 하고, 동네서 양반질이라고 헌다 그러먼은 재인놈들이 당골질 험서 내가 여그 앉겄으믄은  

동냥하러 와. 먹고살라고. 동냥을 오믄 그 사람들이 마당 와서 놀고 인자 토방에다가 상 이렇게 갖다놓고 잉, 물 

떠다놓고 고사도 지내고 그래서 먹고 살았어. 쌀 같은 거 주고 그때는 당골이(한테) 명(명주베)도 주고, 또 저 꼬치도  

주고 별거 다 줬어. 쌀만 준 것이 아니라. 주믄은 그놈을 가지고 먹고 살아. 한 철을 먹고 산다니까. 딴 디 가서  

농사도 안 짓고 헌게 그거 갖고 순전 먹고살았어. 아무 때나 오들 안 해. 정월 섣달그믐날부터 정월 한 달 내 댕겼어. 

농악치고 댕김서. 즈그까지 짜갖고 다니면서, 장구꾼이면 장구치는 사람 쇠치는 사람이면 쇠치는 사람. 인자 그 

밑에 딴 것은 없었어. 광대라는 것은 머시냐 거 피리불고 말이여 잉. 시방인게 글 않제 거 피리불고 별거 다 지랄이여. 

뭐 소리허고, 고사지내고, 상에다 물 떠다놓고 고사 지냈거든. 축수해. 잘되라고. 그렇게 해갖고 뜯어가지고 가서 

먹고 살았당게 일 년을. 한 철을 먹고 살았어. 그런게 매년 정월 초하룻날부터서 나와 가자고 정월 한 달을 돌아댕

겼어. 그건 내가 알아.36)

그 사람들이 걸립이라고 오면은 굿을 간단하게 맨들어갖고 온당게. 꽹매기 하나, 장구 하나, 소고 하나. 그 담에 

인자 가야금 하는 사람이 따라다닌다고. 걸립대닐 때 성주풀이 하고, 피리 불고, 가야금 튕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따라오던지 따라와갖고. 그 집에서 큰게, 돈을 부잣집에서 돈 뜯어낼라고 하는 짓거리여. 성주풀이 허면서 

돈을 많이 놓잖여. 가야금 튕기고. 그 짓거리를 허더라고.37)

고창은 대부자는 없는 대신에 중부자가 그렇게 서른네 집이나 되어서. 중부자들이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소

작인들을 가장 어떻게 허면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서 비롯되어가지고, 인자 서른 네 집의 중부

자들이 인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경합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소작인들을 더 많이 끌어 올 수가 있겠

는가’ 하는 모토를 두고 그분들이 요령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 (중략) 어머니가 소작인들을 모아다 놓고는 잔치를  

해부러. 우리집 마당에서 큰 잔치를 해. 그러면 정월달이니까 마당에서 허니까, 포근허니 인자 그 풍물패들이  

와서 인자 그러면 농악인들이 풍물패들이 우리 아버지를 이생원이라고 불렀어. (중략) 부잣집 생일이나 회갑이나 

34) 이보형,	「산조의	사회사적	의미	고찰」,	『국악원논문집』	19(국립국악원,	2009),	204쪽.	

35) 양승희·박철,	『악성	김창조	선생』(영암군,	2002),	48쪽.

36)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나무한그루,	2010),	127쪽.

37) 고창농악보존회,	『고창의	마을굿』(나무한그루,	2010),	22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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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님들 다 적어 가지고 다녀. 그것에 따라서 코스가 정해지고 일정이 정해져. 그래서 어디를 순회허는 것이 아니라 

일정대로, “아, 심원 거, 손부잣집의 마님 생일이 언젠게 거그 맞추어 가자.” 그렇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허제.38)

영무장지역에서 재인들의 활동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월 한 달 내내 걸궁을 다녀서 1년 먹을 것을  

장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재인들은 농악과 함께 삼현육각을 주된 예능으로 하여 지역의 부잣집들을  

돌아다니며 연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들의 눈에 재인들이 농악도 치면서 삼현육각에 해당하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부잣집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걸궁패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영무장지역

에서는 양반가에서 농악예인으로도 활동하던 재인들을 장기간 초청하여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소작인이나 주민

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게 한 사례도 확인된다.39) 

영무장지역의 구술과 『용하기』의 기록을 종합하면 재인들은 개인이라기보다 소규모 예인집단으로 활동했고, 

일반적인 걸궁패보다 빈번하게 돌아다니며 연희를 하였으며, 삼현육각뿐만 아니라 농악에도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부잣집 또는 양반가들이 재인들의 주된 향유층이면서 적극적 후원층이었던 점도 유추할 수 

있다.

재인에 대한 기록과 구술은 양반층이 걸궁패를 받아들일 때 공공성이라는 대의명분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향유와 후원 의식이 배경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구례의 서당걸궁 기록에서 농악을 ‘태평도무지상(太平

蹈舞之像)’이라고 하고, “어찌 옛 사람들이 북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서로 듣는 것이라고 아니하겠는가.” 

라고 하여 함께 즐기는 예능임을 강조한 것도 양반층이 농악의 향유층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걸궁을  

주도한 양반들이 개·돼지를 잡아 걸궁패와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눠 가지고 즐겁게 놀았음을 일기에 기록한  

것도 스스로 향유층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양반층이 농악걸궁패를 수용하고 향유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용하기』의 기록을 통해  

대강이나마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재인에 대한 지출기록은 1782년 『족계용하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

하는데, 걸궁패에 대한 기록은 1816년 『족계용하기』를 시작으로 드물게 나타나다가 184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족계용하기』는 총 6종으로 1741년부터 1761년까지의 기록이 첫 번째인데 이때는 연희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1779년부터 1816년의 기록에서 재인이 4건 확인된다. 농악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시대적 구분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반층이 언제부터 농악을 향유했는지 일반

화하여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재인이나 광대 등의 전문음악인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진행된 후 1810년대부터 

점차 농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1840년대에 들어서 농악을 본격적으로 향유하고 후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중반부터 양반층이 농악과 걸궁패의 중요한 향유층이자 후원층으로 등장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8) 고창농악보존회,	앞의	책(『고창의	마을굿』,	2010),	379∼380쪽.

39) 송기태,	앞의	논문(「세습무계집단의	풍물굿	연행과	지역풍물굿의	전승」,	2007),	384∼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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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걸궁의 격식과 예능이 발달한 전라도 농악문화

1. 격식을 중시하는 걸궁문서의 기록과 지식인층의 관련성

걸궁패의 활동에서 양반층의 관련성은 연희자와 향유자의 단선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 양반층의 후원과 향유는 

예능의 생산자인 민간층의 농악문화가 질적으로 변화한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도에서 집중

적으로 발견되는 농악대의 예능기록과 걸궁문서, 걸궁와 마을의 지식·지혜 겨루기는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양반

들의 관여 없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판소리의 발달과정에서 19세기 전반에 양반층이 향유층으로 등장하고, 

이를 배경으로 판소리의 사설과 창곡이 확장되며, 예술적으로 세련되게 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40) 

걸궁패의 농악도 이러한 관련성 속에서 긴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걸궁과 관련하여 양반층의 관여는 문서의 존재로 확인된다. 조선시대까지 문자는 대부분 사회지도층인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농악과 관련하여 문서가 작성된 것은 사회지도층이 걸궁에 일정하게 관여했음을  

말해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서남해안지역 걸궁문서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인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기

로 한다.41) 

해남 대흥사 「설나규식(設儺規式)」

① 각항문첩(各項文牒) : 절걸궁의 이유, 통문(通文), 고목(告目), 서간(書簡) 등의 내용

② 인참점반(人站點飯) : 인원을 점검하고 음식 대접을 받음

③ 문장거래(文狀去來) : 걸궁을 들어가기 위해 영기를 세우고 문서를 보여주며 허가 요청 

④ 문장회사(文狀回謝) : 삼로오행문귀, 영산다나귀 등을 비롯한 농악의 연행내용

⑤ 다담악공(茶談樂工) : 연행을 마친 후 걸궁패 치하, 악공들의 음악과 노래 지시

⑥ 공사치하(公私致賀) : 감사 인사

진도 소포리 걸궁문서

① 걸궁 허락을 구하고 마을과 문서 교환

② 걸궁패의 집사가 명령으로 유의점을 설명하고 치배들 점고 

③ ‘문재비’ 절차로 마을과 걸궁패가 예를 갖추어 인사

④ 입당원진법(入堂圓陣法) : 들당산굿 연행

⑤ 정유원진법(庭遊圓陳法) : 마당밟이 연행하고 치배들 점고

⑥ 사통(史通) : 걸궁의 대상인 되는 집단의 대표에게 걸궁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⑦ 통문(通文) : 걸궁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걸궁의 이유를 설명

40) 김흥규,	「19세기	前期	판소리의	연행환경과	사회적	기반」,	『語文論集』	30(민족어문학회,	1991).

41) 걸궁문서의	내력과	구체적인	내용은	인용한	원고를	참조하기	바란다.[송기태,	앞의	논문(「서남해안지역	걸립	문서에	나타난	지향과	문화적	

권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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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고금도 걸궁문서 「타래금고여본촌공쟁거래문(他來金鼓與本村公爭去來文)」

① 군중여입장(軍中如入章) : 마을에서 걸궁패에게 입장시 주의할 사항 전달

② 본촌봉득장(本村奉得章) : 걸궁패가 마을의 대표에게 대화 제안

③ 군중봉령장(軍中奉令章) : 마을대표가 걸궁패 대표를 맞아들여 만남

④ 본촌문인장(本村問認章) : 걸궁패가 마을에 걸궁 관련 문서 등을 전달

⑤ 군중도부장(軍中到付章) : 마을에서 걸궁패 대표와 대화를 마칠 때까지 대기

⑥ 본촌답도부장(本村答到付章) : 걸궁패가 마을에서 접대하는 공원에게 감사 인사

⑦ 향안장(向安章) : 걸궁패가 처소를 마련해줄 담당자에 감사 인사하고 대기

⑧ 회사장(回謝章) : 걸궁패가 각항 문서로 감사를 표하고 대기하고 있음

⑨ 헌알장(獻謁章) : 걸궁패가 진입 명령을 기다림

⑩ 현명장(現命章) : 걸궁패의 진입

* 위와 같이 격식을 갖춰 대화하고 걸궁을 진행함. 그리고 문서 뒤에 문제편(問題篇)이라 하여 수수께끼 문제를 

담은 문장들과 그 해답이 기술되어 있음.

해남 「군고청령급진법(軍鼓聽令及陣法)」

① 일반청령(一般聽令) : 각 치배들을 소집시켜 군기를 당부

② 본리(本里)에서 타처(他處)로 출행당산령(出行堂散令) : 걸궁 출발시 당산에 기원

③ 타리(他里)로 입시(入時) 당산령(堂散令) : 걸궁을 가서 당산과 마을에 인사

④ 석반시(夕飯時) 청령(聽令) : 저녁밥을 먹을 때의 청령

⑤ 석반후(夕飯後) 청령(聽令) : 식사 후 집합시키는 청령

⑥ 포적시(捕賊時) 각항(各項) 진법(陣法) : 영기로 문을 세우고 도둑잽이굿 등의 농악 연희

⑦ 휴식시(休息時) 청령(聽令) : 휴식 후의 집결할 때의 청령

⑧ 야심시(夜深後) 각(各)귀 숙소시(宿所時) 청령(聽令) : 각기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청령

⑨ 기동리(其洞里)에서 떠나갈 제 당산령(堂散令) : 걸궁 나갈 때 당산과 마을에 감사 인사

⑩ 각항작부법(各項雜部法) : 허허굿과 다양한 잡색놀이, 풋굿, 영산굿 등등을 치고 해산

위의 걸궁 관련 문서는 모두 걸궁의 교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해남 대흥사 「설나규식」은 해남 대흥사에서  

작성된 절걸궁 문서로 매뉴얼화된 교본에 해당한다. 절걸궁의 이유부터 통문과 서간을 비롯하여 절걸궁패가  

마을로 들어가서 격식을 갖춰 협의하고 걸궁을 행하는 전반의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진도 소포리 걸궁문서도  

걸궁패가 마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들당산굿을 치고 들어가 마당밟이를 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별도로 통문과 사통 등이 작성되어 있다. 완도 고금도 걸궁문서 「타래금고여본촌공쟁거래문」은 걸궁패를 맞아 

들이는 입장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걸궁패가 마을로 들어왔을 때 두 주체가 격식을 갖춰 협의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고, 걸궁패에게 수수께끼로 제시할 문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해남 「군고청령급진법」은 걸궁

을 출발할 때부터 마을에 도착하여 걸궁을 하고, 마을을 떠날 때까지의 규칙을 기술하고 있다.

걸궁 관련 문서 중에서 해남 대흥사의 「설나규식」은 19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 문서는 20세기 

초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문서는 걸궁패의 연희 내용보다 걸궁패와 마을의 협의 과정을 밀도  

있게 기술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문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점에도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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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사용하고 격식을 주로 기술한 점을 통해 당시 민간에서 걸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걸궁패라고 하면 연희집단이나 마을농악대가 뛰어난 예능을 기반으로 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민간의 기록에서는 예능성보다 입사식의 절차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걸궁을 하는 담당층이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향유층 모두 한문에 능하면서 

걸궁의 격식에 대해 지식을 겸비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대 지식인층이 걸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지식인층 또는 양반층의 결합을 통해 걸궁 활동이 격식을 중요시하는 예능으로 

발달하게 되었음을 짐작게 하는 단서가 된다.

2. 걸궁패 입사식이 예능으로 승화된 전라도 농악문화

전라도의 농악대 걸궁은 격식을 중시하는 절차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걸궁을 주도하거나 받아들이는  

주체들이 걸궁패의 입사식을 독자적인 예능으로 승화하여 하나의 연극적 굿판으로 연행하는 점에서 특별

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전라도에서 걸궁패와 관련하여 “문굿을 보면 그 농악대의 굿은 다 본 것이여.”라거나,  

마을에서 걸궁패를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낙들이 “○○로 시집 못 간 내 팔자.”라고 푸념하는 

말이 있다.42)

 전라도에서는 걸궁패가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 입사식으로 문굿을 치고, 문굿에서 그 걸궁패의 진면목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다. 농악걸궁패가 입사식으로 행하는 문굿은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면서 

집단의 예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관련하여 걸궁패의 입사식이 어떻게 예능적으로 

승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전라도의 농악 관련 보고서에는 대부분 걸궁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

된 농악의 걸궁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걸궁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걸궁패가 마을로 들어갈 때 입사식으로  

다양한 시험을 치르고 걸궁패의 예능이 집약되어 있는 문굿을 연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안의 중평농악에서는 걸궁패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면 마을의 좌상, 공좌상, 총각좌상 등 몇 사람이 영기 

2개, 갈퀴, 싸리비, 솔방울, 대바구니 등을 들고 나와서 영기로 문을 세우고, 걸궁패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수수께끼에 해당하는 문제를 낸다. 걸궁패 상쇠가 “좌상 어른 ○○마을 풍물패 올시다. 좌상 어른의 집에서  

하룻밤 놀고 갈까 합니다.”라고 아뢰면, 마을 좌상이 갈퀴를 땅에 눕혀놓고 싸리비를 세운 채로 “갈퀴와 빗

자루를 보고 해석을 하라.”고 한다. 갈퀴의 손잡이가 마을 쪽을 향하고 있으면 마을 안으로 걸궁패를 쓸어들

인다는 뜻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것이고, 갈퀴의 손잡이가 마을 바깥쪽을 향하면 입장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또한, 마을 좌상 일행이 싸리비의 손잡이가 하늘을 향하도록 세워서 들고 있으면, 걸궁패의 기수들부터 쇠·

징·장구·북·소고·잡색 순서로 들어오라는 뜻이고, 싸리비의 손잡이가 땅을 향하도록 들고 있으면 그 반대로 

42)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나무한그루,	2009),	1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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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부터 들어오라는 뜻이다. 걸궁패가 수수께끼 문제를 해석하여 입장하면 마을에서는 치배들의 숫자대로 

솔방울을 대바구니에 담아 인원수를 센다.43) 

임실 필봉농악에서는 걸궁패가 동구 밖에서 나발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마을에서 나발을 불어 화답한다. 

걸궁패가 나발로 1초 하면 마을도 1초 하고, 2초 하면 마을도 2초로 화답한다. 3초를 했을 때 응답을 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입동을 허락한 후에는 걸궁패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영기로 문을 세워 놓고 문굿을 치게 한 예도 있었다. 문굿을 치면 마을 젊은이들이 막걸리 3동이, 북어 3쾌,  

잎담배 3발, 짚신 3줄을 갖다 놓는데, 이들 물건의 뜻은 삼진삼퇴, 방울진, 가새진 등 여러 가지 진법놀이와  

갖가지 다양하고 세련된 가락과 기예를 선보이려면 힘도 들고 까다로우므로 “북어를 안주 삼아 막걸리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열성껏 쳐보고, 문굿을 다 치고 나면 신고 온 신이 다 닳을 테니 짚신도 갈아신으라.”는  

뜻이 담겨있다. 문굿이 끝날 무렵에 마을 사람들이 장난을 하고 싶으면 걸궁패에게 문제풀이를 시키는데,  

이때에도 역시 걸궁패는 그 문제를 풀어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까치 작(鵲)자를 써서 내놓

으면 치배들이 까치걸음으로 굿을 치며 마을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고, 짚신에 곯은 달걀을 넣어 갖다 놓으면 

문굿을 치는 것을 보니 “문굿이 곯았다.”는 뜻이다.44) 

곡성 죽동농악에서는 걸궁패가 마을로 들어갈 때 문장거리라 하여 문굿을 연행했다. 죽동농악의 상쇠였

던 기창수(1895∼1985)는 문장거리 과정에서 세 가지 사례를 경험하였다. 걸궁패의 화동창부가 마을로 들어

가 허락을 맡으면 마을에서 장난 좋아하는 이들이 화동창부에게 풀기 어려운 신표를 주어 걸궁패 상쇠의 기지를  

시험하였다. 첫 번째는 잔밭틔라는 마을에서 겪은 것으로 마을에서 화동창부에게 대롱 속에 편지를 넣어  

보내왔는데, 그 대롱은 솜으로 양쪽이 막혀 있었고, 편지를 꺼내어 보니 꾀꼬리 앵(鶯)자가 쓰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걸궁패들이 동구 밖 버드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버드나무에는 꾀꼬리가 드는 것”이고, “솜으로 

대롱을 어둡게 막았으니 ‘너희가 꾀꼬리이니 어둡기 전에 치고 들어와라.’”라고 해석하였다. 두 번째는 어느  

마을에서 봉투에 갈잎(낙엽)을 넣어 보냈는데, 이것을 보고 “갈잎을 만지면 파삭파삭 소리가 나는 것이니 ‘파삭 

파삭 치고 들어오라.’”고 해석했다. 세 번째는 한 마을에서 몽당 빗자루를 보내었던 것으로, “몽당 빗자루는 

빠짐없이 싹싹 쓸어내는 데 쓰이는 것이므로 ‘빠짐없이 싹싹 쓸어치고 오너라.’”라고 해석했다.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해석한 후 문굿을 치고 들어갔더니 마을에서 짚신 1죽, 술 1말, 명태 1쾌를 준비해 두고 술대접을 하였

다고 한다.45) 

정읍지역에서는 걸궁패가 마을로 들어오면 마을에서 영기로 문을 세워놓고, 걸궁패의 대포수와 마을 좌상이  

걸궁 조건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인 도청에게 전한다. 이때 도청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걸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걸궁패에게 빗자루를 준다. 이렇게 되면 걸궁패의 상쇠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글을 써서 대포수로 하여금 마을 좌상과 협의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도청이 허락하면  

43) 김익두	외,	앞의	책(『호남좌도	풍물굿』,	1994),	113∼114쪽.

44) 김익두	외,	위의	책(『호남좌도	풍물굿』,	1994),	143∼144쪽.

45)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	1980),	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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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을 통해 갈퀴를 보낸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나발을 통해서 걸궁패의 진입을 1차적으로 허가하고, 문굿을  

치게하여 실력을 가늠한 후 허락하는데,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걸궁패가 나발을 세 번 불고 마을로 들어간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 촌장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야 진입이 허가되었다. 만약 걸궁패가 석양이 될 때까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마을 촌장이 새 을(乙)자를 써서 허락해준다. 을(乙)자를 써주는 것은 “새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걸궁패도 마을로 들어오라.”는 뜻이다. 입동 허락을 받으면 여러 가지 가락과  

진법과 놀이를 하고 마을로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시험하기도 하였다.46) 

영무장으로 불리는 영광과 고창에서는 판굿보다 문굿을 더 중요시하고, 실제 연행과정과 내용도 매우 복잡

하게 구성되어 있다. 걸궁패가 도착하면 마을에서 영기로 문을 세우고, 걸궁패에서 좌창과 우창을 들여보내 

이장과 협상을 하게 한다. 좌창과 우창이 “이 마을에 올해에도 풍년이 들게 굿을 쳐줄테니 우리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걸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을 전한다. 그러면 마을에서 숫돌이나 대나무에 글씨를 

써서 해석하라고 하고, 걸궁패는 수수께끼 같은 문자를 풀이한다. 시험에서 통과하면 걸궁패와 마을이 서로 

나발을 각각 1초, 2초, 3초로 주고받고 문굿을 시작한다. 문굿의 시작은 치배들이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갈라 

힘겨루기를 하고, 개인놀이를 한 후, 다시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진 두 패가 가새치기·밀치기·콩등지기·지와

밟기 등의 겨루기 형태의 연희를 지속하다가 기와밟기를 하고, 강강술래라고 하여 원진을 만들어 흥겹게 연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열기’를 한다. ‘문 열기’는 마을에서 걸궁패를 맞아들이는 마지막 관문으로 핵심

적인 절차는 33채와 28수를 연주하며 삼진삼퇴를 하는 과정에 있다. 문굿을 낮에 하면 가락을 33채로 치고, 

밤에 하면 28수로 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순조롭게 행하면 마을에서 문을 열어주면서 걸궁패의 숫자 

만큼 솔방울을 대바구니에 담는다. 솔방울로 숫자를 세는 것은 걸궁패의 식사와 숙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47) 

전라도의 농악에서 걸궁패의 입사식은 이렇듯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곳이든 걸궁패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걸궁패가 도착하면 마을에서 영기로 문을 세우고 2가지 시험을 제시하여 통과해야만 

입장을 허락하였다. 1차로 수수께끼 문제를 출제하여 농악의 연희로 풀이하게 하였다. 이때 풀이의 결과는  

걸궁패의 연행방식을 지시하는 기호로 작용하여 걸궁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마을의 의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데 특징이 있다. 2차로 걸궁패가 준비한 문굿을 연행하게 하는데, 연행절차가 복잡하고 길게  

이어지며 ‘낮에는 33채, 저녁에는 28수’ 등의 상황에 따른 변수도 적용된다. 따라서 걸궁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문굿을 절차대로 연행할 수 있는 예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동시

에 마을에서도 수수께끼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야 했고, 문굿의 예능도 가늠할 수 있어야 했다. 즉 걸궁은 입

사식으로서 연행층과 향유층 모두에게 지식과 지혜, 예능을 요구하는 농악문화라고 할 수 있다.

걸궁문서와 걸궁패 문굿을 통해 전라도의 농악이 격식을 중요시하고, 그 격식을 예능으로 승화하여 연행·

46) 김익두,	『호남우도	정읍농악』(정읍시·전북대인문학연구소,	2006),	75∼77쪽.

47) 김익두	외,	앞의	책(『호남우도	풍물굿』,	1994),	102∼104쪽;	고창농악보존회,	앞의	책(『고창농악』,	2009),	118∼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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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걸궁패가 마을에 도착하여 입동 허락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며 협상에 

임하는데, 협상을 시작하면서도 미리 준비한 문서를 주고받거나 지식과 지혜를 시험하고, 협의가 끝난 후에도 

또다시 문굿을 연행하여 예능을 인정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격식은 걸궁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향유

층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걸궁이 예능만의 교류가 아니었고, 지식과 지혜를 지닌 지식인층이 결합한 

입사식의 농악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전라도에서 걸궁은 기금마련을 위한 공공성이라는 대의명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걸궁의 담당층

이나 향유층 모두 격식을 중요시하며, 지식과 지혜를 동반한 예능의 집약체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구례의  

양반가에서 직접 걸궁패를 결성하여 서당걸궁을 하고, 영암의 남평문씨가에서 다양한 걸궁패를 받아들여  

모금에 동참한 것은 농악이 양반층의 향유문화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서남해지역의 걸궁문서에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걸궁의 격식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문자를 소유한 지식인층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현재까지 전승되는 농악대의 걸궁 전통은 예능의 세련됨이나 뛰어남에 국한되지 

않고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결국 전라도의 걸궁농악 전통에서 일관 

되게 확인되는 격식의 중요성은 19세기 양반층이 농악의 향유층으로 등장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농악은 민속 전반에 걸쳐 있어 스펙트럼이 넓다. 쇠·징·장구·북·소고 등의 악기와 잡색 등이 집단적 예능을 발현하

는데, 민간의 제의와 노동의 과정에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농악의 연행이 제사를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노동조

직인 두레패가 노동과 함께 농악을 연행하고 전승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농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농악은 예능성의 폭이 넓어서 처음 접한 사람에게 소고를 들려주어  

굿판의 연행자로 활동하게 할 수도 있고, 전문예인들끼리 고도로 발달한 예능물로 공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마을의 일반 주민이 생업을 유지하다가 필요에 따라 농악을 연행하기도 하고, 세습무계집단·절걸궁패·남사 

당패·대광대패·솟대쟁이패 등의 전문연희집단이 농악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통시대의 공적 기부활동과  

연계되어 마을농악대부터 다양한 걸궁패들이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농악을 연행하였다. 

농악은 이렇듯 스펙트럼이 넓고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역사적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승 형태를 규

명해야 하는데, 학계에서는 역사적 실체로서 주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기준에서 농악과 풍물의 명칭

을 역사적으로 재구(再構)하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의 자료에서 전국적으로 통칭할 만한 명칭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파악한 금고 관련 기록은 조선시대에 전남지역에서 농악과 농악대걸궁을 동시에 지칭하는 대표

적인 용어 중 하나다. 지역과 시대, 상황에 따라 농악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함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역사적 

실체에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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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라도의 농악 전승집단이 걸궁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걸궁과 관련된 예능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삼았다. 그리고 판소리의 발달과정에서 양반층이 향유층 

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되는 점에 착안하여 농악의 발달도 양반층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전라

도에서 농악과 관련된 민간의 기록물이 다수 확인되고, 걸궁의 형태가 격식과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며, 양반가에서 

농악예인들을 후원하였던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전의 기록자료를 검토하여 그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례 운조루에 전하는 걸궁기록과 영암 남평문씨가의 문중기록은 19세기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양반층이 농악을  

향유하고 후원해 왔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구례 오미동에서는 서당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양반층이 금고문과 통문을 작성하여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직접 걸궁패를 결성하여 모금 활동을 하였다. 또  

영암의 남평문씨가에서는 19세기 초중반부터 다양한 걸궁패를 받아들여 기금모금에 협조하고, 재인과 가객 등의  

예인들까지 후원하였다. 이들 기록자료를 통해 19세기 사회지도층인 양반들이 공적기부로서 걸궁에 협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능을 향유하고 후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의 걸궁 담당층이 기록한 걸궁 관련 문서에는 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걸궁과 관련하여 예능보다 격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기록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한자의 사용과 격식을 중시한 점을 통해 당대 지식인층인 양반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전승되는 전라도의 걸궁패 문굿 절차에서 1차로 지식과 지혜를 시험하고,  

2차로 예능성을 판단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걸궁패의 입사식인 문굿에서 1차로 지식과 지혜를 시험하는 것은 걸궁을  

하는 주체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을 모두 한자를 비롯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서다. 

19세기 양반층의 농악 걸궁 참여와 향유·후원, 민간의 걸궁 담당층 문서기록에 나타나는 한자표기와 격식 중심의  

기록, 걸궁패의 입사식에서 지식과 지혜를 시험하는 것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대 지식인집단인  

양반층의 영향 없이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라도의 농악이 걸궁의 격식을 중요시하고  

걸궁패농악을 특별한 예능으로 인식하여 전승해 온 과정에는 19세기 양반층이 농악의 향유층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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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Nongak Culture in 
Jeolla-do through the Records on Geolgung by 
the Yangban Class in the 19th Century

Abstract

Nongak in Jeolla-do developed based on Geolgung activities, and the region has great 
esteem for artistic talents related to Geolgung, which deserves historical research. In Jeolla-
do, a number of civilian records related to Nongak have been identified, Geolgung places 
great importance on formality and procedures,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Yangban families 
sponsored Nongak performer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eolgung by reviewing the records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oth Geolgung-related records that have been passed down in the historic house Unjoru in 
Gurye and the archives of the Nampyeong Mun clan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proofs 
that Yangban, the upper class in the 19th century, enjoyed and supported Nongak. In 1899 
the social leaders in Omi-dong, Gurye, publicized the need for Geolgung to raise funds for 
Seodang (village school), and formed a Geolgungpae (Geolgung band) to raise money. The 
Nampyeong Mun clan accommodated 50 Geolgungpae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o 
cooperate with fundraising, and sponsored entertainers including people of talent and singers 
117 times. These records confirm that the Yangban class in the 19th century emerged as 
patrons who cooperated with Geolgung’s activities for public donation and at the same time 
enjoyed and supported the entertainment of Geolgungpae. 

There are extant documents related to Geolgung recorded by civilian people in charge of 
Geolgung. They are noteworthy in that they contain a larg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and focus on formality and procedures rather than performance of Geolgung.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importance placed on formality suggest that the intellectual 
class participated in activities related to Geolgung. It has been found that in the procedure of 
Nongak in the form of Geolgung, which has been transmitted to date, the primary test was 
on knowledge and wisdom and the secondary test was on the artistic aspect. The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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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on knowledge and wisdom in Geolgung-style Nongak was only possible on the premise 
that both those who performed Geolgung and those who accommodated them had 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Yangban’s participation, enjoyment and support of Geolgung, Chinese characters and 
formality-oriented records appearing in the documents of the civilian people in charge of 
Geolgung, and tests of knowledge and wisdom at the initiation ceremony of Geolgungpae: 
these can b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each other because such culture is difficult to form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Yangban class or the intellectual class. Nongak in Jeolla-do 
emphasized the formality of Geolgung, and people of the region recognized Nongak derived 
from Geolgungpae performance as a special form of performing art and passed it down to the 
present generation. This historical process is related to the emergence of Yangban in the 19th 
century as the class who enjoyed Non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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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매사냥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18개국의	매사냥이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매사냥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응골방(鷹鶻方)』이란	책	역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	『응골방』의	판본을	분석하고	서로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리고	전근대	시기	매사냥의	확산에	

『응골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고려시대	이조년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응골방』	필사본은	순암	안정복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가	조선총독

부도서관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필사자가	안정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리고	『해사록(海槎錄)』과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

稿)』의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에	이	책의	저자가	이조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본응골방(古本鷹鶻方)』의	저자가	안평대군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그렇게	볼	수	없음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이	필사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	

말미에	있는	필사기의	분석을	통해	1833년	창고관의	편수관으로	있던	오야마다	토모키요[小山田與淸]가	필사

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조년의	10대손인	이염이	편찬한	『신증응골방(新增鷹鶻方)』은	현재	제일	많이	남아	있는	판본이다.	1643년	

일본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이	목판본을	바탕으로	다수의	필사본들이	제작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국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매와	『응골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았다.	

매사육과 매사냥을 위한 지침서, 

『응골방(鷹鶻方)』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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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 우리의 매사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거의  

잊힌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매사냥 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살아있는 이 시대의 문화로 인정받았다. 한국의 과학

기술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신동원 교수의 『한국 과학사 이야기 2』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 2권에  

매를 치료하는 수의서로 『응골방』이라는 고서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었다.1)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매사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래서 『응골방』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게 되었다. 

우선 우리의 매사냥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2010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5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매사냥(Falconry : A Living Human 

Heritage)’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공동 등재되었다. UAE의 주도하에 벨기에, 체코, 프랑스, 한국, 

몽골, 모로코,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시리아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14년 협약 이행 

지침의 3차 개정을 통해 등재국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근거하여 최초 등재국 11개 나라의 동의를  

얻어 2014년에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추가로 참여했다. 2016년에는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이 참여하여 매사냥은 18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2) 이러한 매사냥의 등재 

사례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의 모범이 되었다. 공동등재에 참여한 18개 나라의 면면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있음을 알게 된다. 매사냥은 그야말로 인류가 공동으로 만들고 향유해 온 인류문화유산인 

것이다. 

매사냥이 면면히 이어져 온 배경에는 응사(鷹師)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매의 습성과 

특징, 훈련술과 치료법 등 매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이론화시켜 저술로 남긴 우리의 기록문화도 한몫 했다고 

본다. 이러한 기록문화의 중심에 『응골방』이 있었다. 더군다나 이 『응골방』은 일본에 전해져 일본 매사냥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책 이름에 나오는 ‘응’과 ‘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응’은 참매를 말하며 

산악 지역의 매사냥에 이용된다. 참매는 영어로는 ‘Goshawk’로 매목 수리과에 속한다.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분포하며 개체수가 적다. 매와 더불어 매사냥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새다. ‘골’은 매를 말하여 개활지에서의 매

사냥에 주로 이용된다. 매는 영어로 ‘Peregrine Falcon’으로 생물학적으로 매목 매과에 속한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나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로 개체수는 적다. 지역에 따라 크기의 편차는 있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덩치가 크다.3) 이를 통해 보면 『응골방』이라는 서명은 ‘참매와 매에 관한 가이드북’ 정도의 뜻이 되겠다. 

1) 신동원,	『한국	과학사	이야기	2』(책과함께어린이,	2011),	113∼117쪽.

2)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문화재』	51권	4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213쪽.	

3) 김연수,	『바람의	눈,	한국의	맹금류와	매사냥』(수류산방,	2011),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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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응골방』의 여정을 탐색할 준비는 끝난 것 같다. 본론에서는 먼저 현전하는 3종의 『응골방』 판본에 대해 

검토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불확실한 사실과 견해들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그 다음 논의들이 착실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 판본들의 내용  

구성과 영향 관계를 살펴보겠다. 그렇게 되면 세 판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이 책과 조선의 매가 한일 문화교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응골방(鷹鶻方)』의 판본

1. 『응골방(鷹鶻方)』

이 자료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인 1927년과 

1928년에 수집한 순암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장서 99종 235책이 소장되어 있다. 순암 장서는 총 3차례에 

걸쳐 구입되었다. 1차는 1927년 5월 17일 이성의(李聖儀, 1902∼1965)4)로부터 『광피보유(光被補遺)』 등 97종 

174책을 구입했고, 2차는 1927년 8월 11일 나이토 사다이치로[內藤定一郞]로부터 『안정복일기』 1종 64책을 

구입했다. 이후 1928년 6월 12일에 다시 이성의로부터 순암의 장서 『방정학문초(方正學文抄)』 1종 3책을 구입

했다.5) 

(사진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6) 

4) 그는	1922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	익선동과	와룡동에서	화산서림을	경영하였다.	

5) 이혜은·김효경,	「순암	안정복	장서의	수집과	그	특징-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13),	70∼71쪽.	

6) 국립중앙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7·8호(국립중앙도서관,	2018)	인용.

표지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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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골방』 역시 순암 집안에 소장되어 있었던 책이다. 그러다가 조선총독부도서관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30년 10월 일본인 학자 다다 마사토모([多田正知], 1893∼?)는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이병소(李秉韶, 1876∼?)에게 부탁하여 해자(楷字)로 정서하기도 했다. 다다 마사토모는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출생으로 1927년 3월 도쿄제국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그해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음해인  

1928년 교수로 승진하였다. 그의 전공은 중국문학이었으나 조선 한문학에도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다.7) 이  

필사본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앞의 사진을 보면 이 책은 표지에 ‘응골방’이라고 큼지막하게 제목이 쓰여 있다. 그리고 권수를 보면 두 개의  

방형인이 찍혀 있는데, 위의 것은 ‘조선총독부도서관장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고 아래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장서인’이다. 권수제는 없이 바로 편명이 나오는데, ‘응색편(鷹色編)’이라고 되어 있다. 이 자료

는 초서로 필사되어 있고, 중간 중간 잘못 필사한 글자를 교정한 부분들이 보인다. 편명 아래에 ‘고려이문열조

년찬(高麗李文烈兆年撰)’이라고 저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는 본문을 필사한 서체와 다르다. 이를 통해 이 

책의 저자가 고려시대 이조년(李兆年, 1269∼1343)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문열’은 그의 시호다.  

우선 이 책에 대한 확실한 사실은 이 책이 순암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필사했는 

지는 모른다. 필사자에 대해 이 책을 번역한 이원천은 안정복의 글씨로 추정했으나,8) 박성종은 안정복이 필사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분명한 결론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다.9) 그러면서 조심스레 안정복이 이미 전해  

내려오던 또 다른 전사본(轉寫本)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10) 

순암의 장서는 순암 당대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장서를 바탕으로 순암이 수집한 장서,  

순암이 베끼거나 저술한 책들, 그리고 손자와 증손 대에 수집한 책들,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 

이다.11) 특히 순암 장서의 특징은 그의 ‘초서롱에 쓰다(題鈔書籠)’라는 시에서 밝히고 있듯이 타인의 저서를 

베끼거나 일부를 발췌한 책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 시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귀한 서적 있다고만 

들으면 어떻게든 꼭 구해야 하지만, 책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책 베낄 수밖에”는12) 책값이 만만치 않았던 현

실에서 책 욕심 많은 가난한 선비가 어떻게 책들을 소장해 나갔는지 그 애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순암 집안의 장서는 5∼6대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이 『응골방』이 순암 집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곧 순암에 의해 필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확실한 자료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료를 누가 필사했는지 모른다고 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순암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필사한  

7) 박영미,	「재조일본인의	조선	한문학	연구와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월경의	기록』(어문학사,	2013),	79∼80쪽.

8) 이원천,	『교주국역	응골방』(在釜密星會,	1994),	33쪽.

9) 박성종,	「李兆年의	鷹鶻方에	나타난	吏讀文	作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48(국어국문학회,	2008),	11쪽.

10) 박성종,	위의	논문(「李兆年의	鷹鶻方에	나타난	吏讀文	作品에	대하여」,	2008),	12쪽.

11) 순암	장서의	형성에	대해서는	김현영	저서를	참조.[김헌영,	「순암	이택재	장서의	형성과	산일」,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13),	13∼17쪽.]	

12) 『순암선생문집』	제1권	시(詩).	“每聞有奇籍 多方必圖致 旣無買書錢 乃有鈔書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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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순암 집안에서 입수했을 가능성 또한 열어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자 표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자 표시 서체는 본문 필사 서체와 판이하다. 

본문을 필사한 다음에 후대의 누군가가 이 저자 부분을 써넣었다는 뜻이다. 누가, 언제 그랬는지는 추적할  

단서가 없다. 문제는 본문을 필사할 때 저자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본문을 필사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필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저자 표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후대에 텍스트의 저자가  

누군지를 파악한 사람이 여기에다 새로이 저자 표시를 해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가 소급(遡及)된 것이다.  

이 소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책의 저자를 이조년이라고 보는 시각이 조선 후기에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다.  

동명(東溟)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이 인조 14년(1636)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듬해 돌아올 때까지 

나날이 적은 일기가 있는데 바로 『해사록(海槎錄)』이다. 인조 14년 12월 13일 기사 중 『응골방』 관련 부분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도춘(道春)이 와서 성리학과 역사에 대해 묻다가 우리나라의 산천ㆍ풍속ㆍ물산을 차례로 써 놓고 계속 물었다. 

또 『양응방(養鷹方)』을 가지고 와서 물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성산(星山) 이조년이 지은 것이었다.13) 내가 말하기를, 

“오늘 그대가 특이한 것을 물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매와 개를 기르는 것을 물으십니다.” 라고 했다. 

도춘은 하야시 라잔([林羅山], 1583∼1657)의 법명이다. 그는 불교를 공부하다 유교로 전향했는데, 아들· 

손자와 함께 주자의 사상을 도쿠가와 막부의 공식 통치이념으로 확립한 인물이다. 그가 여러 경사(經史) 서적

들을 가지고 와서 성리학의 이론을 묻다가 어느 날은 매사육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와서 물었다. 김세렴이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이조년이 지은 책이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와서 묻느냐는 투로 

하야시 라잔을 나무라고 있다. 성리학자에게 유학의 도를 물어야지 한낱 짐승을 기르는 방법을 서술한 기술

서적을 가지고 와서 묻는다는 것이다. 

김세렴의 입장은 둘째 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응방』이라는 책이 이조년의 저술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이 어떤 판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건너가 있었고 하야시 라잔이 소중하게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이 고려 이조년이 저술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을 들고 와서 조선의 사신인 김세렴에게 물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김세렴은 이 책의 실체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무슨 책인가 하고 살펴보니 그 책이 매를 기르는 내용의 책

이었고, 그 저자가 고려 성산 이조년으로 되어 있었다. 하야시 라잔의 질문 의도는 이 책이 조선에서 건너온  

것인데 혹시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세렴은 뭐 이런 기술서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묻느냐고 하야시 라잔을 타박하고 있다. 

13) 『해사록(海槎錄)』.	“又以養鷹方來問	卽我國星山李兆年所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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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이조년이 저술한 『양응방』이 이미 일본에 건너가 있었고, 이 책이  

일본의 1급 지식인에 의해 애지중지 소장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본에서는 

『응골방』이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고, 그 외 다수의 매 관련 서적들이 저술되었다.   

매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으로 이규경(李圭景, 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들 수 

있다. 이 책 만물편(萬物篇) 조수류(鳥獸類)를 보면 ‘지조응전종류변증설(鷙鳥鷹鸇種類辨證說)’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매의 종류와 양육, 병 치료에 대한 종합적 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양응(養鷹)에 관한 책에 있어서 중국의 여러 책들에는 많은 지침서들이 있으나 많이 인용할 겨를은 없고 다만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것들만 기록한다.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이 인용한 『객좌신문(客座新聞)』의 송대  

삼관서목(三館書目)에는 『활수(㕲漱)』 2권이 나오는데 모두 매를 기르는 방법과 병을 고치는 기술을 갖추었다. 

명 숭정 년간에 서양인 리유사(利類思, Lodovicus Buglio, 1606∼1682)14)가 매에 대한 이론서를 바쳤다. 우리

나라의 경산(京山)15) 이조년이 지은 『양응방』이 있는데, 인조 12년(1634) 갑술년에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예조참의에게 문서를 보내와 양응에 관한 여러 지침서들을 물었다.16)

이규경은 분명히 이조년이 지은 『양응방』을 알고 있었고, 일본이 이 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이조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김세렴과 이규경 모두 이 책의 제목을 『양응방』이라 기록하고 있다. 제목은 필사하거나  

개장(改粧)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응골방』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양응방』은 『응골방』의 별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고려 말에 저술된 이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까지 전승되었는지는 현재 상태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필사본은 후대에 변개(變改)되거나 보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나오는 한글 표기 ‘스믜’,  

‘두디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17) 

14) 중국	예수회	신부이다.

15) 성산(星山)의	오기로	보인다.	

16)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至於養鷹之書	則中原諸書	多有其方	未暇多引	只記人所稀見者	如王士禎所引『客座新聞』	宋三

館書目有『㕲漱』二卷	皆養鷹方	具醫療之術	皇明崇禎間	西人利類思	有進呈鷹論	我東京山李兆年養鷹方	我仁廟十二年甲戌	對馬島主平義成	

移書禮曹參議	問養鷹諸方.”

17) 이건식,	「사냥매	肢體	관련	용어의	차자	표기	고유어와	몽고어	차용어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40집(구결학회,	2018),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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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본응골방(古本鷹鶻方)』

『고본응골방』은 1990년 이우성 교수에 의해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제24권에 수록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18) 미호노 다다오[三保忠夫]에 따르면 이 책은 일본 궁내청 서릉부와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19)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본의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사진	2)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본20) 

이 책이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작자가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벽

외사해외수일본』에 실려 있는 김태영 교수의 해제를 보면 이 ‘『고본응골방』이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저작’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 근거로 위 두 번째 사진 제2행 11번째 글자부터 3행에 걸친 서자(書者) 표시를 

들고 있다. 이를 읽어 보면 “정통갑자납월가일서우비해당지매죽헌(正統甲子臘月暇日書于匪懈堂之梅竹軒)”이다. 

정통갑자년은 세종 26년인 1444년이다. 이 해 “12월 한가한 날에 비해당의 매죽헌에서 쓴다.”는 말이다. 비해

당은 안평대군의 호이고, 매죽헌은 그의 당호(堂號)이다. 김태영 교수는 이것을 이 책의 저자 표시로 보았다.21)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수긍하기 힘들다. 우선 이 서자 표시가 서문 말미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비해

당이 이 책 전체의 저자라면 이 부분은 권수 맨 처음에 나와야 한다. 서문 말미에 나왔다는 것은 이 서문을 

쓴 사람이 비해당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著)’나 ‘찬(撰)’이나 ‘편(編)’이 아니고 ‘서(書)’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서문을 비해당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썼다는 뜻이다. 즉 누군가의 글을 비

18) 이우성,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제24권(아세아문화사,	1990).

19) 三保忠夫,	「李瑢撰 古本鷹鶻方・李爓撰 新増鷹鶻方について : 宮内庁書陵部所蔵鷹書・鷹詞の研究」,	『神女大国文』(神戸女子大
学国文学会,	2014),	23∼40쪽.

20) 이우성,	위의	책(『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1990)에	영인되어	있는	사진을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오늘의	도서

관』,	2018)’에서	재인용.	

21) 김태영,	「『古本	鷹骨方』	해제」,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제24권(아세아문화사,	1990).	

권수	서문 서문	말미 필사기



169 매사육과 매사냥을 위한 지침서, 『응골방(鷹鶻方)』의 여정 | 김방울

해당이 붓글씨로 썼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아래 내용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이 서문 부분은 비해당이 

지은 것이 아니라 위 『응골방』의 수응상비법(瘦鷹上肥法)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이 이 책의 저술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누군가가 이 책을 개편하면서 이 부분을 서문으로 빼냈고, 이것의 글씨를 안평

대군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골방』을 번역한 이원천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22) 물론 이 책의 서문은 안평대군의 글씨가 아니다. 후대의 필사자가 이 부분까지 필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필사본은 누가, 언제 필사한 것일까. 우선 권수를 보면 ‘응골방서(鷹鶻方序)’라는 서문 제목이 

나오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장방형 인장이 있다. 아래 것은 ‘신궁성서장(新宮城書藏)’이고, 위의 것은 ‘명치십육년 

구구(明治十六年購求)’이다. 아래 장서인이 먼저 찍힌 것이고, 위의 인장이 나중에 찍힌 것이다. ‘신궁성’은  

와카야마현 신궁시에 있는 성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에도시대에 기슈번이었다. 기슈번은 도쿠가와 가문이  

직접 다스리는 영지였다. 이 기슈번의 중신(重臣)인 가노(家老) 미즈노 타다나가([水野忠央], 1814∼1865)는  

대단한 장서가였는데, 그의 장서고를 단학문고(丹鶴文庫)라 칭했다. ‘단학’이라는 이름은 이 신궁성이 위치하고 

있는 산이 단학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것이다. 이 ‘신궁성서장’은 바로 미즈노 타다나가의 장서인이다.23) 

‘신궁성에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뜻을 일본어 어순대로 새긴 인장으로 보인다. 그 다음 인장인 ‘명치십육년

구구’를 보면 명치 16년(1883)에 이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본 

인데, 이 국립공문서관은 전신이 내각문고였다. 내각문고는 메이지유신기에 태정관문고였고, 태정관문고는  

도쿠가와 막부의 도서관이었던 모미지야마문고[紅葉山文庫]를 계승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고본응골방』은 

태정관문고 시절에 구입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 맨 뒤에는 필사기가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이 텍스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 필사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기록을 왜 그냥 지나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필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편의상 구필사기와 신필사기 이렇게 

나누어 부르겠다. 

먼저 구필사기 부분을 판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고관어본오서(彰考館御本奧書) 우자이산본등우위문

소지본령서사교합필(右者以山本藤右衛門所持本令書寫校合畢) 승응삼갑오년육월육일(承應三甲午年六月六日).” 

‘창고관’은  에도시대에 미토번이 『대일본사』를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역사편찬소이다. ‘어본’은 왕이나 다이

묘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본을 말하고, ‘오서’는 책의 말미에 필사자의 이름, 제작일자, 제작경위 등을 적은  

필사기를 뜻한다. 즉 이 부분은 ‘창고관 귀중본의 필사기’라는 정도의 의미다. 그 다음을 해석해 보면 “이 책은  

야마모토 도에몬[山本藤右衛門]의 소장본을 가지고 필사하게 해서 교감을 마쳤다.”라는 뜻이다. 승응삼년   

갑오년은 1654년이다. 

다음으로 신필사기 부분을 검토해 보자. 이 부분을 판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본응골방이수호창(古本

22) 이원천,	앞의	책(『교주국역	응골방』,	1994),	33쪽.

23)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자료를	참고했다.[http://kostma.korea.ac.kr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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鷹鶻方以水戶彰)24) 고관어본서사지(考館御本書寫之) 천보사년오월입육일(天保四年五月卄六日) 사관대명(史

館待命) 평소산전여청(平小山田與淸).” 우선 첫 부분은 “『고본응골방』은 미토번 창고관의 귀중본을 가지고서  

필사한 것이다.”라는 뜻이다. 천보 4년은 1833년이다. 사관대명의 사관은 창고관을 뜻하고, 대명은 거기의 관직을 

가리킨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이 책을 필사한 오야마다 토모키요([小山田與淸], 1783∼1847)이다. 그는 

에도시대 후기의 국학자로 천보 2년(1831) 미토번 9대 영주인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 1800∼1860)의 

초빙을 받아 창고관에 출사해 후기 미토학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25) 

이 두 필사기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원래 야마모토 도에몬의 소장본이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1654년 1차로 필사와 교감을 마쳤다. 아마 이 작업은 『대일본사』 편찬을 위해 설치한 미토번의 창고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필사본은 창고관에 소장되어 180년 정도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필사해야 할 필요가 생겨 1833년 창고관의 편수관으로 있던 오야마다 토모키요가 이 구본 필사본을 갖고  

다시 필사했다. 그러면서 원래 필사기까지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국립공문서관 소장본 『고본

응골방』은 1883년 오야마다 토모키요가 필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권수 인장과 이 필사기를 다시 연결하면 이 텍스트의 유전과정이 드러난다. 1654년 이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고본응골방』이 있었다. 이것이 어떤 판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야마모토 

도에몬이 소장하고 있었다. 1654년 미토번 창고관에서 이것을 필사했다. 1833년 2차로 오야마다 토모키요가 

이것을 다시 필사했다. 그러다가 이 책이 기슈번의 중신 미즈노 타다나가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1883년 태정관문고가 이 책을 구입했다. 태정관문고는 이후 내각문고로 바뀌었고, 내각문고는 

현재 국립공문서관이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현재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필사본을 만들고 소장했던 미토번과 기슈번은 에도시대 고산케[御三家]에 속했다. 수많은 번 중에 에도와  

함께 도쿠가와 집안이 다스리는 직할 통치 지역이었다. 미토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1남인 도쿠가와  

요리후사([徳川頼房], 1603∼1661)가 초대 번주였다. 이 미토번의 2대 번주인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 

1628∼1701)에 의해 『대일본사』 편찬이 시작되어 미토학이 꽃을 피웠다. 『대일본사』 편찬사업은 그의 사후 

에도 계속되어 메이지 39년(1906) 도쿠가와 구니유키([徳川圀順], 1886∼1969) 대에 완성되었다. 기슈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0남 도쿠가와 요리노부([徳川頼宣], 1602∼1671)가 초대 번주였다. 고산케 중 나머지 

하나는 오와리번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9남인 도쿠가와 요시나오([徳川義直], 1601∼1650)가 초대 번주

였다.26) 즉 이 『고본응골방』 필사본은 에도시대 도쿠가와 집안을 관통하며 살아남았던 것이다. 

24) 필사기에는	‘影’으로	되어	있느나,	이는	‘彰’의	오기로	보여	이렇게	고쳤다.

25) 일본	위키피디아에서	‘小山田與淸’	항목을	참고했다.[https://www.wikipedia.org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020.	3.	20.]

26) 이	고산케	부분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참고했다.[https://www.wikipedia.org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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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증응골방(新增鷹鶻方)』

『신증응골방』은 이조년의 10세손인 이염(李爓, 1518∼1553)이 편찬한 책이다. 그는 중종 35년(1540) 식년시에  

진사로 급제하여 이조정랑과 한림 등의 관직을 지냈고, 36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인종 때 경흥(慶興)으로  

유배 가서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이 책의 판본은 국내에는 없고 일본에 다수 전해지고 있다. 관영 20년(1643) 일본에서 이 책이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이 간행본이 유포되면서 이 책을 베낀 필사본도 다수 제작되었다. 그러면서 『대화본초(大和本草)』, 

『산해명산도회(山海名産圖繪)』 등에서도 이 책이 인용되었다.28) 목판본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필사본은 국립공문서관, 궁내청 서릉부, 동경대 오구라문고, 도야마[富山]대학  

도서관, 동양문고, 와세다대학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본은 아래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동경대 

오구라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의 필사본을 통해 『신증응골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진	3)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	소장본29) 

이 책은 1930년 오구라 신페이가 1643년 일본에서 간행된 『신증응골방』을 보고 필사한 것이다. 권수를  

보면 ‘신증응골방(新增鷹鶻方)’이라는 권수제가 나오고 당대 위언심(魏彦深)이 지은 「응부(鷹賦)」가 이어진다. 여기에  

3과의 장방형 장서인이 나온다. 맨 아래 인장은 ‘소창장서(小倉藏書)’이고 그 위 인장은 ‘동경대학도서(東京大

學圖書)’이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인장은 ‘동경제국대학문학부언어학연구실(東京帝國大學文學部言語學

硏究室)’이다. 시기나 인주의 색깔로 봤을 때 맨 아래 인장과 제일 위 인장이 먼저 찍혔고, 가운데 인장이 나중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즉 오구라 신페이가 동경제대 언어학연구실에 근무할 때 이 책에 장서인을 찍었고, 나중에  

27)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신증응골방』	해제	참조.[http://kostma.korea.ac.kr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20.	3.	16.]

28) 宮內省式部職	編,	『방응(放鷹)』(吉川弘文館,	昭和	7(1932)),	326쪽.	

29) 이	사진은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http://kostma.korea.ac.kr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20.	3.	16.]	

권수 권말 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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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대가 동경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가운데 인장을 찍은 것이다. 지금도 그의 장서들은 동경대 문학부 언어학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1930년에 필사되었고, 그는 1911년부터 1932년까지 경성에 있었기  

때문에,30) 이 장서인은 그가 동경으로 돌아간 다음에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언어학자로서 조선어에 관심이 

많아 조선의 고어와 방언 연구에 몰두했다. 그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각종 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권수 오른쪽 면에는 별지에 뭔가를 필사해서 붙여 놓았다. 그 내용은 궁내성식부직(宮內省式部職)

에서 편찬한 『방응(放鷹)』에서 『응골방』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권말에는 1643년 간본의 간기를 그대로 

적어 놓았다. 그리고 뒷표지 안쪽에 필사기를 적어 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카다 노부토시([岡田

信利], 1857∼1932) 씨 소장 판본에 의해 필사한다. 쇼와 5년(1930) 5월 1일 진평 기록하다.”31) 

오카다 노부토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했던 동식물학자이자 창경원 관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문헌 수집에도 매우 열성적이어서 상당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장서 

목록은 1933년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에 의해 『강전신리씨장서목록(岡田信利氏藏書目錄)』이라는 책으로 

경성에서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모두 626종, 1,421책이 수록되어 있다.32) 

이처럼 그는 조선의 고문헌을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유명한 장서가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구라  

신페이처럼 그의 책을 빌려 필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그가 소장하고 있던 『서서

서목초본(西序書目抄本)』을 빌려 필사한 경우이다. 이 책은 정조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본의 리스트를 

작성한 목록이다. 이 책의 필사본이 미국 버클리대 아사미문고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아사미문고  

소장본은 아사미 린타로([淺見倫太郞], 1869∼1943)가 1912년 필사한 것이고, 동양문고 소장본은 마에마  

쿄사쿠([前間恭作], 1868∼1942)가 1917년 필사한 것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장서가들이다. 이들  

책의 뒷면에 이들이 오카다 노부토시의 소장본을 빌려 필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33) 

30) 그의	일생과	학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정승철,	「소창진평(小倉進平)의	생애와	학문」,	『방언학』	11권(한국방언학회,	

2010).]

31) 宮內省式部職編,	앞의	책(『방응(放應)』,	1932).	“岡田信利氏所藏板本二ヨリ謄寫ス.	昭和五年一月	進平誌.”

32) 백진우,	「20세기초	일본인	장서가의	필사기와	장서기	연구-마에마	쿄사쿠와	아사미	린타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49집(대동한

문학회,	2016),	197쪽.

33) 백진우,	위의	논문(「20세기초	일본인	장서가의	필사기와	장서기	연구-마에마	쿄사쿠와	아사미	린타로를	중심으로」,	2016),	189∼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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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본 간 내용 비교

위에서 현전하는 3종의 『응골방』 판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판본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또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를 기록과 장서인, 그리고 필사기를 통해 최대한 추적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잘못 알려진 견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세 판본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응골방』은 순암 장서를 거쳐 우리나라 국립중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나머지 두 판본과 그 복제본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에 의해 제작되어 현재 일본의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세 판본은 모두 『응골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내용 구성과 목차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세 판본의 주요 내용과 목차  

구성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34)

(표	1)	세	판본의	내용과	목차

『응골방』 『고본응골방』 『신증응골방』

내용 목차 내용 목차 내용 목차

몸과	성질 응색편
(鷹色篇)

논형체(論形體) 서 응골방서(鷹鶻方序)

시

응부(鷹賦)	-	위언심(魏彦深)

논자탁(論觜啄) 명칭 교응골명(教鷹鶻名) 동전(同前)34)

논족(論足)

약

용약법(用藥法)

상응가(相鷹歌)

논우색(論羽色) 총론
응골총론(鷹鶻摠論)	-	

성산이염편(星山李爓編)

논우명(論羽名)

제약법(劑藥法)

각론	-	

매사

육과	

매사냥

조양잡설
(調養雜說)	

-	
성산이염편
(星山李爓編)

수(水)

논천질(論天質) 식(食)

사육과	

훈련

사식(飼食)

훈련

토응조습법(吐鷹調習法)
비(臂)

양순(養馴) 호(呼)

교습(敎習)

신응방교법(新鷹放敎法)

기(肌)

조방후잡리식	

(調放後雜理式)
九+咼

34) 오숙(吳淑)「응부(鷹賦)」.	“伊鍾山之鷙鳥 稟金方之勁氣 含火德之明輝 淪瑤光之純粹 或聞於蒼成千日 或重其指如十字 若乃點血散花

之狀 草眸金距之名 旣在南而為鷂 亦與鷂而為兄 亦有下韝 命中畫壁 如眞資僧 達之馳獵 教行父之事君 唐則斷聯而見放 漢則斥賣而
不用 逐黃犬於東門 擊鵬雛於雲夢 至若梁冀貪而見求 大亮忠而不獻 馬融旣美於出籠 要離亦聞於擊殿 故其威同尙父 名傳郅都 魏帝
以秋吟見重 侯文以嚴霜行誅 支遁則愛其神俊 元坦則肆其畋漁 至於驚蟄靡失 於為鳩處暑 不差於祭 鳥逐不仁者 子産名爽鳩者 少皞
又若翮短飛 急骹長起 遲大雌小雄 加毛減肌 時令旣傳於學習 爾雅亦號于飛翬 亦聞惡彼足黃 欲其食疾 罻羅設於已化 矰弋禁於未擊 
飢而為用 猜防旣見於曹公 飽則高颺引喩 亦聞於權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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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치료

평안기후(平安氣候)

치료

수응상비법(瘦鷹上肌法)

각론	-	

매사

육과	

매사냥

조양잡설
(調養雜說)	

-	
성산이염편
(星山李爓編)

방(放)

불안지후부치료방	

(不安之候附治療方)
작식법(作食法) 치(雉)

고비야증(皷鼻也証) 좌응처법(坐鷹處法) 지(地)

수응상비법(痩鷹上肥法) 상응안부법(想鷹安否法) 시(時)

제약법(劑藥法) 문견경험방(聞見經驗方) 안(安)

시

응부(鷹賦)35)

시 응부(鷹賦)

우(羽)

응체작시(鷹體作詩) 령(鈴)

방응시(放鷹詩)36) 가(架)

양응시(養鷹詩)37) 일(逸)

화응시(畵鷹詩)38)

치료
구급방(救急方)

영응시(詠鷹詩)39) 경험방(經驗方)

가상응절구(架上鷹絶句)40)
주의

사항과	

경험

양응감계(養鷹鑑戒)	-	

성산이염편(星山李爓編)

청원서
면천거한진사장	

(沔川居韓進士狀)41)
문견상담(聞見常談)

35)36)37)38)39)40)41)

35) 위원심(魏彥深)「응부(鷹賦)」.	“唯茲禽之化育 實鍾山之所生 資金方之猛氣 擅火德之炎精 何虞者之多端 運橫羅以羈束 綴輕絲於雙瞼 

結長皮於兩足 飛不遂於本情 食不充於所欲 逸翰由而暫斂 雄心為之自局 若乃貌非一種相 乃多途指重 十字尾貴合盧 立如植木 望似愁
胡 觜同劍利 腳等荆枯 亦有白如散花 赤如點血 大文若錦細斑 似纈眼 類明珠 毛猶霜雪 身重若金 爪剛如鐵 或復頂平似削 頭圓如卵 
臆闊頸長 筋粗脛短 翅厚羽勁 髀寛肉緩 求之群羽 俱為絶伴 或似鶉頭 或似首 赤睛黃足 細骨小肘 懶而易驚 奸而難誘住 不可呼 飛不及
走 若斯之輩 不如勿有 若夫疾食速消 此則有命兔頸猴立 是為無病 厠門忌大結 肚惡軟縧 不宜絶背 不宜喘生 於窟者 則好伏巢 於木者 
則常立雙 骹長者 則起遲六 翮短者 則飛急 毛衣屢改 厥色無常 寅生酉就 總號為黃 二周作鴇 千日成蒼 雖曰 排虛性殊眾鳥 雌則體大 
雄則形小 遇犬則驚猜 得人則馴擾 養雛則少病 野羅則多巧 察之為易 調之實難 格必高迥 屋必華寛 姜以取熱 酒以排寒 韝須温暖 肉不
陳乾 近之令狎靜之 使安晝不離手 夜便火宿 微加其毛 少減其肉 肌羸腸瘦 心和性熟 念絶雲霄志在馳逐.”

36) 白居易(백거역)「放鷹詩(방응시)」.	“十月鷹出籠 草枯雉兔肥 下韝隨指顧 百擲無一遺 鷹翅疾如風 鷹爪利如錐 本為鳥所設 今為人所資 

孰能使之然 有術甚易知 取其向背性 制在飢飽時 不可使長飽 不可使長飢 飢則力不足 飽則背人飛 乘飢縱搏擊 未飽須縶維 所以爪翅
功 而人坐收之 聖明馭英雄 其術亦如斯 鄙語不可棄 吾聞諸獵師.”

37) 劉禹錫(류우석)「養鷹詞(양응사)」.	“養鷹非玩形 所資擊鮮力 少年昧其理 日月哺不息 探雛網黃口 旦暮有餘食 寧知下鞲時 翅重飛不得 

毰毸上林表 使兔自南北 飲啄旣已盈 安能勞羽翼.”

38) 杜甫(두보)	「畫鷹(화응)」.	“素練風霜起 蒼鷹畫作殊 㩳身思狡兔 側目似愁胡 縧旋光堪摘 軒楹勢可呼 何當擊凡鳥 毛血灑平蕪.”

39) 章孝標(장효표)	「見人臂蒼鷹詩(견인비창응시)」.	“星眸未放瞥秋毫 頻掣金鈴試雪毛 會使老拳供口腹 莫辭親手啖腥臊 穿雲自怪身如電 

煞兔誰知吻勝刀 可惜忍飢寒日暮 向人啄斷碧絲縧.”

40) 崔鉉(최현)「詠架上鷹(영가상응)」.	“天邊心膽架頭身 欲擬飛騰未有因 萬里碧霄終一去 不知誰是解縧人.”

41) 이	내용과	이두	표기에	대해서는	박성종의	다음	논문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박성종,	앞의	논문(「李兆年의	鷹鶻方에	나타난	吏讀文	作

品에	대하여」,	2008).]	그는	이	작품이	“정장(呈狀)	형식을	빌린	문학작품으로서	이조년의	뛰어난	문학성과	해학을	감지하게	하는	걸작”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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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각 판본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고, 내용은 각 목차를 카테고리화한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응골방』은 먼저 매의 몸과 성질을 설명한 부분이 나오고, 사육과 훈련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매가 병이 났을 때  

그 징후와 치료 방법을 설명한 후 매에 관한 시들을 수록해 놓았다. 모두 7편의 시를 실어 놓았는데, 두 번째  

「응체작시」를 빼고는 모두 출전을 갖고 있다. 「응체작시」는 첫 부분 매의 몸을 설명한 내용을 시로 읊은 것인데, 

이는 이조년의 작품으로 보인다. 「응부」는 수나라 위언심(魏彥深)의 시이고, 「방응시」는 백거이(白居易)의 작품이다.  

그리고 「양응시」는 당대 유우석(劉禹錫)의 시이고, 「화응시」는 두보(杜甫)의 작품이다. 「영응시」는 당대 장효표

(章孝標)의 시이고, 「가사응절구」는 당나라 최현(崔鉉)의 작품이다. 중국에는 매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은데, 주로 

수·당대 작가들의 작품을 인용하고 있다. 마지막에 있는 「면천거한진사장」은 다른 판본에는 없는 것으로, 소지

(所志)42)의 형식을 띠고 있는 문학작품이다. 박성종은 이 이두문이 응골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후 

판본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43) 

『고본응골방』은 『응골방』에 없던 서문이 먼저 나온다. 이 서문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응골방』 수응상비법 

중간에 나오는 내용을 앞으로 빼낸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의 내용이 저자의 집필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서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 글씨를 안평대군에게 부탁해서 받았다. 이 서문은 

당대 장구령(張九齡)의 말을 인용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장구령의 말은 그의 「응골도찬서(鷹鶻圖贊

序)」에서 일부를 인용했다.44) 이어서 매의 명칭과 약 처방, 훈련과 병 치료, 마지막으로 위언심의 「응부」가 나온다. 

『응골방』에 있던 나머지 시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신증응골방』은 훨씬 체계를 갖춘 모습이다. 서론 격으로 시를 배치하고, 본문은 총론과 각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시는 모두 세 수를 수록해 놓았다. 처음에 위언심의 「응부」가 나오고, 다음 ‘동전(同前)’이라는 이름으로 송대 

오숙(吳淑)의 「응부」를 수록해 놓았다. ‘동전’이라는 것은 ‘앞과 같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응부」라는 제목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인다. 세 번째 「상응가」는 출전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을 증편한 이염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어서 매에 대한 총론과 매사육과 매사냥에 대한 각론이 나온다. 이어서 치료법과 매를 기르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주위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고 있다. 이처럼 이염은 북쪽으로 귀양 가 있으면서 

그곳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평소 자신이 수집한 경험을 정리해서 매사냥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45) 

42) 관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말한다.

43) 박성종,	앞의	논문(「李兆年의	鷹鶻方에	나타난	吏讀文	作品에	대하여」,	2008),	8쪽.

44) 「응골도찬서(鷹鶻圖贊序)」.	“鳥之鷙者 曰鷹曰鶻 鷹也 名揚於尙父 義見於詩 鶻也 迹隱於古人 史闕其載 豈昔之多識 物亦有遺.”	

45) 정민,	『새	문화사전』(글항아리,	2014),	325쪽.



 
176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세 판본의 목차는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위언심의 「응부」가  

모두 보이고, 본문은 매의 종류와 명칭, 사육과 훈련, 병과 치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다가와 고조

[田川孝三]의 연구46)에 의하면 『신증응골방』은 『고본응골방』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 『신증응골방』의  

「응공총론」은 『고본응골방』의 서문 일부 및 「교응골명」에서 내용을 빌려 오고 있다. 『신증응골방』의 「조양잡설」 

부분은 『고본응골방』의 「토응조습법」부터 「상응안부법」까지의 각 편에서 일부을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신증

응골방』의 「구급방」과 「경험방」은 『고본응골방』의 「용약법」과 「제약방」, 그리고 「문견경험방」에서 일부를 뽑아  

구성하였다. 따라서 ‘신증’이라고 하였으나 마지막의 「양응감계」와 「문견상담」 2편만을 증보한 것이며, 거의 대부

분을 『고본응골방』에서 발췌하여 개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7) 

Ⅳ. 일본이 요구한 조선의 매와 『응골방』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전하는 대부분의 『응골방』은 일본인들에 의해 제작되어 일본에 남아 있다. 조선

에서는 거의 잊힌 책이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중시되었는가. 이 책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가 어떻게 유통되었

는가. 

원래 매는 북방에 사는 종이, 덩치도 크고 사냥도 잘 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몽골 고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연해주와 이어진 함경도 지역이 매사냥의 메카였고, 이 동해안 지역에 

사는 매들이 옹골차기로 유명했다. 바로 해동청이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매사냥이 전해진 이후로 일본에서는 

매가 권위의 상징으로 신성시되었다.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에 매가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특히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멀리까지 매사냥을 나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손발이  

민첩해지고 식욕도 증진되며 잠도 잘 오기 때문에 매사냥을 즐겨했다.48) 이처럼 일본 지배계층이 오락으로  

매사냥을 향유하면서 매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졌다. 일본에서 매사냥은 단지 오락 취미만이 아니었다.  

매사냥은 천황이나 귀족의 지위를 상징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황에게서 매사냥의 권한을 가져오고,  

대신 매사냥의 포획물을 천황가에 주도록 의례를 바꾸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매사냥은 자신의 기호에 

맞았을 뿐 아니라 지배자라는 권위를 장악하는 행위이기도 했다.49)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1609년 기유약조가 체결되면서 회복되었다. 하지만 조선과  

46) 田川孝三,	「李朝の鷹房と鷹子進上」,	『朝鮮学報』	14(朝鮮学会,	1959),	97∼128쪽.

47)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신증응골방』	해제	참조.[http://kostma.korea.ac.kr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20.	3.	16.]

48) 김기선,	「한·몽	매의	어원과	상징성	연구」,	『몽골학』	제28호(한국몽골학회,	2010),	97쪽.

49) 김경미,	「17∼18세기	對日	외교·교역과	매[鷹]」(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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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직접 서로를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대마도를 매개로 했다. 즉 양국 관계의  

실질적 담당자는 대마도였다. 대마도는 막부로부터 조선과의 외교·무역권을 위임받았고, 조선은 그러한 대마

도에게 경제적 시혜(施惠)를 베풀어줌으로써 일본과의 교린체제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 이러한 징검다리  

외교관계에 매 교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마도는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얻은 매를 막부의 쇼군과 유력자들에게 

바쳐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조선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매 교역은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정치·외교적 성격이 강했다.50) 

매들은 이렇게 현해탄을 넘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다. 자기의 두 날개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새장에 갇혀 

실려간 것이다. 천성상 매들은 더위와 병에 약했다. 일본으로 가는 장거리 여행 과정에서 많은 매들이 폐사했다.  

이들을 관리하는 특별 관청을 두고 사육 전문가를 배치하기도 했다. 매의 관리를 위해서는 매들의 사육과  

치료를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조선의 『응골방』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선의 매와 함께 『응골방』이라는 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에 나온다. 1640년 3월 19일 동래부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계를 올린다. “왜관에 온 대마도 관리가 대마도주의 말을 전하면서 말했다. 대마도주가  

에도에 가서 쇼군을 만났더니 쇼군이 조선의 약재와 『마의서(馬醫書)』·『응골방』·『십이율(十二律)』 등의 서책을  

구해 오라고 분부했는데, 왜 이렇게 조선 측의 준비가 늦느냐고 하소연한다.” 이에 대해 우리 조정이 동래부사

에게 내린 대답은 “『십이율』과 『응골방』은 우리나라에 없는 책이니 잘 타일러서 보내고, 『마의서』는 사복시

(司僕寺)에서 간행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내려주라.”는 것이었다.51) 

이어서 5월 19일 역관 홍희남(洪喜南)과 김근행(金謹行)이 올린 보고서가 나온다. 이들은 4월 1일 초량  

왜관에서 대마도를 향해 떠나,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대마도의 객관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는 그 사이 그들이 

대마도주나 관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0일에 관리가 

와서 말했다. 쇼군이 구하는 『응골방』 책은 조선국의 재상 이염이 지은 것이라 하는데, 모쪼록 있는 곳을 찾아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응골방』 중에 있는 응양절목(養鷹節目)에는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쇼군

께서 글을 써서 보내왔기에 이를 베껴 왔으니 돌아가는 즉시 해석하여 보내주면 좋겠다.” 

이 보고서를 조정에 보내면서 동래부사 역시 자신의 장계를 같이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의방 

(鷹醫方)』은 이전부터 저들이 간절히 구하였음에도 전일에 『마의서』만 보냈다. 이제 다시 요청하니 들어주

지 않을 수는 없고 서울에는 소장하고 있는 집이 없는 것 같다. 도내 인근 각읍에 물어보다가 『응방』 고서를  

얻었기에 이것을 보내줄 계획이다.”52) 

50) 이승민,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집(한일관계사학회,	2013),	199∼200쪽.	

51) 부산광역시편찬실,	『국역	왜인구청등록	(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35쪽.

52) 부산광역시편찬실,	위의	책(『국역	왜인구청등록	(Ⅰ)』,	2004),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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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면 1640년 당시 막부에서 간절히 『응골방』이라는 책을 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동물들과 물품들을 요구했는데 그 중 조선의 말과 매를 특히 원했다. 그래서 말과 매 관련 수의서를 같이  

요청했다. 그런데 조선 정부의 태도가 시큰둥하다. 『응골방』이라는 책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 이 책을 구할 수 

없으니 일본 관리들을 잘 타일러서 보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 실무를 담당하는 동래부사에게는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관에 와 있는 관리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고, 또 정기적으로 대마도

에서 오는 관리들도 직접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매번 무시할 수 없었다. 일본 측 관리들도 난감

하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쇼군이 대마도주에게 내린 명령이기에 이를 모른 척 넘길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마침 대마도에 갔던 조선 역관들에게까지 책을 구해 달라 요청하니, 이 보고를 들은  

동래부사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응골방』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경상도 어느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응골방』을 발견했고, 이것을 일본에 보내줄 계획이라고 중앙에 보고했다. 위 장계에 나오는 『응의방』과  

『응방』은 모두 『응골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든다. 당시 조선에서 『응골방』이 이렇게 희귀한 책이 되어 있었다는 말인가. 우선 이  

『응골방』이 어떤 책인지는 위 대마도 관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이염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편찬한 

『신증응골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염이 지은 『신증응골방』은 이미 일본에 알려져 있었고, 이 책의  

존재를 안 쇼군이 조선에서 『신증응골방』을 구해 오라고 대마도주에게 명령한 것이다. 동래부사가 구한  

『응방』이 이 『신증응골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후인 1643년 일본에서 『신증응골방』이 목판으로 

간행된다. 책이 목판으로 간행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책이 대량으로 제작되어 널리 배포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본에서 이 책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조선

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간행하자는 취지이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목판본은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일본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일본 국회

도서관 소장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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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권수 권말

(사진	4)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53) 

우선 표지를 보면 제첨 상단이 떨어져 나갔는데, 남아 있는 제목이 ‘약방(藥方)’이다. 아마 떨어져 나간 부분 

에는 ‘응(鷹)’자가 있었을 것이다. 즉 이 책의 표지 제목은 ‘응약방(鷹藥方)’이다. 권수 부분을 보면 권수제는 

‘신증응골방’이다. 장방형인 2과와 원형인 1과가 찍혀 있다. 장방형인은 ‘백정씨장서(白正氏藏書)’와 ‘제국도서

관장(帝國圖書館藏)’이고, 원형인은 판독하기 어렵다. 백정씨는 동경제대 농과대 교수를 역임한 시라이 미츠

다로([白井光太郎], 1863∼1932)이다. 전공은 식물학이었다. 본초학 관련 도서 약 6,000책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쇼와 15년(1940)부터 17년(1942)까지 제국도서관에서 구입했다. 그래서 ‘제국도서관장’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이다. 권말에는 작은 글씨로 “관영계미초추이조학옥정남륜서당간행(寬永癸未初秋二條鶴屋町南輪書

堂刊行)”이라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관영 계미년은 1643년이다. 즉 이 해 초가을에 이조학옥정(二條鶴屋町)에  

있는 남륜서당에서 간행했다는 말이다. 이 1643년 간행본 이외에도 1716∼1735년에 간행된 관각본(官刻本)이  

있다.54) 이러한 목판본을 바탕으로 다수의 필사본들이 제작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응골방』이 목판으로 간행된 적이 없었을까. 조선에서도 전기에 이 책이 목판으로  

간행된 적이 있었다. 다만 현전하는 실물이 없을 뿐이다. 조선 전기 각 지방에서 간행된 서적을 알아보기 위

해서는 현전하는 책과 함께 책판목록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전기 지방의 서적 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고사촬요(攷事撮要)』에 수록되어 있는 책판목록이다. 『고사촬요』는 조선시대에 아주 유용한 유서 

(類書)였기 때문에 명종 9년(1554) 어숙권(魚叔權)이 처음 편찬한 이후 영조 7년(1771) 서명응(徐命膺)에 의해  

『고사신서(攷事新書)』라는 이름으로 개정 증보될 때까지 총 12차에 걸쳐 제작되었다. 이중 조선 전기에 간행된 

53) 이	사진은	일본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판을	캡처한	것이다.[https://www.ndl.go.jp	“일본	국회도서관”,	2020.	3.	20.]	

54) 이준걸,	『조선시대	일본과	서적교류	연구』(홍익재,	1986),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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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의 『고사촬요』에 책판목록이 수록되어 있다.55) 이 5종 중 선조 18년(1585)에 목판으로 간행된 『고사촬요』 

책판목록에 경상도 진주에 소장되어 있는 50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응골방』이 실려 있는 것이다.  

책판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걸로 책을 찍어냈다는 것을 뜻한다. 즉 1585년 전후해서 진주에서 『응골방』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배포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이 『응골방』이 어떤 『응골방』인지는 

알 수 없다.  

이쯤 되면 1640년 동래부사의 말이 눈에 밟힌다. 경상도 내 여러 읍에 문의하다가 『응방』 고서 하나를 얻었다는 

말. 그리고 1585년 전후로 경상도 진주에 『응골방』 목판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 진주의 목판으로 찍어 낸 

『응골방』이 1640년 일본으로 건너가 1643년 남륜서당 간행 『응골방』으로 재탄생한 것은 아닐까.  

Ⅴ. 결론

매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인간이 가장 선망하는 동물로 동서고금을 아울러 최고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

로 대접받았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광각과 망원을 넘나드는 뛰어난 시력,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빠른 속

도와 비행술, 그리고 강력한 힘을 지녔기에 왕이나 국가, 군대 등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56) 그래서 매를  

노래한 시나 그림들이 시대를 넘나들며 제작되었다. 하지만 매의 사육과 훈련에 대한 실무 지침서를 제작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3종의 『응골방』 판본을 분석하고,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매사냥 문화의 확산에 있어 『응골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응골방』은 순암 안정복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가 1920년대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들어간 책이다. 권수에 ‘고려이문열조년찬(高麗李文烈兆年撰)’이라고 적혀있어 이 책의 저자가 고려시대 이조년 

(1269∼1343)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다만 이 책은 여러 번 전사(轉寫)되면서 전해져 온 것으로, 이 

책의 필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안정복이 이 책을 필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그렇게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 순암 집안 장서는 순암의 조부 때부터 증손자 대까지 6대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그 사이 

누가 필사하거나 입수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의 저자가 이조년이라는 사실은 조선 후기에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사정은 김세렴의 『해사록』과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본응골방』은 1990년 이우성 교수에 의해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

碧外史海外蒐佚本)』 제24권에 수록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의 저자가 안평대군이라고 알려 

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를 안평대군이라고 볼 수 없음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  

55)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아세아문화사,	2008),	19쪽.

56) 김연수,	앞의	책(『바람의	눈,	한국의	맹금류와	매사냥』,	2011),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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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안평대군은 서문의 서자(書者)일 뿐이다. 누가 이 텍스트를 개편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이 필사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 말미에 있는 필사기의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원래 야마모토 도에몬이라는 사람이 소장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1654년 1차로 필사했다. 이 작업은 

『대일본사』 편찬을 위해 설치한 미토번의 창고관에서 이루어졌다. 180년 정도가 지난 1833년 창고관의 편수

관으로 있던 오야마다 토모키요가 이 구본 필사본을 갖고 다시 필사했다. 그는 에도시대 후기의 유명한 국학

자였다.

『신증응골방』은 현재 제일 많이 남아있는 판본이다. 1643년 이 책이 일본에서 목판으로 간행되면서 많이 

퍼졌고, 이 목판본을 바탕으로 다수의 필사본들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오구라 신페이가 1930년 

오카다 노부토시의 소장본을 빌려 베낀 필사본을 갖고 이 『신증응골방』을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국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매와 『응골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았다. 도쿠

가와 이에야스가 매사냥을 특히 좋아했고, 매가 지배력과 권위를 상징하면서 막부의 지배층 사이에 매사냥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조선에 더욱더 많은 매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매들의 관리와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지침서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응골방』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결국 조선에서 건너간 판본을 바탕으로 1643년 교토 남륜서당에서 목판으로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응골방』은 조선에서는 서서히 잊혀 갔고, 일본에서는 더욱더 성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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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 of Eunggolbang(鷹鶻方), 
the Guidebook of Falcon-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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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lconry was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0. Now 18 countries are inscribed together. As Falconry becomes focused 
on, Eunggolbang(鷹鶻方) remaining in Korea and Japan came to be paid atten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ditions of Eunggolbang,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tried to examine the role 
of Eunggolbang in diffusion of Falconry premodern ages.            

Manuscript of Eunggolbang written by Yi Jo Nyeon in Goryeo had been housed by the 
family of An Jeong Bok and handed down to Libr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w it is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t is difficult to approve 
the opinion that the calligrapher of this book is An Jeong Bok . Examining Haesarok and 
Ojuyeonmunjangjeonsango, I found that it is known the author of this book is Yi Jo Nyeon in 
the latter of Joseon.    

Although there is the opinion that the author of Goboneunggolbang possessed by National 
Archives of Japan is Anpyeongdaegun, I explained it isn't with some reasons. I found out 
the producer of this manuscript was Oyamada Tomokiyo of editor of the National History 
Committee in 1833.  

Sinjeungeunggolbang written by Yi Yeom, 10 times decendant of Yi Jo Nyeon, is a lot 
remained. In 1643 it is published in wood-block printing in Japan. Many manuscripts were 
produced on the base of this wood-block edition. I surveyed the role of Korean falcon and 
Eunggolbang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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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찰	후원(後院)은	대중공양의	소임과	노동을	수행으로	삼는	출가자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러한	후원	

문화는	한국불교의	특성과	전통문화의	보편성이	담긴	소중한	무형의	유산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에	현장참관과	

구술면담을	통해	승려들의	통과의례적	삶에	비친	불교	후원문화를	조명하였다.	

처음	출가하면	여섯	달	이상	행자생활을	하게	된다.	하소임으로	수행자의	삶을	익혀	나가는	가운데,	설거지

에서부터	음식	만드는	일을	돕는	공양간	노동이	일과의	중심을	이루게	마련이다.	이에	행자생활을	마치면	예비	

승려로서	인정을	받고	대중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게	된다.	

4년	동안	강원(講院)에서	학인으로	공부하는	동안에는	한철씩	돌아가며	밥과	반찬	만드는	소임을	맡는다.		

아울러	발우공양을	할	때	음식을	배분하는	행익(行益)을	전담하며,	음식솜씨가	좋은	학인은	별좌(別座)가	되어	

공양을	주관한다.	강원을	졸업하면	여러	사찰로	흩어지게	되므로,	후원에서	대중공양과	관련된	일을	고루	돌아

가며	경험한	학인생활은	사찰음식	전승의	소중하고	체계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정식승려가	된	뒤	승랍(僧臘)이	쌓이면	후원	살림과	관련된	여러	소임을	맡게	된다.	규모	

있는	절에서는	후임자가	와서	대중공양을	준비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원주일지」ㆍ「채공일지」	등의	기록을	

남기며	한	사찰의	음식문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여름과	겨울의	안거(安居)	철이면	각지에서	모인	승려들이	공양관련	소임을	포함한	용상방(龍象榜)을	짜서	

대중생활의	규율과	화합을	도모하며	공부를	해	나간다.	또한	모든	승려는	농사와	김장ㆍ세시음식	등을	할	때	대중

울력에	참여해	공동노동을	하는	가운데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사찰의	후원은	사회일반에서	사라진	전통문화를	전승해가고	있으나,	출가자의	감소로	점차	재가자의	

영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후원을	중심으로	한	승려들의	일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전승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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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가자의 일상과 공양

부엌을 중심으로 음식과 관련된 생활문화가 펼쳐지는 사찰의 후원(後院)1)은 출가수행자들의 거대한 생활

영역이다. 그 영역은 승속(僧俗)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출가자들이 모여 

사는 대중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매우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다. 대중공양을 위한 소임과 노동을 수행정

진으로 삼는 승려의 일상이 담겨 있는 곳이자, 그들의 통과의례적 삶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출가의 뜻을 세운 이가 처음 입산하면 행자생활을 하게 된다. 행자(行者)는 승려가 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여섯 달 이상 출가자로서 품위를 익히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 기본 규범을 익히는 한편, 청소와 설거지 

등 하소임을 하며 수행자로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익혀 나간다. 행자생활에도 단계가 있어, 청소와 설거지의  

과정이 지나면 작은 사찰에서는 밥과 죽을 짓는 공양주(供養主), 반찬을 만드는 채공(菜供) 등의 소임까지  

맡기도 한다. 따라서 행자생활을 마치면 예비승려로서 인정을 받게 됨과 동시에 대중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행자생활을 마친 뒤 강원(講院)에서 4년간 학인으로 공부하는 동안에는 한철씩 돌아가며 밥과 반찬을  

만드는 후원의 기본소임을 맡고, 발우공양(鉢盂供養)을 할 때면 조를 짜서 음식을 배분하는 행익(行益)을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음식솜씨가 좋은 학인은 별좌(別座)가 되어 행자들을 가르치며 공양간(供養間)을 주관 

하기도 한다. 

강원을 졸업하면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정식 승려로 거듭나고, 승랍(僧臘)이 쌓이면서 적성에 따라 원주

(院主)ㆍ원두(園頭)ㆍ농감(農監) 등의 소임을 살면서 후원 살림살이와 농사를 맡아보게 된다. 안거 철이 되어 

선방에 들어가면 각지에서 모여든 승려들이 각자 일거리에 따라 직책을 나누는 용상방(龍象榜)을 짜서 대중

생활의 규율과 화합을 도모하며 공부를 해 나간다. 그런가 하면 모든 승려는 농사를 비롯해 김장ㆍ세시음식 

등을 할 때 대중울력에 참여해 공동노동을 하는 가운데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 같은 사찰의 후원은 출가자의 삶을 다루는 것이어서 연구대상으로 삼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일상의 전승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여 기록하는 일 또한 그만큼 힘이 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찰의 후원문화ㆍ 

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음식 자체에 치중되어 왔고, 그 뒤편에 있는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찰 후원문화는 한국불교의 특성과 전통문화의 보편성이 담긴 소중한 무형의 유산으로  

전승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ㆍ다면적 이해를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 

1) 후원은	식문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개념으로	음식을	만드는	공간(공양간ㆍ주방),	식사를	하는	공간(큰방ㆍ식당),	곡식과	식자재를		

저장하는	공간(고간ㆍ장독대ㆍ우물)	등이	포함된다.	실제	사찰에서는	공양간과	후원이	‘전통	부엌,	현대식	부엌,	식당’	등을	일컫는	용어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아궁이를	갖춘	전통부엌을	‘공양간’,	현대식	부엌을	‘주방’,	식탁에서	밥을	먹는	곳을	‘식당’이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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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시도의 첫걸음으로, 출가수행자의 통과의례적 삶을 통해 불교 후원문화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주제이므로 연구방법은 전적으로 현장답사와 구술조사에 따른다. 현재 

한국사찰의 강원(승가대학)은 전국 각지에서 행자생활을 마친 이들이 모여 4년 이상 학인으로 머물며 공부하는 

곳이다. 따라서 강원이 있는 사찰에는 학인과 행자를 포함한 모든 대중이 모여 살고 있어 승려들의 후원생활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에 역사 깊은 비구ㆍ비구니 강원을 운영하는 대표사찰로 양산 통도사와 청도  

운문사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도사(通度寺)는 경남 양산시 영축산에 위치한 사찰로, 불보사찰(佛寶寺刹)이자 선원ㆍ율원ㆍ강원ㆍ염불

원을 갖춘 총림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2019년 현재 행자는 5인, 학인은 48인이 머물고 있으며, 사중의 소임 

승려와 율원ㆍ염불원ㆍ선방수좌까지 포함해 150인 이상의 승려가 거주하고 있다. 운문사(雲門寺)는 경북 청도군 

호거산에 위치한 사찰로, 1958년 비구니 전문강원을 개설하고 2008년 율원을 열어 비구니 총림으로서 토대를 

갖추어 가고 있다. 2019년 현재 행자는 6인, 학인은 88인이며 전체 대중은 약 110인이 머물고 있다.   

이들 사찰에서는 근래 점차 사라져 가는 승려들의 식사법인 발우공양을 전승하고 있으며, 후원의 일은 원주 

스님이 관장하는 가운데 학인들이 책임을 맡아 이끌어 가고, 행자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두 사찰 모두  

아궁이에 장작으로 불을 지펴 가마솥에다 밥을 짓는 전통 공양간이 남아 있다.   

통도사의 경우 밥과 반찬을 만드는 부엌이 이원화되어 있다. 밥은 승려들이 직접 공양간의 가마솥에 장작을  

때어 짓는 전통을 이어 가며, 반찬은 재가공양주들이 주방에서 만들고 있다. 이에 비해 운문사에서는 주방에서 

승려들이 밥과 반찬을 주관하는 가운데 재가공양주들이 돕고, 아궁이가 있는 공양간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 사찰에서 행하는 발우공양에 참관하고 승려들과 구술면담을 하여, 통도사와 운문사 승려들의 

후원생활과 함께 강원으로 오기 전의 행자시절까지 포함하여 다루었다. 현장답사 사찰과 면담자는 (표 1)과 

같고, 승려의 소임은 면담 당시의 상황에 따랐다. 통도사ㆍ운문사와 함께 진관사 승려들을 면담한 것은 이곳의 

승려들 대부분이 운문사 강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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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장답사	사찰과	면담자

구분 사찰 면담일시 면담자 참조

발우공양	

참관

통도사

(경남	양산)
2015.	12.	8. 발우공양	참관	및	승려면담 -

운문사

(경북	청도)
2018.	12.	1. 발우공양	참관	및	승려면담 -

구술면담

통도사

2015.	12.	8. 도안스님(통도사	원주)

면담승려	:	

통도사	강원

졸업	또는	재학	

2016.	2.	22.
선원스님(통도사	노전)

도진스님(통도사	교무과장)	

2019.	11.	22.

혜덕스님(통도사	교무과장)

무여스님(통도사	강원	학인)

정혜스님(통도사	강원	학인)

진관사 2017~2019

계호스님(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진관사	총무)

진원스님(해인사	자비원)	

성돈스님(진관사)	 면담승려	:	

운문사	강원

졸업	또는	재학

운문사

2018.	1.	6.
명성스님(운문사	회주)

일진스님(운문사	학장)

2018.	12.	1.

은광스님(운문사	강원	교수)

동암스님(운문사	강원	별좌)

도림스님(운문사	강원	학인)

Ⅱ. 공양간 용맹정진의 행자생활

1. 출가, 후원의 입문

출가의 뜻을 세우고 사찰을 찾은 이는 일정 기간 행자로 살아가게 된다. 행자생활은 승려로서 통과해야 하는 

첫 관문으로, 출가수행자로서의 삶이 가능한지 스스로 점검하며 사찰에서도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실에 들어가서 면벽(面壁) 성찰하는 시간을 주고, 여러 허드렛일과 승려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습의(習儀)을 익히게 한다. 

본인의 뜻이 확고하다는 판단이 들면 종단에 행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행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스승을 정해 삭발하고 행자복을 착용하는 득도식(得度式)을 치른다. 이전까지는 속가의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른 

채였다면, 의식을 치름으로써 비로소 불문(佛門)에 드는 것이다. 따라서 득도식을 행자삭발식ㆍ행자입방식 등

으로도 부른다. 본래 득도식은 6개월 정도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받는 사미계(沙彌戒)를 뜻했으나, 점차 일주일 

정도 지켜본 뒤 출가를 허락받으면 삭발하는 의식을 일컫게 되었다. 이는 행자생활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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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을 하여 일찍부터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려는 뜻이 크다. 

행자가 머무는 사찰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어 승려의 기본 예법과 규범을 배우고 수행을 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게 된다. 이와 함께 후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익히며 살아가는 데, 힘든 허드렛일은 수행자로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자생활의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속세의 삶과 완전히 다른 대중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이만이 승려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사찰에 가면 커다란 돌을 지고 방아를 찧는 행자와 이를 몰래 지켜보는 노승의 모습을 그린 벽화를 간혹 

볼 수 있다. 중국 선종의 5조 홍인(弘忍)대사가 자신을 찾아온 나무장사 혜능(慧能)의 비범함을 단번에 알아

봤으나 짐짓 무시하며 방아를 찧게 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아궁이에 넣을 장작을 패고 방아를 찧으며 행자

생활을 하던 그에게 여덟 달이 지난 어느 날 홍인대사가 찾아간다. “쌀은 다 찧었느냐?”, “쌀 찧은 지는 오래이나 

아직 키질을 못했습니다.” 공부가 다 됐냐는 물음에, 공부는 다 됐으나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답을 후원살이에 

비추어 주고받은 것이다. 6조 혜능대사가 5조 문하에서 여덟 달 동안 방아를 찧었듯이, 노동으로 자급자족하는 

중국 선종의 생활철학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않는다.(一日不作 一日不食)”는 백장회해(百丈懷

海)의 선언에 온전히 담겨 있다. 

대승불교권을 관통하는 이러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사상에 따라 한국불교에서는 대중공양을 위한 모든 

노동은 물론, 음식을 먹는 일 자체를 수행으로 여긴다. 오늘날 출가자가 감소하고 승단의 운영방식도 달라져 

승려들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본 사상과 문화는 그대로 

이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처음 출가한 행자의 삶은 후원을 둘러싼 노동이 일과의 중심을 이루게 마련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 칭함)에서는 행자교육의 중요성과 통일성을 감안하여 행자교육원을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행자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내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며칠간의 의무교육을 거쳐야 하고, 

6개월의 행자생활을 마치면 보름간 사미계 수계산림(受戒山林)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 5급 승가고시를 치러 

통과하면 사미계ㆍ사미니계를 받고 종단에서 인정하는 예비승려로서 사미ㆍ사미니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행자를 마치고 계를 받으면 스승은 자신이 쓰던 발우(鉢盂)를 제자에게 물려주거나 새로 장만해 주곤 한다.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이어가는 것을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 하는데, 발우는 가사(袈裟)와  

함께 수행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증표가 되기도 한다. 주인과 평생을  

같이하는 의발(衣鉢)은 그것을 소유한 출가자를 대신하는 유일한 물품이었고, 의발을 전수하는 것이 곧 법의 

전수를 상징하게 된 것이다. 

2. 일상의 중심을 이루는 후원

속가에서 살다가 출가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며 성장해 가는 승려들의 행자생활 이야기는 많이 전한다. 

행자생활이 매운 시집살이에 비유되는가 하면, “행자는 절집 고양이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다. 고양이한테도  

절을 할 만큼 자신을 낮추고 굽혀야 된다는 뜻이다. 행자를 사는 기간이 상황에 따라 일 년 이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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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하는 일 또한 형편에 따라 허드렛일부터 갖은 일이 주어졌다. 운문사 강원 출신으로, 1968년 9월부터 

동대문 청룡사에서 1년간 행자생활을 한 계호스님의 사례를 통해 50년 전 행자의 삶을 들여다보자. 

당시 비구니사찰인 청룡사에는 강원과 선방이 있어 상주승려 약 15인에 강원의 학인 수십인, 선방의 수좌 수십 

인이 머물렀다. 매일 크고 작은 재(齋)가 끊이지 않았고 큰 재가 들면 인근 어장들을 수시로 청했기에 외부승려와 

재에 참석하는 신도들로 바쁘게 돌아가는 큰 규모의 후원 살림살이였다. 후원에는 각 2인의 공양주와 채공을 두고 

있었는데, 처음 계호스님이 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밥을 짓는 공양주를 맡았다. 

행자의 하루는 3시에 시작되어 저녁 9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후원 일로 하루일과가 거의 채워졌다. 세 끼  

공양 준비로 하루가 빠듯했지만, 행자도 조석예불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고 틈틈이 염불과 예법도 배워야 했다. 

쌀을 관리하는 미감(米監)이 대중 숫자에 맞추어 쌀을 내주면, 아궁이에 두 개의 49공탄을 피워 끼니마다 솥에다  

백 명 정도의 밥을 했다. 매번 따뜻한 물을 데워 쓸 수 없으니 손이 트고 동상이 걸리는 것은 예사였다. 기운이 없는 

할머니는 주로 쌀만 씻었고, 행자가 삼시 세끼 밥을 해서 각 방에 들여보낸 뒤 매일 아침 대웅전에서부터 꼭대기의 

산신각까지 각단에 마지(摩旨)와 불공을 올리고 내려왔다. 

일도 잘하고 음식솜씨도 좋아 공양주로 6개월을 살고 나니 채공소임이 주어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새 행자가  

채공보조로 들어왔으나 부엌일을 해 보지 않아 김치를 썰거나 상에 반찬 놓는 일을 주로 맡았고, 나물반찬과  

국과 찌개를 만드는 건 모두 계호스님의 몫이었다. 재를 지낼 때 떡을 만드는 일은 학인들이 맡고 상차림은 별상

(別床) 소임 승려들의 일이었기에, 계호스님은 원주가 식단을 짜서 재료를 가져다주는 대로 오로지 반찬만 만들며  

보냈다. 백 명 분의 삼시 세끼를 맡으며 공양주 6개월과 채공 6개월을 살고 나니 후원 일에서는 두려울 것 없었다.2)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대중생활의 가장 아래에서 일을 익히며 뒷받침해야 하기에 

행자생활은 늘 힘들게 마련이다. 행자의 일은 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강원이 없거나 작은 사찰이

라면 행자가 맡는 일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요, 강원이 있거나 규모가 크면 후원생활 또한 위계에 따르게 되므로 

허드렛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도사에 출가하여 습의를 익히고 있는 행자는 2019년 현재 5인이다. 통도사에서는 말사로 출가한 행자의 

경우 3개월간 그곳에서 보낸 뒤 나머지 3개월은 안거기간 동안 본사(통도사)에서 행자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과 선원에서 살아가는 선배 출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수행자의 자세를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곳의  

행자들은 공양간과 주방을 오가며 밥을 짓고 반찬 만드는 일을 보조하고 있다. 

통도사 공양간에는 각 백 인분 이상의 밥을 지을 수 있는 가마솥 3개와, 부처님 마지를 짓는 가마솥 1개가 

있다. 이곳에서는 밥을 짓는 공양주를 반두(飯頭)라 하여 상반두(1인)ㆍ하반두(1~2인)를 강원 학인들이 맡고,  

행자는 이들을 보조한다. 통도사 대중은 삼시 세끼를 모두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으니 끼니마다 150인 정도의  

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반두와 행자는 4시경 공양간으로 향해 아침을 준비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먼저 조왕단(竈王壇)에 촛불을 켜고 조왕종발의 청수를 새로 간 다음, 선 채로 저두합장(低頭合掌)을 세 차례 

하며 하루의 무사를 기원한다. 

2) 구미래,	「근대	진관사	사찰음식과	계호스님」,	『진관사	사찰음식	학술세미나	: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	1420년	이후와	근대,	그리고	현재』	

(진관사,	2018),	106∼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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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자는 쌀을 씻고, 하반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솥에 물을 끓이며, 상반두는 쌀을 솥에 넣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밥이 되어 밥통에 밥을 퍼주면 행자는 화물 엘리베이터로 지하에 있는 주방으로 내려 보내고,  

공양간 옆 큰방에서 발우공양을 할 때는 거꾸로 주방에서 올라오는 찬상과 국을 받아 옮기는 일을 한다.  

몇 해 전 화물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전까지 발우공양을 할 때면 행자와 학인들이 지하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찬상과 국을 모두 날라야 했다. 행자는 또한 평소 공양간의 아궁이마다 장작이 모자라지 않도록 쌓아 놓고,  

청소와 정리 등을 말끔히 해 놓아야 한다. 

주방에도 행자의 일이 쌓여 있다. 통도사의 재가공양주는 6인으로, 이들은 절에 거주하면서 모든 반찬을 

만들고 신도들의 밥을 짓는 일을 전담한다. 150인이 넘는 승려들의 반찬은 물론,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 공양을 

하기 때문에 늘 일손이 모자라서 행자들이 반찬거리를 다듬고 씻는 일, 청소 등을 도와주고 있다. 9년 전에  

출가한 혜덕스님은 행자 5인이 함께 생활했는데, 바로 위의 기수는 10인이 넘었다가 갑자기 출가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참으로 힘든 행자생활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다섯 명이 바쁘기도 바빴고, 특이하게 약쟁이가 되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갔다 오면 행자

실에 잠깐 들어가서 박카스 하나랑 아로나민 하나를 먹고 ‘으아아아’ 하고 나가고, 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먹고 ‘으아아아’ 하고 나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약쟁이’라고 그래요. 강원의 스님들이 뭐 필요한 

거 없냐 하고 물어보면 항상 ‘약이요, 박카스요.’3) 

일이 너무 고되었기에 무언가 보충이 될 것 같은 영양제를 먹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찰의 

규모에 비해 행자가 적다보니 예전에 행자가 했던 허드렛일을 근래에는 학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운문사에 있는 6인의 행자들 또한 본사인 동화사에 가서 말사ㆍ산내암자의 모든 행자들과 함께 몇 주에 걸쳐 

발우공양과 가사착용 등의 습의를 엄격하게 배웠다. 특히 행자에게는 일상의 일거리뿐만 아니라, 출가자의 식사

3) 통도사	교무과장	혜덕스님(통도사,	2019.	11.	22.)

(사진	1)	학인과	행자들이	공양간에서	밥을	짓는	

장면(통도사)

(사진	2)	가마솥밥을	짓기	위해	장작을	마련하는	

모습(통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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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발우공양을 법식에 맞도록 배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찰에 따라서는 일거리가 많아 본사의 

행자습의에 보내지 못할뿐더러, 대중이 적어 발우공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문사 강원 2학년의 도림스

님은 선방에서 행자를 살다 보니 본사교육에 가지 못해 남들보다 습의를 익히는 데 고생하였다. 교육원에서 주관 

하는 며칠간의 의무교육과 사미계 수계산림에서도 배우지만, 미리 본사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온 행자들에  

비해 서툴게 마련인 것이다.

발우공양 때 행자의 참여 여부는 사찰마다 다르다. 통도사에서는 큰방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어 대중의 반 정도만 

돌아가며 발우공양에 참여하는 데다, 바깥에서 할 일이 많아 행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운문사에서는 

아침마다 발우공양을 하면서 교육받은 행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음식을 나누는 행익은 맨 아랫사람들이 하게  

되므로, 어느 사찰에서든 행자가 참여할 경우 이들이 우선적으로 맡고, 모자라는 인원을 학인이나 다음 차서(次

序)의 승려로 채운다. 따라서 방장과 주지에서부터 사중의 모든 승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의(威儀)에 맞게  

의식을 잘 해내기란 참으로 어렵다. 

발우공양의 자리배치를 할 때면 어른승려들의  

바로 앞에 가장 낮은 차서의 승려가 앉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에 익힌 습의를 점검받기 위한 것으로, 

행익에서부터 음식을 먹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른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에 “처음 어른

스님들 코앞에 앉을 때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듯이, 바늘방석 같은 발우공양이  

하루하루 거듭되면서 승려로서 위의도 무르익어  

가는 셈이다. 

Ⅲ. 대중공양 소임의 학인생활

1. 학년마다 부여된 소임

행자의 후원생활이 사찰형편에 따라 여러 허드렛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학인들의 후원생활은 체계적이다. 

강원은 공통적으로 4년제로 운영되며 배우는 과목에 따라 각 학년의 반 이름을 구분하여 1학년을 치문반(緇

門班), 2학년을 사집반(四集班), 3학년을 사교반(四敎班), 4학년을 대교반(大敎班)이라 부른다. 강원이 있는 

사찰에서는 원주의 관리 아래 후원소임의 대부분을 학인들이 맡게 된다. 밥을 짓는 이를 공양주ㆍ반두라 하고, 

반찬을 만드는 이를 채공이라 하여 상반두(상공양주)ㆍ하반두(하공양주), 상채공ㆍ하채공 등이라 부른다. 

(사진	3)	후원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공양간(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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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시절에는 용서되던 일도 계를 받아 학인이 되면 평가가 엄격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강원을 졸업한 승려 

들은 “사방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눈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얘기가 막 들어온다.”, “1학년은 거의 일 년 내내 

습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따라서 강원에서도 신입학인들은, 하루의 수행일과와 함께  

발우공양 하는 법과 가사ㆍ장삼 다루는 법 등을 거듭 배운다. 사찰음식과 의식에 밝은 강사승려가 며칠 동안  

1학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습의를 가르치고 나면, 다음에는 2학년이 맡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그 뒤에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학년을 투입하여 집중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인들의 후원소임은 승려들이 밥만 짓는지, 밥과 반찬을 함께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마솥에 밥을 

짓는 통도사 학인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에서 반두 소임을 맡고, 채공 소임은 없다. 각 전각의 불단에 올리는  

사시(巳時) 마지는 2학년 사집반에 노공(爐供)이라는 소임을 두어 마지 밥을 해서 담아 올리는 일을 하게  

되고, 3학년은 소임에서 물러나 전각마다 기도 올리는 일을 맡는다. 따라서 2학년에서 상반두 1인, 1학년에서 

하반두 1~2인을 두며 소임기간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마다 바뀌어 3개월씩 살게 된다. 반두를 뽑을 때는 건강한 

학인 가운데 안경 쓴 이를 제외하는데, 김이 서려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반두는 상반두가  

지정하고, 상반두는 이전에 하반두를 했던 이 가운데서 맡아 원활하게 일이 돌아가도록 한다. 아울러 발우 

공양 때 죽비를 쳐서 의식을 진행하는 입승(立繩)의 소임은 4학년 대교반의 대표가 맡고 있다. 

밥과 반찬을 모두 담당하는 운문사 학인들의 경우 소임체계는 더 정교하다. 통도사 학인들은 3학년이 되면  

후원소임에서 물러나는 데 비해, 운문사 학인들은 전반적인 후원관리를 3학년이 맡는다. 밥과 반찬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후원의 총책임을 맡는 별좌를 두고 3학년 가운데 음식솜씨가 뛰어난 학인이 맡게 한다. 

통도사ㆍ운문사 강원을 비롯해 학인들은 대부분 ‘한철소임’이라 하여 3개월씩 후원 일을 보게 되므로, 별좌 

또한 3학년에서 총 4인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별좌는 반찬을 주로 만드는데, 1~2학년 중에 작은 별좌를 두어 전ㆍ튀김과 같은 특식을 만들게 한다. 운문

사의 발우공양은 밥과 국에 반찬 세 가지가 기본을 이루고, 이 가운데 김치와 장아찌류를 제외하고 새 반찬은 

한 가지가 오른다. 따라서 큰별좌의 주된 임무는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 내는 새 반찬이다. 예전에는 중간 별좌도  

있어 각각 ‘큰별ㆍ중간별ㆍ작은별’이라 불렀다. 별좌 아래 밥을 짓는 공양주와 반찬을 만드는 채공을 두고,  

이들 또한 상황에 따라 상공양주ㆍ중공양주ㆍ하공양주, 상채공ㆍ중채공ㆍ하채공으로 나누어 3학년에서 1학년

까지 난이도에 따라 소임을 배분한다. 이때 상공양주는 밥을 책임지며, 중공양주는 숭늉과 누룽지 등을 맡고,  

하공양주는 상차림 등의 보조를 맡는다. 상채공은 갱두(羹頭)라 하여 국과 찌개를 끓이고, 중채공은 김치  

써는 일을 하고, 하채공은 별좌를 도와 일하면서 양념류 등을 보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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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운문사	학인들의	후원소임

이러한 소임체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2017년까지는 후원 일을 모두 학인

들이 맡아 했으나 2018년에 상채공을 재가공양주 맡게 되었고, 상채공과 상공양주 아래 한 명씩만 보조를  

두기도 한다. 

개인적인 소임과 함께 학년별로 맡아야 할 후원의 일거리가 정해져 있다. 학년과 일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이름도 붙여두고 있는데, 1학년은 ‘종두반(鐘頭班)’이라 부른다. 종두는 ‘종을 치고 잔심부름을 하는 소임’을 

뜻하는 말로, 밥상을 차리고 후원과 큰방 청소를 비롯해 발우수건 풀 먹이기 등 공양과 관련된 부수적인 일을 

맡는다. 2학년은 ‘원두반(園頭班)’이라 하여 채마밭에서 필요한 채소를 수확해 후원에 가져다주는 일을 한다. 

3학년은 ‘엄마반’이라 부르는데, 3학년이 주체가 되어 후원을 이끌기 때문이다. 후원에서 가져온 채소를 다듬는 

일을 비롯해 밥과 반찬을 책임지며, 행사가 있어 별식을 만들 때도 사교반에서 주축이 되어 치르게 된다. 4학

년은 후원 일은 하지 않고 전반적인 학인생활을 관리하고 의논하는 일을 맡아 ‘아빠반’이라 부른다. 학년별로 

하는 일을 구분하고, 소임별로 구체적인 일을 맡아 체계적으로 후원 살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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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운문사	학인들의	학년별	후원	일

구분 호칭 후원	일

1학년(치문반) 종두반 밥상	차리기,	후원과	큰방	청소,	발우수건	풀	먹이기	등	공양과	관련된	부수적인	일을	맡음

2학년(사집반) 원두반 채마밭에서	필요한	채소를	수확해	후원에	가져다줌

3학년(사교반) 엄마반 후원으로	가져온	채소를	다듬고,	밥과	반찬을	책임지며,	행사가	있을	때	별식을	만듦

4학년(대교반) 아빠반 후원	일은	하지	않고	전반적인	학인생활을	관리하고	의논하는	일을	맡음

이처럼 강원의 학인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예비승려로서, 4년간의 본격적인 수행공부에 대중공양이 중요

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중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정진하는 한국불교의 강원생활은 엄격하기로 이름 높아,  

‘○○사관학교’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면서 허물에 대해 자타 없는 경책이 따른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인시절의 

후원은 엄격한 규율과 함께 정겨운 추억이 따르는 영역이다. 한 달에 하루 쉬는 날이면 반반마다 감자를 캐어 

뒷산계곡에 가서 바위틈에 숨겨 놓은 대야에다 삶아 먹고, 누룽지ㆍ홍시ㆍ찰밥 등을 법당 탁자 밑에 몰래 넣어

뒀다가 먹기도 하며,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우공양을 하다가 실수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다. 같은 반 

학인들은 4년간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며 동고동락한 도반들로, 졸업한 뒤에도 모임이 이어져 수행자

들만의 우정을 이어 간다.

통도사의 한 학인은, 상반두가 되어 처음 밥을 지어 올리니 누구는 “밥이 설익었다”, 누구는 “밥이 잘됐다”며 

한 마디씩 하여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저마다 진밥ㆍ고두밥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으니 과연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선배들에게 상담했더니, “방장스님한테 맞춰라.”는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  

최고어른의 입맛에 맞추어 새로 바뀐 상반두의 밥에 대해 말이 없으면 통과이고, 만약 방장이 밥에 대해  

‘한 말씀’ 하게 되면 그 날이 곧 ‘공양간 폭탄 맞는 날’이라는 것이다. 

백 인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대형 가마솥에 장작불로 밥을 짓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쌀을 넣고 나서, 밥을 하는 중간에 부뚜막에 올라가 대형 나무주걱으로 두 번 정도 뒤집어주며 다시 물을  

잡아야 아래위의 밥이 균일하게 잘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 조절로, 두 번 정도 나무를 가득 넣어준 뒤  

나중에는 숯의 열기로 뜸을 들인다. 불 조절을 못해 솥이 너무 달궈지면 밥도 타버리고, 물은 넉넉히 잡았는데 불이 

약하면 설익은 밥이 되고 만다. 따라서 상반두는 밥이 되는 한 시간 동안 솥에서 떠나지 않고 김 냄새를 맡으며 

불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누룽지가 타지 않는지 정성을 들인다. 이렇게 한철 상반두를 살고 나면 물과 불의 

조화를 저절로 익히게 되어 수백 인분의 가마솥 밥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된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가운데 

누구든 대중공양을 올릴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되고, 그러한 일이 곧 수행임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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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찰음식 전승의 주체

강원의 학인들이 주체가 되어 대중공양을 하는 후원문화는 사찰음식 전승의 소중하고 체계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행자시절과 함께 4년의 강원생활 동안 학인들이 직접 재료를 장만하고 음식을 만든 경험은 사찰음식의  

기초를 익히는 데 필수적인 시간이다. 강원을 졸업하고 나면 저마다 다른 사찰로 흩어지게 되므로, 누구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대중공양을 거뜬히 장만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어 사찰음식을 전승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 

이다. 만약 학인들이 후원소임을 맡지 않고 재가공양주가 전적으로 음식을 장만한다면, 사찰음식은 출가자와 

멀어지고 특정전문가의 영역에 머물고 말 것이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진관사 계호스님은 운문사 학인시절이 사찰음식의 기초를 다지고 익히는 데 더없이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한다. 직접 뿌리고 거두어 자급자족하는 농사로써 작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행자를 위한 후원 살림을 섭렵해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4) 계호스님은 음식솜씨가 뛰어났기에  

3학년의 사교반이 되었을 때 후원을 주관하는 소임으로 별좌를 살았다. 재무와 원주가 전체 후원관리와 재료

관리 등을 맡는다면, 직접 후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학인들이 맡고 그 가운데 별좌는 총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공과 공양주를 이끌며 한철 동안 수백 인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사찰음식의 소중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법해스님 또한 운문사 학인시절에 별좌를 살았다. 4년 동안 후원의 살림을 지켜보는 가운데 저절로 음식이 

배워져 척척 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나는 사실 음식을 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마는, 내가 운문사 갔을 때 봤잖아요. 계호스님 하는 거랑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모두 맛있다고 그래. 내가 별좌 살면서도 그러고, 우리 도반들이나 행사 크게 할 때, 

강원 다닐 때도 음식을 해내면…. 봤기 때문에 다해요. 봤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척척척척 해내는 거야.5)

봤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말에서, 사찰음식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전승되는 근원에는 대중생활의 특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부대중이 어우러지고 승려들도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하며 포교하는 오늘

날에는 자칫 수행자의 음식 또한 세간의 음식과 뒤섞이기 쉽다. 그러나 청정하고 엄격한 규율이 작동하는 대중

생활에서는 수행자의 후원영역이 곧 사찰음식의 생명력을 잇는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본래 끼니  

한 상을 차려낼 수 없을 정도로 솜씨가 없고, 반찬 하는 것에는 머리가 안 돌아갔다.”는 한 스님도, “어느 날 절에서  

배운 대로 저절로 머리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하듯이 수행자의 음식은 그렇게 일상에서 이어져 왔다. 

도반들과 함께 후원의 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대중공양 외에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운문사 강원 

에서는 12월 말이 되어 종강을 할 때면 책거리를 하면서 반마다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스승에게 올리는  

4) 구미래,	앞의	논문(「근대	진관사	사찰음식과	계호스님」,	2018),	110쪽.

5) 진관사	총무	법해스님(진관사,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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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양’ 전통이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백 명 내외의 학인이 있었기에 각자 고향의 독특한 음식이 나오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어떤 기수에서는 이날의 잔치분위기에 걸맞게 조기떡ㆍ쑥개떡ㆍ쑥버

무리떡ㆍ장떡ㆍ찰모듬배기 등 각종 떡을 만들어 스승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통도사 강원의 학인들은 소풍을 갈 때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직접 김밥을 말아서 간 적이 많았다. 여러 학인이 

살다보니 음식솜씨가 좋은 이들이 많고 속가에서 해 본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어서, 단무지ㆍ시금치ㆍ유부ㆍ당근 

등 공양간에 있는 재료들을 넣어서 함께 김밥을 말고 썰며 즐거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학인들이 모두 돌아가며 음식을 만들어봄으로써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스스로의 소질을 발견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들은 치문반 때 하채공을 살다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중채공ㆍ상채공이 되고 별좌에까지  

오르면서, 대중공양의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축적되어 사찰음식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3. 발우공양의 행익 소임

발우공양(鉢盂供養)은 대중생활을 하는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법식에 따라 발우에 담아 먹는 식사이다.  

사찰의 가장 어른부터 학인ㆍ행자에 이르기까지 큰방에 모여 차별 없이 똑같은 반찬으로 행한다. 선반의 발우를 

내리고 좌차(座次)대로 앉아 발우를 펴고 죽비에 맞춰 공양하는 일이 중요한 수행의식의 하나로 전승되고 있다. 

자리배치는 불단(佛壇) 맞은편 벽의 중심자리를 어간(御間)이라 하여 상좌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차서대로 사방을 

돌아가면서 앉는다. 방의 가운데에는 낮은 차서의 승려들이 서로 등을 마주 댄 채 앉는다. 

발우공양을 할 때 천수(千手) 물6), 밥, 국, 숭늉을 대중에게 분배하고 거두는 행익은 전적으로 학인들의 몫이다. 

이러한 음식 배분을 ‘진지(進止) 나간다.’고 표현한다. 공양에 참여하는 대중의 수에 따라 방을 가로세로로 나누어  

2∼4개의 조가 움직이게 되는데, 한 조마다 3인 정도가 맡으니 행익에만 최소 6인에서 12인의 학인이 있어야  

한다. 행익에 나가는 학년은 사찰에 따라 달라지고, 학인이 부족한 사찰에서는 법랍이 낮은 순서대로 하게 마련

이다. 대개 반별로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 일주일, 열흘, 보름 정도씩 천수물ㆍ밥ㆍ국의 행익을 교대하고 있다. 

발우공양은 평시에도 하는 것이지만, 특히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행하는 안거 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원이 있는 사찰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좌(首座)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양으로 뒷바라지해  

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각자의 소임을 나누는 용상방을 짜서 붙여 놓게 되는데, 이렇듯  

한철 참선수행으로 용맹 정진하는 대중생활에서도 공양과 관련된 소임이 가장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통도사에서는 근래 후원에 화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발우공양에 낼 찬상, 국, 천수물, 

숭늉 등을 손쉽게 운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운문사에서는 공양간에서 큰방인 청풍료까지 70~80미터의 거리가 

있어 국통ㆍ밥통ㆍ천수주전자ㆍ숭늉차관 등은 수레로 실어 나르고, 찬상은 학인들이 직접 들고 날라야 한다. 

6) ‘천수물’은	천수다라니의	신묘한	기운으로	아귀가	먹을	감로수로	변환시킨다고	여겨	‘천수(千手)’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맑은	물’로	통칭할	

때는	청수(淸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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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에 참관한 통도사 발우공양 사례를 통해, 학인들의 발우공양 관련 소임과 참여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동안거(冬安居)의 아침공양으로 큰방인 원통방(圓通房)에서 6시부터 진행된 이날의 발우공양에는 총 

90여 인이 참여하였다. 발우공양의 절차가 담긴 「소심경(小心經)」7)을 기본으로 따르면서, 염송하는 게송을 축약

하여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 준비

4시 40분경. 7~8인의 학인이 큰방에 들어와 발우공양 준비를 시작하였다.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수건을 

배치하고, 휴지를 정갈하게 접고, 방석을 깔고, 중앙에 밥과 국과 천수물 놓을 자리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벽에는 2015년 동안거 결제대중의 소임을 선원ㆍ율원ㆍ강원으로 구분하여 적은 용상방이 걸려 있고, 

사방을 돌아가며 높은 선반에 각자의 법명이 적힌 자리에 발우가 정갈하게 놓여 있다. 5시가 지나자 학인들이 김치 

ㆍ두부ㆍ시금치ㆍ우엉 등이 차려진 3인 1상의 찬상을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였다. 

대웅전 옆의 종을 다섯 번 쳐서 대중에게 공양을 알리고, 5시 40분부터 승려들이 들어와 선반에서 자신의  

발우를 내려 정해진 좌석에 앉았다. 가운데 네 곳에 천수물 주전자, 밥통, 국통을 각각 놓고 55분경 모두 자리를  

갖추었다. 어간 맞은편에 방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사중의 소임을 맡은 청산(靑山), 왼쪽에는 선방의 백운

(白雲)에 해당하는 승려들이 차서대로 벽에 등을 댄 채 둘러앉았다. 가운데는 행익을 보는 이들을 포함해 치문반ㆍ 

사집반 학인들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 서로 등을 대고 앉았다. 죽비를 든 입승은 불단 옆의 입구에 자리 잡고,  

문 밖에는 행자 4인이 보조를 하기 위해 두 문의 양쪽에 서 있다. 

- 발우 펴기 : 전발(展鉢)

5시 56분. 발우를 펴는 절차이다. 대중이 모두 정좌한 것을 확인한 입승이 죽비를 한 번 치자, 합장한 채 「전발게

(展鉢偈)」를 염송하였다. 「전발게」는 모든 이에게 삼륜(三輪)이 청정하기를 바라는 게송이다. 삼륜이란 보시를 하는 

이, 보시를 받는 이, 보시물을 말한다.8)

다시 죽비를 세 차례 치자 앞에 놓인 발우를 펼쳤다. 한 벌의 발우는 크기가 다른 사합(四合)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순서대로 밥을 담는 어시발우, 국을 담는 국발우, 물을 담는 청수발우, 찬을 담는 찬발우이다. 밥을 담는 어시

발우는 바로 앞 왼편에 놓고, 국발우는 그 옆에, 찬발우는 밥그릇 앞에, 청수발우는 국발우 앞에 놓는다. 수저집에서 

수저를 꺼내어 천수발우 위에 얹은 다음 발우를 쌌던 발우포와 수저집 등을 가지런히 접어 옆에다 두었다.  

- 공양을 나눔 : 행반(行飯)

6시. 공양을 나누는 절차이다. 죽비를 한번 치자 12인의 학인들이 일어나 중앙의 네 곳에 세트로 놓인 천수주

전자, 밥통, 국통을 순서대로 하나씩 들고 가서 각 승려들의 발우에 나누기 시작하였다. 공양물은 천수물, 밥, 국, 

반찬의 순서로 나눈다. 

먼저 4인의 학인이 천수물 주전자를 들고 가면, 승려들은 두 손으로 어시발우를 들어 천수물을 받았다. 그 물로 

국발우와 찬발우를 헹구어 천수발우에 부어 두었다. 다음 학인 4인이 밥통을 들고 가면, 어시발우를 두 손으로 건

네준다. 학인은 발우에 각자 반 숟갈 정도 남겨둔 물을 주걱에 부어 밥을 풀 때 밥알이 주걱에 붙지 않도록 하여  

공양통의 밥을 떠서 건넨다. 어시발우를 받은 승려는 눈높이 위로 올렸다가 놓았다. 마지막으로 학인 4인이 국통을 

7) 발우공양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아니기에	「소심경」에	따라	행한	발우공양	절차의	게송내용은	생략하였다.[安震湖,	『釋門儀範:	上』(卍商會,	

1935),	1쪽.] 

8) 본래	「전발게」	앞뒤로	부처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은혜를	생각하는	「불은상기게(佛恩想起偈)」와,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십염불(十念佛)」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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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가면, 스스로 먹을 만큼 국발우에 국을 뜨거나 학인이 떠서 주었다. 이어 옆에 있는 찬상에서 3인이 순서대로  

각자 찬을 담았다. 밥이 많거나 모자라는 이들을 위해 한차례 가감이 이루어진 뒤 배식을 담당한 학인들까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모두 앉았다. 모든 순서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 수행자의 자세를 마음에 새김 : 봉발(奉鉢)ㆍ오관(五觀)

6시 5분. 입승이 죽비를 한 번 치자 합장하고 「봉발게(奉鉢偈)」와 「오관게(五觀偈)」를 차례로 염송하였다. 「봉발

게」는 발우를 받드는 게송이고, 「오관게」는 음식을 들기 전에 수행자로서 다섯 가지를 깊이 새기는 게송이다.9)

- 공양을 하고 숭늉을 돌림

6시 7분. 공양을 하는 절차이다. 죽비를 세 차례 치고 공양으로 이어졌다. 발우를 들어 입 가까이 가져가서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고,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거나 음식을 먹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공양을 마무리할 때쯤 행익을 맡은 학인 가운데 4인이 주전자에 담긴 숭늉을 돌렸다. 어시발우에 숭늉을 받고, 

그릇에 밥이 남았으면 국발우에 옮기고 받았다. 밥을 다 먹었으면 국발우에 숭늉을 조금 부어 한 조각 남긴 무나 

김치로 닦아먹고, 찬발우ㆍ어시발우도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어서 먹었다. 숟가락은 국발우에 닦아서 천수발우에  

수평으로 놓았다. 아직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한 차례 더 반복하면서 세 발우를 다 닦고 나서 숭늉을 모두 마시고,  

닦았던 무나 김치도 먹었다. 이 무렵에 학인들이 찬상을 내가고 퇴수통(천수동이)을 들여놓았다. 

- 발우를 씻고 천수물을 거둠 : 절수(絶水)

6시 20분. 발우를 씻는 절차이다. 공양을 모두 마치고나서 발우를 씻을 때는 어시발우에 천수발우의 물을 부어 

손으로 닦으면서 씻고, 국발우에서 수저를 씻고, 국발우와 찬발우를 순서대로 씻었다. 천수물로 닦기 전에 이미 

한 톨의 찌꺼기도 없었기에 마지막 찬발우에 담긴 물도 깨끗한 편이다. 이어서 학인들이 퇴수통을 돌리자 각자의 

천수물을 조용히 부어 퇴수하고, 혹시 찌꺼기가 남았을지 모르기에 마지막 몇 방울을 남겨 마신 다음 빈 천수발

우를 눈높이로 올렸다가 내렸다. 

죽비를 한번 치자 「절수게(絶水偈)」를 염송하였다. 발우와 수저를 씻어 모은 천수물은 굶주린 아귀(餓鬼)를 위한  

것으로, 이들이 감로수와 같은 천수물을 마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송이다. 아귀는 배가 크지만  

목구멍은 바늘귀만하여 미세한 찌꺼기라도 들어 있으면 불로 변해 목구멍을 태우게 되므로, 아귀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천수물은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다. 퇴수통의 물은 나중에 바깥에 마련된 아귀구(餓鬼口)에 붓는다. 

- 발우를 거둠 : 수발(收鉢)

6시 25분. 발우를 거두는 절차이다. 발우수건으로 순서대로 발우와 수저를 깨끗이 닦은 다음, 발우는 포개고 

수저는 수저집에 넣어 처음처럼 마무리하였다. 죽비를 친 다음 합장하고 「식필게(食畢偈)」, 「수발게(收鉢偈)」를  

염송하였다. 죽비를 세 번 치고 나서, 합장반배하고 6시 30분경 발우공양을 모두 마쳤다.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학인들은 발우공양의 모든 준비에서부터, 천수물ㆍ밥ㆍ국ㆍ숭늉을 나누는 행익은 물론 

퇴수와 찬상을 들고나는 일에 이르기까지 공양을 위한 모든 진행을 맡고 있다. “발우공양은 40분 이상 걸리는  

9) 점심에	발우공양을	할	때는	「오관게」	후	공양	전에	밥알을	몇	개	덜어	내어	헌식기(獻食器)에	담고	「출생게(出生偈)」를	염송하는데,	이를	생반(生

飯)이라	한다.	생반은	부처님께	사시마지를	올린	다음	굶주린	생명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발우공양을	아침에	하는	사찰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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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다. 우리는 그저 받아먹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행익을 하는 학인들은 긴장의 연속이라 그 자체로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을 겪고 났으니까 나중에 받아먹을 자리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통도사 혜덕스님의 말

처럼, 학인들의 발우공양 행익은 대중공양의 뒷바라지를 소중한 수행으로 여기며 법랍을 쌓아 가는 출가수행자의 

상징적 통과의례라 할 만하다.   

발우공양에서는 천수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공양을 시작할 때의 청수는 상판(上判)에서 하판(下判)

으로 내려오지만, 공양을 마치고 퇴수한 물은 하판에서 상판으로 올라간다. 어른들이 학인들로부터 올라온 천수

동이를 보면서 물에 찌꺼기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공양을 마치고 숭늉으로 발우마다 깨끗이 씻어서 마신 

다음, 마지막에 헹군 청수(천수물)는 처음 그대로와 다를 바 없는 맑은 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판으로  

올라간 청수가 지저분하면 어른들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고, 이런 잘못이 거듭되면 다시 내려 보내어 학인들이  

나누어 마시기도 한다. 

또한 밥 진지를 할 때 어시발우에 밥을 뜨는 모양을 잘 갖추어야 행익을 잘하는 이로 꼽힌다. 따라서 윗반 학인 

들이 아랫반 학인에게 중요하게 전수하는 노하우이기도 하며, ‘밥 뜨는 실력이 좋은 학인’이 따로 있어 승려들  

사이에 인정을 받다보면 공양 행익의 소임을 좀 더 오래 맡기도 한다.  

이처럼 수행과 다르지 않은 발우공양이기에 지켜야 할 규범이 많다. 자신이 먹을 만큼 덜어 온 음식이므로  

한 톨의 밥알이나 양념도 남겨서는 안 되고, 두리번거리거나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모든 음식은 

발우를 들어 입 가까이 가져가서 먹되 씹을 때는 발우를 내려놓아야 한다.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

으로 먹어야 하며, 밥을 담은 어시발우에는 어떤 음식도 올려 먹어서는 안 된다. 

2018년 12월 1일 운문사 발우공양에 참관했을 때, 공양을 마친 뒤 학장 일진스님으로부터 작성(作聲)과 봉발

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작성’이란 ‘소리를 낸다’는 뜻이고, 소리를 낸 이를 ‘작성자’라 한다. 발우공양 때  

수저나 그릇 등을 떨어뜨려서 모두가 쳐다볼 정도로 큰소리를 내게 되면, 공양을 마치고 스스로 앞으로 나와서  

반성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반찬을 씹는 소리가 한 사람 건너서 들리면 작성’이라 할 정도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 

그날은 특별하게 큰 소리를 낸 개인은 없었지만, 일진스님은 “오늘 전원이 작성자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찬상

에서 반찬 더는 소리와 수저소리 등이 불필요하게 커서 마음가짐이 흐트러졌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어시발우에 

밥을 받고 나서 이마까지 그릇을 들어 올리는 봉발게를 할 때, 손가락이 벌어진 학인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합장

할 때처럼 발우를 올릴 때도 손가락을 모으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임을 일깨운 것이다. 



 
202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Ⅳ. 평등노동을 근간으로 한 대중생활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된 뒤 승려들은 초기교단과 달리, 탁발을 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식생활을 하게 되었다.  

인도와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풍토에 따른 수행환경의 변화는 중국불교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에 의한 생산불교’로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선종에서는 보청(普請)이라 하여, 위로는 주지로부터 아래로 행자에 이르기까지  

전대중이 함께 하는 대중울력[大衆運力]으로 노동하되 철저히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10)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선종의 노동관은 한국불교에 그대로 이어졌고, 승려들이 자급자족의 식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사찰은 서민들의 삶과 다르지 않아, 수십 년 전까지만 해

도 주식과 반찬 모두 직접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어 거둔 수확물로 자급자족하였다. 모를 심고 벼를 베는 일에서 

부터 각종 채소를 심고 수확해 다듬는 일, 물을 긷고 가마솥에 불을 때어 밥과 반찬을 만드는 일 등 생산과  

10) 「선과	노동」,	『붓다뉴스』,	2007.	8.	29.

(사진	5)	발우공양에서	행익을	하는	학인들(통도사)(사진	4)	동안거의	용상방(운문사	대방)

(사진	6)	발우공양에서	행익을	하는	학인들(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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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장만이 모두 출가자 스스로의 몫이었다. 따라서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공부를 하기 위해 강원을 찾은  

학인은 물론, 승려들이 다른 사찰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비량(自備糧)’이라 하여 자기가 쓸 양식이나 물품을  

스스로 마련해 가야했다. 오늘날 승려들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찰이 줄어들고 있지만,  

선종의 기본 사상과 문화는 그대로 이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학인들이 강원을 졸업해 구족계를 받으면 정식승려로 거듭나 각자 인연 있는 사찰로 흩어져 대중생활 

속에서 다시 후원의 소임과 울력을 이어가게 된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찰에서는 여전히 농사를 지으면서, 후원  

살림을 맡아보는 원주, 쌀을 관리하는 미감과 함께 논밭의 경작과 수확물을 담당하고 그에 필요한 농기구를  

관리하는 농감과 원두의 소임을 두고 있다. 

그 외에 평소 후원ㆍ공양과 관련된 소임을 보면 마지를 해서 올리는 노공, 사시불공 후 마지 밥을 조금 떠서  

헌식대에 붓는 일을 맡는 헌식(獻食), 떡을 만드는 조병(造餠), 상차림을 담당하는 간상(看床), 수각의 물을 공급

하는 수두(水頭), 공양간의 땔감과 냉난방을 책임지는 화대(火臺), 차와 다과 내는 일을 맡는 다각(茶角), 손님과 

객승의 접대를 맡는 지객(知客), 환자를 돌보는 간병(看病), 어른스님을 시봉하는 시자(侍者)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통도사와 운문사에서는 예전부터 짓던 논농사를 이어 가고 있으며, 지금은 재가자들이 맡아서 농사를 짓고  

승려들은 추수 때에 거들고 있다. 채마밭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배추ㆍ고추ㆍ무ㆍ호박ㆍ상추ㆍ감자ㆍ 

토마토ㆍ호박ㆍ연 등 사찰음식의 기본을 이루는 품목은 여전히 재배하는 사찰이 많다. 따라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일이 공양과 관련해 현재도 가장 많은 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농사뿐만 아니라 김장, 장 담기, 세시음식 등을 할 때면 모든 승려들이 울력에 참여해 공동노동으로  

거뜬히 일을 해낸다. 특히 한 해 동안 밑반찬을 장만하는 김장과 장 담기 등에는 승려와 신도 수백 명이 함께한 

가운데 대대적인 울력이 펼쳐지고, 나물을 말리고 땔감준비 등을 해야 하기에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산사의 월동 

준비는 특히 고되게 마련이다. 통도사와 운문사에서는 모두 이전까지 김장을 1∼2만 포기를 해 오다가 근래  

7∼8천 포기로 줄였다. 김장을 담글 때면 주지를 비롯해 사중승려들이 모두 동원되어 며칠간에 걸친 대중울력이 

이어진다. 이 김치는 한 해 동안 사부대중의 먹거리이자,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는 식생활의 소중한 원천이다. 

통도사의 2015년 김장은 11월 말부터 3일간 이어졌다. 예전에는 적멸보궁 옆 구룡지(九龍池)의 연못물을 비우고 

그곳에서 배추를 소금물로 절여 김장을 했으나, 근래에는 위생을 고려하고 일손도 덜기 위해 통도사에서 재배한 

배추를 가져가서 절여 오는 일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농막과 설법전 앞에 작업대가 펼쳐졌고, 사부대중은 이른 

아침부터 배추밭으로 향하여 1만 2천 포기의 배추를 뽑았다. 배추와 무를 소금에 절이도록 실어 보낸 뒤, 다음날 

포대에 담아 가져오면 배추를 씻어서 다듬고 시래기를 가리는 일, 양념을 만들고 배추 속에 채우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구덩이를 파고 속이 채워진 김장김치를 차곡차곡 묻음으로써 3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저장무는 설법전에 저온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대형 김치냉장고에도 빠짐없이 김장김치가 채워졌다. 

2016년의 장 담기는 3월 1일(음력 1월 23일)에 원통방 근처의 원주실 앞에서 펼쳐졌다. 이날은 정월 말의 날 

[午日]로, 예부터 말의 날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하여 신도 10여 인과 함께 수십 인 승려들의 장 담기 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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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졌다. 메주의 분량은 열 가마니 정도로 대형장독 15개를 마련하였다. 먼저 그동안 매달아 놓았던 메주에 쌓인  

먼지를 솔로 깨끗이 털어내고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항아리에 담고 소금물을 부었다. 그 위에 참숯, 참깨, 마른 

고추 등을 띄우고 메주가 위로 뜨지 않도록 대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눌러두었다. 이제 몇 달에 걸쳐 숙성을 

시키게 되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뚜껑을 열어 일광을 쬐어가며 정성을 들이면 맛있는 된장과 간장이 완성된다. 

특히 통도사 주변에는 자생소나무들이 많아, 송홧가루가 날아들면 장이 상하는 것을 방지할뿐더러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일품 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아파트생활과 함께 민간에서 장 담그는 문화가 사라진 시대에 사찰에서는 이러한 식생활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승불교 특유의 노동관을 기반으로 사찰마다 자급자족의 식문화를 이어 온 불교전통에 따라  

승려의 일생 또한 수행과 울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중공양을 위한 후원생활은 보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전승되는 생활문화이기에 소임에 따른 별도의  

교육이나 교재는 없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전해줘야 할 내용을 설명과 메모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 

있는 절에서는 후임자가 와서 대중공양을 준비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원주일지」ㆍ「채공일지」ㆍ「미감일지」 등의  

기록을 남겨 그 사찰의 음식문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 

이를테면 운문사의 「채공일지」는 아주 오래된 것부터 근래의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이 축적되어 있다. 

그 속에는 조리법을 비롯해 재료를 고르는 법, 행사별로 준비해야 하는 음식, 큰스님 상차림, 세시음식에 관한 것, 

승려들이 즐기는 음식과 요리방식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쌀을 씻어서 물을 맞추고 불리는 법, 

마지 밥 푸는 법, 김치 써는 법, 잔반 처리법 등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 팁들이 무수하다. 하나의 사례로 김치 썰기를 

살펴보면, 배추의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반으로 자른 뒤 한 쪽을 뒤집어서 줄기와 이파리 부분을 고루 먹을 수 있게 

하며, 칼등으로 5cm씩 길이를 맞춰서 썰도록 하였다.  

수행자들은 일기나 사진 등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후원의 일은  

끊임없이 새로운 후임자가 와서 부딪히게 될 문제이기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지들은 해당

사찰의 후원 가풍과 특성이 전승되는 생생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들 기록은 후원소임 승려들의 일기나 마찬가지

여서 외부공개를 꺼리며, 철저히 후원 소임의 원주와 학인들 소관으로 전승되고 있다. 

(사진	8)	장독대에	식재료를	말리는	모습(운문사)(사진	7)	후원영역에서	메주를	말리는	모습(통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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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치는 말

지금까지 출가자의 통과의례적 삶에 초점을 맞추어 후원영역을 중심으로 한 사찰의 식생활문화를 살펴보았다. 

처음 출가한 행자시절부터 본격적인 승려수업에 들어가는 학인의 생활을 거쳐 정식승려로 거듭나기까지, 그들의 

삶은 후원영역이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상징적 단계를 밟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식생활이 살아가는 

일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자, ‘수행생활과 경제적 자립’의 당위성을 지향해 온 한국불교의 특성이 결합된 것이라 

하겠다.  

전통사찰의 후원은 부엌ㆍ장독대를 둘러싼 민가의 전통문화와 다르지 않은 살림살이 장(場)으로서 특성을  

지녔다. 아궁이에 솥을 거는 방식에서부터 장작으로 불을 때며 장을 담아 장독대를 꾸리는 데 이르기까지, 후원 

영역의 구조와 특성에는 고유의 삶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사찰 공양간에는 조왕신을 모시는데, 조왕은 가정 

신앙에서 섬기는 수많은 가신(家神) 가운데 사찰에서 모시는 유일한 신이다. 모든 대중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공간의 상징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찰의 후원문화를 살피는 가운데 사회일반에서 사라진 전통문화가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현대사회에서 효용가치를 잃어가는 전통문화가 사찰에서 소멸되지 않고 전승되는 것은 물질적

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들, 곧 ‘전통’과 ‘종교’의 만남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찰문화는 한옥의  

전통 주거공간 속에서 본래부터 공동체 삶의 양상을 지닌 채 이어졌다는 실증적 측면이 더욱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11) 

생산노동, 일상의 후원노동, 음식공양 등이 모두 수행으로 수렴되어 수행자의 삶과 어우러진 한국사찰의 후원

문화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소중한 무형의 유산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영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

했는데, 이는 불교문화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직결된다. 근래 불교 무형문화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대부분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산업과 직결되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 불교의 제반환경 또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출가자의 감소로 사찰에 행자가 없을뿐더러  

학인도 적어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행익을 맡을 인원부족으로 발우공양의 전승이 힘들 수 있다. 공양간 또한 

행자ㆍ공양주ㆍ채공ㆍ별좌의 인적 구성을 갖추어야 체계적인 교육과 전승이 가능한데, 원주가 재가공양주와 함께 

감당하는 사찰이 많아 사찰후원은 점차 출가자에서 재가자의 영역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후원을 

중심으로 한 승려들의 일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과 전승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긴요하다. 

11) 구미래,	「사찰전승	세시풍속의	유형별	전승양상과	특성」,	『佛敎學報』	80(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院,	2017),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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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 Kitchen(後院) Culture in Buddhism 
Projected into the Pass-through Life of Monks 

Abstract

Temple kitchens in Buddhism are where the daily life of monks, whose Mass Offering(大
衆供養) labor is considered a practice asceticism, takes place. This temple kitchen culture is 
being passed down as a precious intangible heritage that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m and the universality of traditional culture. 

When they first join the sangha(僧伽), they live in Postulants(行子) for more than 6 months. 
As they learn about the lives of the disciplinants(修行者), tasks, such as dish-washing or 
cooking, are bound to be the center of the day. When they finish their postulant life, they are 
recognized as preliminary monks and have the basic qualities to raise mass offerings. 

They are responsible for making meals and side dishes while studying as students(學人) at 
the monastic school(講院) for 4 years. They are also tasked with distributing food when they 
do Baru-Bongyang(鉢盂供養), while the students who cook well become Byeoljwa(別座) and 
officiate the offering(供養). Since they are scattered to various temples after graduating from 
the monastic school, the student life, which has experienced various tasks related to mass 
offering at the temple kitchens, has become a systematic basis for the transmission of temple 
food.

After they are officially monks after receiving upasampada(具足戒, monastic ordinations), if 
having more experience, they are assigned several tasks related to the housekeeping in temple 
kitchens. If they are in a temple of scale, so that the successors do not feel uncomfortable 
preparing for the mass offering, they leave behind 「Weonju Daily Log(院主日誌)」·「Chaegong 
Daily Log(菜供日誌)」.  Therefore, the food culture of the temple continues without c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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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An-geo(安居) period, they organize the Yongsangbang(龍象榜, a list of duties for 
an event at the temple), where monks from various places gathered, including those related 
to offering, and study by promoting discipline and harmony in public life. Furthermore, all 
monks live their lives as disciplinants while working together in farming, and making kimchi and 
seas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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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풍습과	함께	서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승되었던	덧배기는	오늘날에	와서	생활환경의	변화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적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전형적	입장에서	울산덧배기의	핵심동작을	도출하

였다.	연구방법은	자료에	의해	경상도	덧배기가	가진	보편적인	인식과	조선시대	울산의	사찬읍지인	『학성지(鶴城誌)』에	

나타난	울산지역의	특성과	풍습을	반영하여	울산덧배기의	특질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1936년	울산의		

기록사진에	나타난	울산사람들의	덧배기	형상과	1980년대	이후	울산사람들이	추었던	덧배기의	사진을	토대로,	민속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울산지역	서민들을	통해	전래되었지만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울산의	춤인	덧배기를	보호·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	연구는	전통시대부터	현재까지	

전래된	울산지역의	덧배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핵심동작을	전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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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근대사에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했던 때는 첫째, 일제강점기 식민지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전통문화가 강제로 철폐되었던 시기이다. 둘째, 해방 후에 한국전쟁에 의하여 지역 공동체가 철저하게  

파괴된 때이다. 셋째, 1962년 경제개발에 의해 마을공동체의 정체성 문화였던 서낭제가 미신적인 유산이라고  

타파되었던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는 「문화재보호법」1)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은 선별적

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2016년 3월 28일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2)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분리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3)

이다. 그 기본 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이다. 그리고 

정의는 기존 무형문화의 보전을 “원형(原型)”에서 “전형(典型)”으로 전환하였고,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4)이라 하였다.

여기서 전형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기준이 되는 형”,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자손이나 제자의 모양이나 행동이 그 조상이나 스승을 닮은 틀”이다.5) 여기서 원형에서 전형으로 전환된  

것은 사람에 의해 전승되는 무형문화가 원형의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풍속에 의해 전래된 무형문화인 울산덧배기 춤을 전형에 의해 교육적으로 전승하기 위해서 핵심동작을 정리 

하고자 한다. 연구진행은 먼저 경상도에서 덧배기가 가진 보편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울산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향토적인 풍속을 토대로 지역의 춤인 덧배기 형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 있어서 선행 자료는 우선 1930년대에 울산지역민들이 들놀이에서 추었던 덧배기 동작 영상, 1980년 

대부터 울산지역민들이 마을잔치나 축제 현장에서 추었던 덧배기의 형상에 대한 영상이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민속현장에서 춤을 전승한 토박이 연구자에 의해, 덧배기의 무형식적인 움직임에서 핵심이 되는 동작을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동작의 분류는 과거 1930년대 울산에 거주한 사람들이 행했던 덧배기와 

현재까지 행하여지는 동작을 전형의 입장에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환경에서 사라져가는 울산지역의 공동체 문화인 덧배기춤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 핵심동작은 울산지역에서 전승된 춤을 지역민들이 쉽게 배

1)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	시행	1962.	1.	10.)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4호,	시행	2017.	6.	21.)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4호,	시행	2017.	6.	21.)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4호,	시행	2017.	6.	21.)

5) http://ko.dict.naver.com/#/main	“네이버	국어사전”,		201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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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게 특이성을 가진 동작과 이러한 동작을 연결하여 출 수 있는 고리 동작, 그리고 반복되는 동작이다.  

동작의 형상은 제자리 우쭐거리기, 팔 올리기로 한 팔 올리기와 양팔 올리기, 어깨짓, 제기치기로 수족상응과 

팔바치·발바치와 무릎치기, 배김새, 좌우치기, 크게 메기, 밭고랑치기, 땅 밟기, 버들가지 흔들기이다. 연구의  

진행은 울산덧배기가 가진 특성으로 덧배기의 형상적 접근과 풍속으로 본 울산덧배기의 특성이고, 다음은  

울산덧배기의 동작 전승으로 1936년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와 1980년대부터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에 대한 

상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울산덧배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동작을 정하여 고찰한다.

Ⅱ. 울산덧배기의 특성

덧배기는 경상도 지역에서 서민들에 의해 전해진 춤으로, 각 지역의 풍속적인 특질을 보여준다.6) 예로부터 이 춤의  

명칭은 경상도 주민들에 의해 다양한 발음에 의해 범칭으로 불렸는데,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민속학자 송석하는  

민속현장에서 불렸던 다양한 발음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차후에 선학(先學)과 민속학자 이두현, 정상박에 의해 그 

명칭은 ‘덧배기’로 보통 명사화되어 고착되었다. 당시 일제강점기 사학자 최남선은 덧배기의 의미와 전래에 대해서 

“본래 나희(儺戱)를 나타내는 말로 역신을 즐겁게 하거나 역귀를 물리치는 의미의 신앙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의식적 

행사로 변하고 다시 점차 오락적 유희로 전래되었음”이라고 나타내었다.7) 이 춤이 가진 성질은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로, 현장성과 확장성,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춤은 개별적인 영역도 가지고 있었

다. 이에 대해 민속학자 송석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남조선의 정월놀이에서 행하는 연행을 지신밟기, 민속무용, 덧배기(원문: 떨배기), 별신굿, 색전, 석전, 투우, 각희, 

가면극, 사자춤8)

여기서 그는 덧배기를 다른 연행에 융합되어 추어진 춤이 아닌, 개별적으로 연행되는 별도 영역의 춤으로 기록

하였다. 이런 면에서 덧배기는 경상도 풍속에서 다양한 연행과 융합되어 추어졌지만, 한편으로 자체적인 개별 춤

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지역에서 전래된 덧배기 춤은 이 지역의 향토성이 가미된 풍속 춤이다. 울산지역은 경상도 권에 속하고,  

한반도 동남쪽 해안지역에 위치한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그리고 승병교육소와 군사

훈련장과 병장기제작소 등이 있었던 곳으로, 군사문화가 주(主)를 이룬다. 이러한 향토적 특성은 울산사람들에게 

특질로 전승되었고, 그들이 추는 덧배기춤은 해안지역 사람들이 가진 거칠음과 군사적인 특색의 무예적인 몸짓  

6) 최흥기,	「경상도	지역의	덧배기에	내포된	민속	연행맥락과	춤	특성」,	『무용역사기록학』	제56호(무용역사기록학회,	2020),	165∼166쪽.

7) 최남선,	『朝鮮常識問答』(玄岩社,	1974),	160∼161쪽.

8) 송석하,	『韓國民俗考』(日新社,	1960),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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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강하고, 단순하고, 순박하게 표현되었다.9) 이러한 성향은 덧배기의 리듬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울산 

사람들의 말투에서 그 리듬을 알 수 있다.10)

이 장의 진행은 먼저 덧배기를 형상적으로 접근하고, 다음은 울산지역의 풍속에서 본 울산덧배기에 대한 특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울산지역의 풍속에서 연행되었던 가면무용, 지신밟기무용, 농경들놀이, 마을축제와 동네잔치 등의 

자료와 지역민들이 민속현장에서 춘 춤으로 접근한다.

1. 덧배기의 형상적 접근

전통시대 울산 주민들의 생업은 보편적으로 어업과 농경이었다. 그들은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제의(祭儀)를  

하였고, 민속놀음을 통한 오락적인 측면에서 가무악(歌舞樂)을 동반한 각종 연행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 공동체는 공업과 산업, 그리고 상업적인 사회 환경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하였다. 이 단락에서는  

사회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덧배기를 보호 전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덧배기의 형상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첫째, 덧배기 춤을 추는 연행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한이다. 전통시대 사람들은 이 춤을 잔치마당, 타작마당 

에서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추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연이나  

강습에 의해 인위적으로 추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행에 있어서 시간은 공연물의 한 형태로 제한되어 있는데, 개별

적인 춤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약 10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확장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연이나 강습 중에 술과 음식은 특별한 이유 없이 먹지 않는다.

둘째, 덧배기의 움직임에 있어서 반복된 동작은 제한한다. 현장에서 덧배기는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추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춤이 가진 대중적인 특질로, 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동작을 계속적으로 

추면서 서로 소통하였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중독성을 지닌다. 현재에 와서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순한 동작은 군무일 때 사용하며, 뒤풀이 난장(亂場)마당에는 ‘쾌지나칭칭나네’를 부르며 소리춤으로 추어

진다. 하지만 개인무일 경우는 움직임과 동작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주어, 춤을 추는 사람의 개인적 흥취와 

이를 관람하는 관객에게 시각적 재미를 주게 한다.

셋째, 덧배기의 춤사위에서 동작을 보편적인 형상으로 단순화한다. 춤의 형상은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환경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 의해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동작과 움직임이다. 특히 나이와 신체적 조건은  

9)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국역)학성지(鶴城誌)』(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10),	25쪽.

10) 울산	말에는	‘눈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구십니까?’이다.	여기서	리듬을	보면	‘눈’은	‘누운’으로	짓누르면서	발음하고,	‘∼ㄴ교?’는	‘∼

구십니까’를	축약하여	단순화한	것이다.	그	발음은	단순하면서	강하고	투박하며,	어성에	있어서	투박하게	올려준다.	이런	향토적인	생활	리

듬은	장단에서	‘응막캥캥’의	덧배기	리듬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응막’은	짓눌려주는	형상으로	나타내고,	‘캥캥’은	튀어	올라가는	특질을	가

진다.[최흥기,	「울산덧배기의	시원과	전승현황」,	『무용역사기록학』	제51호(무용역사기록학회,	2018),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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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양하며, 이로 인하여 그들이 움직이는 동작도 다양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춤을 추는 사람의 개성 

적인 성격과 각자가 느끼는 흥취는 심신에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움직임과 동작을 변화하게 한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변화하는 마음에 의해 추어지는 춤사위는 변화

하지 않는 일정한 동작을 기준으로 한다.

넷째, 덧배기의 춤사위를 변화할 수 있게 여유를 가지게 한다. 덧배기의 기본동작과 연결동작은 단순하게 

규정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게 움직임에 있어서 동작의 형상을 변화할 수 있게 한다. 동작에 있어서 형상의 

변화는 강함 속에서 부드러움이 표현되는 강유(剛柔)와 느림과 급함에 의한 움직이는 만급(晩急), 시간 흐름  

속에서 춤을 추는 움직임이 적절하게 변화하는 정중동(靜中動)과 동중정(動中靜)이 있다. 즉 덧배기 춤이  

가지는 기본적인 동작은 춤을 추는 사람의 마음과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변화하므로, 춤의 형상에 대해 여유

롭게 하여 움직임에 의해 동작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덧배기에 있어서 움직임은 동작의 배열에 의해 형상화된다. 이는 덧배기 동작이 춤사위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형상이다. 이는 민속놀이에서 개별적으로 연행되는 ‘덧배기춤놀이’11)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연행은 

마을축제를 위하여 마을에서 선출된 춤꾼들이 농경 노작 후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한다. 매일 반복적인 연습은 

숙련으로 이어지고 벽사진경을 위한 격식 있는 춤으로 놀이마당에서 추어진다.12) 그들의 춤은 연행 마당에서  

선판으로 춤을 추어, 잔치판이나 축제의 분위기를 신명으로 이끌어 준다. 이렇게 선별된 마을 춤꾼에 의해  

추어지는 덧배기의 개별 춤은 동네사람들에게 흥취(興趣)를 이끌어 내어서 난무(亂舞)하게 한다.

여섯째, 덧배기 춤에는 반드시 배김새가 존재한다. 배김새는 덧배기에 있어서 전통시대 제의적인 기능으로,  

아직까지 덧배기의 핵심적인 동작 무리(群)로 중요하게 전래되고 있다.13) 이 춤사위 무리의 구성은 어름새,  

박임새(배격새), 위협새, 풀음새의 춤사위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동작은 어름새로 시작되고, 마지막에 풀음새로 

연결되어서 일반적인 동작으로 이어진다. 즉 덧배기 춤판의 구성은 배김새 춤사위 무리를 중심으로 연결동작과 

기본동작이 편성되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진다. 그래서 배김새가 없는 덧배기 춤은 핵심이 빠진 춤이며, 개별적인 

연행으로 덧배기 춤을 추는 사람은 반드시 배김새 무리의 춤사위로 멋을 부린다.

11)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집문당,	1986),	56쪽.

12) ‘덧배기춤놀이’는	선별된	동네	덧배기춤꾼들이	추는	춤으로,	그들은	한참	동안	반복적이고	연결된	단순한	동작의	덧배기를	추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악사들이	배김새를	위한	장단으로	돌입한다.	이때	덧배기	리듬은	애령(哀鈴)장단을	치면서	귀(鬼)것이	왔음을	춤꾼과	주변사람들

에게	알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장단에서	위급함과	긴장감을	느끼며,	군무(群舞)를	진행한다.	이는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다.	이러

한	장면은	마치	오광대의	양반과장에서	배역진들이	군무로	배김새를	할	때에	그	형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배김새	동작	군(群)의	행위는	덧배

기에	있어서	제의적인	기능으로	귀(鬼)것을	물리치는	행위이다.

13) 오늘날	배김새는	경상도	탈놀음의	양반과장,	경상도	한량춤,	농경들놀이춤,	동네잔치마당	등에서	형상이	보여	진다.	이는	경상도	덧배기가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적인	특질을	가진	춤이기에	다양한	곳에서	융합되어	있다.	현재	배김새는	지역마다	미약하게	나타

나지만,	탈놀음	양반과장에서	잘	보존되어	있다.	왜냐하면	탈놀음은	1960년대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즉	덧배기의	

배김새는	탈놀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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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덧배기 춤판에서 연행 시간의 흐름은 덧배기 리듬의 장단에 의한다. 덧배기 리듬은 경상도에서  

범칭으로 덧배기 장단이라고 하는데,14) 보편적으로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을 나타낸다. 연행에 있어서  

시간은 굿거리장단의 느림과 빠름으로 이어지고, 신명의 풀이는 자진모리장단의 느림과 빠름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장단은 경상도 사람이 가진 향토성과 지역사람들이 가진 삶의 특성이 담긴 생활 리듬이다. 그리고  

덧배기 춤판에서 마지막 난장마당에는 휘모리 조의 자진장단에 의해 더욱더 강렬하게 춤을 춘다.

여덟째, 덧배기의 연행 공간은 보편적으로 삼진삼퇴(三進三退)로 진입하여, 원형(圓形)과 대형(隊形)으로  

이어진다. 즉 이 춤의 진행은 개별 춤에서 점차 난무로 이어지고, 상호 소통에 의해 여러 사람들이 군무로 원형

을 이루며 춤을 추다가 일체 동작의 대형으로 이어지며 마무리한다. 이는 덧배기 춤판에서 보편적으로 전래되는 

공간 형성이다. 특히 마지막 난장판의 분위기는 비일상적인 경지의 카오스(Chaos) 상태이며, 원무로 사람들이  

회전을 하면서 대형을 갖추는 것은 일상적인 상태인 코스모스(Cosmos)로 전환되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합

치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15) 

덧배기는 과거부터 경상도 지역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래되었고, 지역의 풍속에 따라 그 특성은 조금 

씩 달리하였다. 이러한 춤사위는 경상도 각 지역의 서민들이 공동체 생활 풍속에서 전래된 매우 익숙한  

동작들로, 자신도 모르게 심신에 밴 향토춤이다. 이 절에서는 전통시대 덧배기가 현재 사라져가는 상황 

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덧배기의 핵심적인 형상을 정리하였다. 그 기준은 덧배기 춤을 추는 연행 공 

간과 시간에 대한 제한, 덧배기의 움직임에 있어서 반복된 동작에 대한 제한, 덧배기의 춤사위에서  

동작을 보편적인 동작으로 단순화, 덧배기의 춤사위를 변화할 수 있게 마음의 여유, 덧배기의 움직임에 있어서  

동작 배열의 형상화, 덧배기 춤에서 배김새의 존재, 덧배기 춤판에서 연행 시간의 흐름을 덧배기 리듬의 장단에 

의함, 덧배기의 연행 공간을 보편적으로 삼진삼퇴(三進三退)로 진입하여, 원형(圓形)과 대형(隊形)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2. 풍속으로 본 울산덧배기의 특성

민속학자 송석하는 “밀양·동래의 덟배기춤도 독특한 무용”,16) “무용상으로 보아 경주, 고성지방 것은 재미

있는 연구거리”,17) 경상도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그 형이 판이하며”, 그 차이는 “지리적 특징이라고 본다.”

라고 하였다.18) 이렇게 덧배기는 각 지역마다 가진 풍속에 의해 지역적 특색이 있는 춤으로 전래되었다. 한편

14) “덧배기장단은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의	기본	리듬형이	동일하지만	잔가락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큰	박으로	진행하며	변주를	많이		

하지	않는다.”[손정일,	「덧배기장단의	음악적	실체	연구」,	『음악과	문화』	no40(세계음악학회,	2019),	109쪽.]

15) 정병호,	『韓國의	傳統춤』(집문당,	1999),	127쪽.

16) 「민속무용전망」,	『경향신문』,	1946.	12.	19.	

17) 「민속무용전망」,	『경향신문』,	1946.	12.	19.	

18) 「조선각도민속개관」,	『신동아』,	50∼56호,	1935.	12.∼193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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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춤은 지역의 향토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19) 울산지역의 풍속은 조선시대 1749년  

울산의 사찬읍지인 『학성지』 「풍속편」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울산지역의 풍속에서  

울산덧배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무예(武藝)를 숭상하고 타고난 성품이 강하고 굳세어서 문화를 일으키고 교화를 쉽게 할 수 있다.”20)

라고 하였다. 이는 공동체 전반에 걸쳐서 울산사람들이 무예를 숭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으로 울산 

사람들은 평소에 무예가 몸짓으로 습관화되어 있고, 그들의 춤은 무예의 특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동작과  

움직임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울산덧배기는 울산사람들에게 더욱더 잘 적용되는 무예의 춤

이다.21)

둘째, “마을 어귀의 문을 밟고 다니다가 집의 뜰을 어지럽게 밟으니 그것을 지신밟기”22)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송석하는 지신밟기 연행에서 추어지는 춤을 ‘지신진압무용’23)이라 하였다. 이 춤의 특질은 여러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땅을 어지럽게 밟으며 ‘화려한 춤’24)을 추고, 대형을 이루어 춤을 출 때는 ‘원무형(圓舞型)의  

무용’25)이라고 하였다. 이 춤은 군무일 경우 땅을 밟는 동작으로, 땅의 기운을 발로 끌어올려서 신명나게  

한다. 이 춤의 형상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발바닥을 강하게 내려 밟고, 굴신하여 솟아오르는 상하(上下) 도무 

(蹈舞)의 형상을 보인다. 땅을 강하게 밟으면 춤추는 사람의 발바닥은 뜨거워지며, 그 기운은 굴신에 의해  

상승한다. 그러면 골반은 부드러워지고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움직임이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울산

덧배기는 땅을 밟는 지신진압무용의 특성을 가진 춤이다.

셋째, “기두(魌頭) 가면을 쓰고 놀면서”26)라고 하였다. 탈놀음은 가무악과 연극이 복합된 연행이지만, 연행에  

있어서 가면을 착용하고 추는 춤은 덧배기이다. 울산에서 가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선사시대 암각화,  

신라시대 처용가면무용, 조선시대 귀두가면, 조선말 울산 도화골의 골매기당의 신격인 ‘울산서낭당각시인형’을 

신주로 모신 죽광대(竹廣大)의 오광대 등이 있다.27) 이렇게 울산에서는 주민들이 탈을 사용했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그들이 가면을 사용하고 춤을 춘 의미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가면을 통하여 신의 형상을 인간 

19) 특히	지역에서	유명한	권번이나	기방이	있으면,	그	지방의	덧배기는	또	다른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동래지방에서	춤을	잘	추는	한량들이	

기방에	출입하면서,	그들의	춤은	기방무와	융합되어	학춤과	한량춤	등이	추어졌다.	그	춤들은	또	다른	유사한	영역에서	매우	격조가	높은	예

술성을	가지고	있다.

20)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앞의	책(『국역	학성지(鶴城誌)』,	2010),	25쪽.

21) “남부지방의	덧배기	춤과	같은	것에서	보이는	무술적	(태견)인	동작,	즉	적을	방어하는	거나	격퇴하는	듯한	춤사위”[정병호,	『韓國의	民俗춤』

(삼성출판사,	1991),	164쪽.]

22)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위의	책(『국역	학성지(鶴城誌)』,	2010),	25쪽.

23) 송석하,	『한국민속의	재음미上』(국립민속박물관,	2004),	32쪽.

24) 「줄다리기에	관한	고찰」,	『田舍』	11호(草莽社,	1935).

25) 「조선각도민속개관」,	『신동아』,	50∼56호,	1935.	12.	∼1936.	8.

26)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위의	책(『국역	학성지(鶴城誌)』,	2010),	25쪽.

27) 예부터	마을	서낭당의	신주는	마을	조상신인	골매기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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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보이게 한다.”28)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춤은 가면에 의해 시각적인 불편으로 신체적 균형에 장애를  

준다. 즉 가면을 사용한 덧배기춤은 동작을 크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탈놀음에서 추어지는  

덧배기는 지신밟기에서 추는 춤보다 움직임에 있어서 동작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가면을 사용한  

울산덧배기는 동작의 변화에 있어서 하체의 움직임보다 상체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넷째, “매년 섣달에 […] 종이깃발을 만들게 하여 뜰 가운데에 세우고,”29)라고 하였다. 울산주민들은 마을 

잔치나 축제에서 덧배기춤을 추었다. 그들은 행사 날에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상호 간에 

소통하며 즐겁게 춤을 추었다. 이러한 행사에서 울산사람들은 매년 섣달 마을 뜰에 모여 잔치를 열었고, 마을

에서 여유가 있는 지주(地主)나 형편이 나은 주민들은 음식과 술을 내어놓고 잔치판을 벌였다. 여기서 울산덧

배기는 마을주민들이 잔치에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위해주며 난장으로 추었던 소통의 춤이다.

다섯째, “나이 어린 놀이패로 하여금 각기 징과 북을 가지고 아름답게도 달밤에 그 아래에 둘러서서 그  

노래를 되풀이해서”30)라고 하였다. 울산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풍속을 배우는 ‘매귀습’이라는 마을 풍습이 

있다. 이는 초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을의 전래 풍류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의 풍습을 익히게 하는 울산지

역의 마을풍속이다. 이때 그들이 익힌 덧배기 춤은 울산지역의 향토성에 의해 전래되는 풍류의 춤이다.

여섯째, “각기 술과 음식을 갖추어서 깃발아래 모여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은 오색비단으로 만든 꽃을 꽂고 

빼어난 온갖 놀이를 갖추어 펼친다.”31)라고 하였다. 울산덧배기는 오방 신에게 제의를 위하여 술과 음식을 먹고 

신명(神明)으로 춤을 추었다. 이 기록에서 울산사람들은 오방의 상징인 오색 꽃을 꽂고 주야음주(晝夜飮酒) 

백희가무(百戱歌舞)로 곡예를 포함한 각종 빼어난 놀이를 하였다. 이렇게 울산사람들이 춘 덧배기 춤은 흥취에 

의해 온갖 백희가무를 하며 추었던 신명의 춤이다.

이 연구는 울산덧배기를 지역사람들에 의해 전래된 풍속을 통하여 그 특성을 보았다. 그 풍속은 조선시대  

1749년 울산의 사찬읍지인 『학성지』 「풍속편」에 “무예를 숭상하고 타고난 성품이 강하고 굳세어서 문화를  

일으키고 교화를 쉽게 할 수 있다.”, “마을 어귀의 문을 밟고 다니다가 집의 뜰을 어지럽게 밟으니 그것을  

지신밟기”, “기두 가면을 쓰고 놀면서”, “매년 섣달에 […] 종이깃발을 만들게 하여 뜰 가운데에 세우고,”, 

“나이 어린 놀이패로 하여금 각기 징과 북을 가지고 아름답게도 달밤에 그 아래에 둘러서서 그 노래를 되풀

이해서”, “각기 술과 음식을 갖추어서 깃발아래 모여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은 오색비단으로 만든 꽃을 꽂

고 빼어난 온갖 놀이를 갖추어 펼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울산덧배기의 특성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무예의 춤, 지신밟기에 사용한 춤으로 땅 밟기 춤, 가면을 사용하여 상체에 다양한 변화를 가지는 춤, 마을 

잔치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를 위로해 주는 소통의 춤, 마을공동체의 풍속을 배우는 풍류의 춤, 제의를 위한 

강림으로 추는 신명의 춤이다.

28) 최호	역해,	『신역	삼국유사』(홍신신서,	1996),	116쪽.

29)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앞의	책(『국역	학성지(鶴城誌)』,	2010),	25쪽.

30)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위의	책(『국역	학성지(鶴城誌)』,	2010),	25쪽.

31)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위의	책(『국역	학성지(鶴城誌)』,	2010),	25쪽.



 
218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Ⅲ. 울산덧배기의 동작 전승

동체 거주민들의 몸짓에는 대대로 전해진 그 지역의 향토적인 풍속이 담겨 있다. 그 풍속은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특색을 가진 관습으로, 생활상에서 습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전승된다. 여기서 울산덧배기의 춤사위는 보편적인 

경상도권의 덧배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울산지역의 향토성이 내재된 춤으로 특색 있게 전래되었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거친 바다에 나가 고래를 잡았던 주민들이 있었던 곳이며, 환경적으로 군사지역으로  

무예를 숭상했던 농어촌지역이다.

울산 춤의 향토성은 역사적으로 신라시대 처용이 개운포에서 추었던 처용무에도 반영되어 있다. 처용무는  

직선적인 강인한 동작과 곡선적인 부드러운 움직임에 의한 정(靜)과 동(動)의 기력(氣力)으로 부정적인 것을 물리 

치는 춤이다. 형상에 있어서 손놀림은 마치 신검(神劍)을 휘두르는 듯이 한삼을 뿌리고, 걸음 폭은 성큼성큼  

걷듯이 큰 폭으로 움직인다. 정적인 움직임은 동적인 움직임으로 무한하게 변화하고, 움직임의 중심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안정된 자세로 이어 간다. 다시 불안정한 자세는 회전하면서 안전한 상태로 넘어간다. 이러한 처용의  

춤에서 울산사람들의 움직임과 동작의 특질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은 덧배기 춤에 있어서 군사적인 움직임이다. 울산지역은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였다. 지역민들은 

평소에 군사적인 훈련을 평소에 민속놀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숙련하고, 공동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예를 

숭상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환경이다. 또한 울산지역의 어린아이들은 ‘매귀습’을 통하여 

마을의 풍속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자체적으로 교육받았다. 이 교육은 울산지역의 

향토적인 마을 풍속인 가무악과 무예를 다양한 민속놀이로 배우는 풍류인 것이다. 그들의 몸짓은 군사적인 움직

임과 무예의 동작으로, 울산덧배기 춤의 형상에서 나타난다.32)

해안가 울산의 어촌은 해마다 별신굿이 이루어졌다. 어촌의 동네무당들은 용왕당에서 굿을 하고, 동네사람들은 

굿을 하는 마당에 모여 음식과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놀았다. 이렇게 해안에서 열리는 별신굿은 어촌에서 상시 

(常時)적으로 열리는 마을축제이다. 그리고 농촌에는 세시풍속으로 정월 초부터 동제를 준비하며 한 해의 시작을  

가진다. 이때 상원(上元)행사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격(神格)에게 제의하고, 길놀이에는 가정을 지켜주는 성주지

신을 깨우는 매구치기를 하였다. 그리고 농경 동사(洞舍)에서 청년들은 두레를 가졌으며, 마을 축제와 동네잔치

에서 울산덧배기 춤을 추었다.

이 장에서 1차 자료는 1930년대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울산지역 주민들이 농경 들놀이에서 덧배기 춤을  

32) 군사적인	민속놀이는	돌을	던지는	석전,	백전(百戰)전투를	위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각희(脚戱)등을	배우기도	한다.	특히	울산

은	각	동마다	각희의	한	분야로	씨름을	마을마다	숭앙한다.	그들을	동(洞)의	장군이라고	칭하였는데,	특히	울산	내황장군이	유명하였다.	이러

한	울산지역의	지리적,	환경적인	특성은	울산사람들의	말투에서	나타나고,	그	말투는	장단의	리듬이	되었고,	그	리듬은	몸짓에서	움직임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다.	그	리듬에	의한	움직임은	울산덧배기로	표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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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는 형상과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울산의 마을축제에서 덧배기 춤을 추었던 울산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장(章)의 진행은 울산덧배기가 가진 동작에 관한 전승으로, 1936년 울산사람들이 추었던 덧배기의 형상과 

1980년대부터 자연 전승된 덧배기의 형상을 통하여 울산덧배기의 동작 전승을 고찰한 것이다.

1. 1936년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

(사진	1)	울산	들놀이에서	덧배기(1936)33)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영상은 1936년에 문화인류학자 시부사와 케이조[澁澤敬三]가 울산에  

방문하여 남긴 것으로, 울산지역민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에 그는 울산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 그때 조사원과 마을사람이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면서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춤과 노래

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 조사원과 농민들은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신나게 춤을 추었다고 시부사

33) 울산박물관,	『울산과	達理』(대일인쇄(주),	2014),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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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이 날의 일을 기억했다.”34)라고 하였다.

이 영상은 울산사람들이 농경 노작 후에 들놀이하는 장면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춤을 추고 있는  

순간이 담겨져 있다. 이를 연구 표본으로 한 것은 1930년대 삶을 살아가는 이 지역사람들이 민속현장에서  

전래된 덧배기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자료는 한순간에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인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울산에서 전래된 울산사람들의 향토 춤인 덧배기 

춤을 원형적인 형상에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덧배기의 전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영상이다.

2. 1980년대부터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

(사진	2)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	형상(1980년대부터)
35)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는 성장 후인 1980년대부터 울산의 지역축제와 마을잔치 등의 민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참여하였다. (사진 2)는 연구자가 울산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었던 덧배기  

사진이다. 이 사진의 첫 줄은 울산 대운산 아래 마을에서 동네잔치가 열렸는데, 노령의 주민이 즐겁게 춤을 추며  

자신도 모르게 덧배기의 핵심동작인 배김새를 메기고 있다. 그는 비장함과 진지함, 그리고 정중함으로 춤을 

34) 울산박물관,	앞의	책(『75년만의	귀향,	1936년	蔚山達里』,	2011),	45쪽.

35)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춤(울산지역	민속현장,	1981년부터	20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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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다. (사진 2)의 두 번째 줄은 울산지역민들이 마을잔치, 노인요양원, 강습 등에서 난무를 추는 모습이다.

여기서 추고 있는 덧배기 동작은 현재 무용학계에서 다루지 않는 움직임과 동작으로, 과거의 민속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 형상을 동작별로 정리하고, 그들의 동작들을 춤

사위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에 나타난 움직임은 동작의 연결과 고리 동작으로, 다음 장에서 핵심동작

으로 추출된다.

Ⅳ. 울산덧배기의 핵심동작

(사진	3)	울산주민들의	들놀이에서	추출한	덧배기춤(1936)36)

춤은 삶을 영위(營爲)하며 살아가는 인격적 객체가 다양한 미적 체험에 의해 심신의 내외적인 정동(靜動) 

으로 자아가 표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지역의 춤을 객관적 타당성으로 핵심이 되는 동작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동작을 정리하는 것은 전래된 춤의 형상을  

현대에 와서 전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쉽게 배울 수 있게 동작을 최선적인 입장에서 형상으로 정한 것이다. 그  

기준은 덧배기가 가진 보편성과 울산지역의 특색을 기반으로, 신체를 하체부와 상체부로 나누어 정하였다. 하체

36) (사진	3)을	‘울산박물관,	『울산과	達里』(대일인쇄(주),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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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발과 허벅지,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으로 분석하였고, 상체부는 몸체와 팔, 어깨 부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지역공동체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몸짓동작에서 보편적이고 특이한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경상도 지역권으로 춤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 타 지역과의 

상호 비교는 차후의 연구로 남기겠다.

핵심동작을 연구하기 위한 대상인 공동체는 외부의 시각에서 집단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 내에서  

그들의 움직임과 동작들은 보편적으로 상시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적인 동작을 추출하는 방법은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가진 특이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동작과 이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 동작, 그리고 의식적이고 무의

식적으로 반복하는 동작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37)  즉 핵심동작은 그 지역에서 누구나 행하는 자연스러운 동작, 

그 동작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 동작, 반복되는 동작이다. 이 핵심동작이 가진 동력은 마치 주역(周易)에서 괘상

(卦象)이 변화무쌍하게 변화하여 세상사 모두를 표현하지만, 결국은 6개의 효(爻)가 발동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

한 면에서 춤은 마음에 의해 움직임이 다양하게 신체적으로 표출되고, 그 형상은 변화무쌍하게 모든 것이 표현

된다.

이 장에서는 핵심동작을 정리하여 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설하여, 이를 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민속현

장에서 자연스럽게 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동작의 습득은 숙련된 춤을 출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차후에 자신만의 춤을 출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춤을 출 수 있다. 숙련은 

다양한 동작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춤사위로 변화할 수 있게 한다.

핵심동작의 추출은 먼저 시각적 영상을 분석하였다. (사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1936년에 많은 

울산주민들이 들놀음에서 자의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으로, (사진 1)에서 각 동작별로 추출하였다. 춤을  

추는 모습은 사진에 의해 순간적으로 동작이 정지된 상태이며,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동작은 한 공간에서 멈추

어서 살아 숨 쉬고 있는 표본이다. 이 사진을 통해 울산사람들의 원형적인 덧배기춤의 형상을 접할 수 있다. 울산

덧배기의 움직임과 동작에 대한 형상 연구는 1930년대 울산의 거주민들이 당시에 춤을 추고 있는 영상 표본을  

1차적인 핵심동작으로 기준하였고,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울산사람들이 마을잔치나 축제에서 추는 덧배기 춤의 

형상을 기준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울산에서 자연스럽게 전승했던 덧배기 동작과 선행 자료에 부합되는 

동작을 선별하였다.

핵심동작을 선별하는 제한점은 사람마다 다른 신체적 조건으로, 남녀노소의 신체적 형상에 대한 차이이다.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런 사람과 신체적인 차이에 의한 동작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신체를 기본으로 하였다. 움직

37) 민속학자	송석하는	“조선의	민속무용은	거의	전부가	건무(健舞)	계통(系統)이고	힘의	무용이다.	이는	의식적	주관무용이고,	무의식적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민속무용은	영남이	제일(第一)	성(盛)하고”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의	민속무용은	영남의	민속무용

으로	덧배기를	인식해도	무방하다.[「조선각도민속개관」,	『신동아』,	50∼56호,	1935.	12.	∼1936.	8.;	「민속무용전망」,	『경향신문』,	194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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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신체적 기준은 하체부의 움직임과 상체부의 움직임으로 나누어서 형상하였다. 조금씩 형상이 다른 움직

임은 춤을 추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 기본적인 형상으로 표준화하였다. 춤사위에 있어서 손과 

발의 각도와 변화되는 동작은 정(正)자세를 기본으로 하였다.

핵심동작을 연결하는 순서는 덧배기 리듬에서 장단의 흐름으로 하였다. 경상도에서 덧배기 리듬은 보편적으로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을 지역적 특색이 있는 리듬으로 나타낸다. 춤을 추는 사람과 악사는 흥취에 의해  

신명이 극으로 달할 때에 자진모리장단을 급하게 치면서 휘모리장단으로 이어 간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거나 어께동무를 하면서 군무로 회전하며 춤을 춘다. 이는 놀이판에서 진행되는 후반부의 보편적인 진행이다. 

대체적으로 놀이판의 시작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여 제자리에서 몸이 우쭐거리며, 조금씩 팔이 올라간다. 이때 

한 팔을 올리는 사람과 두 팔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다음은 어깨짓으로 ‘으쓱이’를 하는데, 기분이 극에 달하여 

기운이 어깨로 전이되어 저절로 으쓱거린다. 이러한 춤사위들은 마음에 의해 저절로 표현되는 상체 동작이다.

다음은 하체 동작의 순서이다. 먼저 제기치기로, 허벅지와 발이 마치 제기를 차듯이 움직인다. 다음은 굿거리

장단에서 표현되는 동작으로,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는 수족상응 동작, 흥취에 의해 팔과 발을 순간적으로 감아 

당기는 팔바치·발바치 동작, 흥취에 의해 순간적으로 팔을 위로 올리면서 발을 끄덕 올리는 무릎치기 동작, 덧배 

기에 있어서 제의적인 춤사위가 남아 있는 배김새 동작 군, 하체와 상체가 함께 움직이는 춤사위인 좌우치기,  

크게 메기 동작인 비스듬히 한발로 서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듯이 다른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메는 듯이 추는  

춤사위이다. 다음은 자진모리장단에서 표현하는 동작으로 농경에서 농부의 노작 모습을 모방한 동작들이다.  

이 동작들은 밭고랑치기, 땅밟기, 버들가지 흔들기 등이 있는데, 자진모리장단의 빠른 리듬으로 춤을 춘다. 이  

동작들은 단순하지만, 춤을 추는 사람들은 신명으로 반복적인 동작으로 춤을 춘다.

1. 제자리 우쭐거리기 

마을잔치에서 부끄러움과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춤을 출 때에는 자신의 마음을 신체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속춤은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자족적으로 춤을 추는 것인데, 서민 

들은 맨 정신으로 춤을 추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약간의 술을 먹고 분위기와 흥취에 이끌려서 자연스 

럽게 춤판으로 춤을 추러 나간다. 처음 춤판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들

로, 상원행사를 위하여 당회(堂會)에서 선별된다.

서민들은 먼저 춤판의 분위기에 의하여 흥취를 느끼고, 마음에서 흐르는 기운이 일어나 저절로 신체를  

끄덕이면서 춤의 형상이 외부로 표출된다. 이는 사람이 가진 내적인 반응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지는데, 처음에 동네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점차 잔치 분위 

기에 의하여 내적으로 마음이 동해지고 흥취를 느낀다. 그러면 의식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고, 흥분된  

기운은 기분을 상승하게 하여 온 몸에 전율을 일으키게 한다. 신체의 모든 감각은 자극이 오는데, 먼저 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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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부터 까닥거리고 오금은 우쭐 

거리면서 춤을 추는 움직임으로 이어 

간다.38)

이러한 과정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춤을 추고, 의식

에서 시작한 무의식적인 감각은 신명 

으로 이끈다. 이러한 현상에서 제자리 

에서 추어지는 춤은 정적인 상태에서  

마음이 동하여 신체가 우쭐거리는  

처음의 신체적인 반응이다. 이는 흥

취에 의해 저절로 오금이 감각적으로 

꿈질거리는 것이다. (사진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은 흥취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움 없이 마당 판에서 저절로 이끌려 나가게  

된다. 이때는 신분적인 입장도 망각하기도 한다.39)

2. 팔 올리기 

(1) 한 팔 올리기

다음은 팔을 올리는 동작이다. 처음 잔치 분위기에 주민은 기분이 좋아지며 어깨를 들썩거린다. 그리고 팔은 

조금씩 들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한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감각인데, 의식적으로  

이런 동작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에 대해 옛 속말에는 한 팔만 올려도 춤이 된다고 하였다. 이 동작은 마음

에서 우러나오는 춤으로 평생의 내력이 한 팔에 담겨 올라가듯이 하는데, 마치 마음으로 세월을 느끼게 하는  

춤사위이다. (사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팔을 올리는 동작은 팔을 옆으로 평이하게 올리지 않고, 약간 앞쪽으

로 약 45도로 들어 올린다.

이 형상은 긴장이 빠진 상태로 편안하게 어깨가 내려가고, 팔은 올라가 있다. 손목과 손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 상태이지만, 의식에 의해 손끝으로 기운이 전달되어 집게손가락과 중지에서 기운이 뻗어 나간다. 손가락은 

우둔한 힘이 빠진 상태에서 기운에 의해 자연스럽게 펴진다. 보기에 매우 자연스럽고 쉽게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러한 상태는 심신의 일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의식적으로 배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습득은 

38)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춤(울산지역	민속현장,	2015년,	2007년).		

39) 민속학자	정상박은	“옛날	말에	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어서	잔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잔치에서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끌려서	덧배기	춤을	우쭐거리며	추기	때문이다.[민속학자	정상박(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2017.	9.	16.)]

(4-1)	울산	노인요양원		

										(2007)

(4-2)	울산	마을잔치	

										(2015)

(4-3)	핵심동작:		

										우쭐거리기	

(사진	4)	제자리에서	우쭐거리기	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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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의 전래에 의해 무의식인 상태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춤이다.

(사진	5)	한	팔	올리기40)

이 춤사위에 있어서 기운의 흐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어깨와 가슴부위가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 하체의 

움직임은 굴신을 하듯이 우쭐거리며 기운을 감각적으로 올라가게 한다. 이를 수승화강(水升火降)이라 한다. 이는 

호흡이 거침없고, 움직여도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다. 팔을 올리는 동작은 풍속에서 전래된 것으로, 호흡에 의해 

저절로 터득되는 춤사위이다.41) 이러한 호흡은 신체를 강하고 부드럽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한다. 농부들은 마을잔

치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아도, 다음날 힘든 노작에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2) 양팔 올리기

이 동작은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양팔을 올리는 형상이다. 전래된 형상으로 단순화되었지만, 특이성을 가지는 춤사

위이다. 이 동작에 대한 사적(史的)인 행적은 오랜 기간에 자연스럽게 전래되었기에, 양팔을 올려서 춤을 추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동작은 예로부터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양팔을 올려서 추었다. 이 동작의 형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마치 가득 찬 마음이 담긴 큰 항아리를 안 듯이 두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라 하였다. 춤을 추는 사람은 의식

을 통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하여 마음을 가슴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 그러면 어깨는 내려가고 두 팔은 위로 가득하게 

들어 올린다.

동작의 신체적인 형상은 어깨와 견갑골, 그리고 가슴은 호흡에 의해 편안하게 아래로 향한다. 올라간 두 팔의 팔꿈

치는 뒤쪽에서 약간 위로 향하지만, 손목과 손은 자연스럽게 힘을 빼어서 밑으로 떨어지게 한다. 춤을 추는 형상에  

40) ‘울산	들놀이	사진(5-1)’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41) 남부지방의	덧배기	춤과	같은	것에서	보이는	무술적(태견)인	동작,	즉	적을	방어하는	거나	격퇴하는	듯한	춤사위.[정병호,	앞의	책(『韓國의	民

俗춤』,	1991),	164쪽.] 

(5-1)	울산	들놀이(1936)	 (5-2)	마을축제(2016) (5-3)	마을축제(2016) (5-4)	핵심동작:	한	팔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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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면 한쪽 팔은 올라가게 하고, 한쪽 팔은 내려가게도 한다. 손목은 힘을 뺀 상태에 있고,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렸다. 손가락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의식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는 기운이 남아 있으며 편안하게 내버려  

둔다.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양팔을 끄덕 들어 올리면, 이 동작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펴

는 동작과 유사한 모양새를 가진다.

(사진	6)	양팔	올리기42)

3. 어깨짓

(사진	7)	어깨짓
43)

42) ‘울산	들놀이	사진(6-1,	6-2,	6-3)’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75년만의	귀향,	1936년	蔚山達里』,	2011)’에서	재인용.			

43) ‘울산	들놀이	사진(7-1)’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7-1)	울산	들놀이(1936)	 (7-2)	울산노인요양원(2007) (7-3)	울산마을잔치(2013) (7-4)	핵심동작:	어깨짓

(6-5)	핵심동작:		
										양팔	올리기

(6-4)	마을축제	
										(2016)

(6-3)	울산	들놀이	
										(1936)	

(6-2)	울산	들놀이	
										(1936)	

(6-1)	울산	들놀이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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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작은 두 팔의 겨드랑이를 위로 올려서, 한쪽 팔은 위로 향하고, 반대쪽의  

팔은 밑으로 내려서 춤을 추는 모양새이다. 이 동작은 어깨짓이라 부르는데,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팔을 올리는 모습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동작의 형상은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한 팔은 들어 

올려서 감아주고, 다른 한 팔은 겨드랑이를 들어 올리지만 팔은 내려가 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간 상태

에서 양쪽의 겨드랑이를 들어 올려서 춤을 춘다. 이때 올라간 팔의 팔꿈치는 들어 올릴 때에 밑으로 향하고 감아 

칠 때에 뒤로 빼준다.

그 모습은 앞에서 볼 때에 뒤로 약간 빠져있는데, 내려가듯이 뒤로 향한다. 그리고 손가락은 눈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로 내려간다. 움직임은 상체부위를 들어 올리면서 내려준다. 이

때에 감각적으로 어깨짓이 되는데, 내려간 팔은 안쪽으로 둥글게 되고, 약간 뒤로 빠져 있다. 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흥취에 의해 이끌어지며, 풍속적인 전래에 의해 저절로 숙련된다. 동작의 사용은 단독적으로 어깨

짓을 하면서 추어지기도 하고, 다른 춤사위와 연계되어 추어진다. 특히 덧배기의 비상한 상태인 배김새 무리에서 

추어지는 어깨짓은 평상시로 돌아가는 풀림새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추어진다.

4. 제기치기 

이 단락은 하체의 움직임에 관한 춤사위이다. 여기서 제기치기는 민속놀이인 제기를 차는 형상으로, 다리와 

무릎, 종아리, 발이 동시에 연동으로 움직인다. 이 동작은 덧배기 하체 동작인 수족상응, 팔바치·발바치, 무릎 

치기 동작과 융합되어 있다. 이 동작들은 형상에 있어서 제기차기 동작과 유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에 의해 신체의 기운이 집중되는 부위가 다르다. 움직

이는 형상에 있어서도 조금씩 변화를 한다. 이러한 동작은 

전통시대 풍속에 의해 저절로 배워진 움직임이지만, 오늘

날에는 공동체에서 전래되는 풍속의 단절로 인하여 전승

을 위한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다.

(1) 제기차기44)

(사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기차기의 형상은 다리를  

들어 올림에 있어서 허벅지 대퇴부가 밖으로 향하여 허벅 

지에있는 고관절이 45도 각도로 움직인다. 무릎 은  

힘을 뺀 상태로 가볍게 끄덕 들어 올리고, 무 릎과  

종아리 부위는 45도 각도로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한다.  

44) ‘울산	들놀이	사진(8-1)’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8-1)	울산	들놀이	
										(1936)	

(8-2)	핵심동작:		
										제기차기

(사진		8)	제기차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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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목과 발은 힘을 뺀 상태로 자연스럽게 제기를 차듯이 올린다. 이 동작을 할 때에 기운과 의식은 엉덩이

에 집중하면서 허벅지를 가볍게 위로 끌어 올리면, 발이 가볍고 경쾌하게 쑥하고 올라간다. 이때에 고관절은 

자연스럽게 회전하고, 골반과 복부는 따뜻하게 된다. 이러한 운동성으로 하체는 유연하고 강하게 움직인다.

이 움직임은 수족상응 동작, 팔바치·발바치 동작, 무릎치기 동작에서도 융합되어 있다. 그 형상은 제기를 차는  

듯이 하는 형상이 발과 허벅지에 나타나는데, 발과 손을 동시에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변형을 주면  

다리와 발을 올리는 형상은 약간씩 변화한다. 이러한 동작들은 춤을 추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좌우로 다리가  

연이어 움직이고 변화한다.

(2) 수족상응

(사진		9)	수족상응45)

(사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작은 같은 다리와 팔을 동시에 올린다. 이때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몸통은 위

쪽으로 바르게 하여 곧게 세운다. 이 춤사위는 의식에 의해 내부적인 기운이 회음부나 척추의 미추 부위인  

꼬리뼈를 움찔거리게 하여 약간의 흥분된 쾌감을 가지게 한다. 이때 꼬리뼈는 따끈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의식에 의해 내부적인 힘은 척추로 상승하여 상체를 똑바로 서게 한다.

다리가 움직이는 형상은 제기차기의 변형으로 그대로 무릎을 위쪽으로 끌어 올린다. 편안해진 신체는 기운이  

위쪽으로 상승하고 꼬리뼈에서 머리까지 솟구치는 쾌감을 느낀다.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위로 올라 

가는 느낌을 가진다. 그러면 허벅지와 팔은 동시에 쑥하고 위로 올라간다. 팔은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올리는 폭은 조금씩 다르다. 노령의 사람들은 평소에 어깨가 아프면 어깨의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 

(사진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팔을 내려고 팔꿈치를 아래에 두면서 팔뚝만 그냥 올리기도 한다. 이때 

45) ‘울산	들놀이	사진(9-1,	9-2)’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9-5)	핵심동작
(9-4)	울산	마을축제

(2012)
(9-3)	울산	마을잔치

(2013)
(9-2)	울산	들놀이

(1936)
(9-1)	울산	들놀이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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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사용에 의한 내재된 기운은 저절로 수승화강하며 심신이 편안해진다. 이러한 느낌에 의해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 동작을 반복하며 춤을 즐긴다.

(3) 팔바치 · 발바치46)

(사진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작은 의식을 아랫배

인 단전에 집중하여 급격하게 기운을 복부 안쪽으로 끌어

당기듯이 하는데, 이때 아랫배는 자연스럽게 움츠린다. 그

러면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고, 다리는 제기차기를 하듯이  

위로 올라간다. 발의 동작과 동시에 움직이는 팔은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위쪽에서 저절로 밑으로 내려지는데, 

팔꿈치는 안쪽으로 순간에 감아 돌린다. 이 동작은 앞의  

동작과 뒤의 동작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서 

오는 희열에 의해 감각적으로 형상이 만들어져 추어지는 

춤이다.

즉 이 동작은 춤을 추는 사람이 급격한 희열에 의해 갑작 

스럽게 취해지는 동작으로, 그 흐름은 앞의 동작과 다른 분

위기를 연출하며 바뀌어진다. 움직임에 있어서 호흡은 순간

적으로 멈추어 동작이 형상화되면서 숨을 내어 쉰다. 이때 춤을 추는 사람은 마음을 풀어주면서, 다음 동작

으로 전환된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추어지는 동작은 아니지만,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순간적인 정점에서 앞

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예는 앞으로 춤을 추다가 뒤로 물러날 때에 이 동작을 사용하

여 다른 분위기로 몰아간다. 그래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이 동작을 하면, 춤을 추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새로

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흥취와 멋을 느낀다.

(4) 무릎치기

(사진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작은 다리를 제기차기하듯이 발을 위쪽으로 크게 끄덕 들어올리고, 

동시에 팔도 위로 끄덕 들어올린다. 이 동작은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순간적인 즐거움과 흥분에 의해 저절로  

나오는 춤사위이다. 이 동작을 분석하면 몸통의 허리중심은 약간 뒤로 젖혀지고, 의식에 의해 기운의 집중은 

앞면에서 복부에 두고 있다. 후면인 등에서는 의식을 흉추 9번과 10번 부위 정도로 두고 있다. 그 부위에 의식과 

기운을 집중하면 마음은 약간 들뜨고, 기분이 상승하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 춤을 추는 사람은 다리가 크게  

끄덕 들어 올려 지며, 허리의 중심은 뒤로 넘어지듯이 한다. 이때 서 있는 반대쪽 다리는 중심을 잡기 위해  

오금을 약간 접혀서 굴신이 된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 “반갑구나!”하고 상호 인사를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

46) ‘울산	들놀이	사진(10-1)’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10-1)	울산	들놀이	
												(1936)	

(10-2)	핵심동작:		
												팔	발바치

(사진		10)	팔바치·발바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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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무릎치기
47)

5. 배김새

(사진	12)	배김새
48)

이 동작들은 여럿의 춤사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무리들로, 일반적으로 이 춤사위 무리 전체를 배김새라고  

불렸다. 이 동작들은 예로부터 나의(儺儀)를 위한 형상이 그대로 남아서 전래되고 있는 덧배기의 핵심적인  

춤사위이다. 이 배김새 동작 군은 어름새, 박임새, 위협새, 풀음새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동작은  

47) ‘울산	들놀이	사진(11-1,	11-2)’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48) 울산지역민들의	덧배기춤(울산지역	민속현장,	2013년).		

(11-1)	울산	들놀이(1936) (11-2)	울산	마을잔치(1981) (11-3)	울산	강습회	난무(2016) (11-4)	핵심동작:	무릎치기

(12-1)	울산	마을잔치(2013) (12-2)	핵심동작:	배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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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배기의 여러 춤사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추어졌는데, 이 춤의 중점적 형상은 비상시의 긴박함을 주는  

박임새와 위협새이다. 그리고 어름새는 긴박함을 주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 시작 동작이고, 풀림새는 비상한 

분위기를 해제시켜주는 것으로, 편안함을 주는 어깨짓을 반복하여 평상시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춤사위이다.

이러한 동작들이 아직도 울산지역 민속현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덧배기가 울산에서 현재까지 전래되 

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 대운산 아래 마을에서 열린 잔치에 한 노인은  

춤을 추는 도중에 급격한 덧배기 리듬의 애령49)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무의식적으로 덧배기의 배김 

새를 하였다. 그의 모습은 노령이지만 잔치판의 놀음에서 몸에 배어 있는 덧배기의 배김새가 표출되었는데,  

그 춤사위 형상은 정중하면서도 비장함과 진지함이 묻어나 장엄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속학자 정병호는 덧배 

기의 배김새를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 감정을 맺는 가운데 어느 지점에다 무겁고 강한 행동으로 뛰어내려  

정지하는 동작이다.”50)라고 하였다.

이러한 배김새는 경상도 전 지역에서 전래된 덧배기에서 반드시 행하는 핵심적 춤사위들이다. 울산덧배기

에서 배김새 동작들의 진행은 처음 어름새로 제자리에서 상하동(上下動)하며 우쭐거리면서 같은 발 같은 팔을 

올린다. 그리고 급격하게 배격새를 하는데,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팔을 앞으로 감싸면서 고개를 밑으로 

꽉 숙인다. 다음은 머리를 들면서 앞으로 보고 위협새 춤사위를 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반복적으로 

어깨춤을 추면서 풀림새 춤사위를 한다.51) 풀림새는 긴장된 비상시의 상황에서 추어지는 위협새 춤사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상시로 풀어 가는 춤사위이다.

6. 좌우치기52)

(사진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우 

치기는 하체의 중심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우는데, 팔은 하체에서  

중심을 주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리

고 한 팔은 위로 올리고, 다른 한 팔은  

밑으로 내려서 치는 것이다. 이 동작의  

움직임은 단순하지만, 그 변화에  

있어서 다양하다. 움직임은 춤을 추는 

사람의 몸통을 좌우로 돌리는데, 움직

49) 애령은	종을	‘딸랑딸랑딸랑’하고	연이어	다라서	치는데,	이때	사람들은	령(靈)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여	긴장을	한다.	이를	깽쇠로	치면	‘짱

자자장’하고	연이어	친다.[최흥기,	「덧배기의	배김새에	관한	인식과	형상고찰」,	『한국예술연구』제26호(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9),	183쪽.]

50) 정병호,	앞의	책(『韓國의	民俗춤』,	1991),	173쪽.	

51) 최흥기,	앞의	책(「덧배기의	배김새에	관한	인식과	형상고찰」,	2019),	180쪽.

52) ‘울산	들놀이	사진(13-1)’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13-1)	울산	들놀이(1936) (13-2)	핵심동작:	우측치기 (13-3)	핵심동작:	좌측치기

(사진	13)	좌우치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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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신체의 형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러한 동작은 움직임에 따라서 춤을 추는 형상에 많

은 변화를 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좁은 공간에서는 동작을 적게 할 수 있고, 공간이 넓은 장소

에서 자신만의 개별적인 춤을 출 때에는 동작의 형상을 변화무쌍하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춤사위는 양반춤에서 도포자락을 잡는 춤이라 하는데, 도포를 입을 수 없는 서민들이 덧배기춤을 출 때에는 

좌우를 치듯이 춤을 춘다. 마치 검을 좌우로 치는 형상과 유사하다. 무예적인 입장에서 덧배기 동작은 도검(刀

劍)을 사용하듯이 춤을 춘다. 그 형상은 도검을 옆으로 휘두르면, 다른 한쪽 팔은 다치지 않게 위하여 팔을 올려

준다. 이러한 면에서 좌우치기 형상은 도검으로 좌우를 치는 동작으로 본 것이다.53) 이 동작의 흐름은 박(拍)의  

마디에 있어서 하나가 양(陽)의 수(數)에서 대삼(大三)을 취하여 강하게 베어주고, 둘에서는 소삼(小三)으로  

음(陰)의 수로 신체를 움츠리면서 다음 양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때 엇박에 의해 동작을 취하면 시간

의 차이에 의해 이 동작은 다양하게 형상을 가지며 변화한다.

7. 크게 메기54)
 

(사진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작은 한 발로 서 있으면서 다른 한

쪽 발을 끄덕 들어 올리는데, 몸통은 옆

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다리를 올린 

쪽의 팔은 위쪽으로 동시에 올리고, 

반대쪽의 다른 팔은 아래로 내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신체의 중심을 잡는 데에 있어서 매우  

불균형적인 동작이다. 이 동작은  

엉덩이가 중심이 되어 옆으로 올려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그 움직임은 

기운을 위로 솟아나게 하여 한 발로 서게 한다. 힘의 중심은 엉덩이에 있으며, 첫 박(拍)의 첫 소박(小拍)에서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고, 첫 박의 3소박과 두 번째 박의 첫 소박에서 아래로 엉덩이를 아래로 눌려주듯이  

크게 굴신한다.

이 동작은 순식간에 한발로 온몸을 들어 올려서 순간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춤을 추는  

사람의 한쪽 다리는 끄덕 올라가고, 엉덩이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다. 이때 서 있는 다리는 첫 박에 

53) 무용학자	정병호는	“덧배기는	일설에	의하면	덧의	의미와	역신	또는	사신이	붙어	들어옴을	‘베다’,	‘베어버린다’,	‘한	대	먹인다’(친다)는	뜻의	

베기와	합한	뜻으로”,	“덧배기	춤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춤사위는	배검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동작은	덧배기가	가진	보편적인	특징이지

만,	울산사람들은	이	좌우치기에서	강한	움직임의	변화를	줄	수	있게	하였다.[정병호,	앞의	책(『韓國의	民俗춤』,	1991),	173쪽.]

54) ‘울산	들놀이	사진(14-1,	14-2)’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14-1)울산	들놀이	

										(1936)

(14-2)울산	들놀이	

											(1936)

(14-3)핵심동작:		

											크게	메기

(사진	14)	크게	메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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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올라가면서 약간 굴신을 하게 된다. 움직임에 있어서 균형은 불안정한 동작에서 안정된 동작으로 이어가고,  

다음 연결동작은 좌우치기 등으로 이어진다. 팔 동작은 한 팔을 밑에서 끌어 올려서 크게 메기듯이 들어 올리고,  

다른 한쪽 팔은 밑으로 내려서 감아준다. 기운은 내적으로 단전(丹田)에 의식을 주어서 움직이는데, 몸의  

모양새는 마치 회전하는 태극의 형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안정한 형태의 카오스적인 상태에서 극에 도달

하여, 다른 형상으로 이어가는 코스모스의 안정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다.

8. 밭고랑치기55)

(사진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작은 마치 농부가 밭

고랑을 치우기 위해 발로 가볍게 흙을 위쪽으로 올리는 

동작이다. 농사일을 할 때 허리 숙이는 고통에서 벗어난  

하루 막바지에서, 밭고랑에 흩어져 있는 흙을 치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밭고랑을 가볍게 발로 치우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동작이다. 이 춤의 움직임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왼쪽 엄지발가락이 교차하며 발을 안쪽으로 하여 

흙을 차듯이 앞발의 끝을 서로 마주치며 차는 동작이다. 

춤사위의 진행은 의식에 의한 내적인 힘을 엉덩이에 집중 

하고 가볍게 끌어 올리듯이 발을 움직이며 춤을 춘다. 그러

면 발바닥은 가볍게 안쪽으로 향하며, 양쪽 엄지발가락은  

서로 교차하듯이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동작은 자진모

리장단에서 매우 경쾌한 느낌을 준다.

9. 땅 밟기

(사진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작은 땅을 밟는 동작이다. 동작은 매우 간단하지만 자진모리장단에서 

다양한 춤사위들을 연결해 주는 고리 동작이다. 이 동작은 제의적으로 지신(地神)을 깨워서 덧난 것을 진압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농경 노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보리밭에서 흙을 밟아 다지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특히 보리밭에서 땅 밟기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밟는데, 무료함을 줄이기 위하여 

놀이를 하듯이 재미있게 한다. 이는 걷는 동작, 뛰는 동작, 제자리에서 좌우로 밟는 동작, 한 장단에 두 번을 

밟는 두발레기 동작, 네 번을 밟는 네발레기 동작 등으로 변화한다.

55) ‘울산	들놀이	사진(15-1)’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15-1)	울산	들놀이	
											(1936)

(15-2)	핵심동작:		
												밭고랑치기

(사진		15)	밭고랑치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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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작의 형상은 매우 단조롭지만, 다른 춤과 연결하여 다양한 변화를 준다. 두발레기는 한 장단에서 걸음을 

두 번 걷는데, 반 장단에서 약간 고개를 돌려서 변화를 준다. 그리고 네발레기는 한 장단에 네 번을 걷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사진 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진은 걸음에 있어서 무릎의 굴신을 적게 하여 

빠른 걸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네발레기 춤사위이다. (사진 1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사진은 고개를 

돌리며 무릎을 크게 굴신하여 움직이는데, 이는 걸음을 한 장단에 두 번하는 것으로 두발레기 춤사위이다.  

이렇게 땅 밟기 춤은 간단한 걸음걸이 동작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춤사위이다.

(사진	16)	땅	밟기56)

10. 버들가지 흔들기

이 동작은 들판에서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흉내 낸 춤이다. (사진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6년의 들놀이춤을 추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이 동작은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팔과 손이 위로 올라

간다. 그 다음 연결동작은 좌우로 팔을 휘청거리며 흔드는 것이다. 이 춤은 마을 사람들이 잔치나 들놀이에서 

양팔을 위로 올려 흔드는데, 마치 버들가지가 흔들거리는 것 같이 시원스럽다. 이 동작은 어깨짓과 양팔 올리기  

춤사위와 연계되어 있다. 덧배기에 있어서 춤사위의 흥취를 이끌어 내는 보편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동작은  

마을사람이 마을잔치판의 난장마당에서 군무로 추어지는데,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이렇게 버들가지 흔들기 

춤은 춤을 추는 사람들이 팔을 어깨 위로 올려 흔들고, 서로의 기분을 살리게 한다.

56) ‘울산	들놀이	사진(16-1,	16-2,	16-3,	16-4)’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16-1)	울산	들놀이	

											(1936)

(16-2)	울산	들놀이	

												(1936)

(16-3)	울산	들놀이	

												(1936)

(16-4)	울산	들놀이	

													(1936)

(16-5)	핵심동작:		

												땅밟기

(16-6)	핵심동작:		

												땅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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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버들가지	흔들기57) 

Ⅴ. 맺음말

울산지역은 1962년 공업산업도시로 선정된 이후로 외부에서 들어온 노동인구가 증가하였고, 많은 울산토박

이들이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제 토박이들은 노령화되었고, 변화된 경제 환경은 전통적인 향토문화를 급격 

하게 사라지게 하였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은 점차 희석되었고, 울산 지역의 몸짓문화인 덧배기 춤도 공동체 주민

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전통시대 덧배기는 공동체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온 향토 춤이지만, 이제는 

전승교육을 통하여 후대로 계승해야만 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

이 연구는 경상도 지역권인 울산의 향토성에 의한 풍속을 토대로, 1930년대에 울산에 거주한 주민들이 추던 

덧배기춤의 영상과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속현장에 참여한 연구자의 전승 체험과 영상을 고찰하였다. 1930

년대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자연 전승한 덧배기춤을 비교함과 동시에, 동작에 있어서 움직임에 

근간이 되는 핵심동작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까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공간적인 한계이다. 과거에 덧배기가 추어진 

장소는 일반적으로 집 마당이나, 농경을 위한 마을 공동작업장인 타작마당이다. 하지만 이제는 야외공연장이나 

실내무대, 또는 강습장에서 추어진다. 또한 자연적인 전승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멋에 추어진 춤이었지만, 현재는 

인위적인 계승을 위하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용으로 추어진다. 그리고 농경노작 후에 몇 날 며칠 밤새도록 

57) ‘울산	들놀이	사진(17-1)’을	‘울산박물관,	앞의	책(『울산과	達里』,	2014),	19∼20쪽’에서	재인용.

(17-1)울산	들놀이(1936) (17-2)핵심동작:	버들가지	흔들기 (17-3)핵심동작:	버들가지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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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추었는데, 지금은 정해진 날짜에 보통 10분 이내로 한정되어 공연물로 추어진다.

덧배기 춤을 추는 사람의 다양한 신체적인 형상은 표준화하였다. 과거에 주민들이 추었던 덧배기는 사람들의 

다양한 체형과 나이에 따라 제각기 다른 형상의 춤을 추었지만, 현재에는 덧배기의 계승을 위하여 춤의 핵심동

작을 보편적인 신체로 기준하였다. 각자 다른 신체적 조건에 의해 추어지는 춤의 변화는 기본적인 형식을 가진  

핵심동작을 습득한 후에 자신만의 상황에 의해 춤을 추면 될 것이다.

덧배기 춤이 가진 특성은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춘다는 것이다. 덧배기를 추는 춤판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같은 동작을 밤새도록 수없이 반복한다. 제멋에 겨워서 반복적으로 추는 춤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동작과 연계되어 변화를 가진다. 이러한 동작이 군무일 때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개인무일 경우는 움직임에 있어서 

형상적인 변화가 많다. 하지만 현재는 공연용으로 반복된 동작을 일정하게 정리하여 짧은 시간에서 추게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핵심동작은 변화하지 않는 동작으로 정하게 단순화하였다.

덧배기 춤이 추어지는 공연성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였다. 과거에 놀이마당에서 추어진 덧배기는 

춤을 추는 사람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에 의해 마음대로 추었지만, 이제는 덧배기의 기본동작과 연결동작을 

재미와 볼거리에 의해 멋을 부리며 춤을 춘다. 그 변화는 움직임에 있어서 강유와 만급, 정중동과 동중정을 토대

로 하였다. 덧배기춤의 전체적인 연행 구성은 배김새 춤사위 무리를 중심으로, 여러 동작의 핵심동작을 배치하여 

작품화할 수 있다. 덧배기춤을 추는 시간적인 진행은 덧배기 리듬인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의 흐름으로 구성

하였다. 마지막 공간 활용은 마당판의 대형인 삼진삼퇴와 원형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경상도 지역 덧배기의 보편적인 특성, 울산지역의 풍속적 특성, 이를 토대로 전승된 지역민들의 춤인  

덧배기의 형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선행 자료는 광의적으로 경상도 지역의 덧배기가 가진 보편적 특성을 

토대로 울산지역의 특수성에 접근하였다. 그 자료는 조선시대 울산사찬읍지인 『학성지』에 나타난 울산사람이  

가진 풍속적인 특성, 1936년 울산주민들이 들놀이에서 춤을 추는 영상,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울산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추었던 덧배기 영상이다. 이를 토대로 토박이인 연구자는 울산시민들과 민속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습득한 덧배기의 경험으로 1차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울산덧배기가 가진 특이성은 무예를 숭상하는 풍습에 의해 무예적인 동작이 많다는 점,  

울산의 지신밟기에 나타난 땅 밟기 춤, 가면무용에서 상체의 변화를 주는 화려한 춤, 울산의 마을축제에서 오락

적으로 즐긴 소통의 춤, 울산지역 공동체에서 전래된 매귀습에 의한 풍류의 춤, 오방의 상징인 오색 꽃을 꽂고서 

주야음주와 백희가무를 하면서 곡예와 온갖 빼어난 놀이를 하였던 신명의 춤이다. 그리고 울산덧배기가 가진  

핵심동작은 제자리 우쭐거리기, 팔 올리기(한팔 올리기, 양팔올리기), 어깨짓, 제기치기(제기차기, 수족상응, 팔바치·

발바치, 무릎치기), 배김새, 좌우치기, 크게 메기, 밭고랑치기, 땅 밟기, 버들가지 흔들기이다. 이러한 핵심동작에서  

덧배기춤이 추어지는 공간적인 형상은 경상도 덧배기가 가진 보편적인 공간 구성인 삼진삼퇴와 원형대형으로,  

덧배기 리듬의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로 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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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변화한 사회적 상황에서 전통시대 울산에서 자연 전승된 덧배기를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울산덧배기를 분석하여 핵심동작을 정리한 것이다. 그 방법은 먼저 덧배기가 가진 풍속적인 특질을 토대로, 조선 

시대 울산 읍지에 나타난 울산지역의 특성과 풍습을 토대로 울산덧배기의 특질을 정리하였다. 1930년대 울산 

사람들이 추었던 덧배기 영상에 의한 형상, 1980년대 이후 울산사람들이 추었던 덧배기 영상과 민속현

장에서 전승한 동작을 비교하여 핵심동작을 분석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덧배기 춤은 민속현장에서 형식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추어졌는데,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울산덧배기의 핵심동작들을 토대로 하여 강좌나 실기 

수업 등에서 쉽게 배울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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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ey Dancing Movements for 
Prototype-Based Succession of ‘Ulsan Dutbeki’

Abstract

 In the past, ‘Ulsan Dutbeki’ dancing has been naturally transmitted by indigenous people 
of Ulsan, but nowadays, it is on the wane along with the decline of traditional customs due 
to modern living conditions. In order to protect, preserve and succeed this dancing under 
unfriendly surroundings, this study drew key movements of the dancing, laying stress on 
prototypical perspective. The process and methods to do that were as follows. First, Baesd 
on ‘Dutbeki ’ performers' general perception of aesthetic movements in Gyeongsang-do 
area, which has been seen from documents. Second, uncovered features of ‘Ulsan Dutbeki’ 
through the traits and living conditions seen from history book of town called as ‘Hak-Sung’. 
Third, analyzed the dancing movements in documentary photography taken in Ulsan, 1936, 
which i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Fourth, Added my own experiences at the 
scenes of folk festivals, and photos that show the people of Ulsan performing ‘Dutbeki’.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to succeed Ulsan Dutbeki as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presented the analysis on ‘Dutbeki’, which has been enjoyed and passed down by 
ordinary people, and organized summary of key dancing movements drawn with prototypical 
base. Today, in the environment cultural heritage is dying away, this study put in a great deal of 
efforts in this way, expecting to save and succeed it inside our daily cultural customs.

Keyword Ulsan Dutbeki, Dutbeki, Key Dancing Movements, Folk Dance of Ulsan, Traditional Folk Dance of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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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은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마음이	몸의	확장이듯이,	신은	세계의	기호적	확장이다.		

신은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자연·사회·역사	등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삶에	근거한	기호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과	신의	의사소통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실천적	활동	

으로서	기호적	활동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제의를	의미한다.	제의적	의사소통은	인간	삶에	근거한	제물,	몸짓,	소리,	

언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의	방식이나	신앙인의	태도를	기준으로	보면	민속신앙은		

현세구복적인	신앙이고,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민속신앙이	생업	방식이		

농업노동에서	산업노동으로	변화되고,	인구가	집중된	도시와	조직화된	종교가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먼저	무속신앙의	마을굿과	개인굿이	‘무형문화재로서	굿’과	‘굿당의	굿’으로	변화되어	지속되고	있다.	‘무형문

화재로서	굿’이	물리적	전승기반인	보존회나	공공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무속신앙적	의미가	문화재적이고	공연	

예술적	가치로	기호적	전이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굿당의	굿’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굿당	중심으로	지속되고,	굿이	가정에서	굿당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굿하는	시간의		

변화,	무당이	모셔야	할	신격과	굿하는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가정에서	가택신이었지만,	굿당에서는	산신과	용왕

신이	중요한	신격이고,	특히	호남의	가정에서	세습무가	주관하는	굿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굿당에서		

세습무·강신무·법사의	굿은	소규모	인원만	참여하여	주술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인굿의	물리적		

전승기반으로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부적의	신앙적	의미가	돌탑쌓기를	비롯하여	

주술적인	행동과	장신구	착용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가택신앙이	고사문화로	지속되고	있다.	가택신앙은	가정의	각	공간에	좌정한	가택신에게	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현세구복적인	신앙이다.	가택신	가운데	성주신과	조왕신이	중요한	신격이고,	농업노동을	

근거로	한	확장지향형	주거	공간	생활이	물리적	전승	기반이다.	특히	분할지향형	공간	인식을	토대로	한	아파트와	

같은	밀집형	주거공간이	마을의	주거	공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택신앙의	관념이	약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택신에	대한	고사는	다양한	현세구복적인	고사문화로	지속되고	있다.	즉	성주고사에서	집들이로,	터주고사에서	토

목건축	착공식으로,	시루고사에서	개업식으로,	뱃고사에서	자동차고사로의	기호적	전이가	이루어져	다양한	고사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속신앙 지속과 변화의 체험주의적 탐색

표 인 주

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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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마을신앙이	문화유산으로서	계승,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연계	그리고	전통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지속	

되고	있다.	마을신앙에	대한	문화유산의	계승적	태도가	농업노동과	공간상의	운동	경험에	근거한	‘시간은	이동이자	

지속’의	시간관념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마을제사	지내는	시간이	밤에서	낮으로의	이동은	산업노동을	근거로	한		

‘시간이	자원이자	돈’의	시간관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연계된	마을신앙이	보존	

회나	공공	공동체라는	물리적	전승기반을	바탕으로	그	신앙적인	의미가	문화재적,	공연예술적,	축제적	가치로		

기호적	전이되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호적	전이가	마을신앙을	경제적	목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서는	전통문화	보존과	민속마을,	전통문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만들기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속신앙의	지속과	변화가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된다.	먼저	민속신앙에서	농업노동이	중요한	물리적	

전승기반이기	때문에	노동	방식은	물론	주거	공간	생활의	변화가	민속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시간

관념이	온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노동	방식과	일상생활의	방식을	결정하고,	시간관념의	변화가	민속신앙은	물론		

농업	방식을	변화시켰다.	세	번째로	마을신앙의	물리적	전승기반이	마을공동체인데,	교육,	노동,	종교	등의	영향을	

받은	구성원의	성향과	공동체	구성의	규모와	다양성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그것은	마을신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	네	번째로	민속신앙은	기본적으로	면대면	쌍방의사소통	방식을	근거로	신앙적	행동이	이루어지지만,	

비대면	일방의사소통	방식이나,	면대면	디지털쌍방의사소통	방식의	확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민속	

신앙은	①	농업노동에	근거한	물리적	전승기반의	변화,	②	시간관념의	변화,	③	공동체	변화,	④	의사소통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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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간은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이요 경제적인 존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영장류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적이며 공간적으로 유한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약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인간은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즉 초월성을 지닌 존재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3의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 신이다. 이러한 신에 대한 섬김을 통해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별로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과 관계된 인간의 물리적 기반이 변화하면 당연히 신앙의 형태 또한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종교와 사회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자연과 사회적 조건은 물론 문화적 환경에 따라 종교  

또한 그에 대응하여 변화해 왔다.         

민속신앙이라는 용어 사용을 보면, 『한국민속학의 이해』는 무속신앙, 가신신앙, 공동체신앙, 속신 등을,1) 『남도민

속학 개설』2)은 무속, 공동체신앙, 가택신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런가 하면 『한국민속학개설』3)은 무속, 

가신신앙, 동신을 민간신앙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민속신앙과 민간신앙 모두 민중들 혹은 백성들의 신

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민속신앙 개념을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도 많다. 게다가 종교를 성격이나 내용, 민족 등에 따라 분류해야 하나, 민속신앙을 현대와 차별 

되는 과거의 신앙이나 전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속신앙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교리와 교단을 강조하는 제도적 종교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주거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가택신앙에 관심을 갖기도 하나,4) 가택신앙의 

지속과 변화 등에 관한 관심이 미흡하고, 이러한 것은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을 전통문화 만들기나 관광자원화 혹은 문화재적인 측면의 연구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그 신앙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속되고,5) 그것이 어떻게 의미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민속의 물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6) 공동체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마을 공동체가 많은 변화를  

1)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문학아카데미,	1994).

2) 지춘상	외,	『남도민속학	개설』(태학사,	1998).

3) 이두현	외,	『한국민속학개설』(일조각,	1991).

4) 천득염	외,	「가택신앙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	해석」,	『호남학』	제28권(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1);	서해숙,	「가택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	『남도민속학연구』	7권(남도민속학회,	2001).

5) 표인주,	「광주굿의	지속과	변화	양상」,	『한국학연구』	34(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표인주,	「광주	점복문화의	실상과	특징」,		

『문화재』	제43권	4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6) 국립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	엮음,	『민속학과	공동체문화연구의	새로운	지평』(민속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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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되면, 그에 따라 민속신앙이 그 현상과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재의 입장에서 민속

신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민속신앙의 지속과 변화를 체험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체험주의는 1980년대 초에  

레이코프(G. Lakoff)와 존슨(M. Johnson)의 주도로 출발한 신생 철학으로, 우리의 경험 구조를 해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경험은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과 정신적/추상적 층위의 경험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정신적/추상적 층위의 경험이 항상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에 근거하며, 그것을 토대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7) 경험의 은유적 확장 과정은 다름 아닌 기호화 과정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험이 물리적(비기호적) 

경험과 기호적 경험으로 구분된다.8) 신체적/물리적 경험에 근거하여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 정신적/

추상적 층위의 경험이라는 것은, 곧 기호적 경험이9) 물리적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많은 제약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호적 경험인 민속신앙이 농업노동이라는 물리적 경험을 근거로 하고 노동  

방식의 변화가 민속신앙의 지속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민속신앙의 체험주의적 개념을 토대로 지속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자 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Ⅱ. 민속신앙의 체험주의적 개념

인간은 모든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 안에 유폐된(Incarcerated)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존재와 경험을 

공유할 수 없으며, 나는 나의 경험 안에 갇혀 있다.10) 인간이 각자의 경험 안에서 유폐된 존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유폐성을 극복하려 한다. 그것은 의사소통인 기호적 활동으로 나타나고, 몸짓이든,  

소리든, 문자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체적 생존의 문제이다.  

유폐된 경험을 기호적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이어줄 수 있으며, 그 기표가 기호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은 탈유폐적 기호화 과정(Ex-carcerating Process of Symolization)이고,11) 타인의 경험을  

전달하고 파악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기표를 사용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성적으로 기호적이다.  

따라서 기호적 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 것이 기표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은 경험의 

7)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서광사,	2013),	160쪽.

8) 노양진,	『몸	언어	철학』(서광사,	2009),	157∼180쪽.

9) 소쉬르의	구조주의	기호학이든,	퍼스의	화용론적	기호학은	기호적	경험의	본성과	구조에	대한	해명을	미해결의	숙제로	남겨	두고	있다.		

그것은	기호의	문제가	세계의	사건이나	사태의	문제로	보는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체험주의는	신체화된	경험의	본성과	구조를	해명하려		

하기	때문에	기호적	경험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토대로	은유적으로	확장되고,	기호적	경험의	뿌리가	

물리적	경험이라는	것이다.[노양진,	「민속학의	체험주의적	탐구」,	『체험주의	민속학』(박이정,	2019),	11~12쪽.]

10) 노양진,	위의	책(『몸이	철학을	말하다』,	2013),	268쪽.

11) 노양진,	『철학적	사유의	갈래』(서광사,	2018),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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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폐성이다. 의사소통은 삶의 중요한 기호적 확장 수단이다. 기호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안

전(안녕)과 번영(풍요)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과정을 말한다. 기호적 소통이 삶의 실천적인 도구이자 

수단인 셈이다. 즉 모든 기호적 활동은 인간이 고립되지 않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갈망하는 안전과 번영을 실현시켜 주는 존재가 바로 신적인 존재이고, 기호적 존재이다. 우리는 

몸의 존재이며, 따라서 세계의 일부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세계로부터 분리된 관찰자의 경험이 아니라 세계에 직접 

속해 있는 참여자의 경험이다. 인간은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마음이 몸의 확장이듯이12) 신은 

인간의 기호적 확장이요, 세계의 확장이다.

신 또한 인간이 속해 있는 세계와 분리되지 않으며, 그 세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경험의 산물이다. 신은  

우리의 몸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에 의해 형성된 존재이다. 세계와 몸이라는 물리적 기반을 근거로 형성

된 정신과 마음의 기호적 표현이 신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와 정신, 몸과 마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초월적인 신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과 신의 소통 방식이 다

름 아닌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제의가 제물, 몸

짓, 소리, 언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의례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가택신, 무속신, 마을신을 대상으

로 행해지는 민속신앙의 의례내용을 보면,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융숭히 대접하고 일체화를 통해 배웅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 근거하여 형성된 ‘청신과정→오신과정→송신과정의 구조’의 의례적인 절차가 그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소통 방식에 근거하여 인간과 신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이 인간의 안녕과 번영을 성취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신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신에 대한 섬김의 자세가 시간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이루어진 세계관의 변화에 달라진다. 시간은 본래 그 자체로 개념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환유적으로 개념화

되어 사용되어 왔다.13) 본래 시간 개념이 공간상에서 운동과 사물에 근거한 ‘은유적 인지과정’과 사건들과 상호 

관계에 근거한 ‘환유적 인지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인간이 공간 이동의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어 형성된  

시간의 개념을 사용해 오다가,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시간의 관념 또한 변화되었다. 즉 ‘시간은 자

원(물질)’으로, 특히 돈으로 개념화된다.14) 이것은 노동 방식이 농업노동에서 산업노동으로 바뀌는 것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고, 이 또한 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신의 형상이나 성격보다도 신에 대한 태도를 중요시 여겼고, 그것은 곧 믿음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신체화된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존재가 몸에 달려 있다. 그래서 신체화된 마음이 이 세계의 많은  

12) 노양진,	앞의	책(	『몸이	철학을	말하다』,	2013),	69~71쪽.

13) G.레이코프·M.존슨	저·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옮김,	『몸의	철학』(박이정,	2018),	207∼251쪽.

14) G.레이코프·M.존슨	저·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옮김,	위의	책(『몸의	철학』,	2018),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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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정열적이면서 갈망하고 사회적이며, 주된 기능은 감정이입적(Empathic)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상상적 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모방하려고 준비할 때  

자신을 타인의 몸 안에 있다고 감정이입적으로 상상한다. 여기서 감정이입적 투사가 영적인 경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와 영적 경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이입적 투사는 느낌의 경험이고, 초월의 한 형태

이다. 인간이 초월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 신앙 생활하고, 신과의 마주침이야말로 감정이입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  

신체화된 영성인 것이다. 이것이 몸을 통해 정열적으로 만들고, 치열한 욕구와 즐거움, 고통, 환희, 후회를  

낳는다.15) 인간은 삶 속에서 열정적인 신앙적 체험으로 이끌어 가는 수단이 은유이고, 은유를 통해 다양한 영적 

경험(다양한 의례 행위, 기도 등)을 한다.  

신은 기호적인 존재로서 그 기능과 특성이 당연히 인간의 삶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기마다 신들의 

역할이 다르다. 민속신앙에서 민속신은 물리적 경험 영역을 근거로 은유적으로 확장된 초월적인 존재이다. 여기서  

초월적 존재가 기호적 존재로서 물리적 경험의 많은 제약을 받는다. 즉 민속신이 물리적 경험 영역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물리적 경험 영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  

삶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것으로 기호적 경험의 형성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민속이 자연환경, 사회적 조건, 역사적  

사건 등에 결정되고 그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면, 민속이 문화적 텍스트에 해당하고, 자연, 사회, 역사 등이 민속 

형성의 배경인 것이다. 민속 형성의 배경으로서 물리적 경험 영역은 ①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생업 방식, ② 정착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생활 공동체, ③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죽음 등의 사건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인간이 신에게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 현세구복적(現世求福的) 신앙과 내세기복적 

(來世祈福的) 신앙으로 구분된다. 민속신앙이 현세구복적인 믿음이 강하고, 교리와 교단인 조직화된 종교는  

현세구복적이면서 내세기복적인 믿음이 공존한다. 민속신은 가택신, 무속신, 마을신을 범주화16)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가택신은 조상신, 조왕신, 성주신, 측간신, 터주신, 문신 등 특정 주거 공간에 좌정하고 있는 정주신(定

住神)의 성격을 지니고, 무속신이 천지신, 제석신, 바리공주, 칠성신, 문전신, 군웅, 대감신 등 이동신(移動神)의  

성격을 지니며, 마을신은 당산신, 동신, 서낭신 등 정주신이거나 이동신의 성격을 지닌다. 민속신은 가정이나  

마을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민속신앙은 현세(現世)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신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가 그에 따라  

형성되었다. 하지만 생업 방식이 농업노동에서 산업노동으로 변화되고, 인구가 집중된 도시와 조직화된 종교가  

발달하면서 현세구복적인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내세기복적인 믿음이 더욱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죽음 문제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흔히 불교나 기독교처럼 체계화

되고 조직화된 종교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사후세계, 즉 내세 삶의 문제를 해결

15) G.레이코프·M.존슨	저·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옮김,	앞의	책(『몸의	철학』,	2018),	814~818쪽.

16) 범주화(Categorization)는	수많은	특정한	대상을	한	개념	안에	묶는	일이다.	따라서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우리는	범주화를		

한다.	범주화는	우리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핵심적	기제이다.	따라서	범주화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의	본성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노양진,	앞의	책(『몸이	철학을	말하다』,	2013),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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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민속신앙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Ⅲ. 무속신앙으로부터 주술적 행위와 굿당

오늘날 무당을 무속인(巫俗人)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좁게는 무당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무당을 비롯 

하여 굿판에서 반주하는 악사, 굿의 진행에 시중드는 사람, 점치는 사람, 굿의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 굿당을  

운영하는 사람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무당이 주재하는 굿은 그 목적에 따라 무당 자신을  

위한 신굿, 재가집에서 요청하는 개인굿, 마을 공동의 마을굿으로 구분되고, 굿의 규모나 형식에 따라 선굿과  

앉은굿으로 구분된다. 선굿은 무당이 악사(재비)의 반주에 맞추어 가무(歌舞) 중심으로 서서 제의를 진행시키고, 

앉은굿은 가무 없이 축원 중심으로 앉아서 제의를 진행시킨다.17) 특히 선굿은 춤과 음악, 재담, 몸짓, 노래가 복합

되고, 음식, 무구, 복식, 악기 등의 다양한 물질문화가 융합된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굿이 어떻게 지속

되고 있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굿은 15종목이다.18) 여기서  

서울맹인독경을 제외한 모든 굿이 선굿이고, 서울맹인독경은 맹인들이 복을 기원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경문을 읽는 앉은굿이다. 마을굿은 마을신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이고, 재수굿이  

양주소놀이굿과 황해도평산소놀음굿으로 단독으로 행해지지 않고 제석거리굿에 이어서 진행된다는 것이 공통

점이다. 죽음과 관련된 굿은 진도씻김굿, 서울새남굿, 강화교동진오기굿, 고흥혼맞이굿이고, 주로 세습무 굿이지만 

서울새남굿만 강신무 굿이다. 이와 같은 굿의 자생적 물리적 기반이 농업노동으로, 산업노동이 중심이 되고 도시

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는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보존회나 공공 공동체(公共 共同體)19)의 지원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서 굿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굿의 기호적 전이20)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호적 전이란 원초적인  

것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거나 변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호 산출자와 사용자의 의사소통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기호경험에서 기호 사용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환경에 따라 기호사용은 당연히 변화되기 마련 

17) 김태곤,	『한국무속연구』(집문당,	1985),	347쪽.

18) 국가무형문화재는	은산별신제,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11종목이고,	시도무형문화재가	강화교동진오기굿,	고흥혼맞이굿,	영덕

별신굿,	서울맹인독경	4종목이다.

19) 공공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삶의	수단이자	생활	공동체로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자치	공동체와	구분되며,	국가나	자치단체	혹은	공공

단체가	관여하여	공공성(公共性)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단체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을	밝혀	둔다.			

20) 기호적	전이란?	동일한	것에	그	경험의	관점에서	기호내용이	사상되어	마치	복제물처럼	다른	기표를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기표에	다른	기호

내용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적	전이는	기표뿐만	아니라	기호내용에서도	발생한다.	특히	기호적	전이는	개념혼성이라는		

과정의	기호적	사상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경험내용	기호적	의미를	생산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한하게	이어질	수	있다.[노양진,	「기호의	전이」,	

『철학연구』	제149집(대한철학회,	2019),	114~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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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1) 예컨대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굿이 무속신앙적 의미를 지니지만, 무대나 인공적인 공연장 

에서 연행되는 굿을 하나의 공연물로 인식하여 문화재적이고 공연예술적 의미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한다.  

그에 따라 무당은 예능보유자로서 민속예술인 혹은 전통공연예술인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무속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이 기호적 전이22)를 토대로 변화되고 지속되고 있다. 기호적 전이는 본질적으로 

지속을 전제로 기표나 기호내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굿이 굿당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굿당은 무당이 신을 모시고 굿을 하는 당집을 말하고, 도시화  

과정 속에서 주거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무속적 공간을 의미한다.23) 굿당 조사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성과물 가운데 하나가 구중회의 『계룡산 굿당 연구』24)이다. 표인주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광주 인근 지역의 굿당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이 『무등산권 굿당과 굿』25)과 『무등산권 무속신

앙의 공간』26)이다. 굿당은 단순히 굿하는 신앙적 공간뿐만 아니라 재가집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굿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 무속인들 간의 정보교류, 굿의 학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굿당은 계룡산의 

보덕사 굿당이 1979년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무등산의 용암사 굿당이 1979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27)  

198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농어촌마을 주거 공간의  

개량화,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개인주의 확대, 아파트와 같은 밀집형 주거 공간 등장 등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굿당의 굿은 주로 재가집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주로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즉 무당이 모시고 있는 몸주신을 위한 신굿이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기원하는 개인굿이 대부분

이다. 그러다 보니 굿당에 참여한 사람들도 무당과 재가집 당사자들만 참여하고, 복잡한 굿거리 절차가 간소화  

되거나 축약된 내용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굿의 연행 시간이 밤이 아니라 낮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축제적 분위기보다는 주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는 경우가 많다. 굿당의 굿은 ‘세습무 굿’, ‘세습무와 강신무  

결합 굿’, ‘강신무와 법사의 굿’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세습무 굿’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사와 더불어 굿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세습무와 강신무 결합 굿’에서는 세습무가 청송무당, 강신무당이 당

주무당의 역할을 하며, ‘강신무와 법사의 굿’은 법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28) 이러한 것은 전통적인 굿이 점차  

21) 표인주,	「호남지역	민속놀이의	기호적	변화와	지역성」,	『민속연구』	제35집(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365~366쪽.	

22) 굿에서	기호적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민속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속놀이의	물리적	기반이	농경사회의	생업	방식인	농업노동

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국가	주도의	정책적	행사로	변화되고,	산업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재	공연무대와	축제가	개최되는	

무대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민속놀이의	기호적	의미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표인주,	위의	논문(	「호남지역	민속놀이의	기호적	변

화와	지역성」,	2017),	367~391쪽.]			

23) 표인주,	「만덕사	굿당의	변용과	기능」,	『호남문화연구』	제55집(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303~304쪽.

24) 구중회,	『계룡산	굿당	연구』(국학자료원,	2001).

25) 표인주	외,	『무등산권	굿당과	굿』(민속원,	2011).

26) 표인주	외,	『무등산권	무속신앙의	공간』(민속원,	2011).

27) 표인주,	앞의	논문(「광주굿의	지속과	변화	양상」,	2010,	154~172쪽.

28) 표인주,	위의	논문(「광주굿의	지속과	변화	양상」,	2010),	143~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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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강신무와 법사 중심의 굿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습무의 굿이 예술성이 강하다면, 강신무는  

영적이고 주술성이 강한 굿을 하고, 법사는 독경을 읽으면서 앉은굿을 한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무당들이 연합

하여 굿을 하면서 무속의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창출되기도 한다.29) 이것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굿이 가정에서 굿당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단순히 굿하는 장소나 밤에서 낮의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모셔야 할 신격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정에서 가택신을 비롯한 조상신,  

몸주신, 손님신, 객귀신 등 다양한 신격들을 초빙하여 굿을 하지만, 굿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계룡산의  

굿당이 천존단, 산신단, 용궁단, 서낭단, 기타 단으로 구성되고,30) 무등산권의 굿당은 2~5개의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격은 천신, 산신, 용신, 서낭신, 장군신, 칠성신 등이다.31) 굿당마다 제단이나 신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산신굿과 용왕굿이 진행된다. 이처럼 가정과 굿당의 굿에서 신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장소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굿하는 장소의 이동이 굿의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 굿이 가족은 물론 마을사람들도 참여하여 

공동체적인 관심을 토대로 축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굿당 굿은 재가집 가족 혹은 당사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축제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굿의 내용에서도 보면 가정 굿이 소리와 춤 그리고 서사적인 재담이 

잘 어우러지고, 굿당 굿은 소리와 춤의 예술성은 약화되고 거의 재담은 발견되지 않으며 공수 위주 굿을 하는  

경우가 많다.32) 이처럼 굿을 요청하는 재가집뿐만 아니라 굿하는 장소에 따라 신격이 다르고, 굿의 내용이 다르다. 이

것은 굿의 물리적 기반의 변화, 즉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굿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굿이 공간이동에 따라 변화된 것처럼 점복행위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굿은 점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 점복자를 점쟁이, 박수무당, 법사, 보살, 소경, 판수, 복술자, 승려, 선생님 등으로 부르고 있다. 점쟁이가 점을 

치고 실천단계인 처방 방법으로 굿을 하도록 권하거나, 부적을 써주고 위로하기도 하고, 맥이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기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굿을 하거나 부적을 써주는 것(47%)이다.33) 부적을 

소지하거나 주술적인 것을 장려하는 것은 도교의 영향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된다. 가장 흔한 

것이 통행의 관문이나 특정 장소에 부적을 붙이는 것이고, 엄나무, 가시나무나 소뼈 혹은 소코뚜레를 걸어두기도 

한다. 이것은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바위 위에 돌탑을 쌓거나, 자물통을 나무나 인공물에 걸어두고 열쇠를  

버리는 행위, 신성한 우물이나 조형물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 소원성취의 글을 써서 걸어두는 행위 등이다. 게다가 

부적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재복을 기원하기 위해 돼지 장신구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기독교인은 십자가 장신

구를, 불교인이 부처님의 상징물 등 기타 종교적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생활화되고 있다. 이러한  

29) 표인주,	앞의	책(「만덕사	굿당의	변용과	기능」,	2014),	323쪽.

30) 구중회,	앞의	책(『계룡산	굿당	연구』,	2001),	37쪽.

31) 표인주,	앞의	논문(「광주굿의	지속과	변화	양상」,	2010),	108쪽.

32) 표인주,	위의	논문(「광주굿의	지속과	변화	양상」,	2010),	115~118쪽.

33) 표인주,	앞의	논문(「광주	점복문화의	실상과	특징」,	2010),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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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모두 주술적인 관념이 삶 속에 깊숙이 투영되고, 주술적인 장신구 착용이라는 부적의 기호적 전이를 통해 

변화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또한 무속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Ⅳ. 가택신앙으로부터 다양한 고사(告祀)문화  

가택신앙은 가정의 각 공간에 좌정한 가택신에게 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으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현세구복적인 신앙이다. 가택신은 성주신(가옥의 중앙-대청 혹은 안방), 조왕신(부엌), 조상신(안방), 

삼신(안방), 측신(측간), 철륭신(장독대), 문신(대문), 터주신(마당) 등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신이 성주신과 조왕신

이다. 물론 조상신도 중요한 신격이지만 장자의 집에서만 모셔지고, 성주신과 조왕신은 모든 집안에서 공통적으로  

모셔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주신과 조왕신이 부부관계로 인격화되기도 하는데, 성주신이 남편신이

지만, 조왕신은 본처이고, 측신은 첩이며, 문신이 자녀신이다.34) 이를 통해 성주신과 조왕신이 중요한 신격임을  

알 수 있고, 동굴에서 움집으로의 주거발달 과정이나 가택신앙의 모계적인 요소 등이 조왕신의 위상을 설명해 준다. 

그것은 불이 갖는 민속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왕신은 불의 신이다.35) 문화사적으로 불의 발견이 태양의 재창조이고, 인간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불이 생활 속에서 실용성과 주술성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화전농업, 쥐불놀이, 화재막이, 횃불싸움, 

낙화놀이, 달집태우기, 액막이불놓기, 기우제, 연등행사, 온돌 등에서 불은 생산, 재액, 정화, 주술, 재생, 변형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36) 이러한 불의 의미를 토대로 보면 주거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격이 불의 신인  

화신(火神)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불의 신은 태양신이자 천신인 셈이다. 따라서 조왕신이 가택신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신이고, 성주신과 함께 주거 공간의 중요한 신격이었을 것이다. 즉 성주신과 조왕신으로부터 가택신이 

점차 분화되어 발전해 왔고, 그것은 주거 공간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생활사 언어자료를 보면 집 짓고 살아가면서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살림 공간을 넓혀가는 경우, 이를 “집을  

달아낸다.”, 혹은 “키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농경사회의 주거 공간이 확장형의 공간 인식을 근거로  

한다. 오늘날에도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정상적인 삶 속에서 집을 키워 이사 가고, 자동차도 큰 차로 교환하는 것도  

확대지향형 공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성주신과 조왕신에서 다양한 가택신으로  

분화되고 확대된 것인데, 가택신의 인격화에도 중요하게 작용된다. 즉 가택신의 물리적 기반은 확대지향형의  

주거 공간 인식에 따른 살림 공간이고, 농업노동을 근거로 한 주거 공간 환경이 적지 않게 가택신의 역할을 제약

한다.

34) 표인주,	『남도민속과	축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34∼36쪽.

35) 서해숙,	『호남의	가정신앙』(민속원,	2012),	31쪽.

36) 표인주,	「민속에	나타난	불의	물리적	경험과	기호적	의미」,	『비교민속학』	제61집(비교민속학회,	2016),	141∼166쪽.



 
252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그것은 다름 아닌 가택신의 물리적 경험 영역이 농업노동을 근거로 한 주거 공간 생활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가택신앙이 물리적 기반인 농업노동과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는다. 농업노동 중심에서 산업 

노동과 조작노동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요즘에 신앙적 관념과 주거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밀집형 주거 공간이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아파트 주거 공간 구조는 농어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밀집형 주거 공간 구조는 농촌의 가옥처럼 확장지향형 공간이 아니라 분할지향형 공간이

다. 고정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주거 생활이 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농촌에서 살림 공간을  

키워나가듯이 공간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고정된 공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택신앙에 대한 관념을 약화시켰지만, 그나마 칠성신과 조왕신은 사찰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명절

의 차례 상차림에 가택신의 모습이 남아 있다. 그리고 문신에 대한 관념이 아직도 현관문이나 그 주위에 부적을  

붙이거나 주술적인 장신구를 장치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주거 공간에서 가택신앙이 약화되었지만, 그 의례적 의미와 전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된다. 그것이 바로 고사문화이다. 고사문화는 가택신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고사 전통을 계승한  

현세구복적인 주술적 실천행위다. 고사(告祀)는 집안의 성주신, 터주신, 제석신, 삼신, 조왕신 등의 가택신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를 말한다.37) 고사가 약식 제의로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떡이다. 고사를 지내고 나면 고사떡이라  

하여 이웃집에 돌리기도 하고, 고사에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한다. 고사는 개인이나 지역마다  

다르지만, 성주고사를 비롯하여 터주고사, 시루고사 등의 고사가 오늘날 고사문화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고사가 뱃고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발전해 온 것이다. 

뱃고사는 배를 새로이 마련하여 처음으로 고기잡이 나갈 때 지내는 고사와 매년 정월 보름에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고사로 구분된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자동차 고사문화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상업의  

터전인 상가의 개업식,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개토제나 착공식 등 다양한 고사문화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 

적으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적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도 이사 갈 때 고사떡을 준비하여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집들이할 때 친지들이 성냥이나 화장지 등을 선물로 가져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고사문화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주고사에서 집들이로, 터주고사에서 토목건축 착공식으로,  

시루고사에서 개업식으로, 뱃고사에서 자동차고사로의 기호적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고사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택신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지만, 그 신앙적 관념은 다양한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40쪽.



민속신앙 지속과 변화의 체험주의적 탐색  | 표인주253

Ⅴ. 마을신앙으로부터 전통마을 만들기  

마을신앙이 지역마다 내용이나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38) 공동체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마을신앙이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든지, 정치적이

면서 예술적이고 축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마을신앙의 전승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소멸 단계에 직면하여 단지 기억의 유산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 마을신앙의 전승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물리적 전승기반인 공동체가 변화되고, 마을신앙의 기호적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그 원인

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을신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리적 전승 기반인 공동체가 활성화되거나,  

공동체의 변화 아니면 마을신앙의 기호적 전이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풍물굿형과  

무당굿형 마을신앙은 어느 정도 공공 공동체라고 하는 전승기반의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의미의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지만, 유교적 제사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사형 마을신앙은 마을의 외부환경적인 전승기반을 확보할 

수 없어 거의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마을신앙의 지속과 변화 실상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마을신앙이 문화유산으로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마을신앙의 종교적 의미 보다는 시간 

관념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농경시대에는 농업노동과 공간상의 운동 경험에 근거한 시간관념이 생활

방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시간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지속적이며 이동의 관념이 은유적 

으로 개념화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인식의 변화는 당연히 노동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농업노동과  

산업노동에서 인식하는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노동에서 ‘시간이 자원이자 돈’이지만, 농업노

동에서 ‘시간은 이동이자 지속’의 개념이다. 산업화시대에도 여전히 농경시대의 생활 방식이 지속되고 그 시간 

관념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풍속을 이어가야 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계승적 태도를 

갖게 하였다. 

농경시대의 시간관념이 공동체의 변화나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마을신앙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전통문화 계승이라고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마을신앙의 신앙적 의미에서 

기호적 전이를 통해 문화유산 의미를 발생시켰다. 물론 마을신앙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가 그 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점차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마을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춰 지속시키려고 노력한다.39) 다만 마을제사의 시기를 자시에서  

초저녁 혹은 오후로 옮긴 경우가 많고, 구례 신촌마을, 영광 용암마을과 완도 당목마을 등에서는 낮에 제사를  

38) 마을신앙은	제의적	내용에	따라	제사형,	풍물굿형,	무당굿형,	불교의례형	마을신앙으로	분류되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도	도당굿,	강원도	

서낭제,	충청도의	산신제와	장승제,	영남의	골맥이	동신제와	별신굿,	호남의	당산제와	당제,	제주도의	본향당굿과	포제	등으로	분류된다.[표

인주,	『남도민속학』(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44∼152쪽.]

39) 전라남도의	<2020년	설·대보름	세시풍속놀이	및	문화행사	계획>	가운데	마을신앙이	여수	4곳,	순천	3곳,	나주	11곳,	담양	20곳,	곡성	4곳,	

구례	6곳,	고흥	14곳,	보성	2곳,	화순	14곳,	장흥	8곳,	강진	14곳,	해남	13곳,	무안	7곳,	함평	21곳,	영광	18곳,	장성	8곳,	완도	14곳,	진도	17

곳	등	198개	마을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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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가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것은 마을이 신앙적 

욕망 충족보다는 외부인을 통해 경제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시간이 자원이자 돈’이라는 

은유적 시간관념의 변화가 마을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마을신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신앙은40) 지역

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의 내용이나 성격이 다양하다. 그 전승적 기반은 시도 지자체의 공공적 지원이고,  

그에 따라 마을신앙의 종교적 의미보다도 문화재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지역축제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전남의 완도장좌리당제는 ‘완도장보고축제’와 연계하여 전승되지만, 전북의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는  

고창군과 고창읍의 후원을 받아 ‘오거리 당산제’의 행사를 개최하여 축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무

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신앙 상당수가 신앙적 의미에서 문화재적 가치와 축제적 의미로의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로 마을신앙이 무형문화재와 연계되어 전승되기도 한다. 그것은 굿,41) 풍물,42) 민속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맥락 속에서 마을신앙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굿과 관련된 무형문화재가 모두 단순히 굿의 내용이나 

형태도 중요하지만 무당굿형 마을신앙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다만 마을신앙이 신앙적 의미는 

퇴색하고 공연예술적인 의미가 강화되면서 그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풍물과 관련된 

무형문화재는 마을신앙의 제당에서 들당산굿과 날당산굿의 구조를 지닌 당산굿을 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특히 이것은 호남지역의 풍물굿형 마을신앙에서 그렇고, 마을신앙이 단절되었더라도 풍물굿을 통해 어느 정도 

마을신앙의 부분적인 내용이 지속된다. 마을신앙과 관계된 국가무형문화재 민속놀이는 광주칠석고싸움놀이,43) 

기지시줄다리기 2종목이다. 줄다리기는 기본적으로 마을신앙이 진행된 뒤 정월 대보름날에 행해지고, 이어서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으로서 마을신앙, 인간과 인간의 연결로서  

줄다리기, 가정과 가정의 연결이 지신밟기로 전개되기 때문에 마을축제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44) 

40) 주로	시·도무형문화재가	대부분이며,	충남의	공주탄천장승제,	청양정산동화제,	황도붕기풍어제,	당진안섬당제,	홍성수룡동당제,	보령외연

도당제,	충북의	제천오티별신제,	대전의	유천동산신제,	장동산디마을탑제,	무수동산신제,	전남의	완도장좌리당제와당굿과	순천구산용수

제,	전북의	고창오거리당산제,	경남의	가야진룡신제,	울산의	일산동당제(별신제),	경기도의	잿머리성황제와	시흥군자봉성황제	모두	17종목

이다.

41) 국가무형문화재는	은산별신제,	제주칠머리영등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경기도도당굿		

7종목이고,	시·도무형문화재는	구리갈매동도당굿,	행당동아기씨당굿,	봉화산도당굿,	밤섬부군당도당굿,	삼각산도당제,	영덕별신굿	6종목이다.	

42) 국가무형문화재는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남원농악	4종목이고,	시·도무형문화재로	전북에는	부안농악,	정읍농악,	김제농

악,	남원농악,	고창농악	5종목이며,	광주와	전남에는	광산농악,	화순한천농악,	우도농악,	고흥월포농악,	곡성죽동농악,	진도소포걸군농악	6

종목이다.

43) 고싸움놀이와	줄다리기는	벼농사와	관련된	놀이로서,	농사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놀이고,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민속놀이다.	고싸움놀이

가	줄다리기의	줄놀이	과정이	독립되어	발전한	놀이기	때문에	줄다리기의	또	하나의	형태이다.[표인주,	「영산강	유역	줄다리기문화의	구조적	

분석과	특질」,	『한국민속학』	제48집(한국민속학회,	2008),	318쪽.] 

44) 마을신앙이	농사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	행사지만,	줄다리기는	인간과	신의	일체성을,	그리고	지신밟기가	인간과	인간의	

통합성을	토대로	한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문화행사로서	마을축제이다.[표인주,	「마을축제의	영상도식과	은유체계의	이해」,	『한국학연구』	

제68집(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32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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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신앙이 민속놀이와 더불어 하나의 공연문화로서 지속되고, 지역축제와 연계되기도 한다. 예컨대 진도 회동

마을의 영등제가 진도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속되고,45) 광주 칠석마을의 당산제도 고싸움놀이축제와  

연계되어 전야제로 행해지는 까닭에 약화되고 간소화되었지만46) 고싸움놀이축제의 중요한 행사로 지속된다.  

그것은 마을신앙의 기호적 전이를 통해 종교적 의미보다는 축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마을신앙이 ‘전통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지속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속마을 지정 사업 

이고, 국가 주도의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전통 건축물을 민속자료로 지정하면서 전개된 사업이다.47)  

민속마을에서 마을신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속행사가 지속되고, 특히 낙안읍성에서는 전통문화마을 보존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정월대보름축제의 일환으로 당산제를 지내는데, 그것은 과거의 마을신앙보다는 낙안읍성

보존회 중심으로 마을제사를 지낸다.48) 최근 들어 전통마을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마을신앙의 행사를 개최하

기도 한다. 그러한 예가 2007년에 지정된 <담양창평슬로시티>인데, 단절된 당산제를 복원하여 전통문화행사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하나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주로 민속놀이, 민속공예, 민속음식 등의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고,49) 마을신앙과 관계된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속마을이든 전통문화마을

이든 마을신앙의 전승기반이 공공 공동체이고, 마을신앙이 신앙적 의미에서 전통문화의 의미로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민속신앙의 지속과 변화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택신앙이나 무속신앙에서 개인 중심의 신앙행위가 물리적 전승기반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지속되고, 공공 공동체를 확보하지 못한 마을신앙은 소멸되어 가고 있거나, 공동체의 확보와  

더불어 마을신앙이 갖는 의미의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기도 한다. 이것은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 생활은 이데올로기적 관념의 반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 신앙 생활이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공동체 신앙 생활은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신앙의 지속과 변화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45) 표인주,	「인물전설의	전승적	토대로서	지역축제」,	『비교민속학』	제18집(비교민속학회,	2000),	267∼271쪽.

46) 표인주,	「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의	변이양상과	축제화	과정」,	『한국문화인류학』	33권	2호(한국문화인류학회,	2000),	120∼124쪽.

47) 순천	낙안읍성을	1983년	사적	제302호로,	제주도	성읍마을을	1984년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안동	하회마을을	1984년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민속마을	보존사업이	시행되었다.[김용환	외,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비교민속학』	제12집(비교

민속학회,	1995),	48∼52쪽.]

48) 표인주,	「순천	낙안읍성	공동체	민속과	공동체의	변이양상」,	『민속학연구』	제6호(국립민속박물관,	1999),	246쪽.

49) 김재호,	「그린	투어리즘에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과	민속의	활용」,	『한국민속학』	제46집(한국민속학회,	2007),	31∼40쪽.



 
256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먼저 농업노동에 근거한 물리적 전승기반의 변화에 따라 민속신앙이 변화된다. 민속신앙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전승기반은 농업노동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형태나 방식에 따라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 구분되고,  

노동의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인 형태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동이다. 이것은 산업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농경시대는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노동이, 산업화시대는 잉여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업노동이 중요한 노동 방식이다. 농업노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동의 순서와 방식이 결정되지만, 산업노동은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제품의 제작과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의 시기에 

따라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민속신앙은 농업노동이 중요한 물리적 전승기반의 역할을 한다. 

농경시대의 마을이 대부분 농업노동에 종사하지만, 산업화된 오늘날은 마을사람들의 도시 이주가 증가하고, 

특히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서 산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농업노동에서 산업노동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주거환경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농촌  

주거에서 농업노동을 근거로 한 농산물 생산과 수확의 방법이 고려되었고, 산업노동을 근거로 한 주거 생활은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밀집형 주거형태가 등장하고, 아파트의 공간 구조 형식이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용되면서 생활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민속신앙의 변화로 이어졌다.   

무속신앙에서 마을굿은 예전과는 달리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으며, 그나마 개인굿이 농촌이 아닌 도시의  

굿당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굿당이 주로 대도시의 산 주변에 형성된 것도 굿의 수효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가택신앙은 농업노동과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억의  

유산으로 남아있지만, 그 본질은 마을에서 도시로 확대되어 다양한 고사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택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격이 조왕신인데, 주거공간의 개량으로 인해 부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 피우기가 

전기 혹은 가스로 교체되면서 불의 생산적인 의미가 약화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조왕신의 위축이 

가택신의 소멸을 초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신앙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 농업노동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가 와해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 방식의 변화가 마을신앙의 다양한 기호적 전이를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간관념의 변화에 따라 민속신앙이 변화되고 있다. 시간 인식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온도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가움과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온도인데,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온도이기 때문이다. 온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고, 밤낮은 물론  

계절에 다르다. 따라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온도에 따라 준비해야 하고, 온도를 알려면 시간을 알고 계절의 변화

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시간이 삶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

노동에서 시간은 공간상의 이동이며 지속적인 관념으로, 일상생활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온도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노동에서 시간은 농업노동의 시간관념과 더불어 물질적이며 돈이라는 확장적 관념이다. 

산업노동에서 시간관념이 상품화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산업노동이 본격화 

되면서 온도의 조절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은 농경사회의 농업노동과 더불어 삶의 방식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의 변화와 원예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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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념의 변화가 민속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은 낮과 밤, 하늘과 땅, 인간과 신 등 사물의  

체계를 음양사상에 근거하여 이해해 왔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이 음양사상에 입각해 체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인간의 활동 또한 이에 근거하여 형성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을 대상으로 제의를  

올리는 민속신앙이다. 그래서 무속신이나 가택신, 마을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의가 밤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자연의 흐름을 반영한 농경민적인 사고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농업노동보다는 산업노동이 중심이 

되는 시간관념 속에서는 음양사상의 관념이 약화되고, 그것은 민속신앙의 시간을 변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굿판에서 굿을 저녁에 해야 하지만 공연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낮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굿당에서의 

개인굿이 주로 낮에 많이 이루어진다. 가택신앙에서 고사가 주로 낮에 많이 이루어지고, 마을신앙에서도 제사를  

밤에서 아침이나 낮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시간관념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공동체 변화에 따라 민속신앙이 변화되고 있다. 마을의 공식적 조직이 동계, 촌계 등이 있는데, 요즈음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이 그 역할을 하고, 비공식적 조직은 혼상계, 동갑계 등 각종  

계(契)와 같은 친목 모임들이다. 이 가운데 민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마을총회 역할을 하는 동계나  

촌계와 같은 조직들이다. 본래 이들 조직은 주로 농업노동에 종사한 구성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 놀이 공동체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노동이 일반화된 요즈음은 마을 공동체가 원주민, 귀향인,  

귀농인, 이주민(거주 혹은 결혼)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게다가 작목반이나 특용작물재배모임 등은 개별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공동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체의 변화는 마을총회가 갖는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이들 공동체의 역할이 축소되어 민속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택신앙은 공동체와 무관하여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무속신앙의 마을굿과 마을신앙은 다르다. 

특히 마을신앙이 공동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공동체가 마을의 생업 방식의 환경과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동체 구성원이 고령화되거나 여성화된다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공동체의 역할에 많은 

제약을 하게 되고, 교육적 환경, 노동적 환경, 종교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목소리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마을신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의 변화에 따라 민속신앙이 변화되고 있다. 민속신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든 공동체이건 

인간이 신을 직접 대면하고 다양한 제의가 이루어지는 신앙이다. 여기서 제의는 인간과 신의 의사소통의 매개

물이자 소통 방식으로 직접적 대면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농업노동을 근거로 한 농경시대는 면대면 쌍방 

의사소통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산업화되고 산업노동의 확대는 비대면 일방의사소통 방식이 대중화되고 일상 

생활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디지털시대의 산업노동은 면대면 디지털쌍방의사소통 방식을 중요한  

소통 방식으로 자리매김 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충족 방식,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의 이해, 현상과 사물의 기호적 전이를 통한 지속성과 다양성의 실천, 인간의  

기본 욕망 실현을 위한 교육적 열망, 종교 관념의 변화,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의 생활문화 형성에 적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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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변화가 민속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속신앙에서 재가집에서 굿을 요청하면  

무당은 굿판에서 필요로 하는 무구(巫具)와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굿청을 마련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본격적

으로 굿을 하는데, 일종의 인간과 신의 면대면 쌍방의사소통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무구나 제사음식을 

주문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차례나 각종 의례에서 사용할 음식을 직접 준비하지 않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마을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다양한 매체나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홍보물을 통해 구입하고, 그것은 비대면 일방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도적 종교에서 

다양한 규모의 SNS 소통 방식을 비롯해 유튜브나 영상물, 방송 등을 통해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특히 무속에서 

점치는 점쟁이나 굿하는 무당이 홍보하거나 상담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의 연결망 등을 통한 면대면 디지털 

쌍방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민속신앙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 공간의  

민속신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Ⅶ. 맺음말  

인간은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마음이 몸의 확장이듯이, 신은 세계의 기호적 확장이다. 

신은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자연·사회·역사 등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삶에 근거한 기호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신의 의사소통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실천적 활동으로서 기호적 활동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제의를 의미한다. 제의적 의사소통은 인간 삶에 근거한 

제물, 몸짓, 소리, 언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의 방식이나 신앙인의 태도를 기준으로 

보면 민속신앙은 현세구복적인 신앙이고,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민속신앙이  

생업 방식이 농업노동에서 산업노동으로 변화되고, 인구가 집중된 도시와 조직화된 종교가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먼저 무속신앙의 마을굿과 개인굿이 ‘무형문화재로서 굿’과 ‘굿당의 굿’으로 변화되어 지속되고 있다. ‘무형 

문화재로서 굿’이 물리적 전승기반인 보존회나 공공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무속신앙적 의미가 문화재적이고  

공연예술적 가치로 기호적 전이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굿당의 굿’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굿당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고, 굿이 가정에서 굿당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굿하는  

시간의 변화, 무당이 모셔야 할 신격과 굿하는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가정에서 가택신이었지만, 굿당에서는 산신과 

용왕신이 중요한 신격이고, 특히 호남의 가정에서 세습무가 주관하는 굿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굿당에서 세습무·강신무·법사의 굿은 소규모 인원만 참여하여 주술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인굿의 

물리적 전승기반으로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부적의 신앙적 의미가 돌탑쌓기 비롯

하여 주술적인 행동과 장신구 착용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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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가택신앙이 고사문화로 지속되고 있다. 가택신앙은 가정의 각 공간에 좌정한 가택신에게 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현세구복적인 신앙이다. 가택신 가운데 성주신과 조왕신이 중요한 신격이고, 농업노동을  

근거로 한 확장지향형 주거 공간 생활이 물리적 전승 기반이다. 특히 분할지향형 공간 인식을 토대로 한 아파트와 

같은 밀집형 주거 공간이 마을의 주거 공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택신앙의 관념이 약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택신에 대한 고사는 다양한 현세구복적인 고사문화로 지속되고 있다. 즉 성주고사에서 집들이로, 터주고사에서 

토목건축 착공식으로, 시루고사에서 개업식으로, 뱃고사에서 자동차고사로의 기호적 전이가 이루어져 다양한 

고사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마을신앙이 문화유산으로서 계승,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연계 그리고 전통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마을신앙에 대한 문화유산의 계승적 태도가 농업노동과 공간상의 운동 경험에 근거한 ‘시간은 

이동이자 지속’의 시간관념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마을제사 지내는 시간이 밤에서 낮으로의 이동은 산업노동을 

근거로 한 ‘시간이 자원이자 돈’의 시간관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연계된 마을신

앙이 보존회나 공공 공동체라는 물리적 전승기반을 바탕으로 그 신앙적인 의미가 문화재적, 공연예술적, 축제적 가

치로 기호적 전이되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호적 전이가 마을신앙을 경제적 목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서는 전통문화 보존과 민속마을, 전통문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만들기에서도 다양하게 활

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속신앙의 지속과 변화가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된다. 먼저 민속신앙에서 농업노동이 중요한 물리적 전

승기반이기 때문에 노동 방식은 물론 주거 공간 생활의 변화가 민속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시간 

관념이 온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노동 방식과 일상생활의 방식을 결정하고, 시간관념의 변화가 민속신앙은  

물론 농업 방식을 변화시켰다. 세 번째로 마을신앙의 물리적 전승기반이 마을 공동체인데, 교육, 노동, 종교 등의 

영향을 받은 구성원의 성향과 공동체 구성의 규모와 다양성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그것은 마을신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 네 번째로 민속신앙은 기본적으로 면대면 쌍방의사소통 방식을 근거로 신앙적 행동이  

이루어지지만, 비대면 일방의사소통 방식이나, 면대면 디지털쌍방의사소통 방식의 확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민속신앙은 ① 농업노동에 근거한 물리적 전승기반의 변화, ② 시간관념의 변화, ③ 공동체 변화,  

④ 의사소통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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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ential Understanding of the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in Folk Religions 

Abstract

As human beings interact continuously, and the mind is the expansion of the body, God is 
not entirely separated from this world. Rather, God is an entity that continually interacts with 
it. God is a symbolic entity based on human life, which is affected by the environment, society, 
and history. Folk Religions are, therefore, this-worldly beliefs to solve the woes in the believers’ 
current lives.

First, the shamanistic rituals, the village Gut and the individual Gut, have been changed and 
sustained as ‘Gut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Gut in Gut-dangs.’ Considering that the 
religious meaning of Bujeok, the talismans used in Korean shamanism, could still be found in 
shamanistic behaviors, such as stone-stacking and wearing ornaments,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shamanistic perspective.

Second, the tradition of worshipping household gods has been continued in the 
Gosa tradition. Through symbolic metastasis, the tradition of the Seongju Gosa survives 
in housewarming parties, the Teoju Gosa in groundbreaking ceremonies for building 
constructions, the Siru Gosa in store opening ceremonies, and the ship Gosa tradition in car 
Gosa ceremonies. 

Third, village rituals have been transmitted as cultural heritages, now that they have been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have been employed in creating traditional 
villages. The religious meaning of village rituals has been transmitted through symbolic 
metastasis as their values as cultural heritages, artistic performances, and festivals are being 
re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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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religions have transformed and withstood the changes in the physical basis for 
transmission, which had been based on agricultural labor,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time, communities,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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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붓은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회화나	서예	분야	등에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과거의	붓은	학문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그	시대의	예술과	문화를	표현하는	중요	도구였던	것이다.	정치권력

으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기도	했으며,	붓은	곧은	절개	및	올곧은	정신세계,	입신양명의	주요한	상징으로	여겨지

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중요	도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붓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본고는	현지	조사하여	그	기법에	대하여	종합ㆍ분석하였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5명의	필장들을	주요	현지	

조사	대상자로	삼고,	그들의	제작	기법을	비롯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ㆍ조사했다.

붓의	종류들을	정리해	보고,	어떤	붓을	중심으로	하여	제작되었는지,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붓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붓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유물과	기록을	통해서	그	

제작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붓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	기법을	전승하고,	발전시켜	더	좋은	붓의	생산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작	기법을	연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붓공예	산업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붓은	크게	황모(黃毛),	양모(羊毛)를	중심으로	한	모필(毛筆)과	칡,	볏짚	등을	이용한	초필(草筆)의	제작	기법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동물과	식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채집과	선별	등	제작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붓은	동물의	털과	식물	재료의	채집부터	붓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의	재료	선별로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모필의	경우에는	기름기	제거의	과정을	거치고,	식물의	경우는	섬유질을	길고	가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거쳐서,	

털을	가지런히	하고,	모아주는	정모(定毛)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심소(芯素),	중소(中素),	의체(衣體)로	구분

하고,	이를	혼합하여	묶고	필관(筆管)과	연결을	하여	완성한다.	모필과	초필은	비슷한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료의	채집과	식물성	재료를	섬유질의	긴	형태로	만들어	털과	같이	뾰족하게	모이게	하고,		

먹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붓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만드는	것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	필장	모두	붓	제작	기법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필장들은	대부분의	경우,	부친	또는	붓		

제작	기법을	우수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필장들에게	찾아가	직접	전수를	받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서울,	광주	등지에서	

필방에	소속되거나	우수	기술을	사사(師事)하여	현재의	양모필(羊毛筆),	황모필(黃毛筆)	기법이	전국적	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통 붓의 종류와 제작 기법

박 창 선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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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	사사	후	각자의	노력을	통하여,	개인적	특성화와	제작	기법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양모필,	황모필을	제작하며,	김종춘	필장의	경우에는	산마필(山馬筆)을	특허내고,	대필(大筆)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있으며,	박경수	필장의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닭털붓을	특허내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깃털붓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문상호	필장의	경우	볏짚으로	만드는	고필(稿筆)과	칡으로	만든	갈필(葛筆)을	특허	

내고,	이를	중심으로	초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안명환	필장의	경우,	‘진다리붓’을	더욱더	연구하여		

양모필을	더욱	개량하고	있다.	이인훈	필장의	경우도	황모필을	중심으로	하여	세필(細筆)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는	지역별의	특성화뿐만	아니라	필장	개인을	다른	필장과	비교하여	특성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우리	붓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다른	전통	공예분야와	마찬가지로	붓공예도	재료수급의	문제,	전승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붓공예	분야	연구를	통하여,	특성화를	하고,	현대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	도구만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통	붓의	방향성과	과제를	생각해	보는	것에도	그	의미를		

두고자하며,	붓에	대한	재인식과	연구의	노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가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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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문방사우(文房四友) 중의 하나인 붓을 제작하고, 예술적 작품으로 만드는 장인을 필장(筆匠) 

또는 필공(筆工)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만드는 작품인 붓은 오늘날 동양화, 사군자, 서예 활동을 할 때만 사용

되는 단순 도구로만 인식되지만, 과거의 붓은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고,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한 

도구로 전해져 내려왔다. 과거의 붓은 곧 학문 자체를 상징함은 물론, 그 시대의 예술과 문화를 표현하는 중요 

도구이자 매개체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표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곧은 절개 및 올곧은 정신세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렇듯 붓은 단순히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중국의 대량생산체제로 인한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조상들의 상징물이었던 붓은 점차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

붓은 현대사회에서 중요성과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며, 대중적인 필기도구가 붓에서 연필,  

볼펜과 같은 사용이 편리한 도구들로 대체되었다. 이제는 서예와 동양화를 배우고, 즐기는 사람을 제외하면 

붓을 쉽게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중국산 붓의 급격한 수입으로 인하여 한국 전통 붓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붓을 제조하는 필장들도 자연스럽게 크게 줄어들었다. 붓공예 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전승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기보다는 서예를 하는 단순 

필기도구만으로 인식하는 등 안타까움도 존재한다. 

붓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통 공예와는 달리 전승에 대한 필요성 및 기법  

연구 등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박문열, 김영욱, 이동희 등의 연구와 국립민속박물관 보고서, 국립중앙

과학관 겨레과학 기술 조사 보고서 등의 그것이다. 이처럼 붓에 대한 연구가 손에 꼽힐 정도인 상황에서, 붓공예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필장에 대한 기록 및 붓의 제작 도구, 제작 기법의 변화에 

대해서 종합ㆍ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붓에 대한 문헌자료는 재료와 종류에 비해 기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통해 기법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붓공예를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지정 필장들을 현지 조사하여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통 붓의 제작 기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지조사 시 국내의 모든 필장들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필장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현재 전통 붓공예 분야에 

대한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무형문화재로는 필장에 대한 종목이 없고, 이에 지정건수가 없다. 다만,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서울특별시 2명, 광주광역시에 2명, 울산광역시 1명, 대구광역시 1명, 강원도 춘천 1명,  

충청북도 증평 1명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지정 시기와 지역별 조사를 고려하여, 가장 먼저 지정되었던 광주 

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 필장인 문상호 필장과 안명환 필장을 조사했으며, 대구광역시는 제15호 모필장  

종목으로 이인훈 필장을, 울산광역시는 제3호 모필장 종목으로 김종춘 필장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춘천의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4호 춘천필장으로 지정된 박경수 필장을 조사하였다. 이 5명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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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주요 현지조사 대상자로 삼고, 그들의 제작 기법을 비롯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현지조사는 주로 필장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작 기법은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ㆍ종합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그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1) 

Ⅱ. 붓의 개념 및 종류

1. 붓의 정의 및 개념

붓은 주로 짐승의 털을 정리하고 모아서 뿌리 부분을 실로 고정시킨 이후에, 대나무에 꽂아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이다. 문자나 그림을 남기는 도구로써 문방사우의 한 종류로 종이, 

먹, 벼루와 함께 보물처럼 여겼으며, 한ㆍ중ㆍ일 동양문화권 내에서 서예 및 동양화 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구이다. 붓의 모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필관(筆管)과 초가리, 붓뚜껑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1)	붓	세부	명칭도2)	

*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한국	전통	붓의	제작기법과	전승양상」(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을	재구성한	것이다.[박창선,	「한국	

전통	붓의	제작기법과	전승양상」(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문상호	필장(공방,	2015.	7.	7.;	2016.	2.	2.;	2016.	3.	8.);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안명환	필장(자택,	2015.	7.	

8.;	2016.	2.	1.;	2016.	3.	9.);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인훈	필장	면담(공방,	2015.	9.	10.;	2016.	3.	3.);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김종

춘	필장(공방,	2015.	9.	11.;	2016.	3.	4.);	강원도	무형문화재	박경수	필장(공방,	2015.	8.	11.;	2015.	9.	20.;	2015.	12.	10.;	2016.	2.	6.;	

2016.	3.	10.)

2) 광주광역시	안명환	필장·문상호	필장,	강원도	춘천	박경수	필장이	언급한	세부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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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의 각 부분도 명칭이 있는데, 붓 자루를 필관이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병죽, 축(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필관의 끝부분을 치죽이라고 하며, 실제적으로 화선지에 쓰여지는 털의 부분을 초가리라고 부른다. 초가리는 

붓초가리, 필봉(筆鋒), 수(穗)라고 부르기도 한다. 붓을 제작할 시에 초가리에 가장 안에 위치하여 중심이 되며,  

붓의 힘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심소(芯素)라고 말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둘러싸는 부분으로, 가장 

바깥쪽에 심소를 둘러싸는 털 부분을 의체(衣體)라고 부른다. 붓에 따라서 심소와 의체 사이에 중소(中素)로 

불리는 털을 혼합하기도 한다.

붓은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하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붓이 만들어졌다고 보이며, 이는 현재 붓의 

형태와는 달랐을 것이다. 

붓은 크게 초가리와 필관으로 나누어지고, 많은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먼저, 초가리의 재료는 크게 동물 

성과 식물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모필(毛筆)이 등장하기 전 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초필(草筆)이 만들어졌으며, 칼을 이용한 도필(刀筆)이 사용되기도 했다. 

대부분 동물의 털을 이용한 모필의 형태이며, 모필이 제작되기 이전에는 나무, 식물을 이용한 초필과 칼 등을 

이용하여 글과 그림을 새겨 넣을 때 쓰였던 도구3)까지 붓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재료에 따른 붓의 종류와 특징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재료는 동물성 재료가 대부분이며, 일부 식물성 재료가 만들어

지는 경우는 있으나, 사용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옛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붓의 동물성 재료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족제비를 비롯하여, 노루, 청설모, 말, 사슴, 

돼지, 토끼, 호랑이, 쥐, 이리, 소, 개. 담비, 염소 등 포유류 동물의 털을 이용한 모필이 만들어졌다. 

본고에서 다룰 모필, 초필, 필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1) 모필의 종류와 특징

가. 황모필(黃毛筆)

힘이 강하며 예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이다. 털이 길지 않아서 주로 세필(細筆)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족제비의 꼬리털만을 이용하므로 예전부터 그 생산량이 많지 않았으나, 전통적으로 널리  

3) 도필(刀筆)	또는	철필(鐵筆)이라고도	불린다.

4) 다음에서	참고ㆍ정리ㆍ인용.[국립민속박물관,	『文房四友	조사보고서	:	紙,	筆,	墨,	硯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국립민속박물관,	1992),	20∼

63쪽;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2016.	3.	9.);	이인훈	필장(공방,	2015.	9.	10.,	

2016.	3.	3.);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2016.	3.	4.);	박경수	필장(공방,	2015.	8.	11.;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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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온 붓이다. 현재 족제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황모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황모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털이 남부지방의 털보다 좋게 평가를 받았으며, 황모의  

채취는 입동에서 입춘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 시기의 털이 다른 시기보다 탄력성이 좋기 때문이다. 원모의 

털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 큰 붓으로 만들기는 부적합하며, 주로 초상화, 단층, 탱화, 낙관글씨, 비문(碑文), 축문

(祝文) 등의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한다. 

나. 토호필(兎毫筆)5) 

토끼털로 만든 붓으로 탄력이 좋아서 작은 붓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한다. 가을털이 가장 좋고, 그다음으로  

겨울털을 사용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가장 최상의 재료로 여겼고, 토끼의 목과 등의 털을 이용하여 붓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토호필(兎毫筆)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황모에 비해 다소 유하다고 전하고 있다.

다. 장액필(獐腋筆)

노루의 앞가슴 털과 겨드랑이쪽에 나는 흰털로 만들며, 붓 가운데 가장 부드럽다.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붓이다. 대부분의 재료의 경우에는 수컷의 털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장액필의 경우에는 수컷의 털이 너무  

거칠고, 평소 생활로 인하여 털의 마모가 심한 경우가 많아 암컷의 털을 주로 사용한다. 노루의 경우 강원도 및 

추운 산간지방의 야생노루에서 나는 털이 제일 질이 좋은 붓의 재료로 평가되며, 현재는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털에 비해 끝이 날렵하고, 쉽게 닳지 않지만 부드러워 힘이 약한 단점이 있어서 

심소에 다른 탄력성이 좋은 강한 털을 이용하고, 의체로 많이 사용한다.

라. 서수필(鼠鬚筆)

쥐의 털(쥐의 수염)로 만든 붓으로 작지만 힘이 있고 예리하다. 고문서에도 귀한 재료로 기록될 만큼 특별한 붓

이다. 보통 쥐 한 마리에서 나오는 수염이 10개 정도여서, 서수필을 만들 때에는 보통 200여 마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억세고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쥐의 수염만으로는 너무 유하고, 털이 뾰족하고 가늘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므로 황모 또는 장액 등의 털을 이용하여 심소를 만든 후에 겉에 쥐 수염을 덧대는 형태로 붓을 제작하기도 

한다. 중국의 유명 서예가인 왕희지(王羲之), 우리나라의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등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붓

이다.

마. 양모필(羊毛筆)

염소의 털로 만든 붓을 가리키며, 털이 희고 연하면서도 또한 강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붓이다.

염소 털의 채취 시기는 12월에서 3월까지이며, 3월이 넘어서면 날이 따뜻해져 모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기 때문

이다. 국내에서는 해남과 완도 등 섬 지역 및 호남 바닷가 인근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찬 해풍(海風)을 받고 

자란 털이 쉽게 자라기 때문이며, 이 지방에서는 바닷가에서 작업 시 염소고기를 먹으면 추위를 덜 탄다는 속설에 

5) 흑자색을	띠는	야생토끼의	털로	제작하는	까닭에	자호필(紫毫筆)이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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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염소를 많이 기른 영향도 있다. 바닷가 이외에 추운지방에서 자란 염소의 털이 좋은 털이며, 이에 강원도의 

털도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염소는 백색과 흑색으로 구분이 되는데, 흑염소의 털은 너무 부드럽고 힘이 없으며, 색상의 문제도 먹물의  

색깔과 구분이 되지 않고 혼동을 주어 백염소 털 위주로 제작한다. 

현재, 사군자, 현판, 서예, 문인화 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붓 종류이며, 수컷의 털을 많이 사용한다. 

염소의 털 중에서는 겨드랑이 부분과 등 부분의 털이 가장 고급의 붓을 만들기에 좋은 붓으로 평가되고, 다른 부

위의 털 또한 다양한 붓으로 많이 만들어진다. 과거에 필상(筆商)에게 전체 염소 가죽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했으

므로 각각의 성질에 맞도록 부위별 털을 구분하여 사용했지만, 현재는 가죽 전체를 구매할 수 없어 사실상 부위

별 털의 구분법은 사라지고 있으며, 털을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주로 겨드랑이, 앞가슴, 배, 목, 등줄기 붓을 사용하며, 수염과 얼굴, 엉덩이, 꼬리 부분의 털은 염소의 활동 시 

마모가 심해지는 부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바. 돈모필(豚毛筆)

돼지의 털로 만든 붓이다. 돼지털로 만든 붓은 부드럽지 않다. 이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페인트붓 또는 유화붓을 주로 만들며, 다른 재료를 이용한 붓에 강한 탄력을 추가시키기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사 김정희가 이 붓을 사용하면서 서예용으로도 사용되었다. 돼지털의 경우는 특별한  

표현이 가능한 재료로, (사진 3)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털과 달리 한 개의 털에서 끝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어, 글을 쓸 때 강하고 비백(飛白)6) 표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6) 중국의	한자	서체로,	글씨의	점획이	새까맣게	써지지	않고	마치	비로	쓴	것처럼	붓끝이	잘게	갈라져서	써지기	때문에	필세(筆勢)가	날아가

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	2)	돈모필(豚毛筆)	붓초가리	형태 (사진	3)	돼지털	세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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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모필(馬毛筆)

말의 꼬리와 갈기의 털로 만든 붓으로 거칠고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힘이 강하여 크고 굵은 붓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주로 큰 글씨를 쓸 때 사용한다. 최근에는 산마필(山馬筆)7)이라는 이름도 사용한다. 한국에는  

옛날부터 향마(鄕馬)와 호마(胡馬)라는 두 종류의 말이 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 향마는 ‘과하마(果下馬)’ 

또는 ‘삼척마(三尺馬)’라고도 했는데, 석기시대부터 신라시대에 이르는 동안 중국까지 널리 알려진 말이다. 호마는  

과하마보다 좀 더 큰 중형 말로써, 그 후 몽골과의 교류는 물론 특히 여진(女眞)을 통해서 들어온 북방계 말의  

호칭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8) 꼬리털은 미협(尾脇)과 천미(天尾)가 있다. 엄밀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천미는  

꼬리의 위쪽에 난 극히 소량의 귀중한 털로 탄력이 우수한 붓이 된다. 그것보다 조금 긴 것이 미협으로 양모와  

섞은 겸호필(兼毫筆)에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몸통의 털이나 다리털로도 붓을 만든다. 그 성질에 따라 초가리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바깥쪽에 의체용으로 쓰인다.

아. 구모필(狗毛筆)

개의 털로 만든 붓으로, 다른 털에 비하여 구하기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털이 강하여 과거 서당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페인트 붓 또는 표구용 붓으로 많이 사용되며, 털갈이를 끝낸 후 2개월이 지날 때부터의 

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생산되었으나, 최근에는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청모필(靑毛筆)

청설모 꼬리털로 만든 붓으로 유연하고, 예리한 표현이 가능하다. 털이 길지 않으므로 주로 세필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탄력이 약하고, 먹물을 묻히면 털이 마르는 성질을 지녀서, 다른 털과 혼합하여 많이 사용된다.  

주로 강원도 및 경기도의 털을 사용하며, 11월에서 2월 사이에 털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차. 우이모필(牛耳毛筆)

소의 귓속털을 이용해 제작한 붓으로 귓속털 이외에는 소의 털이 짧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털은 사용되지  

않는다. 탄력성이 좋고 힘은 좋으나, 먹을 오래 머금지 않는 단점이 있어 다른 붓과 혼용하여 많이 사용한다. 현재

는 일부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되고, 여러 동물 보호 관련하여 수렵이 금지되어 있어서,  

대부분 털의 길이가 길고 사용하기에 힘이 좋은 염소 및 말, 돼지 털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타 털의 종류로는  

강한 탄력성을 가진 오소리, 너구리, 이리 등의 털을 입동에서 입춘 사이에 채취해 사용한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겨울에 등줄기 털만을 이용하여 붓을 만들기도 한다.

7)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김종찬	필장	특허품이다.

8) 정동찬	외,	『겨레과학기술	조사연구(Ⅸ)	:	붓과	벼루』(국립중앙과학관,	2001),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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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필의 종류와 특징

위의 동물성 재료와는 달리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초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죽필(竹筆)

모필이 등장하기 전 글씨를 쓰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모필의 등장으로 쇠퇴했다. 대나무의 섬유질로 만든 붓

이다. 거칠고 투박한 표현을 하는 데 사용된다. 1년산 대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기후 변화가 심한 곳에서 자라나는  

신우대를 주로 사용한다. 신우대를 소금물에 삶고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든 후 옻칠하여 먹물을 잘 흡수하고,  

탄력적으로 만든다. 대나무의 섬유를 그대로 만든 붓이다. 초가리와 필관이 하나의 대나무에서 만들어져 연결하

거나 꽂아진 부분이 없다. 일반적인 붓과는 달리 색다른 선을 그을 수 있다. 모필처럼 미묘하게 움직여 주진 않는다. 

비틀림이나 조임의 표현도 부적합한 붓이다. 하지만 무뚝뚝한 선으로 서예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죽필이 좋다.

나. 고필(稿筆)

찰볏짚과 산간 오지 등에서 자란 볏짚을 재료로 사용하고, 벼이삭이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여 사용한다.  

소금물에 삶고 끝을 정교하게 쪼개어 털처럼 나누고 옻칠을 더해 만든다. 먹 흡수율이 빠르고, 저장이 길며, 부드

러워 글씨가 잘 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필장들의 연구로 재현되고 있는 붓 중의 하나이다.

다. 갈필(葛筆)

칡넝쿨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붓대와 초가리 부분을 나누어 만들며, 촉이 될 부분을 두드려 털처럼 만들어 

제작한다. 옛 선인들이 붓이 없을 경우, 임시로 칡넝쿨을 잘라 내어 섬유질만 남게 부드러워지도록 두드린 후 붓의  

대용(代用)으로 사용하면서 그 제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

라. 띠풀붓 및 노필(蘆筆)

들판에 자생을 하는 띠풀 및 갈대로 만든 붓으로, 힘이 강하고 거칠어서 투박한 표현을 하는 데 사용한다.

위와 같은 초필은 식물의 줄기나 섬유질이 긴 나무 줄기, 나무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모필에 비하여 그 정밀

(사진	4)	박경수	作,	<띠풀붓>,	

2009년,	50cm×7cm,	박경수	소장

(사진	5)	문상호	作,	<노필(蘆筆)>,	

2000년경,	25cm×3cm,	문상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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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떨어진다. 하지만 모필은 붓의 호 부분이 닳게 되면 그 수명이 다하는 반면에 초필은 초가리 부분이 다할 때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모필은 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서로 엉겨 붙지만 초필은 서로 꼬이지 않는 장점도 있다.

(3) 필관의 종류와 특징

붓의 필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재료는 대나무이다. 대나무는 가볍고 속이 비어 있어서 붓대로 만들기  

쉬운 재료였으므로 오래전부터 필관의 주재료로 사용해 왔다. 대나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는 신우

대와 마디대이며, 강원도의 경우 오죽(烏竹)을 사용하기도 한다. 각 종류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가. 신우대 

마디형태가 매끄럽고 마디 사이가 길다. 이에 붓을 잡고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일반 서예용 붓을  

만드는 데는 굵기가 적합하나 굵게 자라지는 못하므로 대필(大筆)을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다. 

나. 마디대

대나무 중에서 마디 사이가 촘촘한 형태를 보이는 대이다. 마디대는 토질이 척박하여 더딘 성장으로 대나무  

사이가 좁게 형성된 것으로, 마디가 촘촘하여 견고하고 단단하므로 갈라짐이 없어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 오죽대

겉이 검은 형태의 대나무로 강원도에서 많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대나무의 색깔과는 차별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라. 기타 재료를 이용한 필관

필관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송사(宋史)』의 「홍무(洪武)」 중에 한림학사 유삼오(劉三吾)에게 조선의  

9) 다음에서	참고ㆍ정리ㆍ인용.[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文房四友	조사보고서	:	紙,	筆,	墨,	硯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1992),	63쪽;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2016.	3.	9.);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2016.	3.	4.);	박경

수	필장(공방,	2015.	8.	11.;	2016.	3.	10.)]

(사진	6)	신우대	형태,

박경수	소장

(사진	7)	마디대	형태,

박경수	소장

(사진	8)	오죽대	형태,

박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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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10)필(玳瑁筆)을 하사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대모(玳瑁) 외에 옥관(玉管), 금관(金管), 은관(銀管), 상아관,  

파려11)관(玻瓈管), 녹침칠관(綠沈漆管), 화이관(花梨管) 등의 필관이 전하고 있다.12) 오늘날에도 다양한  

재료로 필관이 제작되고 있으며, 고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옥(玉), 금(金), 상아(象牙), 우각(牛角), 도자(陶瓷) 등을 

이용한 재현도 이루어지고 있다.

Ⅲ. 모필, 초필의 제작 도구와 기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붓은 사용하는 재료가 다양하다. 이에 그 기법 또한 재료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다.  

이 장에서는 오늘날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 황모필ㆍ양모필과 재현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초필을 중심으로  

하여 재료에 따른 기법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거북의	하나로,	최근에는	껍데기를	이용하여,	담뱃갑이나	안경테	또는	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11) 칠보(七寶)의	한가지로	수정류(水晶類)이며,	귀한	보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12) 정동찬	외,	앞의	책(『겨레과학기술	조사연구(Ⅸ)	:	붓과	벼루』,	2001),	13쪽.

(사진	11)	상아관	형태,	박경수	소장 (사진	12)	우각관	형태,	안명환	소장

(사진	9)	옥관,	금관,	은관,	동관	형태,	박경수	소장 (사진	10)	도자관	형태,	박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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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붓초가리와 필관의 제작 도구

(1) 초가리의 제작 도구

붓초가리와 필관을 제작하는 주요 도구는 다음과 같다.13)

가. 도모칼

도모(倒毛)14)와 절모(切毛)15)를 골라서 빼낼 때 사용하는 칼이며, 칼날이 없거나 날카롭지 않다. 필장의 손의 

크기에 맞춰 제작되고, 털을 잘 빼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므로 칼의 손잡이 부분이 칼날보다 긴 경우가 많다.

나. 치게(빗)

털을 빗질할 때 쓰는 도구로 보통은 황동으로 만들어진다. 원모 안에 뭉쳐 있는 솜털을 제거하거나 손상이  

많이 된 털을 골라내는 데 사용된다. 치게의 간격은 다양하고, 털의 굵기에 따라서 맞춰 사용한다. 새로 구매한 

치게보다는 2∼3년 이상 사용하여 길이를 치게가 더 솜털 제거가 잘된다. 현재, 국내에서 품질이 좋은 치게를  

구매하기는 어려워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며, 보통은 스승이나 부친에게 이어받은 치게를 계속 사용 중이다. 

다. 체  

촘촘한 철망으로 체를 만들고 도모를 골라낼 때 사용한다. 정모된 털을 향해서 체를 접촉시키면 정상적인  

털은 구멍을 빠져나가고, 도모는 체의 구멍에 끼어서 빠져나오게 된다. 

13) 다음의	자료에서	참고	및	정리.[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문방사우	조사보고서-紙,	筆,	墨,	硯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1992);	정동찬	외,	

앞의	책(『겨레과학기술	조사연구(Ⅸ)	:	붓과	벼루』,	2001),	18∼22쪽;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2016.	3.	9.);	이인훈	필장(공방,	2015.	9.	10.;	2016.	3.	3.);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2016.	3.	4.);	박경수	필장

(공방,	2015.	8.	11.;	2016.	3.	10.)]	

14) 정모(整毛)	작업	시에	거꾸로	놓여	있는	털을	말한다.

15) 동물의	움직임으로	털이	상하거나	원모를	모으는	과정에서	호가	잘라진	털을	말한다.

(사진	13)	도모칼,	박경수	소장 (사진	14)	치게(빗),	박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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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울

초가리의 무게를 재기 위하여 저울을 사용한다. 기준이 되는 초가리 또는 일정 무게의 추를 올려놓고, 정모된 

털을 조금씩 올리면서 평행을 맞춘다. 일정한 크기의 붓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마. 작편판

작편할 때 필관에 들어가는 부분을 고르게 다듬는 판으로 일정한 크기의 털을 모아 놓을 때 사용한다.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지며, 형태는 필장별로 다루기 쉽도록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등의 형태로 제작한다.

바. 봉밀(蜂蜜)

꿀 찌꺼기를 굳혀서 뭉쳐 놓은 형태로 보관되며, 이를 녹여서 초가리의 뒷부분을 필관에 고정하거나 세필의  

제작 시에 털의 뿌리 부분을 지질 때 사용한다.

사. 불솔

납작한 형태의 쇠판으로 불에 달군 뒤에 봉밀을 녹이는 용도이다. 털의 뿌리 부분을 녹인 봉밀로 지질 때에도 

사용한다. 보통은 지짐대와 함께 쓰이며, 세필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된다.

(사진	15)	체,	박경수	소장

(사진	17)	작편판,	박경수	소장

(사진	16)	저울,	박경수	소장

(사진	18)	봉밀,	이인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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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짐대

작편 이후에 털을 봉밀로 지질 때 사용하는 젓가락처럼 긴 도구로 정모된 털 안쪽에 구석구석 봉밀이 잘 들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 다리미

털의 기름기를 제거할 때 열을 가해주는 도구이다. 왕겨를 태운 재를 먼저 뿌리고, 다리미로 눌러 기름기를  

제거한다. 다리미의 종류는 대부분 화로를 이용한 무쇠다리미를 이용하나, 과거에 세탁소에서 사용했던 무거운 

전기다리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6)

차. 우뭇가사리(한천)풀

우뭇가사리에 물을 넣고 끓여 풀을 만들어 사용한다, 초가리와 필관을 결합시킨 이후에 이 풀을 먹여 초가리

를 뾰족한 형태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뭇가사리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완전 녹지 않고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므로 우뭇

가사리를 압축하여 탈착 건조시켜 만든 한천(寒天)을 사용해 찌꺼기 없이 풀을 먹이기도 한다.17)

카. 가위

재단하거나 정모 시에 털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한다. 일반 주방용 가위는 수명이 짧고 털을 자를 때 미끄러져 

정확한 재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않는다. 붓 제작에 사용되는 가위는 날카로움을 유지시키고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쇠로 만든 가위를 이용한다.

타. 신주방망이

초필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대나무, 칡 등을 두드려서 섬유질을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다듬이 

16) 이인훈	필장,	박경수	필장,	안명환	필장은	무쇠	다리미	사용,	김종춘	필장,	문상호	필장은	전기다리미를	사용한다.

17)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사진	19)	불솔,	이인훈	소장 (사진	20)	무쇠	다리미,	안명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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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 또는 망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듬이 방망이는 너무 면이 넓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망치는 너무 

강하여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섬유질이 으스러지지 않고 적당한 점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도구로 신주

방망이를 이용하기도 한다.18)

(2) 필관의 제작 도구

가. 대잡이틀

굽은 대나무를 반듯하게 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구부러져 있는 대나무를 불에 그을린 후 열기가 남아 

있을 때 틀에 낀 후 곧은 형태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붓뿐만 아니라 대나무를 곱게 펴서 작업하는  

다른 공예 분야에서도 사용되나, 이 틀은 필장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다.

나. 목침

직육면체 형태의 나무 위에 두꺼운 고무판을 붙여서 만든다. 대나무를 길이에 맞춰서 자르고 다듬을 때와  

대나무의 안을 파낼 때 받침대의 역할을 한다. ‘미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대나무를 자를 때 밀었다 당겼

다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 대칼

대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를 때 사용한다. 매우 날카로운 형태이며, 목침 위에 대나무를 올려놓고 대칼로  

자른다.

18) 문상호	필장의	사용	도구이다.

(사진	21)	우뭇가사리(한천),	

박경수	소장

(사진	22)	가위,	박경수	소장 (사진	23)	신주방망이,	

문상호	소장

(사진	24)	대잡이틀,	박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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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비칼

초가리를 끼우기 위해 대나무의 한쪽 속을 파내거나 다듬는 역할을 하는 칼이다. 일반적으로 조각칼과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며, 대나무의 깊숙한 곳까지 파낼 수 있도록 개량하여 송곳처럼 긴 형태도 있다.  

칼의 끝은 대나무를 쉽게 파내기 위하여 날카롭게 제작된다. ‘통칼’ 또는 ‘호부칼’이라고도 불린다.

마. 치죽칼

적당한 길이로 자른 대나무의 끝을 매끄럽고, 반듯하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칼이다. ‘취죽칼’로 말해지기도  

하며, ‘상사칼’이라고도 한다. 도모칼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대나무를 다듬는 용도이므로 날카롭다. 둥근 원형의 

홈이 있는 대패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대나무를 홈에 끼우고 편리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개량된 것이다.  

필관뿐만 아니라 붓 뚜껑을 다듬을 때도 사용한다. 

(사진	25)	일반적	호비칼,	박경수	소장

(사진	27)	일반적	치죽칼,	박경수	소장

(사진	26)	개량형	호비칼,	김종춘	소장

(사진	28)	개량형	치죽칼,	안명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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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모필, 황모필의 제작 기법

모필의 제작 기법은 크게 황모필 중심의 세필과 양모필 중심의 대필 기법으로 나누어진다. 붓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1∼2주 이상의 시간 동안 100여 번의 손질을 거쳐야 만들어지므로 제작 기간 동안에 털의 

분류와 혼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며, 보관, 정리 시에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필의 제작 기법에 대한 국내외 기록은 위탄(韋誕)의 『필경(筆經)』, 당대 유공권(柳公權)의 「사인혜필첩(謝

人惠筆帖)」 등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붓의 제작 기법을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록은 성호 이익

(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의 「만물문(萬物門)」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붓을 만드는 방법은, 걸(桀)한 것은 앞에 세우고 취(毳)한 것은 뒤에 세우고, 강(强)한 것은 심을 넣고 정한[要] 

것은 겉을 입힌다. 어저귀[檾]로 묶어서 붓대에 끼운 다음, 칠액(漆液)으로 단단하게 하고 해조(海藻)로 윤이 나게 

만든다. 먹을 찍어 글씨를 쓰면, 바른 획은 먹줄처럼 곧고, 굽은 획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며, 모난 획과 둥근 획은 

규구(規矩)에 맞는다. 종일 쥐고 써도 깨어지지 않는 까닭에 필묘(筆妙)라고 한다는 것이다. 추정컨대, 걸이란 곧 

털이 긴 것이다. 털을 가지런하게 하는 방법은, 긴 것을 앞으로 하고 부드러운 것을 뒤로 하여 서로 섞어서 만드는

데 조금씩 층이 있도록 하는 것인 듯하다.

내가 일찍이 딴 서적에 상고해 보니, “사람의 머리털 수십 개를 그 중에 섞어 넣으면 아주 좋다.”고 했으니, 이도 

역시 한 방법인 듯하다. 요(要)란 것은 털을 정하게 가린다는 뜻이다. 털을 묶는 방법은, “강한 것은 안으로 넣어 

심을 만들고, 정한 것은 겉으로 두루 입힌다. 일정하게 만든 다음, 또 그 중에 더 강한 털을 가려서 심을 박고 부드

러운 털로. 겉을 둘러 마는 것이다”라고 했다.19)

조선시대에서도 붓 제작을 할 때 심소와 의체를 구분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길이의 붓을 

혼합하여 층을 만들어 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제작 기법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히려 필관에 옻칠을 사용한 것은 오늘날보다 더 내구성이 좋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필관이 내구성이 좋게  

제작이 되면, 많이 사용하여 초가리가 닳아 상한 붓도 초가리만 다시 제작하여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 

최근에 필장들이 필관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옻칠ㆍ자개 공예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붓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미 우수한 붓이 과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모필의 제작 기법은 다음과 같다.20) 

19) 『성호사설(星湖僿說)』	「만물문(萬物門)-필묘(筆妙)」.	“製茟之法桀者居前毳者居後强者為刃要者為輔叅之以檾束之以管固以漆液澤
以海藻濡墨而試直中繩句中鉤方圓中䂓矩終日握而不敗故曰茟妙以意推之桀即毛之長者整毛之法桀前而毳後相間為之畧有差池然
也吾甞考他書人髮數十莖和在其中甚妙即其意也要者擇以精者也束毛之法强居內為刃而要周外為輔盖既㝎之後又擇其强為心而以
要圍抱也.”

20) 다음의	자료에서	참고	및	정리.[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2016.	3.	9.);	이인훈	필장

(공방,	2015.	9.	10.;	2016.	3.	3.);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2016.	3.	4.);	박경수	필장(공방,	2015.	8.	11.;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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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모 채집

필장에 따라서 채집할 때 털을 뽑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어차피 실로 묶여서 필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대부분 뒷정모 시 잘리는 부분이라고 논하며, 털의 길이를 조금이라도 길게 뽑아내야 큰 붓을 제작하는 데 좋다고 

하며, 제작 과정에서 뿌리 끝 부분이 잘리지 않고 정상적인 털과 섞이게 되면 제작 과정 내내 방해가 되고 마모도가 

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버려지는 털이 더 많게 되어서 뿌리 끝 부분을 잘라내면서 채집해야 한다. 이는 

초가리를 완성한 이후에도 약한 뿌리 부분이 혹시나 잘리지 않고 실로 묶이게 되면, 붓을 사용할 때 고정된 실에서 

쉽게 마모되어 빠지게 되는데, 이는 오래 붓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런 확률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모를 채집할 때 가죽이 마른 상태에서 채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죽 판매 상인에게 완전히 마른 가죽을 

구매했을 경우나, 붓을 빨리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이런 경우에는 가죽을 최대한 펴서 다시 건

조시킨 후 바로 칼로 밀어 내어 털을 채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공통적으로 털을 채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털을 동물의 가죽에서 빼내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 황모필의 

경우 족제비의 꼬리를, 양모필의 경우는 염소 가죽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둔다. 담가 놓는 기간은 가죽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며, 동물이 죽은 지 오래된 경우에 발효가 되어 그 부패도가 높아 짧은 시간 담가 놓아도 된다. 물에  

담가 두는 이유는 털이 잘 빠져나오게 하고, 기름기를 적당량 빼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에 담가둔 통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면 꺼내어 물기를 털어주고, 그 이후 손가락에 힘을 주고 털을 끼어서 뽑는다. 이때 털의 생명인 호가  

상하지 않도록 하며, 뽑은 털을 바로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재료의 부족과 동물 수렵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가죽을 직접 사서 털을 채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진 29), (사진 30)과 같이 이미 채집이 되어 있는 원모를 구매하여 제작한다.

(사진	29)	족제비	꼬리	원형,	박경수	소장 (사진	30)	염소털	원모,	박경수	소장



 
284 	|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제8호

(2) 원모 선별 및 솜털제거

이 과정은 대부분의 필장들이 비슷한 과정을 보인다. 채취한 털을 바로 쓰지 못하는 털과 쓸 수 있는 털을  

구분하며, 이는 필장들의 경험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보통 털이 너무 두껍고, 거칠거나 자연적으로 붓끝인 호가 

손상이 많이 된 경우는 쓸 수가 없으므로 눈으로 확인 후 골라낸다고 한다. 채집이 이미 되어 있는 원모를 구매

하는 경우에는 바로 쓰지 못하는 털들을 골라내고 사용 가능한 털만 선별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용 가능한 털은 털의 강약과 크기 등에 따라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심소, 중소, 의체로 

쓰일 털로 나눈다. 하지만, 붓의 용도에 따라 특수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 힘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거친 털을 따로 구분하는 등 그 구분이 5가지 이상으로 많아지기도 한다. 황모 꼬리털 안에서도 그  

구분은 가능하다고 한다.

5명 필장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의체는 보통 털 중에서 가장 좋은 털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털은 윤기가  

나고 매끄러우며, 가늘고 긴 형태이다. 심소의 경우에는 좀 더 굵으며 거칠고 의체보다는 좋지 않은 부위의  

털을 사용한다. 이는 초가리의 안쪽에서 힘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소에는 질이 떨어

지는 털들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붓털이 너무 좋은 형태의 것들로만 모여 있으면 오히려 붓이 

너무 약해 사용이 힘들어지며, 적절히 거친 털들을 배합해줘야 좋은 붓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후 털에 붙어 있는 가죽 찌꺼기 및 솜털 등을 치게로 여러 번 빗어 제거한다. 이를 제거할 때 털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도 치게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에 조금 불려서 찌꺼기를 제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털이 물로 엉겨 붙어 있으므로 솜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 이에, 물에 불려서 가죽을 먼저 제거하고 털을 건조한 이후에 솜털을 다시 제거하는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잘못 제거하게 되면 붓을 사용할 때 먹물이 이곳에 많이 고인다고 한다. 이는 사용이 끝나고 붓을  

물로 헹궈도 깨끗하게 먹물이 빠지지 않고, 심소 부분을 굳게 만들어서 붓을 빨리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진	31)	양모	선별(2015.	9.	11.)

김종춘	필장이	양모를	선별하고	있다.	

(사진	32)	황모	선별(2015.	9.	10.)

이인훈	필장이	황모를	선별해	놓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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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털이 제거된 털을 뽑아 놓고 다시금 건조시켜 놓은 털을 작편판을 이용해 정돈한 후 치게를 이용하여  

원모를 정리해 둔다.

(3) 기름기 제거

이 과정에서는 기름기를 제거할 때 사용한 재료로는 과거에는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며,21)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치약의 이전 형태인 치분으로 기름기를 제거하기도 했다고 한다.22) 또한,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여 털을 적셔서 기름을 적당하게 제거해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23) 하지만, 치약의 등장과 왕겨의 

발견으로 현재 모든 필장들이 사용하는 왕겨를 이용한 기름기 제거 방법으로 통일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붓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이를 잘 거쳐야 털의 품질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5명의 필장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이는 찌꺼기와 솜털이 모두 제거된 털을 신문지나 시멘트  

포대 위에 넓게 펼친 후에 왕겨의 재를 뿌리고, 신문지를 완전히 털을 덮어서 기름기를 1차적으로 제거한다고  

한다. ‘지방분 제거’ 또는 ‘탈지(脫脂)작업’이라고도 한다. 왕겨를 뿌릴 때에는 아끼지 않고 듬뿍 뿌려줘야 하는데, 

이를 뿌리지 않거나 적게 뿌려주면 다림질 후에 기름이 빠져나와서 다시 털로 흡수되어 버린다고 한다.

왕겨를 보통 사용한다고 하지만 쌀겨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필장들은 왕겨를 사용하면서 용어의 혼동으로  

쌀겨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왕겨는 벼의 껍데기 부분이어서 기름기가 잘 흡수되지만, 쌀겨는  

현미를 도정할 때 갈아지는 부분으로 이를 이용하면 깨를 볶을 때처럼 기름이 나오게 되어 털의 기름이 안 빠지기 

21)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22)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3)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사진	33)	솜털	제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원모의	솜털을	치게(빗)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있다.

(사진	34)	솜털	제거	완료된	털(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솜털을	제거하고	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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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한다.

보통은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가장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가죽이나 소가죽 위에 올려놓고 다림질 후 가죽을 말아 문지르는 것을 반복하기도 하고, 다림질 이후에 천을  

이용하여 손으로 바로 비벼 기름기를 제거하기도 한다. 열기가 있을 때 비벼 주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부러진 털이 곧게 잘 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1차 기름기 제거 후 신문지를 펴고, 털 위에 달궈진 다리미로 힘을 주어 눌러서 2차로 기름기를 제거한다. 필장에 

따라서 1, 2차로 나누지 않고 하나만 선택하여, 기름기 제거 과정만 거치는 경우도 있다. 털의 상태에 따라 온도를 

조금씩 달리해 가며, 기름기가 적당히 제거될 때까지 7∼8회 반복한다고 한다.

공통적으로, 다리미는 무거운 것일수록 기름이 잘 빠진다고 한다. 온도는 정확히 측정되지는 않고, 보통 재료에  

따라 필장들의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 보통은 손으로 만졌을 때 델 정도는 아니고 바로 뜨거움을 느낄 정도라고  

하며, 박경수, 문상호 필장의 경우는 손잡이를 잡았을 때 열기를 느꼈을 때라고도 한다. 기름기를 빼는 정도는 필장 

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다리미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기름기가 빠지지 않게 되므로 털이 먹물을 머금지 못하며, 너무  

높아도 털의 기름기를 완전히 빼게 되어 그 수명이 짧아지고, 호가 상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 의견이다. 기름기를 적당히 빼는 정도에 대하여, 예를 들어 표현하기도 했다.

“경험에 의한 것이라서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적정선의 기름기를 뺀 털은 사람이 머리카락을 샴푸로 감

고 말린 후에 만지면 부드럽고, 찰랑찰랑하게 느껴지는데 그 정도인 것 같다. 가공하지 않은 원모는 머리카락을 

며칠 감지 않았을 때 기름기가 많은 상태와 비슷하며, 너무 기름기를 많이 제거한 털의 경우 머리카락을 일반 비

누로 감아서 조금은 뻑뻑하고 거칠게 느껴질 때와 비슷하다.”24)

24) 박경수	필장(공방,	2016.	3.	10.)	

(사진	35)	왕겨	뿌리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선별된	털에	왕겨	재를	체를	이용하여	

뿌리고	있다.

(사진	36)	기름기	제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가열된	무쇠다리미를	이용하여	

털	위에	신문지를	덮은	후,	다림질하여	털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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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혼합 및 앞정모

5명의 필장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름기를 머금은 왕겨 재를 털어낸 후 펼쳐져 있는 

털을 신문지로 둥글게 말아 놓는데,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털을 떼어 내어 다시 골고루 섞어 가면서 펼쳐  

준다고 한다. 이때에 너무 한 손에 털을 많이 잡는 경우에 털이 잘 섞이지 않고 뭉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 과정을 보통은 3번 정도 반복하지만, 털이 잘 섞이지 않으면 7∼8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털을 

섞는 과정을 “털을 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털을 펼쳐 놓을 때에 긴 털과 짧은 털을 뒤따라 붙여서 털이 계속 연결된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섞어 주는 것

이라고 한다. 이는 짧은 털이 긴 털 사이에 골고루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아직 손질이 많이 안 된 상태의  

털이므로 펼칠 때 거친 느낌이 있다고 한다.

그 이후 공통적으로 앞정모 과정을 거친다. 적당하게 혼합이 되면, 털을 가지런히 만드는 정모를 하고, 붓의  

호를 기준으로 하여 일자로 맞추는 앞정모를 해야 한다고 한다. 비슷한 길이로 맞추면서 작편판 또는 책상 위에 

호를 일정하게 쌓아 놓으며, 두 손으로 들 정도로 털이 모이면 들어서 원통형 모양으로 만들고, 호가 앞으로 일정 

하게 간추려지도록 책상에 털을 쳐주거나 작편판을 이용하여 털을 정리해 준다고 한다. 그 다음 털을 한 손에  

쥐고 도모칼로 절모와 도모를 제거하고, 다시 작편판에 맞춘 후 치게를 이용하여 털을 정리해 준다. 정모가 끝난 

후 털을 보호하고, 보관과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털길이 2/3정도로 재단한 종이로 말아 둔다. 

(사진	37)	털	말아	놓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기름기	제거	된	털을	말아	손질하기	

쉽게	재단하고	있다.

(사진	38)	1차	모	혼합(2016.	2.	6.)

박경수	필장이	1차로	털을	계속	연결하여	

혼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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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털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숙련된 필장들도 털의 앞뒤가 바뀌는 일도 많으므로, 절모와 도모를 

제거해 준다. 이 방법은 도모칼을 이용한 방법과 체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과거에는 도모칼만을 이용하여  

털을 골라냈으나, 작업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체를 함께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거의 모든 필장이 체를 사용하며, 체를 사용 후 도모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두 가지 모두 사용하고  

있다.

체는 판매점에서 120번을 구매해야 도모가 잘 걸러 내진다고 한다. 130∼140번은 털이 들어가지 않고 구부러

지며, 110번은 구멍이 커서 털이 그냥 빠진다고 한다.25)

25) 문상호	필장(공방,	2016.	3.	8.)	

(사진	39)	앞정모(2016.	2.	6.)

박경수	털의	추후	털의	뒷부분을	길이에	맞게	자르기	

위하여	앞부분을	맞춰	주는	앞정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41)	칼을	이용한	도모	제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도모칼을	이용하여	손상된	털과	

뒤집힌	털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	40)	작편판을	이용한	털	정리(2016.	2.	6.)

박경수	필장이	길이를	재단한	털의	뒷부분을	작편판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춰주고	있다.

(사진	42)	체를	이용한	도모	제거(2015.	7.	7.)

문상호	필장이	체를	이용하여	손상된	털과	

뒤집힌	털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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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이별 재단(裁斷)

털을 작편판에 다시 두드리고 가지런히 다듬은 후 

털의 뿌리 부분을 가위로 재단하는 과정이다. 5명의 

필장이 공통적인 과정을 진행한다. 초가리는 원뿔 

모양의 형태로 털의 뿌리부터 호까지 자연스럽게 모아

져야 한다. 이에 한 개의 붓을 제작할 때, 짧은 털부터  

긴 털까지 여러 길이의 털이 필요하다. 붓의 크기에  

상관없이 짧은 털부터 긴 털까지 각각 재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이후에 층층이 잘 혼합하여야 초가리의  

선이 부드럽게 잘 만들어진다고 한다. 털 선별 시  

구분해 놓았던 털을 각각 재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심소, 

중소, 의체용을 구분하여 각각 여러 길이로 재단한다.

재단할 때 붓의 용도에 따라서 털을 재단하는 길이의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초가리의 길이가 10㎝인 붓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약 3㎝∼10㎝의 길이의 털이 필요하며, 20㎝인 붓을 만들 때에도 약 3㎝∼20㎝까지의  

털이 모두 필요한 것은 공통점이나, 재단 시 5㎜를 간격으로 기준으로 할지 1㎝ 간격으로 재단할지는 붓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26) 특수한 붓을 제작할 때에는 1㎝로 짧게 털을 재단하기도 한다.27)

필장별로 재단하는 길이의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한글 붓 같은 경우는 약 3㎝부터 초가리 길이까지 1㎝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각각 재단하며, 한문붓은 5㎜ 정도 차이를 두고 재단한다고 한다. 그 간격 차이를 크게  

둘수록 날렵하고 뾰족한 모양의 붓이 되며, 좁을수록 두툼한 형태의 붓이 된다고 한다. 이에 한문붓은 좀 더  

초가리의 옆면을 더 활용하므로, 그 간격 차이를 좁혀서 두툼하게 만들어진다고 한다.

(6) 2차 혼합(混合)

여러 길이로 재단된 심소, 중소, 의체용 털을 각각 혼합하는 과정이다. 이를 “손질 한다.”28), “털을 턴다.”29) 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5명의 필장이 같은 과정을 진행한다. 각각의 털을 풀어서 늘어놓고 다시 섞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털이 골고루 섞여 초가리가 자연스럽게 뾰족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반복횟수는 5회 

정도에서 잘 섞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숫자가 7∼8번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한다. 필장에 따라 황모의 경우에는  

26) 박경수	필장(공방,	2016.	3.	10.)	

27)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28) 박경수	필장(공방,	2015.	12.	10.)	

29)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사진	43)	가위를	이용한	재단(2016.	2.	6.)

박경수	필장이	가위를	이용하여	털의	

뒷부분을	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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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횟수는 20번 정도 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혼합

할 때에는 보통 짧은털과 긴털의 비율이 3 : 7 또는  

4 : 6 정도로 짧은 털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혼합하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초가

리의 형태가 완만하게 뾰족한 형태로 잘 나오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푹 꺼진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긴 털에 짧은 털들을 잘 섞어 주어야 자연스럽게 매끈

하지 못한 경우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한다.30) 잘 섞인 

털은 각각 작편판에 두드려 가지런히 다듬은 후 다시 

종이로 말아 두고, 종이로 말아 둘 때에는 다음 제작 

과정에 편리하고, 보관이 쉬울 수 있는 양으로 각각 말아 둬야 편리하다고 한다.

(7) 뒷정모

혼합이 완료된 털을 다시 도모칼, 체를 이용하여 도모와 절모를 골라내준다. 5명의 필장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작편판 위에 털을 모아 두드려 가지런하게 한다. 작편판 또는 책상 위에 털의 뿌리부분을 기준으로 비슷한 길이로  

모아주는 과정인 것이다. 심소, 중소, 의체 모두 각각 이와 같은 과정으로 뒷정모를 한 후 각각 모아둔다. 같은  

종류와 크기별로 구분하여 종이로 감싸서 정리ㆍ보관해 놓는데, 이 이후에 털이 날리지 않게 하고, 작업이 편리하

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30) 안명환	필장(공방,	2016.	2.	2.)

(사진	44)	2차	혼합(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재단한	털을	길이별로	잘	섞이도록	

2차	혼합을	해주고	있다.

(사진	45)	뒷정모(2016.	2.	6.)

박경수	필장이	털의	뒷부분을	맞춰서	묶기	위하여	

뒷정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46)	뒷정모	후	붓	보관	형태(2016.	2.	2.),	

안명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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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모(分毛)

분모는 일정한 크기의 초가리를 만들기 위하여 같은 무게로 털 뭉치를 나누는 과정이다. 이는 “작편(作片)31) 

한다.”32) 라고도 말한다. 황모필과 양모필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양모필의 경우에는 뒷정모까지 하여 정리된 털  

뭉치를 한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만 들고, 초가리 한 개의  

양이 되도록 적당량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잰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초가리를 먼저 올려놓고 기준으로  

하고, 반대쪽에 조금씩 털을 올려 가면서 저울의 평행을  

맞추면서 한 뭉치씩 구분하여 놓는다. 이는 심소의  

경우이며, 의체의 경우는 심소를 감쌀 때 사용하므로, 

심소를 덮어씌울 수 있는 정도만 달아서 따로 구분해 

둔다. 이때에 심소를 따로 묶어 두기도 한다. 기준이  

되는 초가리 대신에 일정 무게의 추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붓의 경우 초가리 하나의 무게는 12㎝ 

정도의 길이에 약 7∼8g 정도 되며, 조금 더 큰 초가리의 경우에는 약 12∼13g 이라고 한다.

황모필은 세필로써 양모필과 같이 분모를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양모의 심소는 묶어 두기도 하지만 

황모의 심소는 그 양이 적어서 각각 다 묶어 두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루기도 힘들기 때문에 분모 이후에는  

털을 일반적으로 묶어 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털의 길이가 짧고 가는 황모는 흐트러지고 날릴 가능성이  

많고, 털의 정리와 보관이 쉽지 않으며, 제작 과정에서 털의 마모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33)

이에 분모를 뒷정모에 이어서 바로 하지 않고, 추가 작업을 진행하여 황모를 다루기 쉽게 만들고, 털 보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분모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과정을 ‘물작편’ 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작편의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5명의 필장이 대부분 같은 과정을 거친다.

가. 물 적시기 및 밀가루 바르기

물작편의 과정은 먼저, 심소, 중소, 의체를 각각 한 뭉치씩 손에 들고, 호 부분을 물에 적시는데, 물이 털 속까지  

잘 스며들 수 있게 손으로 꼭꼭 눌러줘야 한다고 한다. 그 이후에 호에 밀가루를 약 1cm 정도를 묻히고, 서늘한 

그늘에서 열흘 정도 말려주고, 햇볕에 말리게 되면 밀가루가 빠르게 마르게 되어서 갈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밀가루를 바르는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 가장 붓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붓끝인 호가 손에 많이 닿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조 시에도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34)

31) 일반적으로는	인삼을	굵기에	따라	나누어	한	근씩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32)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33)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이인훈	필장(공방,	2015.	9.	10.)	

34) 이인훈	필장(공방,	2015.	9.	10.)	

(사진	47)	양모의	분모와	그	형태(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저울을	이용하여	털을	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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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짐질

밀가루를 바르고 난 뒤, 납작한 철판인 불솔을 가열하여 봉밀을 녹인 후 건조된 털 뭉치의 뿌리 부분을 봉밀에 

지져주는데, 이때 봉밀이 털 속까지 골고루 들어가도록 잘 눌러서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 이후에 봉밀이 적당히 굳은 후에 밀가루가 발라져 있는 호 부분을 잡고, 지짐질 된 굳은 밀을 손으로 다듬

으면서 가지런히 늘려주고 호에 묻어 있는 밀가루를 치게로 빗어낸다. 그 이후 봉밀이 묻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밀면서 부채 모양이 되도록 납작하게 늘려서 심소를 완성한다고 한다.

불솔을 가열하여 봉밀을 녹인 후, 작편 뿌리 부분을 봉밀에 지져주는데, 이때 봉밀이 뿌리 부분의 털 속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잘 눌러주어야 한다고 한다. 완전히 굳기 전에 밀가루가 묻은 생명선을 잡고 작편 위에서 지짐질 

된 밀을 다듬으면서 가지런히 늘려주고 호에 묻어 있는 밀가루를 치게로 빗어낸다.

그 이후 봉밀이 묻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밀면서 부채꼴로 납작하게 늘려 놓는다. 봉밀이 굳어 있는 상태이므로 

털이 날릴 위험이 적고, 다루기가 용이해진다. 그 다음 제작하는 황모필의 크기에 맞게 납작한 털을 떼어 내고,  

저울을 이용하여 일정한 무게로 분모한다.

봉밀은 손으로 만지면 체온에 의해 접착력이 생기는 성질이 있어 떼어 낸 붓털을 펴고, 붓촉을 두르는 데도  

용이한 재료라고 한다.35)

필장에 따라서 일정하게 납작한 형태로 굳어 있으므로, 경험을 통한 감각으로 분모하거나 붓의 크기에 맞춰  

무게를 재지 않고, 길이를 재서 바로 떼어 내면서 분모하는 경우도 있다.36)

35) 이인훈	필장(공방,	2015.	9.	10.)	

36)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이인훈	필장(공방,	2015.	9.	10.)

(사진	48)	황모	물	적시기(2015.	9.	10.)

이인훈	필장이	양모필	제작	기법과	동일한	작업을	

한	이후에	황모필	묶음을	물에	적신	상태이다.

(사진	49)	황모	밀가루	바르기(2015.	9.	10.)

이인훈	필장이	황모의	털	손상을	막기	위하여	

밀가루를	묻혀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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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재단을 다시 한다. 하나의 붓을 기준으로 심소와 의체의 길이를 비교할 때 의체

의 길이를 약 1∼2㎜ 더 짧게 해야 하는데, 이 이후에 심소와 의체를 합쳐야 하므로 털을 다시 재단해준다. 이는 

심소 겉에 의체를 쌀 때 잘 합쳐져서 뾰족한 형태가 잘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필장에 따라서 심소와 의체의 길이를 같게 재단하기도 하며, 의체의 길이를 짧게 재단할 뿐만 아니라 

굵기도 호에서 뿌리 방향으로 미세하게 잘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붓이 완성되었을 때 붓을 더 날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37) 황모의 경우는 초가리의 지름이 2㎜, 3㎜ 등의 작은 붓을 만들게 되는 경우는 재단을  

다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38)

(9) 의체 씌우기

우선 분모과정을 거친 심소, 중소, 의체를 도모칼을 이용하여 다시 도모와 절모를 제거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심소는 붓 속에 들어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므로 도모와 절모가 조금은 섞여 있어도 되나, 의체의 경우에는  

최대한 도모와 절모를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붓의 표면에 위치하는 털이므로 도모와 절모가 섞일  

시에 뾰족하게 붓이 잘 모이지 않으며, 붓을 사용할 때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5명의 필장이 같다. 띠모양의 길쭉한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의체를 얇게 펼친다. 펼쳐진 의체가 일정

한 두께로 잘 펼쳐져야 이후에 심소와 합쳐질 때 심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의체가 외부에서 잘 감싸는 형태가 

되어서 섞이지 않게 된다고 하며, 붓을 사용할 때도 화선지에 걸리는 느낌이 없게 만든다고 한다. 그 이후에 의체 

가운데에 심소를 올려놓고, 종이의 양쪽을 잘 말아 쥐고 뿌리 부분을 작편판이나 책상 위에 내려쳐서 평평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37) 안명환	필장(자택,	2016.	3.	9.)

38) 이인훈	필장(공방,	2016.	3.	3.)	

(사진	50)	지짐질(2015.	9.	10.)

이인훈	필장이	봉밀을	녹여	털	묶음	의	

끝	부분을	묻힌	이후에	지지고	있다.

(사진	51)	굳은	털	밀어주기(2015.	9.	10.)

이인훈	필장이	굳은	털	묶음의	뒷부분을	

대를	이용하여	밀어주고	있다.

(사진	52)	황모의	분모	형태(2015.	9.	10.)

이인훈	필장이	황모필의	크기에	맞춰	

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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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말아 쥔 종이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원형의 형태를 잘 유지시키면서 내려쳐야 한다는  

것이다. 모양이 변형이 되면 붓 뿌리 부분이 평평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후에 실로 묶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종이를 움켜쥐고 있지 않고, 종이를 접착제로 이용하여 고정시키고 내려치기도 한다.

황모의 경우에도 의체를 깔고 그 위에 심소를 깔아서 말아 올리는 비슷한 과정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의체를 싸기도 한다. 평평하게 분모되어 있는 황모의 심소를 먼저 알맞은 넓이로 자른 후 돌돌 말아 붓 

모양으로 만들고, 중소도 심소에 맞도록 잘라서 심소 위에 말아서 돌려준다. 그 이후에 의체도 잘라서 중소 위에 

손으로 감싸고, 칼을 이용하여 둘러 입혀준 후 종이 또는 실로 고정시켜 주는 방법도 있다. 이 기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심소 위에 중소와 의체를 감쌀 때에 작편된 황모에서 하나의 분량만을 떼어 내어 한 번에 감싸야 하며, 

떼어 낸 붓털은 한 바퀴 딱 맞게 돌려서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바퀴가 넘어가면 붓이 뭉쳐서 쉽게 망가 

지고, 갈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39) 

묶인 초가리의 뿌리 부분을 내려치는 이유는 짧은 털부터 긴 털까지 혼합되어 있으므로 10∼20번 이상 반복

해서 계속 내리쳐서 짧은 털을 뿌리 부분으로 내려오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뿌리 부분으로 내려오지 않고  

초가리의 중간 부분에 짧은 털이 머물러 있으면, 이후 실을 뿌리 부분에 묶게 되므로 붓을 사용할 때 다 빠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이를 방지하고자 초가리를 내려친다.40)

(10) 물끝 보기

필장에 따라서 물끝을 볼 때 입안에 넣고 빨아서 붓끝을 보기도 하며,41) 물을 적셔서 초가리의 속을 들어서  

잔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붓의 끝을 손으로 원형으로 만들어 확인하는 것보다 

더 붓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42) 하지만, 5명의 필장들의 공통적인 과정은 다음

39) 이인훈	필장(공방,	2016.	3.	3.)	

40) 문상호	필장(공방,	2016.	3.	8.);	박경수	필장(공방,	2016.	3.	10.)	

41) 박경수	필장(공방,	2015.	9.	20.)	

42) 안명환	필장(공방,	2016.	3.	9.)	

(사진	53)	의체	깔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의체를	얇게	

깔아	주고	있다.

(사진	54)	심소	올리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의체	위에	

심소	부분의	털을	올려	주고	있다.

(사진	55)	의체,	심소	결합	형태(2016.	2.	6.)

박경수	필장이	하단에	종이를	이용하여	

의체와	심소를	말아서	결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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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붓촉을 물에 적신 후 다시 절모와 도모를 제

거하며 붓끝을 보는 작업을 한다. 이는 먹물과 함께 

사용했을 때 붓의 형태가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모와  

절모를 걷어 내기 위한 작업이며, 물에 적시고 털을  

살짝 눌러 주면 그 안에 숨어져 있던 도모와 절모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11) 초가리 묶기

필장에 따라서 물끝보기가 끝난 후 바로 실을  

묶어 주기도 하고,43) 하루 정도 말린 이후에 묶기도  

한다. 마른 이후에 묶는 이유는 물에 적신 상태에는  

실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실을 단단하게 묶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44) 또한 붓 끝에 바로 실을  

묶어 주지 않고, 초가리 중간에 일단 한번 실을 묶고 난 이후에 붓 끝에 실을 묶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간에 실

을 묶어놓고, 붓 끝에 묶어 주면 원형의 모양을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며,45) 필관에 들어가는 평평한  

부분에 필관과 결합하기 전까지 밀가루 또는 봉밀을 발라서 고정시켜 놓기도 한다고 한다.46)

5명의 필장의 공통적인 과정으로는 절모와 도모 제거를 마무리한 후, 초가리의 물기를 빼고, 가느다란 무명

실이나 명주실을 이용하여 붓 뿌리 부분의 끝 3㎜ 정도 떨어진 부분에 3∼4번 돌려서 묶어주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원형의 모양으로 잘 묶어야 한다는 것인데, 원형의 모양이 틀어지게 묶이게 되면 붓의 어느 한 면만 

써지게 되어 붓이 비효율적으로 써지고, 빨리 망가지게 만든다고 한다. 또한, 끝으로부터 3㎜ 정도 떨어진 부분에 정

확히 묶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더 떨어진 곳에 묶게 되면 초가리의 길이를 그만큼 손해 보도록 만들게 되는 것

이며, 더 안쪽에 묶으면, 이후에 풀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붓 뿌리 부분을 인두로 지지거나  

불로 태우는데, 이는 털이 녹아 서로 엉겨 붙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이후에 초가리가 완성된다고 한다.

43)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44) 김종춘	필장(공방,	2015.	9.	11.);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45) 문상호	필장	(공방,	2016.	3.	8.)

46) 이인훈	필장	(공방,	2015.	9.	10.)	

(사진	56)	물끝	보기(2016.	2.	2.)

문상호	필장이	의체,	심소가	결합된	털을	물에	적셔주고,	

물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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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초가리	묶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털	끝부분을	실로	묶어	고정시키고	있다.

(사진	58)	초가리	완성	형태(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초가리를	묶은	이후	완성된	형태이다.

(12) 대나무 채집 및 건조

대부분의 필장이 대나무는 직접 채집하는데, 불가 

피하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죽공예(竹工藝)  

장인들이나 목재 상인들에게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5명의 필장이 공통적으로, 채집 이후에 껍질을 

벗기고 황토를 발라서 2∼3달 정도를 건조한다. 이에 

대나무의 색이 누렇게 변하면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한다. 보통 호남지방의 대나무를 많이 사용하며, 영남

지방 및 충청 서해안 지역에 대나무도 사용하며, 오죽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많이 채집하여 사용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많이 채집은 못한다.

  채집 시기는 일반적으로 입동에서 입춘까지의  

시기의 1년∼2년생의 대나무를 이용한다고 하며, 동지 

즈음의 대나무가 가장 좋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입춘이 지나면 대나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갈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필과 특수붓을 제작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의 붓을 채집하기도 한다.

(13) 필관 재단 및 치죽 상사치기

각각의 초가리 크기에 맞는 대나무를 선택하여 목침 위에 올리고 톱 모양의 대칼로 적당한 길이로 재단하는 

과정이다. 필관을 다듬는 데 5명의 필장이 공통적인 과정을 거친다. 재단한 이후 대나무의 형태가 구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대나무를 불에 그을리게 하고 대잡이틀을 이용하여, 그 사이에 끼고 힘을 주어 곧게 펴준다고 한다.  

불에 그을리기 때문에 필관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59)	대나무	채집(2016.	3.	10.)

박경수	필장이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에서	대나무를	

채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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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에 알코올램프를 사용하거나 대나무를 그을리지 않고 간접적으로 열을 가해 대나무를 펴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47)

이후에 공통적으로 대나무를 초가리를 끼울 부분인 치죽 부분을 긁어내고 다듬어서 부드럽게 마감을 하는데, 

이를 ‘상사치기’ 라고 한다. 이는 초가리가 잘 접착될 수 있도록 만들고, 뚜껑이 잘 닫히게 하며, 사용 시에 손에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잡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14) 대나무 속 파내기 및 결합

5명의 필장이 같은 과정을 거친다. 호비칼 또는 통칼 등을 이용하여 대나무 속을 파낸다. 목침 위에 대나무를 

올려놓고 호비칼을 끼운 후 대나무를 손으로 돌리면서 속을 판다. 대나무의 홈이 초가리보다 1∼2㎜ 작게 파야 

붓을 견고하게 낄 수 있다고 한다. 대나무의 속을 파낸 후 봉밀이 굳어 있는 붓촉의 뿌리 부분에 아교 또는 밀랍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붓대에 꽂아 준다. 뿌리 부분과 대나무 안쪽에 접착제가 골고루 묻어야 털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47) 문상호	필장(공방,	2016.	3.	8.)	

(사진	60)	상사치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털과	결합될	대나무를	상사치고	있다.

(사진	61)	상사친	후의	필관(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상사	친	후	필관의	형태이다.	

손으로	잡기	부드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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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대나무	속	파내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초가리의	크기에	맞춰	대나무	속을	

호비칼로	파내고	있다.

(사진	63)	초가리와	필관	결합(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초가리와	필관을	결합하여	붓을	완성했다.

(15) 우뭇가사리 풀 먹이기

우뭇가사리를 끓여 만든 풀에 초가리를 담그고 다듬는 과정이다. 이를 ‘동씌우기’ 라고 하기도 한다. 5명의  

필장이 공통적으로 하며, 풀기를 굵은 실로 훑어내어 예리하게 만들어 준 이후에 통풍이 잘되는 실내나 그늘에 

매달아서 건조한다. 그늘에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햇빛에 건조를 시키게 되면 이후에 붓이 매끈하게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하여 초가리를 뾰족한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은 판매를 위하여 모양을 내는 이유도 있으나, 

풀을 먹이지 않고 이동하거나 보관 시에 붓 끝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을 사용

한다고도 한다.48) 

장인에 따라서 급하게 붓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 풀을 먹이지 않고 붓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으나,49) 필방 

납품하거나 전시할 때 해초풀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뭇가사리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에 계란 흰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교를 연하게 하여 밀가루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50) 하지만 효과적으로 고정하지 

못해서 현재는 우뭇가사리만을 사용하는데, 옻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51)

필장의 연구ㆍ조사로, 아교와 송화 가루, 기장[黍]을 이용하여 제작해 보기도 한다고 했는데,52) 이는 청나라 

시기 당병균(唐秉鈞)의 『문방사고도설(文房肆考圖說)』의 송화 가루와 기장을 아교처럼 차지게 하여 붓털을 

고정한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53)

48) 안명환	필장(자택,	2016.	3.	9.);	박경수	필장(공방,	2016.	3.	10.)	

49)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50) 박경수	필장(공방,	2016.	3.	10.)

51) 안명환	필장(자택,	2016.	3.	9.)	

52) 박경수	필장(공방,	2015.	8.	11.)	

53) 권도홍,	『文房淸玩』(대원사,	2006),	3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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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4)	우뭇가사리	풀	먹이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우뭇가사리를	끓인	풀을	이용하여	

완성된	붓에	풀을	먹이고	있다.

(사진	65)	풀	훑어내기(2016.	2.	6.)

박경수	필장이	풀을	먹인	붓을	실을	이용하여	훑어내고	

있다.	뾰족하게	훑어내어	건조시킨다.

3. 초필의 제작 기법

우리나라의 초필의 기록은 모필이 등장하기 전의 기록은 살펴 볼 수 없으며, 조선시대의 『지봉유설(芝峰 

類說)』54)을 살펴보면, 복용부(服用部) 기용(器用)에 우리나라 관북지방에 용편초(龍鞭草)라는 것이 있는데, 

질이 견고하고 광윤(光潤)이 있어서 채색을 하면 산호랑간(珊瑚琅玕)보다 아름답지만, 체대가 약하여 붓자루

로서는 좀 나약하기에 따로 죽관(竹管)을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용편필(龍鞭筆)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55) 이에 우리나라도 초필의 제작 기법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제작법이 전승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필장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 방식의 기본은 비슷하지만, 재료의 채집과 식물성 재료를 섬유질을 잘게 만들어서 털과 같이 뾰족하게  

모이게 하고, 먹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붓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만드는 제작 기법이 그 차이점을  

만든다. 

재현되고 있는 초필은 문상호 필장을 중심으로 하여, 안명환 필장, 박경수 필장이 만들고 있는데, 초필 중 

죽필과 고필의 제작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죽필의 제작 기법

죽필은 모필이 등장하기 전 글씨를 쓰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모필의 등장으로 쇠퇴한 붓 중에 하나이다.  

대나무의 섬유로 만든 붓으로 거칠고 투박한 맛을 내는 데 사용된다. 모든 죽필을 만드는 필장들은 공통적인  

과정을 거친다.

54) 1614년(광해군	6)	이수광(李睟光)이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20권	10책으로,	목판본이며,	주로	고서와	고문에서	뽑은	기사일문

집(奇事逸聞集)이다.	조선	중기	실학의	선구자	지봉(芝峰)	이수광이	세	차례에	걸친	중국	사신에서	얻은	견문을	토대로	1614년에	간행했다.

55) ‘이수광,	『지봉유설』’을	‘정동찬	외,	앞의	책(『겨레과학기술	조사연구(Ⅸ)	:	붓과	벼루』,	2001),	24∼2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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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나무 채집 및 삶기

주로 신우대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1년생 대나무를 사용하며, 2년 이상의 신우대는 섬유질이 너무 강해져 

붓으로 만들어도 너무 거칠게 된다고 한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의 대나무를 이용하는 필관과는 달리 8∼9월의  

대나무를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7월 이전의 대나무는 섬유질이 너무 부드러워 잘 끊어지고, 9월  

이후의 대나무는 너무 강해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56)

공통적인 과정으로, 채집한 대나무는 섬유질이 풀어지고, 더 부드러워지도록 소금물에 4∼5시간 정도  

삶은 후에 햇빛에 말린다. 대나무를 물에 다시 삶고 1주일 정도 물에 담가둔 후, 방망이로 두들겨 섬유질만  

남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57)

나. 섬유질 골라내기 

대나무를 목침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 또는 신주 방망이로 살살 두들겨 대나무를 부드럽게 만들면  

털 모양으로 대나무가 갈라져서 길게 섬유질 형태로 남는데, 이를 치게로 빗겨 내고, 두드리는 것을 3∼4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좀 더 부드러워지면 좀 더 촘촘한 치게로 다시 빗어주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섬유질이 파손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드리는 방법 외에 바늘과 비슷한 형태의  

빗으로 수차례 빗으면서 부드럽게 쪼개어 작업하는 기법이 있다. 이는 시간과 손이 더 많이 가는 기법이긴  

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세밀하게 제작된다고 한다.58)

다. 끝 만들기 및 섬유질 혼합

긴 섬유질의 형태로 남아있는 대를 도패59)로 밀고 칼로 다듬어 털끝처럼 다듬고, 대나무의 특성상 속이 비어 

있으므로 여러 대나무를 이용하여 섬유질을 만들어 짧은 섬유질과 긴 섬유질을 속에 넣어주고 잘 혼합해 준

다고 한다. 이는 대나무를 털처럼 만들어 따로 만들 때의 경우이며, 이후에 대나무를 모필의 경우처럼 결합시켜 

준다.60)

이 방법 외에 대나무를 길게 잘라서 그대로 이용하여 한 쪽 끝의 10∼15㎝ 정도를 두들겨 털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필관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61)

56) 문상호	필장(공방,	2015.	7.	7.;	2016.	2.	2.;	2016.	3.	8.)

57)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58)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59) 대마를	미는	칼을	뜻한다.

60)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61)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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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옻칠

끝 만들기 및 섬유질 혼합의 과정을 거쳐 필관과 결합 후 풀을 먹여 붓을 완성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생옻을 

붓에 흠뻑 적셔 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흘러내리는 생옻을 풀을 제거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제거하며,  

그 이후 장에 넣어 건조한다. 다시 두 번째 생옻을 먹인 후, 다시 건조장에서 건조한다. 이는 먹물을 더 잘 흡수

하게 만들며, 탄력도 더 좋아지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필장에 따라서 옻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옻칠도  

3번 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3번 이상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죽필에 생옻칠을 하게  

되면, 내습, 내열, 방충 효과도 얻을 수도 있다.62)

마. 풀 먹이기 및 건조

공통적인 과정으로, 우뭇가사리를 끓여 만든 풀에 흠뻑 적신 후 붓에 실을 감아 당겨 풀을 제거하고, 붓의 

모양을 만들어 고정한다. 이후에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세워 건조한다. 이는 모필의 기법과 동일하다.

(2) 고필의 제작 기법

가. 볏집 채집 및 삶기

고필은 찰볏짚과 산간 오지 등에서 자란 볏짚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일반 논에서 자란 벼보다 마른 땅에서  

62) 문상호	필장	(공방,	2016.	2.	2.)	

(사진	66)	과정별	죽필	형태(2015.	7.	7.)

문상호	필장이	죽필을	만드는	과정별	형태이다.

(사진	67)	완성된	죽필	형태(2015.	7.	7.)

문상호	필장이	완성한	죽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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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벼가 더 질겨 붓으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하며, 시기상으로는 벼이삭이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

여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일반 벼를 사용해도 되지만, 필장에 따라서 벼이삭이 2/3 이상 누렇게 익은 찰

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덜 익거나 너무 익은 벼는 섬유질이 약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63)

공통적인 과정으로, 물에 삶기 이전에 더 잘 풀어지도록 2∼3일 정도 물에 담가 놓는다. 이후에 볏짚의 회기64)를 

뽑아내고 끓는 소금물에 넣어 4시간 이상 삶아 햇빛에 말려 저장한다.65)

나. 섬유질 뽑기

공통적인 과정을 거치며, 볏집의 끝을 빗으로 정교하게 쪼개어 털처럼 나눈다. 나무판 위에 놓고 죽필과 같이 

나무 방망이 또는 신주 방망이로 살살 두들기는 작업을 반복해 섬유질이 털처럼 가늘게 되도록 한다.

다. 끝 만들기 및 끝 맞추기

필장들이 공통적인 과정을 거친다. 죽필과 비슷하게 가늘게 된 재료를 대패로 밀고, 칼로 가볍게 다듬어서  

모필의 끝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준다. 그 후에 아직 젖어 있는 상태의 초가리를 그늘에서 서서히 말려준다. 길게 

펼쳐진 볏짚을 가죽 위에 길게 펴고, 그 위에 모필과 비슷하게 반복해서 펴는 작업을 계속한 다음 가죽을 말아 땅에 

놓고 문지르면 재료가 곧게 펴지는데 이를 한 주먹씩 쥐고 끝 쪽을 뽑아 끝을 맞추어 둔다고 한다.

이 때 너무 높은 온도로 갑자기 건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다른 식물 재료보다 볏짚은 

그 강도가 약해 너무 온도가 높으면 끊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66)

라. 재단 및 섬유질 혼합

모필과 과정이 비슷하며, 만들고자 하는 붓 크기에 맞는 길이로 재단지에 말아 뿌리 쪽을 가위로 재단한 후  

재료를 섞어 혼합한다고 한다. 이 과정도 필장별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67)

마. 뒷정모 및 작편

공통적으로, 모필처럼 혼합 시킨 재료를 한 주먹씩 쥐고 뿌리 쪽을 뽑아 가지런히 뒤쪽을 맞춘다. 뿌리 쪽을  

기준으로 모여진 재료를 다시 한 번 가죽 위에 놓고 펴는 작업을 하여 뒷정모하고 붓의 크기에 맞게 무게를 달아 

재료를 나눈다고 한다. 이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무게는 5∼6g 정도 된다고 한다. 고필은 모필과 다르게 의체와 

심소를 구분하지 않는다.68)

63)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64) 벼	이삭이	달린	부분을	칭하며,	고필을	제작할	때는	벼	이삭이	2/3	이상	누렇게	익은	찰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덜	익거나	너무	익은	벼는		

섬유질이	약해	사용하지	못한다.

65)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66)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67) 안명환	필장(자택,	2016.	2.	1.),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2016.	3.	8.);	박경수	필장(공방,	2016.	2.	6.)		

68)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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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끝보기, 실로 묶기

공통적으로 작편된 볏짚을 물에 적시고 난 후, 붓이 쓰여질 부분을 뾰족하게 칼 또는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내며, 

도모와 절모를 제거해 준다. 이후 모필처럼 끝을 가지런히 맞추고 붓의 뿌리 쪽을 명주실로 단단히 묶고 아교를 

이용해 고정시켜 준다. 제거된 도모와 절모는 모필의 경우는 사용을 못하지만, 고필은 다시 혼합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69)

사. 생옻칠 및 대맞추기

죽필과 마찬가지로, 끝 만들기 및 섬유질 혼합의 과정을 거쳐 필관과 결합 후 풀을 먹여 붓을 완성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붓촉에 생옻을 묻혀서 옻칠 건조장에 넣어 말린 후 다 마르면 다시 생옻을 발라 건조장에서 건조한다.  

옻칠된 초가리에 맞는 대나무에 아교나 부레풀로 고정시켜 준다.70) 

아. 풀먹이기 

공통적인 과정으로, 우뭇가사리를 묽게 끓여 식힌 다음 붓을 넣어 풀이 붓에 잘 스며들도록 한 다음 실로 여분의 

풀을 제거하고, 모양을 잡은 후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한다.

모필과 그 전체적 기법은 비슷하나, 재료 준비과정에  

있어서 채집하는 방법과 섬유질을 얻어내는 방법 등으로 

재료를 털과 비슷하게 만들어 먹물을 흡수시키게 만드는 

과정이 특수한 과정으로 모필과는 차이가 보인다. 

69)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70) 문상호	필장(공방,	2016.	2.	2.)	

(사진	68)	문상호	作,	<고필(稿筆)>,	2005년,	

42㎝×26㎝,	문상호	소장

(사진	69)	박경수	作,	<고필(稿筆)>,	2010년,	

25㎝×6㎝,	박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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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붓은 모든 문화를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역할을 해 왔다. 현재의 문화들도 붓과 직ㆍ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 온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붓은 삼국시대로부터 현재 미술작품의 도구로 사용되기

까지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으며, 그 기법이 전승되어 내려져 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붓 제작과 그 기법 전승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서예 문화는 

다른 문화에 밀리게 되었으며, 필기구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여 이제는 붓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붓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으며, 이제는 중국 붓의 대량생산화 

앞에서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종류별 붓의 특징과 붓 제작 기법 과정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비교ㆍ 

종합ㆍ분석해보았다.

붓의 특성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가 포유류 동물의 털과, 조류 동물의 깃털, 식물성 재료 중 어떤 것을 

이용하여 제작했는지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재료에 따라서 부드러운 털이 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털이 될 수도 있고, 강한 털, 거친 털 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붓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제작 기법이 달라지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의 붓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법이 전승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 짓고, 비교ㆍ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붓은 크게 황모, 양모를 중심으로 한 모필과 칡, 볏짚 등을 이용한 초필의 제작 기법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동물과 식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채집과 선별 등 제작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붓은 동물의 털과 식물 재료의 채집부터 붓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의 재료 선별로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모필의 경우에는 기름기 제거의 과정을 거치고, 식물의 경우는 섬유질을 길고 가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거쳐서, 털을 가지런히 하고, 모아주는 정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심소, 중소, 의체로 구분하여 

이를 혼합하고 묶어 필관과 연결을 하여 완성한다.

모필과 초필은 비슷한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 지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재료의 채집과 식물성 재료를 섬유 

질의 긴 형태로 만들어 털과 같이 뾰족하게 모이게 하고, 먹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붓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만드는 것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장들은 대부분의 경우, 붓 제작 기법을 우수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필장들에게 찾아가 직접 전수를 받는  

형태를 띠고 있다. 광주 지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 등지에서 필방에 소속되어 우수 기술을 사사하여 현재의  

양모필, 황모필 기법이 전국적 확산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무형문화재 필장 모두 붓 제작 기법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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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 사사 후 각자의 노력을 통하여, 개인적 특성화와 제작 기법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양모필, 황모필을 제작하며, 김종춘 필장의 경우에는 산마필을 특허내고, 대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특성화 하고 있으며, 박경수 필장의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닭털붓을 특허내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깃털붓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문상호 필장의 경우 볏짚으로 만드는 고필과 칡으로  

만든 갈필을 특허내고, 이를 중심으로 초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안명환 필장의 경우, ‘진다리붓’을 더욱 

더 연구하여 양모필을 개량하고 있다. 이인훈 필장의 경우도 황모필을 중심으로 하여 세필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는 지역별의 특성화뿐만 아니라 필장 개인을 다른 필장과 비교하여 특성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우리 붓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붓의 재료에 대한 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붓 제작 기법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붓공예 산업을 변화ㆍ발전시킬 것인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붓 제작 이전에 재료수급의 문제, 전승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붓 제작의  

호황으로 붓이 많이 제작되었을 때는 군락을 지어 제작 활동을 했던 필장들도 각지의 지역으로 흩어져 개인

별로 전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다. 이에 각자의 연구를 통하여, 특성 

화를 하고, 현대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회ㆍ문화적으로 더 영향을 끼치기까지 아직 한계가 많다. 이에 붓의 단순 기능만이 아닌 붓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알리는 일도 필요하다. 

최근에 캘리그래피(Calligraphy) 열풍이 불면서 붓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필장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붓은 과거에도 기록ㆍ예술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에 오늘날에도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중심에 나아갈 수 있고, 충분한 발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붓에 대한 재인식과 다양한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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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and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Brush in Korea 

Abstract

In Korea, writing brushes were an important tool to express art and culture of the time as 
a symbol of study. Also, expressing freedom from political power, they were considered as a 
main symbol of upright integrity/mental world and achievement of fame and prestige. Even 
though they were variously used as an essential tool,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es on 
them. Thus, this study attempted a general analysis on traditional brushes. Examining brushes 
produced in each time period and their characteristics could be the start of understanding 
brushes. Even though there are not many literary records about brushes, relics and records 
show such active production of them. As the production/use of brushes became one of the 
most essential interest, it gets more important to produce better brushes by passing down 
and developing its techniques. For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technique, it is significa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dividing them into different size, material, and use with its 
historical records 

This paper combined the field survey. Brush-making craftsmen were referred to while the 
field survey strengthened the contents. The field survey targeted five brush-making craftsmen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activities including their production 
techniques.  

The production technique of brush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hair brushes focusing on 
hair from weasel's tail and wool, and vegetable brushes using kudzu and rice straw. As the 
characteristics of animals and vegetable are different to each other, the production processes 
such as collection/selection of materials are differently shown. 

Starting from collecting/sorting animal hair and vegetable materials, as the most important 
process, such hair brushes go through the removal of oiliness while vegetable brushes go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fiber long and thin and then gathering hair neatly. After that, 
dividing hair into Simso(center), Jungso(middle), Uiche(surface) and mixing/tying them,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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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to the stem of brushes for the completion. Such hair brushes and vegetable brushes 
could look like they are based on the similar production technique. However, regarding the 
vegetable brushes, making vegetable materials into long shape of fiber and gathering them 
neatly like hair to absorb ink well could be a huge difference from hair brushes.

Similar to other traditional crafts areas, the brush crafts also have many problems like supply/
demand of materials, and transmission. Even though there are attempts to specialize and 
develop them for the role in modern society through researches, still there are lots of limitations 
to solve such problems and to have bigger influence socioculturally. Under this condi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considering brushes as a simple tool. Thu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 and task of brushes in modern 
society. Also,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newly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bru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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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자료와	다른	지역의	사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의	역사성과	본연의	

기능을	고찰하는	목적이	있다.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에	관련된	연구는	다른	의례	도구에	비해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

되었긴	하지만	띠배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와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의례	도구에는	부산과	발심지,	그리고	제주도의	배방선	등이	있다.	이들	도구는	바다에	띄워	

보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띠배의	역사성은	이들	도구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확한	역사를	알기	어렵지만	바다에	무언가를	바치거나	띄워	보내는	사례는	고려시

대를	비롯해	조선시대,	그리고	최근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	대상물	또한	다양한데,	돼지를	비롯해	부적,	그리고	폐백		

등이	그것인데	띠배	역시	그러한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띠배처럼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낸	사례는	고려시대의		

문헌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바다에	나가기	전에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어	던졌	

다는	내용인데,	이	기록을	보면	띠배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형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띠배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본	띠배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례	도구들을	소개하고	이들	도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선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의례	도구가	본격적으로	어업이	시작되는	정월에	바다에	띄워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내용에	입각해	보면	위도띠뱃놀이의	띠배	본연은	심청전의	심청이와	마찬가지로	항해를	하기	전에	

바다의	용왕님께	바치는	희생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위도띠뱃놀이,	띠배,	바다,	무사	항해,	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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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위도띠뱃놀이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의가 마무

리되는 시점에 주민들이 바다에 띠배라는 모형의 배를 띄워 보내기 때문이다. 띠배를 비롯해 띠배와 유사한 

의례 도구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지만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처럼 널리 알려진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모형의 배인 띠배는 위도띠뱃놀이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배의 역사를 비롯해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는 고증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띠배의 모습이 본래부터 지금의 형태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 박혜준이 언급한 바대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이하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출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입각해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고증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1) 

최진아2)와 하효길,3) 그리고 필자4)의 연구에 따르면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모형의 

배는 서해안과 서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일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위도띠뱃놀이처럼 일반적인 배(제주도 

영등굿의 배방선 포함)의 형태를 지닌 것도 있으며, 부산이나 발심지처럼 배의 형태는 아니지만 제의 마지막에 

바다에 띄워 보내는 의례 도구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들 도구가 형태적으로 볼 때 띠배와 다르긴 

하나 의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다에 띄워 보낸다는 것만은 공통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띠배가 지닌 의미를 띠배가 지닌 특징을 모형의 배라는 관점, 띠배 제작에 쓰이는 재료 등을 토대로 

주민들이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액막이의 개념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

한 바 있다. 또한 띠배가 인간의 생명의 원향(原鄕)인 해양세계에 왔다가 사후에 해양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은 

해양타계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띠배와 인신공희(人身供犧)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비교적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띠배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관련 기록이 전무한 현실에서 이 부분을  

고증하는 일이 버겁긴 하겠지만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띠배가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4082405).

1) 박혜준,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	위도띠뱃놀이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 최진아는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	띠배의	여러	형태를	정리하고	이것들의	유형	분류를	통해	띠배가	지닌	기능과	의미	확장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고찰한	바	있다.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띠배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띠배가	지닌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를	다각

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최진아,	「띠배의	기능과	의미	확장	:	풍어제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5(한국무속학회,	2012).]

3) 하효길,	「무속의례와	배」,	『한국무속학』	3(한국무속학회,	2001).

4) 서종원,	「위도띠뱃굿에	보이는	띠배의	의미	고찰」,	『생활문물연구』	9(국립민속박물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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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역사적인 부분과 함께 주목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띠배의 기능성이라 생각된다. 일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긴 하나 어떤 연유로 위도 주민들이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띠배를 퇴송배(船)으로 보는 연구자5)도 있으며, 바다에 띄워 보내는 희생

물로 보는 견해 등이 있긴 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물과 새롭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의 역사성과 본연의 기능을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띠배가  

지닌 속성과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시점,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사례 등을 종합·분석하여 띠배 연구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하겠다.6) 특히 띠배

와 유사한 여러 형태의 배 가운데서 바닷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띠배가 지닌 중요한 속성, 

다시 말하자면 바다에 띄워 보내는 의례 도구라는 점에 집중하여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Ⅱ. 위도띠뱃놀이와 띠배

국가무형문화재 제82-3호로 지정된 위도띠뱃놀이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전승되는  

마을신앙의 하나이다. 놀이라는 명칭이 붙긴 했지만, 본래 대리 마을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의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의 명칭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도띠뱃놀이는 ‘대리원당제’와  

‘대리원당굿’ 등으로 불렸다. ‘대리’라 명칭은 위도면에 속한 대리 마을을 이야기하며, 원당제와 원당굿은  

대리 마을의 신이 좌정된 원당(願堂)에서 행해지는 의례임을 보여주는 용어다. 결국 위도띠뱃놀이라는 명칭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셈이다.7) 

본래의 명칭을 대신해 위도띠뱃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제의가 끝나는 시점에  

띠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에서 띠배라는 것을  

부각시켰고 지역적 범주 또한 대리 마을이 아닌, 보다 큰 범주의 위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5)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자는	하효길과	이경엽이다.[하효길,	앞의	논문(「무속의례와	배」,	2010);	이경엽,「제의용	모형배의	유형과	의미

화	방식」,	『한국민속학』	60(한국민속학회,	2014).]	

6) 현시점에서	위도띠뱃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다.	그렇지만	제의	마

지막	과정에서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부분에서	위도띠뱃놀이의	역사	내지	형성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띠배와	

유사한	모형의	배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7) 위도띠뱃놀이라는	명칭은	1978년	전국체전	당시	제작된	팜플릿에	인쇄소의	실수로	‘위도띄뱃놀이’로	활자화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이

것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상	수상	시	신문사들도	‘위도띄뱃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고,	이후	한동안	‘띠뱃놀이’와	‘띄뱃놀이’라는	이름

이	동시에	사용되었다.[박혜준,	앞의	논문(「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	위도띠뱃놀이를	중심으로」,	1999),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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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각한 띠배는 오래전부터 의례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한다.  

다만 언제부터 띠배를 만들어 띄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띠배의 규모에 대해서는 주민들마다  

기억하는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예전의 띠배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다. 현 시점에서 띠배의 역사와 규모를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

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배라는 의례 도구가 오래전부터 의례 과정에서 등장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로 일부 연구자들은 위도띠뱃놀이의 역사가 고려시대부터 가깝게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8) 그리고 조기잡이 쇠퇴와 함께 큰 굿이 없어지고 당제까지도 소멸한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다니는 해

적들이 침입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이도곤’이라는 마을 이장이 나서서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포함해서 띠뱃굿을 부활시켰다는 연구 결과9)가 있다. 

해마다 정월 초사흘에 행해지는 위도띠뱃놀이는 의례 준비 과정을 생략하면 크게 원당제-띠배제작-주산

돌기-용왕굿-띠배띄우기-대동놀이(뒷풀이)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순서로 볼 때 띠배는 용왕굿이 끝난 뒤에 

바다에 띄워 보내는 의례 도구이다. 추후 언급하겠지만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의례 도구들10) 역시 의례 마지막 

과정에 등장한다.    

위도 지역의 띠배는 행사 당일 오전에 남성들이 주도하여 제작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집에 올라가지  

않은 남성들이 띠배를 만든다. 띠배 본체의 크기는 길이 3m, 높이 80㎝, 너비(폭) 1.5m 정도이다. 이러한  

크기의 띠배는 크게 본체(本體)와 부속물(附屬物)로 구분할 수 있다. 본체는 말 그대로 띠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속품은 띠배에 부착하거나 달려 있는 장식품을 지칭한다. 부속물은 돛·닻·폐그물·스티로폼 부망· 

제웅(허제비)·오방기·뱃기 등이다. 본체 중앙에는 두 개의 돛이 세워져 있으며, 고물(배의 뒷면)에는 나무로  

만든 닻이 매달려 있다. 또한 고물(앞)에는 물위에 잘 뜰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스티로폼 부망(敷網)이 부착되어 

있으며, 고물에는 오방기(五方旗)가 달린 긴 나무 가지가 꽂혀 있다.

띠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띠를 비롯하여, 짚·나무 합판·참나무ㆍ싸리나무 가지·오색천·그물망·노끈·

못 등이다.11) 이들 재료는 띠배를 제작하기 하루 전에 준비를 하지만, 일부는 의례가 행해지는 당일 아침에  

마련한다.12) 아래의 내용은 띠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8) 국립문화재연구소,	『위도띠뱃놀이』(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21쪽.	

9) 국립민속박물관,	『위도의	민속	:	대리원당제편』(국립민속박물관,	1984),	8쪽.	

10) 여러	형태의	모형배	가운데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와	유사한	형태는	‘서해안배연신굿’	과	‘제주도	영등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해안배연

신굿에	등장하는	띠배는	나무판자로	배	틀을	만든	뒤에,	그	배	주변에	갈대	혹은	짚을	두른다.	배	안에는	갈대나	짚으로	만든	돛을	세워	

놓는다.	배의	곳곳에는	오색	혹은	삼색의	천을	덧대	만든	뱃기(혹은	서낭기)를	꽂아	놓고,	별상을	상징하는	남ㆍ녀	인형을	담아	놓는다.	대략	

배	옆면의	길이가	100㎝가	조금	넘으며,	배의	높이는	30㎝가	조금	넘는다.	그리고	제주도영등굿의	띠배는	짚이나	띠를	이용하여	배	몸체를	

만들고	돛을	뱃머리	쪽과	배	중심	쪽에	두	개	정도	달고,	그	안에	제물을	잔뜩	담아	놓는다.[최진아,	앞의	논문(「띠배의	기능과	의미	확장	:	

풍어제를	중심으로」,	2012),	52∼53쪽.]

11) 띠배를	만드는	재료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데	볏짚	등을	이용하기	전에는	옥수수	껍질과	줄기	등을	이용하여	띠배를	제작하였다고	

한다.[이종순(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2019.	7.	16.)]

12) 과거엔	띠배에	쓰일	띠와	짚	등은	걸립굿을	통해	집집마다	조금씩	걷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풍속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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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띠배	만드는	재료13)

                                         · 띠배 총길이 3m, 넓이 1.8m, 높이 0.8m 

                                         · 인부 8명

                                         · 소모시간 약 3시간

                                         <만드는 재료> 

                                         · 밑나무 1.5치(3.03cm)×2자(33.3ㅊcm)×2.5m = 1개(판자목)

                                         · 각그목 1치×2치×12자 = 12개(1다발)

                                         · 멍에나무 직경 2치 원마루 2m = 3개(통나무)

                                         · 곳은 나무 싸리나무 춧나무 40개(약 20kg)

                                         · 띄 불랑 5다발 80kg정도

                                         · 오방깃대 6개

                                         · 이물대 직경 2치 둥근형 2.5m = 1개 

                                         · 허리대 직경 2치 둥근형 3m = 1개

                                         · 새끼 2마끼(새끼대용)

                                         · 못 2치 1근, 3치 2근 = 3근

                                         · 지푸라기 2다발(허수아비 만들 재료)

                                         · 가마니 2입(돛)

                                         · 작은 부이 4개(부력)

                                         · 돌 3kg짜리 4개(균형)

13) 이	내용은	오랫동안	위도띠뱃놀이에	참여해	온	김영석	씨(남)가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작	내용은	2010년대의	모습이라	

한다.[김영석(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미영금,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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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배는 의례 당일 아침에 만들기 시작한다. 띠배를 만드는 과정은 마을의 남성들이 주도한다. 이들 중에는 

오랫동안 띠배를 만들어 온 주민도 있으며, 집안에 임산부가 있거나 부정한 일을 당하여 당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된다.14) 띠배를 제작하는 데는 보통 2∼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띠배를 만드는 순서는 배의 골격 

만들기, 키와 오방기 등의 부속물 달기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에서 행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 

띠배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배의 골격을 만드는 일이다. 배의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 

합판을 이용해 띠배의 바닥을 만든다. 바닥에 쓰일 나무 합판은 길이 2∼3m, 너비 5∼60㎝ 정도이며,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에 나무를 박아 가로대를 대고 앞과 뒤에 긴 나무를 박는다. 그런 다음 바닥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개의 작은 나무 기둥을 박는데, 이는 차후에 띠와 짚 등을 배 측면에 입히기 위한 것으로 짚과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중에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 합판 중앙에는 2개의 돛을 달 수 

있도록 별도의 나무 기둥을 박아 놓는다. 

배의 골격이 만들어지면 띠와 짚, 싸리나무 가지 등을 모아 지름 10㎝ 정도의 긴 줄을 여러 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로 나무 합판 주위를 따라 밑에서부터 위로 엮어 올라간다. 주위를 따라 여러 개의 줄을 단단

하고 조밀하게 엮고 나면, 띠배는 어느 정도 띠배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엮인 줄은 끈이나 칡 줄기 등

으로 다시 단단하게 묶는다. 이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포개어진 여러 개의 줄을 단단히 묶는 작업인데, 만약 허술하게 묶으면 띠배가 먼 바다로 나아갈 때 띠와 

짚 등이 흐트러져 배의 모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에 띠와 짚 등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띠배에 부착할 여러 부속물을 만든다.  

부속물에는 긴 나무에 짚으로 만든 가마니를 끼운 2개의 돛, 배 뒷면에 부착할 키, 다섯(오) 방위를 먹으로 써 

참나무 가지에 매단 오방기, 배의 이물과 바닥면에 매달 폐그물과 스티로폼으로 된 부망(敷網) 등이 그것이다. 

부속물이 각자의 자리에 놓이면 짚으로 허수아비(제웅)를 만들어 배 안에 배치한다. 배 안에 놓인 허수아비 

수는 모두 7개이나 과거에는 마을의 동서남북에 있는 장승 옆에 있는 허수아비를 배에다 실어 띄워 보냈다. 

14) 원당에	올라간	남자들은	자기	집안에	유고가	없는	경우다.	이에	비해	자기	집에	유고가	있는	남자들	및	그	나머지	남자들은	마을에	남아

서	띠배	만들	재료를	거출하고	띠배	만드는	일을	한다.	띠배	만들	재료를	거출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풍물패를	앞세워	걸립굿을	하였다.	

풍물패의	조직은	대개	꽹과리	1,	징	1,	장고	1	세가지	악기로	간단하게	구성되며	대략	간단한	가락들만	맞추어	치고	다닌다.[김월덕,	「한

국	마을굿에	대한	민족연극학적	연구	:	‘위도띠뱃굿’의	경우를	중심으로」(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37∼38쪽.]	

15) 참고로	김영석	씨가	정리한	띠배	만드는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①	갯목을	넣고	밑판을	편다.	②	늘두더기를	간격	맞춰	네	개를	자른다.	③	각	위치에	놓고	못질을	한다.	④	매시를	세운다.	밑판하고	연결

을	한다.	⑤	이물쪽	늘두더기와	매시를	잡아	준다.	⑥	구시판	두	개로	잡아	매시를	정확하게	한다.	⑦	선다리도	이와	같이	잡아주며	세워

준다.	⑧	밑판에	못으로	새끼	걸	곳을	만들어	거기에	새끼줄을	걸고	뙤로	온몸을	감싸서	새끼줄로	밑에서부터	엮어	나온다.	⑨	밑이	넓어

지면	삼이	되게	나무와	띠를	섞어	위로	올려챈다.	⑩	어느	정도	높아지면	풀나무로	단단히	엮어	정확한	높이를	맞춘다.	⑪	이물가	매기를	

멍에	하고	밑에	늘두더리	하고	같이	단단히	각그목으로	연결을	한다.	⑫	허리	쪽	간매기도	멍에에	되고	늘두더기	하고	같이	단단히	연결

을	한다.	⑬	이물대는	이물	간매기와	멍에	부치고	허리	내는	허리	간매기에	부친다.	⑭	돛대에	용도	줄을	만들어	가마니로	돛을	만들어	각

각	단다.	⑮	닻하고	치(키)를	만들어	제자리에	맞춘다.	 	허수아비	7개를	만들어	둔다(하장,	사공,	장군	5)	 	띠배에다	실고	오방기를	단

다.	 	상을	차려	띠뱃굿을	한다.[김영석(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미영금,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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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위도띠뱃놀이의	띠배	제작	모습

띠배가 완성되면 용왕굿을 한다. 용왕굿에서 쓰였던 제물을 띠배 안에 넣는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띠배에 노잣돈을 꽂기도 한다.16)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 되면 모선과 띠배를 연결하여 바

다에 띠배를 띄워 보낸다. 주민 대다수는 원당제와 용왕제를 지내고 띠배를 띄워 보내면 한 해를 무사히 잘 마

친다고 인식한다.17)

띠배를 띄워 보내고 난 이후, 날이 어두워지면 어선을 부리는 선주와 선장들은 마을의 뒷산(도젯봉)에  

올라가서 띠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핀다. 파도가 없으면 띠배는 바람 부는 대로 멀리 흘러가고, 파도가 있을  

때는 띠배가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띠배가 떠 있는 곳에는 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채비불 

(도깨비불)’이 켜진다고 믿었다. 도깨비불이 켜진 자리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생각 때문에 선장과 선주는 

그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다.18)

16) 서종원,	앞의	논문(「위도띠뱃굿에	보이는	띠배의	의미	고찰」,	2003),	42∼43쪽.		

17) 이주승,	「마을굿에	나타난	허제비의	뜻과	구실」(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4쪽.	

18) 김월덕,	앞의	논문(한국	마을굿에	대한	민족연극학적	연구	:	위도띠뱃굿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6),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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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띠배를 띄워 보내기 전에 ‘서해안배연신굿’에서 볼 수 있는 연극적 요소가 남아 있었다. 탈을 쓴 사람이 

등장하여 띠배 옆에서 무당과 재담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놀이가 펼쳐졌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가 없다.  

Ⅲ. 띠배의 역사성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의례 도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도 지역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천(河川)이나 강가에서 행해지는 용왕제(龍王祭)에서 잡귀잡신을 실어 보내는 의미로  

배(퇴송배)를 만들어 띄어 보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본 장에서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띠배,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배를 대상으로 띠배의 역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안 지역에서 띠배, 혹은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배가 등장하는 곳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효길·

최진아·이경엽 등의 연구에 따르면,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배들은 경기도ㆍ충청도ㆍ전라도·경상남도·제주도  

해안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9) 그리고 띠배를 비롯해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배의 명칭에는 

떼배·혼배ㆍ짚배ㆍ시숫배ㆍ배방송·매생이배20) 등이 있는데 일부 지역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제도 별신굿(떼배), 소록도(띠배), 당진군의 고대리의 안섬풍어굿(발심지), 해남군의 상마도의 당제(혼배와 띠

배경주), 남해안 별신굿(띠배), 비안도 마을굿(시숫배), 군산 용왕굿(꽃배), 충청도 외연도의 풍어제(퇴송배), 제주도 

영등굿, 제주도 칠머리 당굿(배방선), 황도 붕기풍어제(퇴송배), 서산 창리의 풍어제(떼배), 추자도의 풍어제(띠배), 

제주도의 영등굿(배방선ㆍ짚배) 등21) 

물론 위의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지역에서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배가 전승되었다.22)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풍도의 대승배다. 풍도의 대승배는 마을의 남자들이 짚으로 엮어 만든다. 대략 70∼80㎝ 정도의 크기로  

19) 최진아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띠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용왕에게	헌물의례를	행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	띠배를	의례에	띄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용왕을	위해	만든	떡을	직접	바다에	가져가	빠뜨리는	헌물의식을	행함으로	인해,	굳이	모형

배를	만들어	그곳에	제물을	넣어	바다로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최진아,	앞의	논문(「띠배의	기능과	의미	확장	:	풍어제를	중

심으로」,	2012),	61쪽.]	

20) 이경엽은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띠배,	떼배,	판자배	등을	비롯해,	지역별로	보이는	배방선,	시숫(헌식)배	등을	총괄하여	‘퇴송배’라고	언급하

였다.	그는	퇴송의	과정에서	띄운다는	의미로	이들	모형배를	퇴송배로	명명하였다.[이경엽,	앞의	논문(「제의용	모형배의	유형과	의미화	

방식」,	2014),	123쪽.]			

21) 위의	내용은	필자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하효길은	용배와	용왕선,	용선	등으로	불리는	종이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하효길,	앞의	논문(「무속의례와	배」,	2001),	108쪽.]	

22) 동해안	지역에서는	띠배가	아닌	용선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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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며 위에 돛을 달고, 기를 꽂아 놓는다. 대승배 안에 동네 주민들이 떡, 음식, 지폐와 동전, 술, 고기를 놓으며,  

특별히 홍역 앓은 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허수아비(제웅)를 넣는다. 다른 배 한 척이 이 배를 끌고 나가는데  

풍도 바다 앞에서 줄을 끊어서 띄워 보낸다. 남자들만 탄 배에 대승배를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대승배를 

바다에 보내고 나면 대승배에서 와글와글 하는 소리 혹은 조금씩 넣어 놓은 밥과 떡을 떠 먹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런 소리가 나야 제의를 잘 지낸 것으로 여긴다.23)

최진아는 다양한 명칭을 지닌 의례용 배를 유형에 따라 배형ㆍ심지형ㆍ뗏목형ㆍ원통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배의 모양을 본 따 그 크기만을 축소하여 만든 것을 배형, 마치 압정을 뒤집어 바다에 띄워 놓은 형태를 심지형, 

통나무를 나란히 일렬로 연결해서 만든 것을 뗏목형, 그리고 마치 원통을 세워 놓은 배를 원통형으로 보았다.24)

전국에서 보이는 이러한 배가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와 동일한 것인지, 혹은 상호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의 과정에서 바다에 띄워 보내는 부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많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띠배를 제작하여 바다에 띄워 보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 띠배는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바다에 빠졌다’는 심청이가 등장하는 <심청전>의 내용과 닮은 점이  

많아 보인다.25)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지만, 바다를 관여하는 용왕에게 무사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띠배를 보낸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개연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시대가 바뀌어 사람이 아닌 띠배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나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무언가를 바치거나 띄워 보내는 사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행해졌다. 심청전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서해안의 백령도의 연화리에는 여성이 아닌 숫총각을 해신에게 바쳤다는 설화가 전해 온다. 물을 얻기 

위해 연화리에 들른 상인들이 다시 출항을 하려는데 풍랑이 심해 숫총각을 해신에게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나니 배가 잔잔해졌다는 것이 이 설화의 주요 골자이다.26) 

보다 의미 있는 사실은 백령도 지역에서는 숫총각이 아닌 돼지를 잡아 용신(龍神)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 

비교적 근래까지 행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청전과 관련된 장산곶의 바다의 물과 바람이 이상하여 이 고장을 지나는  

상인이나 어부들이 용신에게 돼지를 잡아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가 답사 차 갔을 때도  

그곳에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5일간이나 배에 묶여 있었다. 연화리에 있는 용굴에는 해룡에게 처녀를  

23) 정형호,	『풍도의	민속	정초놀이와	마을굿』(민속원,	2014),	106∼107쪽.	

24) 최진아,	앞의	논문(「띠배의	기능과	의미	확장	:	풍어제를	중심으로」,	2012),	48∼56쪽	참조.	

25) 이에	대한	내용은	송화섭의	「『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송화섭,	「『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역사민속학』	25(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6) ‘최운식,	「백령도	지역의	『심청전설』	연구」,	『한국민속학보』	7(한국민속학회,	1996),	488쪽’을	‘송화섭,	앞의	논문(「『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2007),	25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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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로 바치던 옛 민속을 말해주는 전설이 있다. 여름철 안개가 뽀얗게 덮일 무렵이면 용굴에서 암수 두 마리  

용이 나타나 하늘에서 교합(交合)을 한다. 정수(精水)가 하늘로부터 바다에 방울져 떨어지면 마을에서는 처녀  

하나를 골라 용에게 제물로 바쳐 뱃길을 복(福)을 빌었다고 한다.27)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렸다는 심청전의 내용, 그리고 백령도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와 풍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용왕에게 무언가를 바쳤다는 부분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대상물이 바뀌긴 했지만, 어민을 비롯해 항해자들이  

바다를 관여하는 용왕에게 무언가를 보내거나 바치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전해 오던 풍습이다.28)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는 항해자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항해 도중에 특정 해역에 도착하면  

신앙물(의례 도구)를 바다에 빠뜨리거나, 무사 항해를 위해 암초 등에 불상을 올려놓고 간략하게 경을 읽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독 물살이 센 곳이나 해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점에 도착

하면 항해자들은 특별한 의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화랑세기(花郞世記)』와 서긍(徐兢)

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실려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풍랑을 만났는데 뱃사람이 여자를 바다에 빠뜨리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공이 막으면 “인명은 지극히 중한 

데 어찌 함부로 죽이겠는가?”하였다. 그때 양도 또한 선화로서 같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다투어 말하기를 “형은  

여자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공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 위험하면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였다. 

공이 침착하게 말하기를 “위험하면 함께 위험하고 안전하면 함께 안전하여야 한다. 어찌 사람을 죽여 삶을 꾀하겠 

는가?”하였다. 말을 마치자 바람이 고요하여졌다. 사람들은 해신이 공의 말을 듣고 노여움을 풀었다고 생각하였다.29)

신시 후에 합굴에 당도하여 정박하였다. 그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고 주민도 역시 많았다. 산등성이에 용사

(龍祠)가 있는데 뱃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바닷물이 이곳에 이른다.30)

위의 기록과 함께 순조로운 항해를 희구(希求)하는 뜻으로 어전(御前)에서 내린 풍사용왕첩(風師龍王捷) 및 

지풍위(止風位) 등이 적힌 부적 13부(符)를 바다에 던졌다는 내용31)은 띠배의 역사를 살피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기록이다. 또한 엔닌[圓仁]이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도움을 빌었다는 내용32)이나 출항 전에 수정으로 만든 염주 한 개를 

27) 오상진	편저,	『백령도-우리는	이	섬을	지켜야	산다-』(샘터사,	1979),	221∼222쪽.	

28) 일본인	승려	엔닌[圓仁]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띠배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초선(草船)’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다만	의례용	배가	아닌	띠로	만든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오에	사수인	오야케노	미야쓰구나가	압관	등	10여	명과	더불어	여고진가(如皐鎭家)로부터	30여	척의	‘띠배(草船)’를	몰고	왔는데	그들의	

말을	들은	즉	대사는	어제	진가(鎭家)에	도착하였다고	한다.[엔닌	저·신복룡	번역·주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정신세계사,	

1991),	27쪽.]

29) ‘『화랑세기(花郞世記)』	風月主	禮元公條’를	‘송화섭,	앞의	논문(「『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2007),	242쪽’에서	재인용.

30) 『고려도경(高麗圖經)』	권39	蛤.

31) 『고려도경(高麗圖經)』	권34	海驢焦.

32) 서풍이	불어	닺줄을	풀고	포구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바람이	심하고	뱃길에	암초가	많아	곧장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오후	6시경에	바람이		

멎어	조류에	따라	해구(海口)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	사람을	보내어	물을	길어	오게	했다.	배	위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올리고	아울러	관견

(官絹),	사견(私絹),	교힐(무늬를	넣고	염색한	비단),	거울	등의	제물을	스미요시	오카미[住吉大神]에게	바쳤다.[엔닌	저·신복룡	번역·주해,		

위의	책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1991),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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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왕(海龍王)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33) 역시 의미 있는 자료라 하겠다. 고려 후기의 인물인 이규보(李奎報)가  

남긴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集)』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이규보가 유배지인 왕등도(위도면  

소재)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의례를 행하고 빌었더니 풍랑이 멎어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34)이 그것이다.  

조선 후기 일본을 오가던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행이 출항(出港)하기 직전에 바다에 나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띠배의 역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다에서 지냈던 것은 해신제(海神祭)인데, 이 과정에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폐백(幣帛)과 양식을 던졌다. 

어제는 부산 앞 바다 오리쯤에 있는 영가대(永嘉臺)란 곳에 가서 해신제를 지냈습니다.

제가 전사관(典祀官) 겸 대축(代祝)을 맡아 

종일토록 제물을 갖추어 삼경(三更)에 진설하고 사경에 제를 지냈습니다.

제문을 지어 사신 일행이 모두

‘대해지선위(大海之神位)’라 쓴 위폐 앞에서 축을 읽었습니다.

오경(五更)에 저와 다른 제관이 더불어 작은 배를 타고 

폐백과 양식 한 그릇 그리고 제문을 갖고

큰 바다에 나아가 던지고 오니

심사도 좋지 않고 어지럽고 소란하여 겨우 돌아왔습니다. 

무진년(1808년) 1월 9일(이봉환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35) 

앞서 소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항해자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행했던 여러 형태의 의례에서 등장하는 

것은 돼지36)를 비롯해 염주, 명주, 거울, 부적, 폐백과 양식, 향37) 등 무척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오늘날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를 비롯해, 여러 해안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띠배와 유사한 

33) 『入唐求法巡禮行記』	839년	4월	18일.[엔닌	저·신복룡	번역·주해,	앞의	책(『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1991),	93쪽.]

34)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集)』	전집	17권	古律詩.	“是日將入島	以保安	諸公大	設視筵	予醉倒不覺乘舟	半夜至中流	曉中微聞舟人명喧言	舟

將瀆	卽驚起酌酒祈天	因大哭一聲	未機浪息風回”(섣달	그믐날	섬(위도면	왕등도)으로	들어갈	제,	보안현에	사는	여러	벗이	잔치를	베풀어	주

어	너무	취하여	배에	오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재밤	중에	뱃길로	갔을	때	“파선이	된다,	파선이	된다.”고	떠드는	뱃사람들의	말소리가	어

렴풋이	들려왔다.	내	놀라	일어나서	술을	받쳐	놓고	하루에	무사하기를	빌고	곧	소기를	내어	울었더니	오래지	않아	풍랑이	멎고	바람이	고요

하였다.)

35) 백두현,	『한글	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역락,	2011),	71∼72쪽.		

36) 서해안	지역의	배연신굿의	유래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연평도	앞바다에	장산곶이	있는데	이곳은	바닷물이	멍석마루	같이	빙빙	

돌아	휩쓸리는	곳으로	그전부터	배들이	이곳을	지나려면	돼지	한	마리씩을	꼭	넣어	주고	빌었다고	한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

속종합조사보고서	:	풍어제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191쪽.]

37) “의정부의	초기에	‘이전하는	곡식을	바닷길로	운반할	때는	향축을	내려서	지성으로	바다에	제사하는	것이	본래	전례에	있는	바	입니다.	이번	

남쪽의	곡식을	북쪽으로	운반할	때에도	이에	의거해	향축을	보내어	실어	보낼	때	및	지나가는	제도에서	모두	때맞추어	설행하도록	해조와	각

해도에	분부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데	대하여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이전하는	곡식을	바닷길로	운반할	때	영남(嶺南)ㆍ관동(關東)ㆍ관북(關

北)의	해신제(海神祭)의	향축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급히	마련해	내려	보내도록	하고,	편리한	대로	설행하도록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7년	2월	10일.	“곡식을	바다로	운반할	때	영남	등의	해신제의	향

축을	마련해	내려	보낼	것	등을	청하는	예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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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들 역시 이러한 대상물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자료를 통해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처럼  

배를 만들어 바다에 보내거나 혹은 빠뜨리는 행위는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긍이 남긴 

『고려도경』에 항해자들이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어 바다에 던졌다는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각(申刻)에 비바람이 캄캄하게 닥쳐오고 우레와 번개가 급작스럽게 들이치더니 얼마 동안 지나서야 멎었다. 

이날 밤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땅을 쓸고서 제사를 지냈다. 뱃사람은 그것을 사사(祀沙 : 모래를 제사한다는 

뜻)라고 하나 실은 악독(嶽瀆 : 산악과 하해를 말함)을 맡아 다스리는 신(神)으로 배식(配食)하는 위(位)가 심히 

많다. 배마다 각각 나무를 깎아 작은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경(佛經)과 말린 양식을 싣고, 싣고 가는 사람들의 

성명을 써서 그 속에 넣어 그것을 바다에 던진다. 재앙을 떨어내고 압승(壓勝 : 자기에 해로운 것이 기운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술법)하는 술법의 일단인 것이다.38) 

항해자들이 나무를 깎아 작은 배를 만든 다음,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 바다에 던졌다는 내용은 몇 가지 

내용(재질, 규모 등)이 차이가 있을 뿐, 여러 가지 면에서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띠배가 

제작되면 뱃사람들을 의미하는 허수아비를 띠배 안에 놓은 것도 그렇고, 띠배에 노잣돈을 꽂아 두거나 다양한 

제물을 실어 보내는 것 등은 위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풍속인가의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 자료가 빈약하여 더 이상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서긍이 남긴 앞의 기록을 통해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고증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위도띠뱃놀이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이다. 『고려도경』에 기록된 내용인 나무를 깎아 만든 배의 경우는 개인 신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위도띠뱃놀이의 띠배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다는 사실에서 보면 비교적 후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의 기록은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에 대한 역사를 조심스럽게 고증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좀 더 논의를 확장해서 본다면 무사히 바다를 건너기 위해 심청이를 용왕의 제물로 바쳤다는  

오래전의 이야기가 후대에 오면서 인간이 아닌 띠배와 발심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대상물39)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위도띠뱃놀이의 띠배는 결국 이러한 흐름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역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된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38) 『고려도경(高麗圖經)』	제34권	沈家門.	“是夜 就山長幕 掃地而祭 舟人 謂之祠沙 實岳瀆主治之神 而配甚多 每舟 刻木爲小 舟載佛
經糗粮 書所載人名氏 納於其中 而沒諸海 蓋禳猒之術一端耳.”

39) 심청전에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	보다	먼	바다로	나

가기	전,	다시	말하자면	어민들을	포함한	항해자들은	출어를	하기	직전에	원활하게	항해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례에서	사람이	아

닌	띠배와	같은	의례	도구가	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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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띠배 본연의 기능

위도 주민들이 띠배를 만들어 바다에 띠배를 띄워 보내는 이유, 다시 말하자면 띠배의 기능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 혹은 띠배와 유사한 도구들과의 비교적인 관점에서도 분석이 가능해 보이 

는데, 여기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자료와 띠배가 지닌 몇 가지 속성을 통해 본연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찰

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월 초사흘에 위도 주민들이 띠배를 바다에 보내는 것은 마을의 모든 재액을 싣고  

멀리 떠나기를 기원하고 각자의 소망을 기원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40)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띠배는 마을의 부정한 

재액(災厄)을 바다로 싣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례 도구로서 주술성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래부터 이러한 기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41)

누차 강조한 바대로 띠배가 지닌 두드러진 특성은 주민들이 이것을 만들어 의례가 끝나면 바다에 띄워 보낸 

다는 점이다. 특히 바다를 관여하는 용왕에게 무사히 띠배가 도달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띠배는  

주민들과 용왕을 연결하는 매개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최진아는 띠배를 비롯해 여러 형태의 의례  

도구들과 용왕과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는 띠배에 대해 용왕, 영등과 같은 특정한 신격과 

각 가정의 조상신, 그리고 수사자(혹은 수중고혼) 같은 잡신을 위한 배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용왕굿과 영등

굿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띠배를 용왕신을 위한 의례 과정에서 용왕을 태워 바다로 돌려보내는 배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띠배는 용신을 위한 배이며, 또한 용왕에게 바칠 제물을 싣고 가는 배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용왕에게 

헌물(獻物)할 것을 싣고 간다는 점에서 띠배는 신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는 매개물42)이라고 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띠배의 형태가 아닌 볏짚으로 용왕의 신체(허수아비)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흑산도의 

사리 주민들은 정월 4일경에 풍어제를 지내고 난 후에 이러한 의례를 행한다.

당제는 정월 초사흘에 행해지며, 상당과 하당에서의 제의가 끝나면 다시 날을 받아 정월 6월경에 둑제(풍어제)를 

별도로 지낸다. 둑제 때에는 허수아비 용왕을 만들어 마을 제사를 지내고 큰 배에 실어 먼 바다로 나가 띄워 보내

는데, 제물도 같이 싣고 나가서 띄워 보낼 직전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바다에 버리고 돌아온다. 바다에 나갈 때 

용왕을 실은 배가 순풍을 만나 잘 나가면 그 해 운이 좋고 풍어 풍년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만사에 조심해야 한다. 

풍어제를 올릴 때는 무당이 풍어를 위한 용왕굿을 하기도 하나 보통 부녀자와 제주가 제를 올리며 농악을 치고 

둑제놀이를 한다.43) 

40)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위도띠뱃놀이』,	2007),	145쪽;	한편,	김월덕	역시	띠배가	마을의	모든	재액을	싣고	무사히	떠나기를	기원하다

고	언급한	바	있다.[김월덕,	앞의	논문(「한국	마을굿에	대한	민족연극학적	연구	:	‘위도띠뱃굿’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6),	47쪽.]

41) 최진아를	비롯해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의례의	마지막	과정에서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은	정화제와	해양타계관적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42) 최진아,	앞의	논문(「띠배의	기능과	의미	확장	:	풍어제를	중심으로」,	2012),	81쪽.	

43)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	신안지역을	중심으로』(학문사,	1984),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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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닌 용왕(인간 모습)을 바다에 띄워 보내긴 하나, 위의 사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도띠뱃놀이의 띠배와 

닮은 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용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다만 흑산도의 사리 지역은 띠배 

및 부산·발심지 등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용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 본연의 기능은 주민들이 바다를 관여하는 용왕님께 띠배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재액퇴치(災厄退治)인데,  오랫동안 위도띠뱃놀이를 연구해 온 

하효길은 띠배를 인간의 현세 삶을 위한 의식도구로서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나쁜 요소들, 즉 액(厄)과  

잡귀 등을 실어 나르는 역할[퇴송배(船)]을 하는 것44)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나쁜  

요소들, 다시 말하면 원귀, 잡귀, 액 등을 퇴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도 주민들은 바다에서  

죽은 고혼(孤魂)45)과 나쁜 액을 띠배에 실어 보낸다. 이와 관련해 이경엽은 도서·연안 지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모형배를 퇴송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위도띠뱃놀이의 띠배를 네 번째 유형46)에 

가깝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도 띠배가 지닌 본연의 기능은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도 주민들의 이야기와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띠배의 기능과 성격에는 퇴송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조업 과정에서의 

무사사고, 그리고 풍어(豊漁) 기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47) 그런 점에서 위도띠뱃놀이의 띠배는 복합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셈인데, 특히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한 

측면에서 본연의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진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띠배의 기능과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입각해 볼 때 

띠배 본연의 기능은 퇴송배로서의 기능보다는 한 해의 무사안녕과 풍어처럼 어촌 주민들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띠배 본연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48)

실제로 앞서 소개한 흑산도 사리와 함께 용왕의 신체를 만들어 보내는 흑산도의 수리 마을 주민들은 용왕의 

신체를 띄워 보내며, “용왕할아버지 이제 떠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 액과 화를 가지고 멀리 멀리 가십 

시오. 그리고 많은 복과 고기떼를 몰고 오십시오라.”고 구축한다.49) 그리고 두 마을 주민들은 용왕신이 일 년간  

44) 하효길,	앞의	논문(「무속의례와	배」,	2001),	109쪽.	

45) 하효길,	위의	논문(「무속의례와	배」,	2001),	112쪽.	

46) 이경엽이	분류한	내용은	①	헌식,	②	헌식+퇴송배,	③	헌식+허수아비	또는	죽마	버리기,	④	헌식+허수아비	토송배이다.[이경엽,	앞의	논문

(「제의용	모형배의	유형과	의미화	방식」,	2014),	131쪽.]							

47) 이	부분에	대해	이경엽은	퇴송배가	액운을	싣고	가는	운반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산도	사례처럼	액운퇴치와	반대로	다른	무엇이	도래

하기를	기원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이경엽,	위의	논문(「제의용	모형배의	유형과	의미화	방식」,	2014),	137쪽.]

48) 하효길은	재액을	퇴치하고자	하는	민간사고	속에는	삶에서	몇	가지	일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한	자손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무병장수하고,	적당한	재물을	지녀	넉넉한	살림을	하고,	얼마만큼의	영화를	누리며,	이웃에	베풀

고	사는	것을	들었다.[하효길,	위의	논문(「무속의례와	배」,	2001),	109쪽.]	

49) ‘갯제’는	주민들이	모두	참가하는	제사로	제물을	장만한	부녀자들이	제상을	갯가(해변)에	들고	나와	용왕에게	소원성취와	풍어를	빈다.	당제	

제물은	부락	공동기금에서	당주가	구입한다.	용왕의	신체는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제단	앞에	모셔	놓고	제주가	익살을	부리며	축언을	

한다.	갯제의	제주는	축언과	집제를	하지만	생기를	보지	않고	신분에	관계없이	입담이	좋은	사람이나	공인이	선정된다.	용왕	앞에서	권주(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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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마을의 모든 액과 불운을 가지고 갔으므로 이제 새것이 오며, 풍어와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50)고 믿는다.

띠배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시점 

이라 생각한다. 위도를 비롯해 황도, 흑산도 등의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월에 바다에 띄워 보낸다. 우리와  

인접한 오키나와에서도 정월 초에 배의 신에게 이러한 의례가 행해지는 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初起し·初畑 

漁村では, サバニとよぱれる小舟に供え物をしたり, 漁船に乘組員があつまり, 舟靈に1年間の安全と豊漁を祈願し, 

大漁旗をかかげた船上で祝い酒をのんだりする.51) 

일반적으로 어촌 지역에서 정월은 한 해의 어업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어업을 시작

하기 전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의례 도구를 바다에 보낸다는 사실은 띠배 본연의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발심지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당진 안섬(내도리)에서는 정월에 이러한 의례가 

행해진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제의가 끝난 뒤에 진행되는 개별 출어(항)고사 때 심지에 불을 지펴 발심지를 바다에  

띄운다. 본격적인 출어(出漁)에 앞서 온갖 부정한 것을 발심지에 담고, 이것을 태워 멀리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데,52) 안섬 주민들은 발심지가 잘 타야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53)

지역을 막론하고 정초에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제의는 마을의 안녕(安寧)과 재액초복(災厄招福)이  

주된 목적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마을 대표가 주민들을 위해 소지를 올려주는 사례는 이러한 목적이 

잘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어촌 지역에서 띠배를 비롯해 여러 의례 도구들 본격적으로 어업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바다에 띄워 보내는 부분은 단순히 나쁜 액을 몰아내어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주민들에게 

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부분에서 볼 때 보다 

구체적인 기능을 지녔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부분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촌 주민들의 생업 활동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이로 인한 죽음이

다. 특히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곧바로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촌 주민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酒)와	공찬(供饌)하는	제주(祭主)와	집주(執主)가	선정되며	그들은	우선	용왕인	허수아비를	짚으로	만든다.	크기는	신장이	1m,	가슴둘레가	

0.5m	정도로	하고	음식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입을	만들며	남근이	노출되도록	한다.	또한	먼	바다로	띄워	보낼	수	있는	작은	방주(方舟)를	

만들어	용왕을	그	중앙에	앉히고	그	앞에	부락의	부녀자들이	차린	제상을	늘어놓는다.	제단	뒤편에	오색의	풍어기인	봉기(奉旗)를	꽂고	제주

와	집사들이	축언이	시작된다.	제주는	허수아비와	자문자답하는	덕담으로	제사를	올리며	초복	풍어와	소원	성취를	비는데	그	문답의	사설이	

익살스럽고	풍자적이어서	놀이의	성격을	띤다.	풍어제가	끝나면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술배노래(술비소리)와	액운을	풀고	가도록	수살막

이를	부르면서	먼	바다로	용왕을	보낸다.[최덕원,	앞의	책(『다도해의	당제	:	신안지역을	중심으로』,	1984),	88∼89쪽.]

50) 이주승,	앞의	논문(「마을굿에	나타난	허제비의	뜻과	구실」,	1998),	45∼46쪽.	

51) 어촌에서는	‘사바니’라고	불리는	작은	배에게	제물을	바치고,	어선	선원들이	모여	舟靈(배를	관장한	신)에게	1년간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대

어기를	내건	선상에서	축하주를	마시기도	한다.[比嘉政夫,	『沖繩の祭りと行事』(沖繩文化社,	1993),	8쪽.]

52) 박종익,	「안섬·한진의	당굿」,	『당진풍어굿』(당진문화원,	2003),	120∼121쪽.	

53) 오석민·최진아,	『당진	안섬	당제』(민속원,	2010),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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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만 한다. 실제로 위도 지역에서는 조업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결국 정초에 위도  

주민들이 띠배를 만들어 용왕님54)께 띄워 보내는 연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띠배를 혼을 실어 나르는 배로 인식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전라남도의  

해남군 상마도 주민들은 띠배를 제삿밥을 찾아 먹기 위해 찾아온 조상의 혼령이 저 세상으로 타고 가는 배로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마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마을굿을 벌인다. 제의는 크게 당산제와 용왕제로 나뉘어 행해진다. 당산제를 

먼저 지낸 다음 마을로 내려와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지내면 모든 제의가 끝나는데 이때 혼배라 부르는 모형선을  

바다에 띄운다. 이 모형선은 집집마다 한 척씩 만들어 두었다가 아침에 제상과 함께 가지고 나오는데 제사를  

찾아먹기 위해 찾아온 조상의 혼령이 저 세상으로 타고 가는 배라 하여 정성을 들여 만든다. 바다에 띄울 때  

제상의 음식을 고루 실음과 함께 여비(旅費)를 올린다 하여 돈을 싣는다. 자기 집 배가 다른 집의 배를 앞질러  

달려가야 그 해 운수가 좋다고 하여 모두 배의 행진에 신경을 쓴다. 주민들은 모형선을 띄울 무렵에야 근신(勤愼)

에서 풀려난다.55) 

띠배와 혼배와의 관련성은 ‘서해안배연신굿’의 강변굿 과장에서도 확인된다. 강변굿에서는 수숫대로 만든  

띠배에 제물과 바가지에 화상을 그리고 허수아비처럼 옷을 입힌 산영산을 실어 바다로 떠 보낸다. 그리고 배와  

갯가에서 춤을 추며 술들을 마시고 그 사이에 무당은 뱃동사 가족 중에 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개별적 

으로 메를 지어 갯가에 가지고 나오면 이를 한곳에 모아 놓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고 기원해 주는 굿을  

해준다.56)

앞선 사례처럼 띠배가 혼을 실어 나르는 배로 인식하는 부분은 앞장에서 언급한 나무를 깎아 바다에 던졌다는 

『고려도경』의 내용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배에 탄 사람들의 성명을 써서 배 안에 넣었다.”는 내용이 그것 

이다. 항해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이 후대에 오면서 이러한 형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혼(魂)이라는 관념은 비교적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나, 여기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목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도띠뱃놀이의 띠배는 본래 심청전의 심청이와 마찬가지로 용왕님께 바치는 희생

물(또는 제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비록 언제부터 이러한 행위가 행해졌는지 알긴 어렵지

만 생업활동 과정에서 그들이 바라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띠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

54) 해안	지역이나	도서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용신앙은	대개	바다를	지배하며	풍파를	일으키는	해신으로서이다.	이	해왕신은	해상안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풍어를	보장해	줄	어업의	신으로	연장된다.	우신(雨神)이	농신으로	발전하듯이	해왕신이	어신(漁神)으로	발전한	것이다.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별신굿이나,	서해안의	배연신굿,	대동굿에서	용왕에게	비는	것이	한결같이	해상안전과	풍어이다.[이혜화,	『용사상과	한국고전문학』(깊

은샘,	1993),	25~26쪽.]		

55) 김정업,	「海島部落祭의	新出現形式考:	上馬島	堂山祭와	龍王祭를	中心으로」,	『한국민속학』	8(한국민속학회,	1975),	8쪽.

5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풍어제편』,	1982),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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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보인다.57)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민 모두가 바다에서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황해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대동굿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대동굿의 한  

과장인 강변용신굿 과장이 그것인데, 이 과장에서는 주민들 각자가 수수깡으로 배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떡과 닭, 

동전 등을 넣고 바다에 띄워 보낸다. 이는 동네의 액운을 모두 싣고 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주민들은 자신들의 

배가 바다 가운데 떠가면 술을 바다에 부으며, “금년에는 사해바다를 메주 밟듯 해주십시오.”라고 기원을 하면서 

절을 한다.58) 한 해 동안 무사히 바다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서해안배연신굿’ 

소당제석거리의 무녀 사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 실수 없이 도와줘요. / 영자가 암만살입니다.

노인 몸은 갱소년 / 젊은 사람 수명장수 시킬 때 / 어라바다 만경창파에 댕길 적에

죽은 나무를 타고 댕길 때 / 배는 무쇠배에 쇠닻줄에 / 그물은 철망그물

앞바다도 열두바다 / 뒷바다도 열두바다 / 이십사강 다닐 적에

바람광풍은 가라앉고 / 여해 끝이면 재차가고.59)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조업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전에 비해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줄긴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항해 혹은 조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이런 현실에서 주민들은 한 해 동안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띠배라는  

의례 도구를 만들어 어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바다를 관여하는 용왕님께 보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미리 띠배라는 희생물을 용왕님께 바침으로써 한 해 동안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띠배는 심청전에 등장하는 심청이와 마찬가지로 인신공희(人身供犧)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는 의례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의 본연의 모습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긴 하나, 위도띠뱃놀이의 정체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물질문화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이다. 다만 자료의 성격과 관련 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띠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역사성과 본연의 기능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것이  

57) 이주승은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허제비(제웅)을	띠배에	실어	바다의	용왕에게	띄워	보내는	행위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내일을	가늠

하기	어려운	바다를	생업의	터로	삼는	데서	나온	것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을	적극적으로	몰아내고	이를	통해	보다	풍요한	삶에의	확신을	다

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의	액을	감금한	허제비(허수아비,	제웅)를	바다에	띄우는	행위에는	재앙에	대처하려는	꿋꿋한	삶

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이주승,	앞의	논문(「마을굿에	나타난	허제비의	뜻과	구실」,	1998),	44∼45쪽.]

5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풍어제편』,	1982),	190쪽.	

59) 국립문화재연구소,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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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띠배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의례 도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 부분을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띠배 제작에 필요한 도구와 제작 과정,  

현장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띠배를 비롯해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의례 도구들, 가령 발심지와 부산 등을 바다에 띄워 보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심청전의 내용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바다에 어떠한 대상을 보내거나 제물로 바치는 사례는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최근의 사례를 보면 돼지를 비롯해, 부적 및 거울 등도 대상물로 사용되었는데, 띠배 역시 그러한  

것 중에 하나로 보인다. 여타의 대상과 달리 띠배처럼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낸 사례는 서긍이 남긴 『고려

도경』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어 항해자들이 바다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통해 위도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물론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편적이었느냐의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이것을 띠배와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띠배의 역사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띠배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퇴송배로서의 성격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바다의 용왕에게 띄워 보낸다는 점과 함께 바다에 띄워 보내는 시점, 그리고 띠배가 혼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띠배가 지닌 본연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앞 장에서 살펴본 역사성 등에  

입각해 볼 때 심청전에 등장하는 심청이와 마찬가지로 띠배 역시 무사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미리 바다에 띄워  

보내는 의례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기 전에  

바다를 관여하는 용왕님에게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리 바치는 희생물로서의 성격이 

강한 의례 도구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탓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증이 필요해 보인다. 심청전에 

등장하는 심청이와 띠배와의 연관성,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희생물의 변화 양상 또한 보다  

면밀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비단 띠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민속학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정 민속의 역사성이라 

생각된다. 어떤 연유로 생겨났으며 어떤 역사성을 지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름대로 이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빈약하다는  

사실만은 분명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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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영석 씨가 기록한 띠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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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baennori(Ttibae Boat Festival of Wido Islan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ity and original function of the Ttibae 
appearing in Wido Ttibaennori through comparing the data of previous researches and the 
cases of other areas. Even though the studies related to the Ttibae of Wido Ttibaennori have 
actively progressed compared to other ceremonial instruments, it is the reality that nothing has 
been revealed clearly about the history and original function of the identity of the Ttibae. 

The ceremonial instruments that are similar types to the Ttibae are Busan and Balsimji, and 
Baebangseon of Jeju-do. These instruments have the common point in the aspect of the objects 
to be floated in the sea, and the historicity of the Ttibae will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instruments. 

Because related data are not sufficient,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accurate history, but 
the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cases of sacrificing or floating something to the sea have 
existed in the Goryeo Dynasty, the Joseon Dynasty and even until quite recently. There are 
also a variety of objects, including pigs, talismans and pyebaeks, and the Ttibae is also one of 
them. But the cases of making and floating a boat in the sea like the Ttibae can be confirmed in 
『Goryeodogyeong』 which is a literature of the Goryeo Dynasty. It is about cutting trees to make 
boats and throwing boats before going out to sea in earnest, and the record suggests that the 
history of the Ttibae started a great while ago. However, it seems that further discussions are 
required on how this form was positioned in the shape of the Ttibae. 

Next this study introduced similar ceremonial instruments about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Ttibae and first derived common and different features of these instruments.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ceremonial instruments were floated to the sea i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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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fishing began in earnest. Based on these contents,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original 
function of Wido Ttibaennori had the character of an object of sacrifice contributed to the 
Dragon King of the Sea before sailing such as Sim Cheong of Simcheong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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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두	자료집은	모두	상세한	해설,	무가의	채록과	악보	제시,	지금은	접할	수	없는	무당굿에	대한	자료적	접

근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두현	무가연구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굿을	상세하게	채록하였는데	

특히	동해안굿	자료는	지금까지	이뤄진	어떤	자료집보다도	알차다.	

장구와	징	장단에	대한	채보까지	이루어져서	동해안굿의	음악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였다.	음원을		

함께	제공한	것은	입체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광민	기증	<동복신굿>은	제주	신굿에	대한		

의미	있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	15,000여	개가	넘는	어휘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첨부했다는	점에서	제주굿	자료		

정리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자료집을	통해	한국	무속학계는	최적화된	지역	무속	자료집을	가지게		

되었다.	관련된	사진	자료가	함께	기증되었음에도	자료집에	적극	활용되지	못한	점,	동영상	자료와	자료집을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디지털화된	아카이브	자료를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	두	자료집에	버금갈	수	있는	자료집	간행이	계속	이뤄져야	하고,	여러	연구자들의	자료를	기증

받아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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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관심과 열망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동영상, 사진 자료  

등을 모아 디지털 파일화한 후 다양한 경로에 제공하여 연구 및 콘텐츠 구축의 요긴한 기반이 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자료들은 대부분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로 존재하고 있어 자료의  

훼손이나 인멸이 염려스러운데, 이들 자료를 애써 모아 디지털 자료로 가공하는 것도 가치와 의미가 있지

만, 이들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더한 자료집까지 간행하는 것은 아카이브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1∼20』(이하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에 이어 최근 『고광

민 기증 무가연구 제주도 동복신굿 해설편, 무가편 ①∼⑥』(이하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를 간행한 국립무형

유산원의 작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신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에서 시작한  

이 작업은 국립무형유산원1) 설립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어, 무형유산 전승·연구 및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두 기관의 연속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자칫 외면당할 무형유산의 자료를  

집적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더욱이 그동안 민속 관련 여러 자료의 집적은 있었지만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집 

간행이 더딘 무속 분야 자료집에 이어서 무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형유산의 여러 분야나 종목 중에서 현재까지 전승기반이 확고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분야는 무속 분야이다. 서울의 경우 한 해 동안 대략 15만 건 이상의 무당굿이 연행되고 있으며,2) 점사를 

부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굿을 부탁하는 재가집3)의 숫자도 상당하고, 무속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의 숫자도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짐작된다. 무속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굳건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주위의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등지의 굿당에서 연행하는 굿을 관찰·조사하기가 용이하고, 대략 50여 곳의 마을에서  

무당을 불러 부군당굿이나 도당굿을 연행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당굿의  

종류나 숫자는 상당하다. 이들 굿의 대부분은 독자적인 굿거리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악이나 무무, 무구, 

무복, 상차림 등에서 서울 고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과거부터 면면히 흘러온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당굿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90년대에 와서야 한국무속학회가 결성되고 여러 명의 학자가 등장하여 무속 현장을 누비면서 다양한 성과 

들을 제출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전에 무속 현장을 연구하는 학자의 숫자도 적어 당시의 무속 실상을 알기가 

*  본고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간행한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1∼20』과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	제주도	동복신굿	해설편,	무가편	①∼⑥』의	

성과와	가치를	살핀	글이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과	국립무형유산원을	마땅히	구별하여	살펴야	하나	이	글에서는	두	기관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

립무형유산원으로	통일하여	살피기로	한다.

2) 서울	주변에	있는	굿당의	숫자와	각	굿당이	가지고	있는	굿방의	숫자를	1년간	연행하는	숫자와	맞추어	추정한	결과이다.

3) 굿을	의뢰하는	신도를	재가집이라고	한다.	제가집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지만	글쓴이는	‘재’와	‘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여기고	굿을	재로	간주하

여	재가집이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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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판소리나 탈춤처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유산은 기본이 되는 대본이 확정되어 있고, 나름의 

전승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과거처럼 생동감 있는 연행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대 위에서 국가나 시도무형 

문화재라는 틀 속에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당굿은 온전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이를 찾는 재가집,  

연행하는 무속인들의 존재와 함께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동까지 수용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자료의 생명력이 

지금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무향유산 분야가 무속이다. 따라서 당대에 연행되고 있는 무당굿의 현장을 찾아 

조사·기록·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생동감 있게 흘러가는 무형유산을 아카이브화하는 최전

선에 서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이전의 무당굿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연행되고 있는 

무당굿의 연원을 찾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상을 보이는가를 추적하면서 우리 무형유산에서 무당 

굿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무형유산의 고정성과 변화, 연행자에 따른 차이와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흐름 등을 파악하여야 가능하다. 결국 1990년대 이전에 조사된 무당굿 자료를 접하고 

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 성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990년대 이전에 무당굿 현장을 다니면서 애써 조사한 자료들을 공개하고자 하는 선학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연구의 중심이 될 기관이 나설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국립무형유산원이 감당한 것이고,  

그 결과 자료집이 간행되어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무당굿 자료집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집 간행은 개인이  

평생 모은 소중한 무형유산 자료들을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자신이 모은 소중한 자료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록물로 간행되고, 아카이브 자료로 구축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될 길이 있다면 자료의 기증은 연이어 이뤄질 수 있다.4)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소중한 무형유산의 여러 기록물을 간행한 바 있다. 특히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는 시도별 조사 자료 간행을 넘어서서 주제별로 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5), 현재는 농경·어로6) 및 사회 

의식7)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자료의 확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과거에 선학들이 애써 모은 자료를 기증받아 아카이브화하고 자료집으로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이뤄진 결과물 중에서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20권과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7권(해설편 포함)을 대상으로 가치를 살피고, 앞으로 보다 나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기로 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모으고 결과물을 간행하는 국가기관의 특성상 개인이나 사설기관에서 간행

하는 성과물을 선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가 자료집만큼은 국가기관이 개인과 사설기관보다 앞서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무가 자료는 다른 어느 분야의 자료보다 정리가 쉽지 않다. 음원이나 동영상을 

4) 개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의	기증	방안은	다음	글에서	살핀	바	있다.[홍태한,	「개인	연구자	소장	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	『무형유산』	제2호

(국립무형유산원,	2017).]

5)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다음	연구서에서	이루어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6) 2017년	전라	지역,	2018년	충청	지역,	2019년	강원·경상·제주	지역의	농경·어로	조사가	끝나	자료집이	제출되었다.

7) 2020년에	사회의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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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일일이 무가를 채록하고, 노래가 있다면 채보를 한 후 주석까지 첨부하여 간행하는 작업은 지난(至

難)한 과정이다. 무당굿의 말들은 일반인들이 듣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하나하나 그대로 문자화하는 작업은 

고단한 과정이어서 연구 동인이 있어야 더욱 분발하는데, 국립무형유산원이 그 역할을 해낸 것이다.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Ⅱ.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의 성과 

이두현은 가면극 연구의 태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모든 자료를 기증하였을 때 가면극 자료가 대종(大宗)을  

이룬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두현의 기증 자료에서 가면극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가 무당굿 

자료이다. 전체 사진 25,000여 점 중 절반이 무당굿 관련 사진이었고, 전국에서 조사한 무당굿 66건의 자료가 

120여 개의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다. 이두현이 기증한 사진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간행한 『이두현 기증 사진집』 

중 두 권 분량이 무당굿 관련 사진집임에 무당굿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이 드러난다. 연구소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였고, 개별 사진에 대한 정보를 더하면서 정리한 단행본을 기획하였다. 그 결과 6권의 사진

집이 간행되어 가면극과 무당굿의 지역별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두현이 기증한 음원 중에서 상태가  

좋고 자료 가치가 높은 무당굿을 선별하여 무가 채록과 채보를 하기로 하여 3년간에 걸쳐 모두 20권의 무가집이  

간행된다. 한 연구자의 무가집이 20권 간행된 전례가 없고, 더욱이 무속 연구자가 아닌 연구자가 수집한 무가 

집이 간행된 적은 더더욱 없다. 이것은 이두현이 조사한 무당굿 자료가 질적으로 한국 무속을 대표할 굿이라는  

점과 함께 다양한 무당굿을 대표할 수 있는 굿이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두현이 기증한 무당굿 자료를 지역 

별로 안배하여 간행하여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로 간행된 무당굿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경기 양주 유양리 국수당굿

2) 경기 양주 대지동 도당굿

3)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부군당굿

4) 경북 포항 다릿돌별신굿

5) 전남 영암씻김굿

6) 황해도 진오기굿

7) 황해도 만수대탁굿

8) 제주도 성주풀이

9) 제주도 수산본향당 신과세제

10) 동해안 수망오구굿

11) 동해안 망자혼례굿 

이두현이 조사한 자료 중 음원의 상태가 양호하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남긴 정보가 비교적 상세한 것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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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다행스럽게 지역별로, 무당굿의 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우리나라 무당굿의 지역별 분포를 크게  

황해도굿, 서울굿, 경기굿, 호남굿, 남해안굿, 동해안굿, 제주굿으로 나누는데8) 남해안굿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무당굿이 조사되었고 그를 정리한 자료집이 간행된 것이다. 개인굿과 마을굿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금은 

접하기 어려운 망자혼례굿과 수망오구굿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치가 높다.

경기도 양주지역은 이두현이 자주 찾은 양주별산대의 본향으로 유양리와 대지동은 모두 양주별산대 전승  

현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된 양주소놀이굿도 이 지역에 전승되고 있으므로  

이두현은 탈춤과 무당굿의 연원이 동일함을 알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당시 양주 민속 

문화의 풍성함을 알 수 있고, 탈춤과 무당굿의 전승 담당층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음도 드러난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부군당굿은 현재 단절되었다. 하지만 서빙고동부군당은 남아 있어 마을 주민들은 유교식으로 제를  

거행하고 있고, 때가 되면 무당굿을 복원할 의지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무당굿 실상을 알 수 없는데, 이두현이  

조사한 자료집은 무당굿 복원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황해도굿은 김금화 만신과 함께 활동한 전대주 만신의 

굿을 조사한 것으로, 황해도굿 연행의 대표적인 만신인 김금화 이전의 만신에 관심을 가진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한창때의 김금화 만신 굿 연행도 포함되어 있어, 2019년 김금화 만신 작고 이후 전승과 연행 현장이 흔들리고  

있는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의 기반 확립에 큰 도움이 될 자료이다. 영암씻김굿은 영암에 거주하는 정화점 

무녀의 씻김굿을 조사한 것으로, 무가를 채록한 이경엽은 현재까지 생존한 정화점 무녀를 다시 찾아 씻김굿을  

조사한 후 꼼꼼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간행하였다.9) 세대를 넘어 그리고 시간을 넘어 동일한 무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물이어서 무당굿의 변화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요긴한 자료이다. 제주굿은 자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굿 전체의 연행 양상이 조사되지 않고 특징적인 몇 거리 중심으로 조사가 되었다. 제주도 성주풀이는 

다른 지역 성주굿과의 비교가 가능한 자료이고, 수산본향당 신과세제는 지금처럼 변화하기 이전의 제주도 본향 

당굿의 모습을 일부나마 보여준다.  각 지역별 굿은 무가 채록과 함께 음악 양상을 살핀 연구 논문도 첨부되어  

있다. 주요한 부분은 모두 채보하였고, 권말에 각 지역별 굿의 음악적 특징을 기술한 논문을 첨부한 것도 성과이다.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성과 중 가장 알찬 성과는 동해안굿 자료집10)이다. 다릿돌별신굿, 수망오구굿, 망자 

혼례굿이 간행되었는데 각각 다른 성격의 굿이면서 개별 자료집이 각 4권씩 모두 12권으로 간행되어 양적으로도  

충실하다. 더욱이 이 책은 동해안굿 무가 자료 정리의 전범이라 할 정도로 편제가 뛰어나다. 각각의 굿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아 상세한 해설을 첨부하여 굿의 개요로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이두현 선생이 남긴  

자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 동해안굿을 연행하는 무당과 악사들을 찾아 남아 있는 음원과 사진을 보여줘 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음원의 여러 구절을 일일이 확인하여 본래의 소리를 찾아냈고, 

당시에 굿판에 참가한 이들 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한 이들도 찾아 굿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개별 굿거리에  

8) 한국무속학회에서	기획하고	간행한	『한국의	굿』에	이러한	지역별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굿을	살폈다.[한국무속학회,	『한국의	굿』(민속원,	

2003).]

9) 이경엽	외,	『전라도	영암	삼우씻김굿』(민속원,	2017).

10)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13∼20』(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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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세한 기록을 살펴보면, 개별 굿거리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무가집보다 상세하다. 굿거리의  

연행자인 무당과 악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굿의 연행에 따라 모든 무가를 채록한다. 무가를 채록할  

때에도 무녀와 악사의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였고, 악사가 대거리로 무당에 말을 맞추는 것도 일일이 기록하여 

굿 연행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무가 연행 없이 장단 연주가 이뤄지면, 해당 장단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장구와 징 연주까지 악보로 옮겼다. 그동안 무가 채보는 주로 무가 사설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것으로 악보와 가사가 함께 나타난다. 무가 없이 단순하게 반주만 있는 연행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두현 동해안굿 무가연구서에는 무가 사설이 없더라도 장구와 징 반주를 채보하여 동해안굿이 가지고  

있는 장단 중심 연행의 실상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동해안굿의 핵심 타악기인 장구와 징 반주를 채보하여  

장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무가 사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모범적이다. 한자어로 된 무가 사설은  

모두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무가 사설에 보이는 생소한 용어는 모두 각주로 설명을 부기 

하였다. 동해안굿 무가는 불경과 소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일일이 찾아내어 각주에 해당되는 불경  

원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드디어 동해안굿 무가 채록과 채보의 완결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무가  

사설 채록, 음악 장단 및 가창에 대한 채보를 모두 갖춘 자료집은 그동안 없었다.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의 두드러진 장점은 활용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본 녹음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전문적인 기술자가 맡아 잡음을 제거하여 최적의 음원을 재생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음원 자료를 

시디로 제작, 무가집과 함께 배포하여 문자화된 무가, 악보화된 음악을 실제 음원과 함께 듣고 볼 수 있게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는 그 방대함으로 인해 실제 음원을 배포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 올려두어 자료의 공개성에는 훌륭하지만 활용의 효율성은 조금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음원을 무가집과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성과는 앞으로 이뤄질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이두현이 굿을 조사하면서 함께 촬영한 사진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별도의 사진집은 있지만, 무가집을 간행하면서 사진 자료까지 함께 수록하였다면 활용의 효율성은 더욱 

증대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두현이 남긴 조사 노트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한계이다. 이두현은 탈춤 

연구자로, 연희 연구의 입장에서 무당굿을 바라보아 개별 굿거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간행된 무가  

자료보다 음원 상태가 더 양호한 자료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간행하지 못하였는데, 간행한 무가집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정보 부족은 유감이다. 연구자들이 이 책을 준비하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실제 연행 현장을 관찰 조사한 이두현을 능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자료 기증 단계에서부터 

자료의 메타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후속 연구의 부족이다. 충실하고 상세한 자료집이 간행되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무속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숫자가 적은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이 자료집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자료집을 간행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간행한 자료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 집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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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에 기 간행된 자료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을 기획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아카이

브를 구축하고 자료집을 간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는 자료 정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해당 분야의 연구자를 섭외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립무형 

유산원과 연구자들의 긴밀한 소통 과정, 무가 정리의 단계별 과정 정립, 음원의 확보와 디지털화 등은 앞으로  

이루어질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량이 상당히 많고, 지역 방언의 특징상  

채록이 어려운 제주굿의 자료집 간행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역량이 쌓여 간행된 것이  

아래에서 살필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이다.

Ⅲ.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의 성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간행한 기증 자료 연구 중 고광민이 기증한 자료는 단일 굿을 정리한 자료집의 방대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고광민은 2003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750여 점의 영상·음원·사진 자료를 기증

하였고,11) 첫 연구서로 2006년에 『고광민 기증자료 제주도 추는굿』(이하 『제주도 추는굿』)을 간행한 바 있다.12) 

한국 무속학계는 고광민의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가 간행되면서 비로소 제주굿의 정밀하게 정리한 자료집을  

갖게 되었다. 고광민의 자료가 간행되기 이전의 제주 무속 정리 자료에는 제주 무속을 오랫동안 연구한 현용준, 

진성기의 자료가 있다. 1980년대 이전부터의 제주 무속이 온전하게 기록된 두 연구자의 자료를 통해 제주 무속의  

개괄적인 실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자료는 모두 무가 중심의 자료로 굿 연행에 대한 꼼꼼한 정보는 부족 

하다. 별도의 연구서를 간행하여 무가집과 함께 제주굿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한 현용준의 성과물13)이 있지만 자

료집과 굿 연행 실상을 상세하게 연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에 고광민의 『제주도 추는굿』이 간행되어 제주 병굿

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된 고광민 자료의 후속 연구가 기대되었다. 이에 부응하

여 마침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년간의 작업 끝에 방대한 양인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를 간행한 것이다.

제주도 신굿은 제주도에 전승되고 있는 굿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굿이다. 이를 일러 큰굿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 무속의 담당자인 심방의 집에서 여는 굿을 신굿이라고 하여 마을에서 여는 큰굿과 구별된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제주큰굿은 심방집에서 여는 신굿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신굿은 큰굿

이면서도 심방이 자신의 집에서 주재하는 굿이라는 의미가 있다. 큰굿과 신굿은 구별되어야 하나 그동안 큰굿과 

신굿이 혼용되어 제주도 큰굿 자료라고 소개된 것들 대부분이 신굿이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신굿 자료집의 간행이  

11) 국립무형유산원,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	제주도	동복신굿	해설편』(국립무형유산원,	2019),	64쪽.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추는굿』(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13)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집문당,	198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집문당,	200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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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동안 큰굿 자료는 두 차례 정도 간행되어 실상을 알 수 있지만14) 실제 심방집에서 제대로 연행한  

신굿 자료집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이번에 간행한 자료집이 유일하다. 

동복신굿은 1984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문성남 심방 등 여러 심방이 연행한 굿으로 베타테이프 36개 

분량의 동영상, 일반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촬영 기록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03년 

에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되고, 다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자료집으로 간행되었으니 조사 당시부터  

37년의 세월이 흘러간 자료이다. 이러한 세월의 경과는 현장에서 제작된 하나의 자료가 정식 아카이브 자료로 

구축되고, 그것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 간행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아카이브로 구축되지는 않는다. 

글쓴이는 자료에도 인연과 팔자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어떤 자료는 애써 촬영되고 녹음되었지만 결국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자료는 적절한 기회를 만나 제대로 된 자료집으로 빛을 보기도 한다. 앞에 언급한  

이두현 기증 자료와 고광민 기증 자료는 자료 자체의 가치도 높지만, 적절한 기회를 만나 간행된 행운의 자료들 

이다. 이러한 행운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보인다. 하나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다. 무당굿은 현장에서 조사한 

시간보다 3∼5배의 시간을 들여야만 자료로 정리가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애써 모은 자료를 사장시키는 주된  

이유이다. 결국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동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정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활용과 

시간의 소요에 부응하는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료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자료집으로 간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좋은 기획자의 존재이다. 좋은 기획자가 있으면 경제적 비용까지 동원할 수 

있어 효과가 배가된다. 동해안 무가를 정밀하게 채록한 박경신의 자료집은15)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이 있어서 

가능했다. 동해안굿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료 정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30여 권의 자료집이 간행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두현 기증 무가와 고광민 기증 무가를 정밀하게 채록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한 것은 국립 

무형유산원이라는 걸출한 기획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애써 모은 자료를 연구기관에 기증한 연구자가  

여럿 있지만, 한차례 정도의 전시회 후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자료집을 간행한다 하더라도 사진 자료 중심인 

경우가 많다.16)  사진 자료는 사진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해설을 붙인 단행본으로 간행될 여지가 높지만, 음원이나  

영상은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간행할 여력이 여러 기관에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  

무당굿의 자료적 가치를 알고,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기꺼이 기획자로의 역할을 감당한 결과 이렇게 알찬  

자료집이 간행된 것이다. 1차적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의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고광민이 기증한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자료집은 1권의 해설집과 6권의 무가 사설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집에는 동복신굿의 내용을 거리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신굿을 감당한 참여 심방들의 내력을 상세하게 소개 

14) 문무병	외,	『제주	큰굿	자료』(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문무병,	『제주큰굿	연구』(황금알,	2018).	

15) 박경신,	『동해안별신굿	무가	전5권』(국학자료원,	1994);	박경신,	『동해안별신굿	무가	전12권』(국학자료원,	1999);	박경신,	『동해안오구굿	

무가	전10권』(국학자료원,	2010).

16)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한	기증	자료로	장주근,	임동권,	김태곤,	김영진,	하효길,	유종목	기증	자료집이	있지만	대부분	사진	해제	중심의	자

료집이다.	함께	기증한	동영상과	음성	자료집은	정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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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해설집에서는 큰굿과 신굿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동안 다소 혼란이 되었던 

큰굿과 신굿의 개념을 잡을 수 있다. 동복신굿을 설명하면서 굿의 배경을 설명해 굿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것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기증자인 고광민을 염두에 두면서 제주굿 현장에 밝은 강정식, 강소전 두 학자를 결합시킨 

결과이다. 강정식과 강소전은 고광민이 기증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직접 고광민의 조사 노트를 확인하고 

미진한 것은 고광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충실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아카이브 구축과  

자료집 간행에는 기증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연구자와  

결합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핀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도 동일하다.  

각 지역별로 무가집을 간행하면서 각 지역 무속에 밝은 연구자들에게 무가 채록 및 해설을 맡겨서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굿을 맡은 심방을 본주심방, 수심방과 소미, 방문심방으로 나누어 개별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기본

적인 생년을 제시하고, 성장 과정에 대한 약식 기술, 무업에 종사하게 된 과정, 다른 심방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제주 심방의 혈연적, 사회적 관계망을 알 수 있고, 결국 신굿이 이러한 심방들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동복신굿>은 제주굿의 전통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던 1980년대 중반에 조사된 자료여서 지금은  

볼 수 없는 다양한 제주무속의 전통을 파악할 수 있다. 신굿을 진행하면서 심방 사이에 벌인 토론과 논쟁을 가감

없이 기록했다는 것, 큰심방이라 할 도황수에 대한 예우와 그들의 역할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

서는 접하기 어려운 무속 현장의 모습이다. <동복신굿>은 제주굿을 감당했던 과거 큰심방들의 생전 모습과 함께  

현재 활동하고 있는 큰심방들의 소미시절 모습을 볼 수 있어 제주굿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요긴한 자료이다.  

해설집은 <동복신굿>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주도 신굿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구실을 한다.

무가 채록은 모두 6권의 자료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권별로 수록된 재차는 다음과 같다.

무가 1 : 1. 기메고사  2. 삼석올림  3. 데세움  4. 초감제  5. 초신맞이  6. 초상계

무가 2 : 7. 추물공연  8. 보세감상  9. 초공본풀이  10. 관세우  11. 이공본풀이

무가 3 : 12. 불도맞이  13. 삼공본풀이  14. 세경본풀이

무가 4 : 15. 초이공맞이  16. 제오젯상계

무가 5 : 17. 시왕맞이

무가 6 : 18. 삼시왕맞이  19. 양궁숙임  20. 문전볼풀이  21. 본향 리  22. 영개돌려세움  23. 군웅만판  

             24. 데지움  25. 전상놀림  26. 공시갈림  27. 돗제·도진·가수리 뒤맞이 

6권의 무가집을 일별하면 제주도 신굿의 흐름과 양상을 알 수 있다. 무가를 채록하여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 자료집이 얼마나 공들여 간행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먼저 각 무가집 서두에 전체 굿 일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무가집에 수록된 일정은 글자 색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전체 일정 속에 각 굿거리의 흐름을 알 수 있어 가독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굿거리를 흐름에 따라 세부 구성을 명확하게 나누어 제시한다. 이 역시 글자 색을 달리 하여  

개별 굿거리가 어떤 세부 재차로 구성되었는지를 알려준다. 1권 기메코사의 경우에는 기메코사 날과국섬김 -  

기메코사 공선가선 - 기메코사 날과국섬김 - 연유닦음 열명 - 연유닦음 연유 - 기메코사 신메움 - 기메코사 기

음잔 - 기메코사 비념 - 기메코사 신받음 - 기메코사 분부 - 기메코사 주잔넘김으로 나눈 것이 그 예이다. 이를 



무속 현장의 기록화와 아카이브구축  | 홍태한345

통해 기메코사는 기메코사와 연유닦음, 기메코사로 이어지면서 연행되고 그 아래에 또 세부 재차가 있음이 드러

난다. 다만 각 세부 재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왜 이러한 구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 구성별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지가 기술되어 있다면 제주굿을 이해하는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이 무가집의 가장 큰 강점은  

수천 개에 이르는 주석이다. 주석이라고 하여 여러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품을  

팔고 궂은일을 해야 가능한 제주 무속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무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인이 이해

하기 어려운데, <동복신굿>의 말들은 제주어여서 더더욱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모든 단어와 구절에  

뜻풀이를 주석으로 제시하였다. 읽어 나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제주말을 주석을 통해 단번에 알 수 있어 제주 

무가에 대한 독해 및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연구자들이 공들여 작업했음은 각 권별 주석의 숫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각 권별 주석의 숫자이다.

(표	1)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각	권별	주석	숫자

권 주석	숫자(개)

1 1,970

2 2,586

3 2,342

4 3,122

5 2,364

6 2,920

계 15,304

15,304개의 주석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제주어를 15,304개 알기 쉽게 풀이했다는 의미이다. 주석만을 

따로 모은다면 제주 무속어 사전이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연구자들이 단순하게 무가 채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제주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뜻풀이를 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무가 채록이 

단순하게 음성을 글자화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음성을 정확하게 글자로 표출한 후 그 의미까지 명확 

하게 전달하는 종합적인 작업임을 알려준다.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작업이어서 음성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심방이 굿을 연행하면서 행하는 모든 동작을 

기록하였다.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록하였고, 이에 수반된 장단까지 명기하였다. 기본 장단을 빠르

기에 따라 늦인석, 중판, 인석으로 나눈 후 각각 첫 글자를 따서 ‘늦’, ‘중’, ‘ ’으로 표기하여 자료집만 보고도 

장단의 변화와 심방의 행동, 무가 사설의 연행 등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음악에 대한 배려는 무가 사설 채록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채보한 결과물을 악보로 제시하여 입체적 효과를 높였다. 사진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굿의 전체적 흐름과 양상을 

알 수 있다. 

무가를 채록하는 지난한 작업을 통해 6권의 방대한 무가집을 간행한 연구진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자료집으로 제주신굿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 국립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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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공로는 거듭 치하해도 차고 넘친다. 무당굿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의 열망, 모든 정보를 

기록하여 온전한 자료집으로 간행하려는 욕구가 연구진과 결합하여 이러한 성과를 낳은 것이다. 

Ⅳ. 기증 자료 활용의 활성화와 아카이브 구축의 방안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와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는 일차적으로 기증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간행할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알려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이 애써 모은 자료를 기증하면, 마땅히 그에 대한 예우가  

있을 것이고, 확실한 자료집으로 간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줌으로써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자료를 기증할 물꼬를 터준 셈이다. 단순하게 자료를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세하게 풀어내어 가공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준다면 자료를 기꺼이 기증하려는 연구자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 

과거의 무형유산을 지금 어떻게 되살려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사라지고 있는  

무형유산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움직임은 마땅히 권장해야 한다. 전승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무형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과거 무형유산의 온전한 모습을 알려주는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연구자가 과거에 존재했던, 또는 지금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무형

유산의 온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영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영상 자료는 

무형유산의 온전한 모습은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해설이 수반되어야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에 조사된 무형유산 자료의 상세한 기록화이다. 영상 자료와 함께 그것을 정리하는 자료

집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영상, 또는 음성 자료와 함께 자료집이 공존한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무형유산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와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자료집은 지금까지 이뤄진 

어떤 자료집보다 필수적인 정보를 알차게 담고 있는 귀한 자료집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지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고 있으며, 과거에 조사된 자료에 

대한 애정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자료집의 가치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책자를 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여러 종목에 대한 기록화를 함께 진행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형유산의 온전한 모습을 알려주는 과거 자료에 대한 정리도 

필수적인 사업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아쉬움도 있다.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모두 무가 사설 채록과 굿  

연행 상황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함께 기증된 사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두현 기증 자료 중 사진은 별도로 정리되어 간행되어 무가연구서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지만, 고광민 기증 자료는 

사진 자료집이 별도로 간행되지 않아 실상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두현 기증 자료는 동영상이 별도로 



무속 현장의 기록화와 아카이브구축  | 홍태한347

존재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남아 있어 사진 자료가 필수적이다. 무가연구서를 간행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지만 더 많은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광민 기증 자료는 별도의 동영상이 

남아 있는데 이 자료는 물론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나 아카이브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기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영상과 자료집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은, 자료집을 보면서 동시에 동영상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사례를 응용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보존회 차원에서 열었던  

동해안오구굿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QR코드를 활용하였다. 무가집을 간행하면서 권두에 굿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해설로 소개하였고, 굿거리별로 굿 연행 상황을 기록하고 무가 사설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각 굿거리의 시작 부분에 

QR코드를 제공하였는데, 이 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인터넷에 올린 해당 음원과 연결되어 무가집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굿 음원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동영상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동영상 용량이 커서 결국 

몇 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음원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와 연계시킴으로써 자료집의 활용성이 높아졌다. 

무가집과 음원을 연계하여 접할 수 있다면 굿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이 사업을 연구자에게  

맡김으로써 QR코드를 활용은 했지만 동영상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립무형유산원이라면  

구축된 아카이브와 직접 연계시켜 동영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단순한 자료집 간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 

구축된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과 이해까지 높일 수 있다.

앞으로도 자료 기증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기증 자료 처리 지침서 간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1960∼80년대에 활동한 연구자들의 기증 자료가 중심이 되어, 기증 자료에 대한 메타데

이터가 없어도 자료의 가치가 높아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기증을 기꺼이 받았다. 하지만 기증 받은 자료를 국립

무형유산원에서 일일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설명을 붙이는 지난한 작업을 더 이상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디지털 기기의 확충과 과거보다 숫자가 증가한 연구자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자료를 집적하고 있어 기증될  

자료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증 자료를 만든 연구자 스스로가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지침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자료는 현장에서 조사하면서 자료를 만든  

연구자가 가장 적절한 해설자이다. 자료를 기증받을 때부터 연구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충실한 설명을 갖춘 아카이브가 구축된다. 지침과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자료는 기증 자체의 의미는 소중하지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라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기증된 자료 정리의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두현과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서를 예로 제시

한다면 무가를 채록하는 경우에는 어떤 원칙과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해 두어야 한다. 들리지 않는 부분을  

말줄임표로 표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가 사설이 들리지 않는다고 표기할 것인가, ‘불청’이라고 표기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 한 예이다. 무가는 굿연행을 전제로 한다. 그럼으로 굿연행 상황을 기록할 때는 무복, 무구,  

무무, 무악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카이브 자료가 구축될수록 필요한  

요건이다. 통일성을 가지고 정리된 자료가 집적되어야 훗날 활용에 편리하다. 서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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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는 호환성과 활용성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사진과 동영상과 자료집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동영상 자료의 기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터넷 공간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의  

연계성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이 분명해진다면, 기증되는 

자료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이를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자료집 간행도 지속될 수 있다.

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꺼이 조건 없이 자료를 기증할 것이다.  

모든 기증자들의 자료집을 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료집이 간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기증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자료집 간행 여부, 기증 자료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이것이 자료 기증자의 의지를 감소시킬 여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따르는  

연구자가 기증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모든 연구자의 자료 기증을 감당할 수는 없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증  

자료의 지침 마련, 기증 자료 정리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다. 그렇다면 그 지침에 맞춘 연구자들만이  

자료를 기증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의 집적은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기록의 보관’, ‘보관소에 기록을  

보관하다’의 의미가 있다. 기록의 보관이 최근에는 개인별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라  

누구나 무형유산과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컴퓨터와 통신망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정보 생산자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었고, 정보의 소비와 유통이 유한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무한의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아카이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인식도 필요하다. 특히 아카이브 생산자의 확장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자료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상대

적으로 증가한 여러 자료 중 어떤 자료를 아카이브 구축 대상으로 여길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카이브 구축보다 활용이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활용을 

위한 것이고,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아카이브를 수용하는  

순간 새로운 아카이브의 창출이 이뤄진다. 이것을 저작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카이브의  

구축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전시 

활동의 결과물,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넓은 의미의 아카이브에 포함된다. 자료가 전문 학자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에 대한 독점과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민주적이고 평등

하다. 파일로 만들어진 아카이브는 다단계 유통을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활용의 범주 또한 넓어진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카이브를 검색하여 자신의 관점에 맞춰 재편집하여 다시  

분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약도 따르지 않는다. 필름이나 종이에 기록된 자료를 생산자 혼자 독점하면서  

정보를 활용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아카이브를 놓고 다채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무형유산의 아카이브는 촬영한 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자산이 되고 활용의 기본 

자산이 된다. 물론 만든 이의 권익은 보호되지만 아카이브의 가치와 활용은 개방되어야 한다. 그 활용에 어떤  

제약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증 자료를 접하고 자료집의 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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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에서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와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료적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

았다. 그동안 간행된 어떤 무가집보다도 알찬 무가집을 간행하여 한국 무속 연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립무형유산원의 자료는 탁월하다. 앞에 제시한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여, 뒤이어 간행될 여러 자료집은 더더욱 알찬 성과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아카 

이브 담당자에게 몇 가지 안목을 더할 것을 요청한다. 책을 만드는 편집자,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의 시선까지  

갖출 필요가 있다. 편집자가 주제를 제시하고 독자들이 투고한 글을 모아 간행할 단행본 기획, 트위터나 페이스

북에서 형상, 도상, 내용 등의 유사성에 따라 수집한 사진을 모아 간행할 단행본 기획 등은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예이다. 생산된 아카이브를 넘어서서, 생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재생산된 아카이브를 수집 

하는 방안, 기 생산된 아카이브에서 유관 대상들을 모아 새로운 아카이브로 편성하는 방안 등이 이러한 출판  

흐름과 통한다. 그렇다면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이러한 편집자적 안목으로 기록하고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가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는 인식이다. 문화 자산은 현실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공간에도 존재한다. 무형유산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자료의 확보이다. 무형유산 

전승 현장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때 디지털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카이브는 우리 무형유산의 훌륭한 자원이 된다. 단순한 디지털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유산이 되어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라 명명할 수 있다. 아카이브는 디지털 헤리티지의 자산이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무형유산의 전승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일회적이다. 디지털로 가공된 자료를 공개하여 새로운 아카이브가 재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형유산의 계승과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자료집의 지속적인 간행이 이어져야 한다. 국립무형

유산원은 조사와 함께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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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umentation and Archive Construction 
of Shamanistic Scenes 

Abstract

 This article observed the performance and value of 『Lee Doo-hyun’s Donated 20 Volumes 
of Shamanic Songs』 and 『Go Gwang Min’s Donated 6 Volumes of Shamanic Songs』 published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two source collections have great value in that they have detailed explanations, present 
recordings of shamanic songs and scores, and provide data accessibility of shamanic exorcisms 
that cannot be encountered now. The shamanic song research of Lee Doo-hyun recorded 
various forms of exorcism by region and in particular, it includes more material on exorcisms of 
the eastern coast of Korea than any other source collection. It even provides records of Janggu 
and Jing rhythms, faithful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music of exorcisms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The provision of sound sources is significant in that it allows three-dimensional 
approaches. <Dongbok Shaman Rituals> contributed by Go Gwang-min is a significant source 
of initial data regarding the shamanic rituals of Jeju and it includes detailed annotations on over 
15,000 vocabulary words, making it exemplary as an organization of data on exorcisms in Jeju. 
Through these two source collections, the shamanistic world of Korea now possesses optimized 
regional source collections on shamanism. This study presented that, while related photo data 
was also donated, it was not actively utilized in the source collections, plans must be found 
to connect video data with the source collections, and active support must be given towards 
future studies as they have not yet been conducted. In addition, perceptions of archives must 
be newly made for the construction of archives and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must grant digitalized archive data value as digital heritages. For this, publications of source 
collections that can compare to these two source collections must be made and material from 
various researchers must be received so that archive construction projects ca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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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즉시 해당 논문을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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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8조(심사기준)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획논문일 경우 필요

에 따라 심사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평가항목

내용 배점(100점)

제목 적절성 5

본문

형식요건과	체제의	정연성 10

논리성 25

독창성 20

학술적	가치	및	수준 25

참고문헌 적절성 10

요약 적절성(국문,	영문) 5

제  9조(심사규정) ①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89점)”, “수정 후 재심사(C: 70~79점)”, “게재불가(D: 69점 이하)”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 진행한다.  

②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1.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

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5. 심사결과‘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해당 심사위원이 담당하며,“D(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한다. 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는 게재가 불가하다. 

6. 논문심사결과 종합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제  1 0조(이의제기)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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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고지침

제12조(투고규정) ① 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 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90일 이전까지이다. 

④ 투고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논문 및 신인논문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모를 거친다.

⑥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⑦ 신인논문의 지원 자격은 석사재학(수료 포함) 및 졸업생, 박사재학 및 수료생으로 한정한다. 단 석사학위

논문은 제외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하며, 편집회의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논문은 반려한다.     

⑨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지 않는다. 단, 미게재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게재불가”를 받은 경우나 “수정 후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있다.

⑪ 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nihc.jams.or.kr)’이다.

⑫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조(논문 작성 양식) ① 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원고지 6매를 A4 1매로 했을 때 A4 

2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나 자료 제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매(A4 8매) 가량 초과

할 수 있다. 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이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제

출한다.

②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수록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및 심

사논문 1부를 공고 마감일 전에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Microsoft-Word 프

로그램으로도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 

성립될 시 제4자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

에게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통보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②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투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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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한자 또는 외국

어)’로 병기(倂記)한다.

④ 외국어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형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형원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게재한다.

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1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제2 

저자, 제3저자 등으로 표기한다. 단,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가 

교신저자일 경우 교신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  14조(논문 작성 요령) 논문작성 시 인용문 및 각주의 처리방법, 참고문헌 작성, 문장 부호 등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발행(간행)규정

제  15조(내용 및 체제) ①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각 게재물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②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제  16조(간행) ①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2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제○○호(Vol)로 명기한다.

③ 학술지는 무형유산 분야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신인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

④ 보고문, 서평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저작권) ①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 전부를 무형원에 양도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 무형원이 제공하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무형원은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 본인이 논문을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무형원은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전송물에 저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  18조(원고료 지급)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에 대해서는 무형원 자체기준에 따른 원고료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

우 각자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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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윤리 관리 규정

제  22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원에서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  24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

한다.

③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이나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④ 자신의 연구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신인논문상 심사 및 시상) ① 신인논문상은 당해연도 신인논문 분야 게재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 

1편을 선발하여 수여하며, 동점인 경우 2인 이상 선발할 수 있다. 

  ② 신인논문상 수상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신인논문상 수상자에게 국립무형유산원장 상장을 수여한다.

제20조(학술지 기증)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③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기관 및 연구자

④ 유관 기관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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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직, 효율, 객관성 등의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

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25조(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등) 투고자는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제26조의 연구윤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조(심의요청 및 조사) ① 편집위원회와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당사자는 무형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

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 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연구기록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8조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

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

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제  2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①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

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윤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

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

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

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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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8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⑥ 본인의 소명은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⑦ 윤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  2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

재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제  29조(자료공개의 범위) ①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

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

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의사

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  3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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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2호, 2016.05.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3호, 2017.03.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신인논문상 운영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술지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7호, 2018. 02. 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신인논문상 운영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1호, 2020.02.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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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게재여부 세부 조건

심사결과
종합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게재)	 A(게재)	 A(게재)
게재

A(게재) A(게재) B(수정	후	게재)

A(게재) A(게재) C(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A(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A(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A(게재)	 A(게재)	 D(게재불가)	

A(게재) B(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C판정-해당위원	재심)

(D판정-제4자	재심)

A(게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A(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A(게재) D(게재불가)	 D(게재불가)	

게재불가

(반려)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D(게재불가)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D(게재불가)

D(게재불가) D(게재불가) D(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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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논문 작성 요령

 ①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용지크기: A4(210㎜×297㎜), 세로용지

  2. 용지여백: 위 20·아래 15, 왼·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

 ②  논문은 제목, 필자명(소속기관, 직위), 목차, 국문초록(주제어 5~10개 포함), 본문(머리말, 본론,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이름, 영문소속명, keyword 5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③  본문 이외 자료의 서식은 (그림), (사진), (표)로 통일하며, (그림)에는 도면과 지도 등을 포함한다.   

  예) (표 1) 제목

  1.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각주로 표시한다.    

  2.  도판설명은 (그림 1) 작가(있을 경우), <작품명>, 제작연도 또는 시대, 재료, 크기, 소장처의 순으로  

제시한다.

   예) (그림 1) 작자미상, <패구난>, 1871년경, 종이에 채색, 20.6×20.0㎝, 미국 브루클린미술관

 ④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Ⅰ. 1. (1) 가. (가) ① ㉮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장(Ⅰ.)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예) Ⅰ. 

                 1. 

                     (1)

                         가.

 ⑤ 논문의 부제는 ‘-부제-’ 형식으로 한다.

 ⑥ 본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pt, 줄 간격은 160%로 한다.  

  2. 본문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가. 강조 및 특수한 용어: ‘  ’

    나. 직접인용: “  ”

    다. 국내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 』), 작품(< >)

    라. 외국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이탤릭체)

 ⑦ 인용문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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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용문의 글자 크기는 9pt, 줄 간격은 140%로 한다. 

  2. 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불가능할 경우 한문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3.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4. 본문 중에 인용된 내용이나 구절의 원저자를 밝힐 때에는 각주를 따로 쓰지 않고 괄호 속에 저자와 

      발행연도, 쪽수를 표기해도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본문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기록해 준다.

      가. 단독 저자(홍길동 1995: 259)

      나. 2인 저자(홍길동⋅이몽룡 1996: 23~30)

      다. 3인 이상 저자(홍길동 외 2000: 43)

      라. 두 연구 이상 인용(홍길동 외 2000: 43; 이몽룡 2001a: 30, 2001b: 54)

 ⑧ 주석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주석은 각주로 달며, 글자 크기는 9pt, 줄 간격은 140%로 한다.  

  2. 각주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가. 국내 논저 및 동양서

   (1) 학술지 논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 권수(발행처, 연도), 쪽수.   

    예)  홍길동, 「전통공예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전통공예학』 제3호(전통공예학회, 2016, 

201~203쪽.

   (2) 학위 논문: 저자, 「논문제목」(학교 및 학위, 연도), 쪽수.

    예) 홍길동,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연구」(한국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3) 저서: 저자, 『저서명』(출판사, 연도), 쪽수.

    예) 이철수, 「조선후기 민가조형」, 『조선건축사』(민중사, 1998), 201~209쪽.

   (4) 하나의 각주에 여러 개의 논저를 표시할 경우에는 쌍반점(;)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예)  ㉠   여러 저자일 경우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권: 자료편』(민속원, 2002), 347~350쪽; 이두현, 『한국무속

과 연희』(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21쪽.

     ㉡   단독 저자일 경우(최신순)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권: 자료편』(민속원, 2002), 347~350쪽; 김영돈, 『제주도 제

주사람』(민속원, 2000), 35쪽. 

   (5) 각주에 설명과 함께 그 출처를 밝힐 때는 [  ] 속에 그 출처를 기재한다. 

     예)  당시 조사보고서에서 이두현은 피조리를 소무라 칭하고, 소무 중 하나를 덜머리집으로  

사용한다고 기술하였다.[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집』(문화재관리국, 

1964),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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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양서  ※ 저서명은 이탤릭체 표기, 쪽수는 pp.로 표기

  (1) 논문: 저자(성,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혹은 저서명, 권수(발행처, 연도), 쪽수.

    예)    Jeorges, Robert A.,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2(326)(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p.327~340.

  (2) 저서: 저자(성, 이름), 저서명(출판사, 연도), 쪽수.  

    예) Mircea Eliade et al., The Encyclopedia of Religion(Macmillan, 1987).

  (3) 한글 번역서: 저자·역자, 『저서명』(출판사, 연도), 쪽수.

    예) R.H.반울릭 저·장원철 역, 『중국성풍속사』(까치, 1993), 31쪽.

  다.  앞에서 이미 인용된 책과 논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의 책(『저서명』, 연도)’ 또는 ‘앞의 논문

(「논문명」, 연도)’으로 쓴다. 영문일 경우에도 Ibid. loc. cit. 대신 ‘앞의 책(저서명, 연도)’, ‘앞의 논문

(“논문제목”, 연도)’과 같이 쓴다.  

    예) ㉠ 앞에서 언급한 저서(논문)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앞의 책(『한국무형문화유산 자원 5: 나전장』, 2005), 47쪽.

       ㉡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저서(논문)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위의 책(『한국무형문화유산 자원 5: 나전장』, 2005), 47쪽.

  라. 기타 자료 인용

  (1)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명」, 『신문명』, 발행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예)    「진도군, 추억의 민속장터 열어」, 『매일일보』, 2016. 2. 10.

  (2) 인터넷 자료의 경우 링크 주소를 제시하고 검색일자를 기재한다.

   예)      http://www.iha.go.kr/main/ArchiveType/getTreasureTypeView.nihc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 2016. 2. 10. 

  (3) 현장조사 자료 인용의 경우는 구술자 정보(면담장소, 면담일시) 순으로 기재한다.

   예)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 홍길동(국립무형유산원, 2017. 12. 20.)

⑨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말미에는 참고문헌을 달아야 하며,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상기 ⑧항의 주석 작성 요령에 

      준한다. 

         2.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사료 → 저서 및 논문 → 신문기사 → 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사료는 간행연도순으로 작성하고, 저서나 논문의 경우 동양서는 한국 → 중국과 일본 → 

      서양 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저자명은 한국⋅중국⋅일본 문헌은 저자의 한글 또는 한자음 자모순

      으로, 서양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3.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최신순으로 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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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실록(英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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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및 논문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집』(문화재관리국, 1964).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희』(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이철수, 「조선후기 민가조형」, 『조선건축사』(민중사, 1998).

  홍길동,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연구」(한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전통공예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전통공예학』 제3호(전통공예학회, 2015).

  R.H.반울릭 저·장원철 역, 『중국성풍속사』(까치, 1993).

  民俗学研究所, 『民俗学辞典』(東京堂出版, 1951).

    Jeorges, Robert A.,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2(326)(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Mircea Eliade et al., The Encyclopedia of Religion(Macmillan, 1987).

  신문기사

  「진도군, 추억의 민속장터 열어」, 『매일일보』, 2016. 2. 10.

  인터넷 자료

  http://www.cha.go.kr “문화재청”, 2016. 2. 11.

  http://www.iha.go.kr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 2016. 2. 10.

  기타 자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4호, 시행 2017. 6. 21.)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고시」,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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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6월 30일, 12월 20일 예정)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응모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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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s for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 9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s announcing a call for papers for its 

KCI-accredited publication,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is a biannual academic journal (published on June 30 and December 
20) that encourages in-depth research into various aspects of intangible heritage and reflects the result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angible heritage policies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Eligibility
•   Research Papers/General Papers :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intangible heritage
•  New Papers : Current Master’s students (including ABT) / Graduates / Current PhD students (including ABD)

※   In the case of new papers, applicants who have already published papers in three or more academic journals are 
excluded, and the submission of Master’s theses is not recommended. 

 Paper Topics
•   Research Papers : A comparative study of intangible heritage and folklore studies
• General and New Papers : Any topics related to research, archiving, education, exhibition, performance, 

and exchange of intangible heritage within the following scope 

 Guidelines for Paper Submission 
• Submission Deadline : September 15, 2020 (to be published on December 20, 2020)
• Submission Checklist : One copy of the paper (Hangeul or MS Word file), Korean and English abstracts, 

and a Letter of Compliance with the Code of Ethics 
※   For a useful guide on writing and formatting the paper, please refer to the publication 

regulations for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ebsite.  

• Length : Should be within 150 pages of squared manuscript paper for 200 characters  
(a set manuscript fee will be paid) 

• Submit to : http://nihc.jams.or.kr
• Inquiries : Contact the person in charge of papers at the Research and Archiving Division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t 82-63-280-1512

1) Traditional arts and performing arts 2) Traditional   art or craft skills 
3)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Korean   medicine, agriculture, fishery, etc. 
4)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5) Traditional   life customs regarding food, clothing, shelter, etc. 
6) Social rituals, including folk religion 7) Traditional games, festivals, and practical and martial arts

The Scope of Intangible Heritage

New Paper Award by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mong new papers, selected papers will receive an award from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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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s ◀

Approach on Differe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Na Kyung-soo

Genre Change and Response Ways of Intangible Heritage in Music Kim Hey-jung
 
Dance Studies’ Perspective of Folklore and Intangible Heritage Kang In-sook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Folklore Studies and Intangible Heritage Studies
-Focused on Traditional Agriculture- Kim Jae-ho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ystem Analysis of the Academic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Big Data Text-Mining Oh Jung-shim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Nongak Culture in Jeolla-do through the Records on 
Geolgung by the Yangban Class in the 19th Century Song Ki-tae

Journey of Eunggolbang(鷹鶻方), the Guidebook of Falcon-Breeding and Falconry Kim Bang-wool

Temple Kitchen(後院) Culture in Buddhism Projected into the Pass-Through Life of Monks Koo Mee-rae

A Study on Key Dancing Movements for Prototype-Based Succession of  ‘Ulsan Dutbeki ’ Choi Heung-kee

An Experiential Understanding of the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in Folk Religions Pyo In-ju

Types and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Brush in Korea Park Chang-sun

Examination on the Historicity and Original Function of the Ttibae Appearing in
Wido Ttibaennori(Ttibae Boat Festival of  Wido Island) Seo Jong-won

The Documentation and Archive Construction of Shamanistic Scenes Hong Te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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